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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전반적 언어능력에서 또래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 있으

며, 특히 문법형태소 이해와 표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령기에 들어서면 언어 그 

자체를 사고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메타언어인식 능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법발달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생활연령 및 언어수준을 일치시킨 

정상발달 아동들의 한국어의 주요 문법형태소에 대한 판단능력을 비교․고찰하는 데 있다. 

방법:  초등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 15명, 이들과 학년 및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5명, 그리고 수용어휘 원점수로 언어발달수준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5명 총 4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검사도구는 조사 7개, 어미 8개, 접사 8개 총 23개 한국어 주요 문법형태

소에 대한 문법성 판단과제를 사용하였다. 결과:  문법성 판단 능력에서 판단 정확도 점수는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났으며, 단순언어장애 집단과 언어수준일치 집단

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정정확율은 생활연령 일치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 

생활연령 일치 아동과 언어수준 일치 아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판단과제 수정에

서 나타난 오류유형은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단순언어장애 집단 및 언어수준 일치 집단 사이

의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성 판단 능력은 또래에 

비해 느리기는 하지만 정상발달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수정오류 유형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내용수정을 더 많이 하며, 이러한 패턴은 재오류의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던 

언어수준일치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청
각장애연구, 2010;15;619-631.

핵심어:  단순언어장애, 문법형태소, 문법성 판단

Ⅰ. 서 론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언어의 이해 및 표현, 화용능

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언어능력에서 또래 아동에 비

해 지체되어 있으며, 특히 문법형태소 습득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Leonard, 1989; Rice & Oetting, 1993). 

문법형태소는 문장 내의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명사

나 동사 같은 내용어보다 전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언어습득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는 문법형태소 

습득이 더욱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가 풍부

한(morphological richness) 교착어로 어순에 의한 

정보전달보다는 문법형태소의 결합으로 내용어가 분

명히 전달되는 게 특징이다(이익섭, 2005). 문법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좀 더 정확하고 

세련된 문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문

법형태소의 차이를 습득하고 적절한 문법적 지식을 

배우는 과정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일 것이다. 특히 

학령기에 들어서게 되면 다양한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

로 한 학업능력에 대한 요구와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일상적인 수준의 기본적 언어 기술은 만 4, 5세경에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하지만(이승환 외, 2005) 메타

언어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 능력을 중심으

로 한 언어발달은 학령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다. 메타언어인식은 모국어의 기본적 

언어형식에 일정 정도 숙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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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는 능력으로 학령전기에 시작하기는 하지만 학

령기에 이르게 되면 주요한 발달과정을 겪게 된다. 따

라서 학령기 아동의 메타언어인식 능력에 대한 평가

는 이 시기 아동의 전반적 언어능력 평가에서 주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일 수밖에 없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이러한 메타언어인식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구문적 지식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반아

동에 비해 지체되어 있다(Kamhi & Koenig, 1985). 

문법오류 판단은 구문인식 및 문법체계와 관련된 메

타언어인식 능력의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김명희, 2003; 

이수영, 2008; 이윤경, 1996; 정미란․황민아, 2007; 

Kamhi, 1987).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문법형태소 습득의 어려움

은 각 언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러 

언어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Bedore 

& Leonard, 2001; Leonard & Bortolini, 1998; Paradis 

& Cargo, 2000).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발달 특성

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영어권에서는 언어장애 아동을 진단하는 임상적 표지

로서 문법형태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edore 

& Leonard, 2001; Rice & Wexler, 1996). 

한국어의 경우 아직까지 문법형태소와 관련된 연

구가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의 문법

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 습득순서와 관련

된 발달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배소영, 1997; 

서희선․이승환, 1999; 이순형, 2000; 이승희․황민

아, 2002; 하은진, 1999). 최근에는 단순언어장애 아

동의 문법형태소 습득 특성을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

한 특성비교 연구(김수영, 2002; 김은영, 2003; 박은

수․이윤경, 2007; 황민아, 2003) 기타 장애집단의 문

법형태소 산출 특성연구(박경아 외, 2006; 한효섭, 

2003; 황미진, 2008) 등 문법형태소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메타언어지식을 토대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의 차이를 판단하는 실험과제

에 대한 반응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김명희, 2003; 

이수영, 2008; 정미란․황민아, 2007; Dunton, Fujiki 

& Brinton, 1984; Kamhi, 1987; Kamhi & Koenig, 

1985). Kamhi (1987)는 4세경에 이르러야 문법성 판

단능력에 대한 과제수행이 가능하고 6∼8세경이 되어

야 정확히 수행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김명희(2003)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문에 대한 판단능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

미란․황민아(2007)는 5∼7세 일반아동과 성인 총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류에 대한 문법성 판단능력

을 반응시간과 반응정확도로 측정한 결과 연령이 증

가할수록 반응정확도가 증가하고 반응시간이 감소했

으며, ‘가’의 오류탐지 빈도가 가장 높고, ‘에’, ‘로’의 

순으로 낮아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언어장애 아

동과 일반 아동의 문법성 판단능력을 비교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 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일상적 언어

의 이해 및 표현능력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래에 비해 

문법형태소와 관련된 메타언어인식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수영, 2008; 이윤경, 1996; 

Dunton, Fujiki & Brinton, 1984) 하지만 언어발달수

준이 비슷한 더 어린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한 연구결

과들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이수영, 2008; 

정미란․황민아, 2007; Buday, Newhoff & Perry, 

1983; Kamhi & Koenig, 1985). 

이와 같은 문법성 판단과제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

이 상위언어능력 발달 특성을 살펴보는 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주요 문법형태소를 모두 포괄한 문법성 판단 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메타언어인

식 능력의 발달이 주요한 학령기 아동의 문법성 판단

능력을 다룬 연구 역시 부족한 편이다. 문법형태소 습

득에 어려움을 겪는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경우 학

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메타언어인식 능력의 

발달과업이 더욱더 부담이 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만 6∼8세 경이 문법성 판단과제를 정확히 수

행한다는 Kamhi (198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문법성 

판단능력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집단 

아동들의 문법성 판단 정확도 점수, 수정정확율, 수정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

인 단순언어장애 아동 15명, 그리고 이들과 생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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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치시킨 정상발달 아동 15명, 언어수준을 일치시

킨 정상발달 아동 15명으로 총 45명의 아동이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1)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

치료사에 의해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으로 2)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orean-Wechsler Intel-

ligence Scale for Children -Ⅲ: K-WISC-Ⅲ, 이하 

K-WISC-Ⅲ)(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 검사 

결과, 동작성 지능이 K-WISC-Ⅲ 실시지침서에 제

시된 IQ점수의 질적 해석에 근거해서 경계선급 지적 

결손 이상의 지능점수로 판정된 80이상인 아동이다. 

3)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이하 REVT)(김영태 외, 

2009),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 및 언
어문제해결력 검사(배소영․임선숙․이지희, 2000) 

결과 두 가지 이상의 검사에서 또래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이하 또는 백분위 점수가 10%ile 이하에 해당하

는 아동으로 4)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조음기

관의 구조적 장애 및 운동기능의 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이다.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 아동집단은 단순언어장

애 아동들과 같은 학년이거나 생활연령이 ±3개월 이

내에 속하는 아동들이다. 또한,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대일로 일치시켰을 때, REVT 

수용어휘 검사 결과 원점수가 ±3점 이내의 점수대에 

속하는 아동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생활연령, REVT 

수용어휘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표 - 1>

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언어장애 집단과 정상 집단 간 

생활연령, 수용어휘 원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 2>에 제시

되어 있다. 

<표- 1> 생활연령과 REVT 수용어휘 원 수의 평균과 
표 편차

단순언어장애 언어수 일치 생활연령일치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생활월령 94.467  9.086 74.333  5.327 91.467 10.063 

REVT

수용어휘

수

65.733 11.417 65.667 10.821 102.933 23.116 

<표 - 2> 응집단 간 t -검정 결과

응집단 자유도 t p

생활월령
단순언어장애집단

28 .857 .399
생활연령일치집단

REVT

수용어휘 

원 수

단순언어장애집단

28 .016 .987
언어수 일치집단

*
p< .05

2. 검사도구 

문법성 판단과제에 사용된 문법형태소는 총 23개 

항목으로 조사 7개 ‘가, 을, 에, 로, 는, 도, 만’, 연결어

미 8개 ‘고, 지만, 서, 러, 면’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의 시제를 포함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을’로 

구성하였다. 접사는 사동접사 ‘이, 히, 리, 기’ 4개와 

피동접사 ‘이, 히, 리, 기’ 4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한

국어의 주요 문법형태소 범주인 조사, 어미, 접사를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각 범주에 속하는 개별 문법형

태소는 발달시기 및 빈도를 고려하였고, 기존의 연구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뤄 온 항목을 참조하였다

(강범모․김흥규, 2004; 배소영, 2006; 이수영, 2008) 

판단과제에 사용된 실험문장은 각 문법형태소당 정

문 1개, 비문 2개로 3개의 문장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23개 항목에 대해 총 6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문은 

각 문법형태소 범주(조사, 어미, 접사)내에서 잘못 사

용된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하나의 검사문항은 4∼5

어절로 구성되었으며 음절길이는 총 13음절로 일치

시켰다. 문장의 주체 및 객체는 ‘엄마, 아빠, 동생, 누

나, 오빠’ 등 일상생활에 익숙한 명사 어휘로 제한하

였으며, 문장의 술어 역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동사 

‘먹다, 가다, 타다, 잡다, 공부하다’등으로 제한하되 피

동문과 사동문의 경우는 해당 4가지 유형의 접사를 

포함한 동사로 구성하였다. 세 가지 범주의 순서효과

를 없애기 위해 각 범주의 문법형태소가 처음-중간-

끝 순서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조사-어미-접사, 어미

-접사-조사, 접사-조사-어미의 세 가지 유형으로 실

험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비문과 정문의 구성은 각 

형태소 범주 내에서 문장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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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오류유형의 정의 검사문항의 아동 반응의 

단오류
제시된 문장의 오류를 정확히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비문을 정문으로 정문을 비문으로 단하는 경우

오빠가 지  밥을 

먹은 이 요
맞았어요

문법형태소 오류 문법형태소를 잘못 단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
동생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냇가를 잡아요

구문구조 오류
문장의 다른 구성성분을 첨가하거나 어순을 바꿔서 

의미를 변화시킨 경우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어요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  주었어요

의미오류 문장의 내용을 다르게 바꾸어 의미를 변화시킨 경우
동생이 매미채로 

매미를 잡아요
잠자리채로 

모른다 검사문항을 듣고 모르겠다고 반응하거나 무반응한 경우
배가 많이 아 러 

병원에 갔어요
몰라요

기타
발음의 문제로 인해 틀렸다고 단하거나 검사문항을 

단순 반복하는 경우 

나한테 장난감을 

뺏겼어요
잠남감이 맞는데

<표- 4> 문법성 단과제에서의 오류유형
 

<표 - 3> 문법성 단과제 검사문항  비문의 

문법 

범주
비문 오류내용

조사

동생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이가→이

엄아빠가 물고기에 그물로 잡아요 에→를

엄마가 물마시고 나만 물마셔요 만→도

동생이 밥먹고 나를 밥먹어요 를→도

어미

기차는 빠르러 자 거는 느려요 러→지만

동생도 밥먹지만 나도 밥먹어요 지만→고

이것은 내가 내일 먹은 사과 요 먹은→먹을

배가 많이 아 러 병원에 가요 러→서

사

동생이 산에서 벌한테 쏘았어요
쏘았어요→

쏘 어요

나쁜 도둑이 경찰한테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혔어요

엄마가 바나나 껍질을 벗었어요
벗었어요→

벗겼어요

아빠가 공을 손으로 굴 어요
굴 어요→

굴렸어요

3. 연구절차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7명(5세: 1명, 6세: 1명, 초1: 

2명, 초2: 2명, 초3: 1명)의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아동이 이해

하기에 애매한 문항을 수정하고, 음절수, 어절수, 어휘 

유형을 조절하여, 이를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1급 

언어치료사 자격을 갖춘 두 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

당도 검증을 받았다. 검사절차는 연습문항을 먼저 제

시하고 과제를 이해시킨 후 본 문항 69개를 실시하였

다. 우선 아동에게 ◯, X판을 주면서 “이제부터 선생

님하고 같이 ◯, X퀴즈 게임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문장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나서 그 문장이 맞거나 

맞는 거 같으면 ◯판을 틀리거나 틀린 거 같으면 X판

을 들어주세요. 만일 X판을 선택했으면 틀린 곳을 고

쳐서 다시 말해주세요”라고 지시한 후 먼저 연습문항

을 실시하였다. 한 문항 당 한 번씩 들려주었으나 아

동이 다시 한 번 들려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정문을 틀리다고 하였

을 경우 검사과정에서 아동반응에 대한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요구하였고, 비문

을 맞다고 했을 경우 수정 요구 없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다. 아동 당 평균 10분 정도 소용되었다. 

4. 자료분석 및 결과 처리

가.  문법성 판단 정확도 

문법성 판단과제는 맞다, 틀리다로 답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50%의 우연히 맞을 

확률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우연확률을 통제하기 위해

서는 비문법적 문장 탐지능력을 평가할 때, 오경보

(false alarms, 정문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점

수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한 A'점수는 상대적

으로 오경보에 가중치를 두어 오경보가 많을수록 같

은 수의 오류 탐지 점수를 얻었더라도 A'점수는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계산된 것이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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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정방식은 Linebarger, Schwartz & Saffran

(1983), Fowler (1988), 정미란․황민아(2007)에 의

해 문법성 판단 점수 책정에 사용된 방식을 적용하

였다. 

A' = 0.5 + (y-x)(1+y-x) / 4y(1-x)

0.5 ≦ A' ≧ 1 

x = 정문을 틀렸다고 한 비율(proportion of false alarms)

y = 비문을 틀렸다고 한 비율(proportion of hits)

나.  문법성 판단 오류 유형

아동이 비문을 정문으로, 정문을 비문으로 판단한 

오반응의 하위 유형을 총 6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

으며, 각 유형에 관한 정의와 예문은 <표- 4>에 제시

되어 있다.

다.  수정 정확률

아동이 오류를 수정할 기회는 정문을 비문이라고 

한 경우와 비문을 비문이라고 한 경우 모두 제시하였

기 때문에 총 수정기회는 아동에 따라 달랐다. 수정 

정확률은 비문을 비문이라고 한 경우만 계산하였고, 

아동이 오류를 탐지한 비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았

을 때, 목표문법형태소로 정확하게 수정한 경우만 정

반응수로 계산하였다. 

수정 정확률= 정확히 수정한 문항 수/ 

오류 탐지 총 문항 수 × 100

라.  수정 오류 유형

아동의 오류 수정 반응은 비문을 비문이라고 판단

한 오류문항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정확한 수정과 

수정 오류를 구분하였다. 수정 오류의 하위유형으로

는 구문구조를 수정하거나 목표문법형태소가 아닌 다

른 문법형태소로 수정해서 목표 문법형태소에 대한 

정확한 수정은 하지 못했으나 성인의 발화에서 인정

되는 정문의 형태로 수정한 경우는 오류 유형에서 제

외하였다. 내용을 수정한 반응, 목표문법형태소가 아

닌 다른 문법형태소로 바꾸고 비문으로 표현한 경우

나 제시된 문장의 반복 등의 형태로 재오류를 범한 경

우, 모른다. 무반응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유

형에 해당하는 예시 답안은 <표 -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 5> 수정 요구시 반응한 아동의 수정오류 유형

오류 

유형
검사문항 목표반응

수정시 

아동 반응

내용

수정

엄마는 

말라서 

아빠는 

뚱뚱해요

엄마는 

말랐지만 

아빠는 

뚱뚱해요

날씬할 수도 

있어요

재오류

동생이 냇가가 

물고기를 

잡아요

냇가에서 냇가를

모른다 몰라요

무반응 NR

Ⅲ. 연구 결과

1. 문법성 판단 정확도 점수와 오류 유형

가.  문법성 판단 정확도 점수:  A'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 언어발달수준일치 아동집

단,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의 문법성 판단 정확도 점

수(A')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표 - 6>과 같다. 

<표-6> 문법성 단 정확도 수(A’)의 기술 통계 결과

단순언어장애

(n=15)

언어수 일치

(n=15)

생활연령일치

(n=15)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A' .545 .076 .566 .115 .740 .134

<표 -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성 판단 점수는 

생활연령일치 아동, 언어수준일치 아동, 단순언어장

애 아동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문법성 판

단 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

해 일요인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

7>과 같다.

<표-7> 문법성 단 수에 한 일요인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337 2 .168

13.756*집단-내 .514 42 .012

합계 .851 44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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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의 분산분석 결과, 문법성 판단 점수에 대

한 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F (2,42)=13.756 p< .05).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발되었는지 알아보

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한 결과 생활연령일치 집

단과 단순언어장애 집단(t =1.92, p< .05),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언어수준일치 집단(t =1.736, p< .05) 사

이(t =5.331, p< .05)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단순언

어장애 집단과 언어수준일치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나.  문법형태소 범주별 판단 정확도 점수

판단과제에서 조사, 어미, 접사의 범주별 판단 정확

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8>에 제시되어 있다. 

<표 - 8> 조사, 어미, 사에 한 단 정확도 수 
기술통계 결과

단순언어장애

(n=15)

언어수 일치

(n=15)

생활연령일치

(n=15)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조사 .587 .105 .617 .171 .813 .158

어미 .549 .099 .557 .120 .756 .152

사 .551 .080 .563 .098 .718 .131

이에 대해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범주별 문법성 판단 정확도 점수의 집단 간 주효

과(F (2,42) = 13.625 p< .05), 범주에 따른 주효과(F

(2,42) = 12.409 p< .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주효과는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다른 두 집단 사이

에서 나타났으며, 문법 범주에 따른 주효과는 조사와 

어미, 조사와 접사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  판단과제에서의 오류유형 분석

문법성 판단과제의 오류유형 분석 결과 세 집단 모

두 판단오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판단오류 이

외의 나머지 5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은 의미오류>기타>구문구조오류, 모른다>

문법형태소오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수준 일치 

아동집단은 의미오류>모른다>구문구조오류>문법

형태소오류,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의 경우는 의미오류>문법형태소오류>구문

구조오류>기타>모른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문법성 판단과제에 대한 오류유형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요인 반복측

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문법성 판단과

제의 오류유형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2,42) = 13.520, p< .05). 이러한 집단 차이

가 어느 집단사이에서 유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단순언어장애 집단(t = 3.06, p< .05),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언어수준일치 집단 사이(t = 3.28, p< .05)에

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단순언어장애 집단과 언어수

준일치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문법성판단 오류유형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집

단과 오류유형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F (2,42) = 8.294, p< .05). <그림 - 1>에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이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수준일치 

아동이 생활연령일치 아동들에 비해 판단오류와 의미

오류를 많이 보인다. 특히 판단오류의 경우 생활연령

일치 아동에 비해 다른 두 집단의 아동들 사이의 차이

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단과제 오류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2. 문법오류 탐지에 따른 수정능력

가.  문법성 판단과제에서의 수정 정확률

세 집단 아동들이 판단과제에서 반응한 오류탐지 

정반응 수의 평균은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이 35.33

회,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이 19.93회, 언어수준일치 

아동집단이 17.20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정 정반응

수는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이 25.80회, 언어수준일

치아동 집단이 8.27회,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이 7.80

회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 집단 아동들이 46개 

비문에 대해 “틀렸다”고 오류를 정확하게 탐지한 수

정 정확률은 <표 - 9>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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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9> 세 집단 아동의 수정정확률

단순언어장애
(n=15)

언어수 일치
(n=15)

생활연령일치
(n=15)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수정
정확율

0.34 0.25 0.32 0.27 0.72 0.10 

세 집단 아동들의 수정 정반응 수에 따른 수정정확

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 (2,42) = 15.381, p< .05). 이에 대한 집단 간의 구체

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단순언어장

애 집단(t = 5.424, p< .05),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언

어수준일치 집단 사이(t = 5.331, p< .05)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단순언어장애 집단과 언어수준일치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 문법성 판단과제에서의 수정 오류유형 분석

세 집단 아동들이 46개 비문에 대해 “틀렸다”고 오

류를 정확하게 탐지한 후 틀린 부분을 수정한 결과 정

확하게 수정하지 못한 오류 유형을 분석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 10>에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는 <표 -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10> 세 집단 아동의 수정 오류 유형 기술통계 결과

단순언어장애
(n=15)

언어수 일치
(n=15)

생활연령일치
(n=15)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내용수정 7.67 8.08 2.73 4.11 0.87 0.99 

재오류 1.13 1.36 2.93 2.66 2.07 1.71 

무반응 0.13 0.35 0.67 1.35 0.07 0.26 

모른다 0.93 2.84 0.40 0.63 0.07 0.26 

<표 - 11> 세 집단 아동의 수정오류 유형에 따른 분
산분석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간 집단 86.878 2 43.439
6.533

*

오차 278.40 42 6.629

피험자내 오류유형 352.861 3 117.620 12.364*

문법범주*집단 316.722 6 52.787 5.549*

오차 118.667 126 9.513
*
p< .05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 2>와 같다. 

<그림- 2> 세 집단 아동의 수정 오류유형 비교

세 집단 아동들이 수정오류유형에 집단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정오류 유형에 대한 집단간 주효과(F

(2,42)=6.533, p< .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의 주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사이에서 나타났

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

과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아동 집

단 간 차이(t =1.70, p< .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2> 수정오류 유형에 따른 사후 일요인분산분석 
결과

문법범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내용수정

집단-간  370.31  2 185.16 

6.68
* 집단-내 1164.00 42  27.71 

합계 1534.31 44

오반응

집단-간   24.31  2  12.16 

3.08 집단-내  165.60 42   3.94 

합계  189.91 44

NR

집단-간   3.24  2   1.62 

2.43 집단-내  28.00 42   0.67 

합계  31.24 44

DK

집단-간   5.73  2   2.87 

1.01 집단-내  119.47 42   2.84 

합계  125.20 44
*
p< .05

오류유형에 대한 주효과(F (3,126) = 12.364, p< .05)

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각 수정오류 유형에 집단

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요인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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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수정한 경우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2,42) = 6.68, p< .05). 이에 대한 집단 간

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내용을 수정한 경우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과 언어수준일치 아동집단(t =

4.93, p< .05),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일

치 아동집단 사이(t = 6.80, p< .05)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수정오류 유형간 상호작용효과도 유

의미하게 나타났는데(F (3,126) = 5.549, p< .05)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수준일치 집단과 생활연

령일치 집단은 재오류>내용수정>무반응>모른다의  

순으로 수정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단순언어장애 

집단은 내용수정>재오류>모른다>무반응순으로 수

정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

우 내용수정 오류유형과 다른 세 가지 오류유형과의 

차이가 큰 반면, 언어수준일치 아동과 생활연령일치 

아동의 내용수정과 다른 세 가지 오류유형과의 차이

가 단순언어장애 아동에 비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형태소와 관련된 메타언어인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문법성 판단과제에서 나타난 판단 정확도 점수, 

수정정확율, 수정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문법

성 판단과제에서의 판단 정확도 점수가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 및 언어수준일치 

아동집단 사이에서 집단 차이가 나타났으나 단순언어

장애 아동과 언어수준일치 아동집단 사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범주별 판

단 정확도 점수에서도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했다. 문법 범주

에서는 조사를 다른 두 범주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와 어미 접사와 관련된 

문법적 지식에 기초해서 문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초등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또래보다는 수행력이 떨어지지만 언어발달 수

준이 비슷한 더 어린 아동과는 비슷한 수행력을 보인

다는 것이다. 즉, 문법적 지식에 기초한 메타인식능력

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또래보다는 발달이 느린 

것이지 패턴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 발달아동들보다 구문

적 오류가 있는 문장을 인지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떨

어진다는 Dunton, Fujiki & Brinton (1984)의 연구

와 격조사, 연결어미, 피동․사동접사 등을 포함한 문

법형태소 사용능력을 연령 및 언어를 일치시킨 아동

과 비교한 이수영(2008)의 연구 결과나, 단순언어장

애 아동과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발

달 아동의 메타언어인식 능력을 비교한 이윤경(1996)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언어연령을 일치시

킨 정상 발달 아동보다 오류 문장에 대한 탐지와 수정

이 어렵다고 한 Buday, Newhoff & Perry (1983)이

나 역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Kamhi & Koenig

(1985)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또한 생활연령이 6∼

7세인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생활연령, 언어연령을 일

치 시켜 조사 ‘가, 에, 로, 을’의 문법성 판단 정확도 

점수를 비교한 정미란․황민아(2007)의 연구 결과와

도 다르다. 정미란․황민아(2007)의 경우 네 가지 종

류의 격조사에 대한 반응 정확도만을 보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격조사뿐 아니라 ‘는, 도, 만’과 같은 좀 더 

내용적인 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 본 연구의 판단과제 

중 조사 범주에서의 연구결과만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언어수준 일치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집단 아동 사이

의 수행력 차이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미

란․황민아(2007)의 연구대상 아동이 학령전기라는 

점과 판단 과제에 대한 반응절차에서 그림과제를 함

께 제시하였고, 실험문장의 길이가 본 연구에 비해 짧

은 3어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상의 차

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윤경(1996)과 정미란․황민아

(2007)의 경우 구문의 길이나 자극제시 방법에서 두 

연구 모두 그림자극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방법이 유사하였으나 연구결과는 다소 차이가 났

다. 이윤경(1996)의 연구에서 만 5세 아동에게서만 단

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연령일치 아동 간 차이가 났

으나 6, 7세 아동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인 단순언어장애 집단아동의 평균 생활연령

이 94개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윤경(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이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

의 수행과 참조 조건 사이의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이로써 그림자극의 제시여부가 본 연구와 정

미란․황민아(2007)의 연구 차이를 설명해주지는 못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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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듣고 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오류를 탐지한 경우 수정을 요구한 연구방법으로 아

동의 문법성 판단 능력을 보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이수영(2008)의 연구방법과 가장 유사하였으며 그 결

과 역시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이윤경

(1996)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정미란․황민아(2007)

의 연구와 달랐던 방법론을 비교해 보면 오류를 탐지

한 후에 수정을 요구했는지의 여부이다. 본 연구와 단

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언어수준 일치 아동 집단의 

수행력 차이가 유사했던 이윤경(1996), 이수영(2008)

의 연구 모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미란․황민아

(2007)의 경우 수정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언어수준은 같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 수정 요

구에 대한 부담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유사하게 가

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의 수정정확률

에서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수준 일치 아동 집

단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구문에 대한 

직관적 판단만이 아니라 오류를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는 요구가 언어발달수준이 낮은 아동들에게는 부담으

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수정까지 요구한 과제수행에서도 단

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연령일치 아동 사이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Buday, Newhoff 

& Perry, 1983; Kamhi & Koenig, 1985). 따라서 수

정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문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단

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성 판단 능력에서 수정에 대

한 부담감 여부가 과제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총 46개의 비문에 대해 “틀렸다”고 오류를 정확하

게 탐지한 경우 틀린 부분을 고쳐 정문으로 다시 말해

줄 것을 모든 아동들에게 요구하였다. 이 때, 정확하게 

목표 문법형태소를 수정한 문항수를 오류탐지 정반응

수로 나누어서 구한 수정정확률에서 단순언어장애 아

동은 34%, 언어수준일치 아동은 32%, 생활연령일치 

아동은 72%로 나타났으며 생활연령일치아동과 단순

언어장애아동, 생활연령일치아동과 언어수준일치아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수준일치 아동의 수정정확

률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히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은 언어발달 

수준이 느린 두 아동 집단이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의

미한다. 이는 Dunton, Fujiki & Brinton (1984)의 연

구에서 1∼3학년 언어장애아동이 생활연령을 일치시

킨 아동에 비해 오류 수정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Buday, Newhoff & Perry (1983)

의 연구에서 9∼14세 언어장애아동이 언어일치집단

보다 오류수정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와는 다

르다. 또한 정미란․황민아(2007)의 연구에서 이윤경

(1996)와 김명희(2003)의 정확도 차이가 오류수정과

제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 내용과 관련지

어보면 언어발달수준이 낮을수록 오류수정과제에 대

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오류 유형을 “엄마는 말라서 아

빠는 뚱뚱해요”를 “날씬할 수도 있어요”와 같이 구문

적 오류와 상관없이 내용의 타당성을 수정한 내용수

정오류, “동생이 냇가가 물고기를 잡아요”를 “물고기

가”로 수정한 경우처럼 목표 문법형태소가 아닌 다른 

문법형태소를 수정하였으나 비문으로 반응한 재오류, 

모른다, 무반응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

였다. 판단과제 수정에서 나타난 오류유형은 단순언

어장애 아동의 경우 내용수정, 재오류, 모른다, 무반응 

순으로 오류빈도가 높았고, 언어수준일치 아동의 경

우 재오류, 내용수정, 무반응, 모른다 순으로 오류빈도

가 높았다. 생활연령일치 아동의 경우 재오류, 내용수

정, 모른다. 무반응순으로 오류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오류유형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총 오류탐지

수에 대한 내용수정이 7.67, 재오류가 1.13, 언어수준

일치 아동의 경우 재오류가 2.93, 내용수정이 2.73회, 

생활연령일치 아동의 경우 재오류가 2.07, 내용수정이 

0.87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유형 중 집단 간 

차이는 내용수정오류에서 나타났으며,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수준일치 아동집단 및 생활연령일치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유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언

어장애 아동의 경우 비문의 오류를 수정할 때 언어의 

형식적인 오류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체험과 관련

된 내용적인 측면에 근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 사이에 오류 수정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문

법형태소의 오류에 대한 수정보다는 내용적으로 잘못

된 점을 지적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반면, 정상발

달 아동의 경우는 내용에 대한 수정보다 어쨌든 문법 

형태소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수준을 일치시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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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일반아동이 문법성 판단 정확도나 수정요구에 

대한 정반응율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더

라도 수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다른 패턴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내용 중심의 

수정을 더 많이 시도하는 반면 두 정상발달 집단의 아

동은 형식에 대한 수정 시도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메타

언어인식 능력을 조사, 어미, 접사를 모두 포괄한 한국

어의 주요 문법형태소에 대한 문법성을 판단 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초

등 고학년을 포괄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성 판

단능력을 살펴보고, 언어장애 아동들이 특히 어려워

하는 한국어 문법형태소의 유형을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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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Jung§․Soyoung Pae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 Correspondence to

  Prof. Kyunghee Jung, PhD,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Hallymdaehakgil 39, 
Okcheon-dong, Chuncheon, 
Kangwon-do, Korea
e-mail: jungkh@hallym.ac.kr
tel.: + 82 010 3330 8806

Background & Objectives: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are consid-
erably delayed in their entire language ability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nd have difficulties especially in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Metalin-
guistic awareness, which is the ability to deal with language itself as an object, is developed 
continuously during school years. The present study’s goal was to examine the grammati-
cality judgment skills of Korean school-aged children with SLI. Methods: Fifteen school-
aged children with SLI, 15 chronological age (CA)-matched children and 15 language 
ability-matched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task was to judge the 
grammatical correctness of 69 sentences, including 7 types of particles, 8 types of con-
junctive ending, and 8 types of passive and causative morphemes. Results: In accuracy of 
grammaticality judgment, the children with SLI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than CA control children. In error correction and clear revision the children with SLI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than the other 2 groups. Additionally, error 
types in the revision task were different among the 3 groups. Discussion & Conclusion:
Although children with SLI responded more slowly than CA-matched children in gram-
matical judgment tasks, they showed normal developmental patterns. However, the chil-
dren with SLI showed more content revision errors than other errors, and this pattern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2 group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
619-631)

Key Words: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grammaticality judgement, grammatical 
morp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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