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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아. 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학생의 문장읽기에서 통사 처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 2008, 

제13권, 제3호, 397-417. 배경  목 : 읽기부진학생들의 통사처리 능력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

서는 주로 구어에 한 문법검사를 이용하거나 메타통사 (metasyntactic) 과제에 한 수행을 검

사함으로써 일상 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통사처리 특성을 구체 으로 밝히지 못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학생들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때 통사처리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등학교 4～6학년 읽기부진학생 50명과 일반학생 52명을 상으

로 구문 구조의 복잡성이 다른 두 유형의 문장(단순문장, 형  포함 복문)에 한 문장-그림 확인 

과제를 실시하 고, 이해정확도와 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단순문장은 규범어순(Subject-Object- 

Verb: SOV, 이하 SOV)과 비규범어순(Object-Subject-Verb: OSV, 이하 OSV) 문장을 포함하

고, 형 문장은 주격 형 과 목 격 형 을 포함하 다. 결과: 이해정확도의 측면에서 읽기부

진학생은 형 문장 뿐 아니라 단순문장 이해에 있어서도 일반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조한 

수행을 보 다. 두 집단 학생들 모두 단순문장에서는 OSV문장보다 SOV문장을, 형 문장의 경

우에는 목 격 형 문장보다 주격 형 문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 다. 집단과 어순, 집단과 

형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해반응시간에 한 자료분석 결과, 단순문장이해 검

사에서 어순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는데, 일반학생들만 SOV문장에 한 반응시간이 

OSV문장에 비해 유의미하게 빨랐고, 읽기부진학생들에게는 어순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논의  결론: 읽기부진학생들은 반 으로 일반학생에 비하여 통사처리에 어려움

을 보 지만 어순이나 형 유형에 따른 이해검사의 수행 양상은 일반학생과 유사하 던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이들이 일반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사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단순문장에 한 이해반응시간에서의 집단과 어순의 상호작용은 읽기부진학생들이 일반학생들

에 비하여 문장이해 시 어순정보를 활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증거로 여겨진다. 

핵심어: 읽기부진, 문장이해, 통사처리, 어순, 형 유형

Ⅰ. 서 론 

아동의 언어발달은 구어습득에서 시작하지만 학령기에 어들면서 아동들은 문어 즉, 을 읽

고 쓰는 새로운 언어기술을 배우게 된다. 읽기 능력의 발달은 단순히 자를 해독하고 단어를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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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넘어서서 긴 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읽기 유창성의 발달, 어휘의 양  확장 뿐 아니라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맥락에 맞게 이해하는 어휘지식의 질  확장, 길고 복잡한 문장의 구문구조 분

석능력의 발달 등을 포함한다(Beck & McKeown, 1991; Cain, 2007; Gottardo, Stanovich & Siegel, 

1996; Mokhtari & Thompson, 2006;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0; Torgesen, Wagner & Rashotte, 1994). 더 나아가서 성공 인 읽기를 해서는 의 내용에 근

거하여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이나 자신이 을 제 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읽기

이해 검능력 등이 요구된다(Baker, 1989; Cain & Oakhill, 1999; Capelli & Markman, 1982). 읽기부

진  읽기장애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읽기 기술에서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Baker, 1989; Catts & Hogan, 2003; Purvis & Tannock, 1997; Shankweiler et al., 

1995; Stanovich, 1986; Torgesen, Wagner & Rashotte, 1994; Wise et al., 2007), 이는 읽기부진학생

들이 을 읽고, 그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학습과정을 해하는 요인이 된다. 읽기부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이들의 읽기 어려움이 다양한 읽기 기술  무엇의 결함

에 기인하며, 해당 읽기 기술에서 이들이 일반학생들과 어떻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악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 인 읽기에 향을 미치는 능력  문장을 읽을 때 문법  지표에 따

라 문장의 구문구조를 분석하는 통사처리 능력에서 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학생들이 일반학생들

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읽기부진  읽기장애 학생들이 통사처리 능력에서 일반학생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연구는 외국 

문헌을 심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런데, 읽기부진  읽기장애 학생들의 통사 특성을 조사한 많은 연

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의 통사처리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하는데 제한 이었다. 첫째, 읽기

부진  읽기장애 학생들의 통사  특성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표 화된 언어검사  문법 능력을 

검사하는 하 검사 수를 보고하 다(Catts, Adolf & Ellis Weismer, 2006; Catts et al., 1999).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언어검사는 구어 검사이기 때문에 을 읽는 과정에서의 통사처리 특성을 보여  

수 없었다. 한, 표 화된 검사의 특성상 다양한 문법 구조를 가진 항목들이 검사에 포함됨으로써 읽

기장애 학생들의 반 인 문법 능력을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각 문법구조를 반 하는 문항이 하나씩 

밖에 없으므로 이들이 특정 문법체계의 어떠한 측면의 이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신뢰롭게 측정하

기 어려웠다. 둘째, 읽기장애  부진 학생들의 통사 능력에 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한 읽기 

과제는 문법성 단과제와 같은 메타통사 (metasyntactic) 과제 다(Catts et al., 2002; Nation & 

Snowling, 2000). 문법성 단과제에서는 문법 으로 틀린 문장( : 문장 내 단어의 배열에 오류가 있

거나 문법형태소에 오류가 있는 문장)을 틀렸다고 단하고 이를 고쳐서 문법 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일상 으로 을 읽을 때는 이 게 문법  오류가 있는 문장을 읽

고 가려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즉, 문법성 단와 같이 학생들의 통사인식(syntactic awareness)

을 측정하는 메타통사 과제로는 읽기부진  장애 학생들의 일상   읽기에서 나타나는 통사처리의 

특성을 보여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많은 언어검사의 하 문법검사나 통사인식검사에서는 연구 상

자에게 답을 로 쓰거나 말로 표 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문법능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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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읽기장애학생들이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의 통사이해 능력을 넘어서서, 통사 으로 바른 문장

을 말이나 로 표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읽기장애학생들이 을 쓸 때의 구문구조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Anderson, 1982)도 쓰기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유사하다.

국내에서도 읽기부진  읽기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읽기 련 특성을 일반학생들과 비교한 연

구들이 보고되어 왔지만, 이들의 통사처리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통사처리와 련된 연구

로는 이일화(2005)가 등학교 읽기부진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여러 하 검사들  구문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에서 상학생들은 문법 기술과 련하여 문장을 써야하 기 때문에 읽기뿐 아니라 

쓰기능력이 결과에 향을 미쳤으며, 부분 항목이 자연스러운 문장 읽기가 아니라 주어진 문항에 

한 메타통사  분석을 요구하여 문장 읽기 자체에서의 통사처리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하 다.

읽기부진학생들의 통사능력을 조사한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과제에 한 수행정확도만을 측

정하 다. 그런데, 읽기부진학생들이 단순한 운동, 지각 과제뿐 아니라 인지 혹은 언어 과제 수행에

서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밝 진바 있다(Catts et al., 

2002; Nation & Snowling, 1998; Nicolson & Fawcett, 1994; Wolff, Michel & Ovrut, 1990a, 1990b). 

일반 성인에 한 언어심리학  연구뿐 아니라 정상아동 혹은 언어장애아동에 한 많은 연구들에서 

언어과제에 한 반응정확도뿐 아니라 반응시간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언어처리 특성에 한 좀 더 

구체 인 악이 가능하 다(Miller et al., 2006; Wulfeck et al., 2004). 읽기부진학생들의 문장이해검

사에서도 이해반응시간 분석을 통하여 이해정확도 분석에서 보여  수 없었던 이들의 통사처리 특성

이 밝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학생들의 문장이해에서 나타난 통사처리의 특성을 이

해정확도와 이해반응시간 분석을 통하여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조사하고자 하 다. 메타통사  능

력이나, 쓰기 능력과 같이 읽기에서의 통사처리 능력 자체가 아닌 다른 능력들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장-그림 일치과제를 사용하 다. 한, Adams (1990)가 

지 했듯이 표면 으로 통사처리를 측정하는 과제들도 많은 경우 의 내용이 수행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맥이나 단어 의미의 향을 최 한 배제시킨 문장들

을 구성하 다. 통사처리 특성  본 연구의 은 구문구조의 복잡성과 문장 내 격조사의 역할에 

따라 읽기부진학생들의 통사처리 양상이 일반학생과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구문구조

의 복잡성을 조작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어-목 어-동사로 구성된 단순문장에 한 문장이해

과제와 형 을 포함한 복문에 한 문장이해과제를 각각 실시하여 읽기부진학생들의 수행을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 다. Abrahamsen & Shelton (1989)은 긴 덩이 에 포함된 문장들의 통사구조를 단

순하게 바꾸었을 때, 읽기부진학생들이 의 내용을 더 잘 이해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읽기

부진학생이라고 하여도 구문구조가 복잡한 형 문장에 한 통사처리에서만 어려움을 보이고, 구

문구조가 단순한 문장을 이해할 때에는 일반학생과 수행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격조사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단순문장과 형 문장 내에서 격조사들의 역할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단순문장들은 격조사의 치에 따라 SOV의 규범어순 문장 혹은 OS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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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범어순 문장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규범어순의 문장과 비규범어순의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양상에서 읽기부진학생이 일반학생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형 이 포함된 복문에

서 격조사의 기능은 단문보다 복잡하다. 를 들어, “철수가 잡은 희가 울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주격조사 “-가”는 단문과 달리 두 번 사용되었다. 첫 번째 주격조사는 “철수”가 형 의 주어라는 

사실을 표지하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 주격조사는 “ 희”가 주 의 주어라는 사실을 표지한다. 그런

데, 형 의 꾸 을 받는 “ 희”는 주 의 주어임과 동시에 형 에서는 목 어이고, 이 문장에서 

형 은 목 격 형 로 분류된다. 형 의 꾸 을 받는 명사 “ 희”는 목 격 형  내에서는 목

어의 역할을 하지만 이는 격조사로 표지되지 않는다. 반면, 주격 형 을 포함한 “철수를 잡은 

희가 울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 희”는 주 뿐 아니라 형 에서도 주어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 희”에 부착된 주격조사 “-가”는 주 뿐 아니라 형 에서 명사 “ 희”의 문법기능과 일치한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 성인과 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형 의 꾸 을 받는 명사의 통

사  기능이 형 과 주 에서 동일하여 병행처리가 가능한 문장 즉, 주격 형  문장의 이해가 목

격 형  문장보다 더 용이함을 보고한 바 있다(김 진, 1985; 이 진, 1983). 본 연구에서는 읽기

부진학생들이 주격 형 과 목 격 형 을 이해하는 양상이 일반학생들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자 하 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을 상으로 구문구조

의 복잡성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문장(단순문장과 형 이 포함된 문장)에 한 이해검사를 실시

하 다. 한 격조사의 치나 기능  병행성에 따른 두 집단 학생들의 통사처리 양상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하 다. 두 집단 학생들의 문장이해과제 수행력은 반응정확도와 반응시간으로 측정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경기도 내 3개 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인 읽기부진학생 50명과 일반학생 52명, 총 102명

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1). 읽기부진학생은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지 않은 학생들 

 읽기부진 진단검사의 결과가 학년별 수에서 하  20%에 속하는 학생으로 선정하 다. 읽기부

진학생 선정을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기 학력부진학생 진단․배치검

사(2001)  “국어읽기”검사를 읽기부진 진단검사로 사용하 다. 국어읽기 검사는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용에 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 : 심생각 찾기, 요약문 찾기 등)으로 읽기능력을 평

가하는 검사이다. 각 학년 학생들에 하여, 해당 학년의 검사와 이  학년 검사를 합하여 총 14문항

1) 본 연구의 연구 상에는 김애화․황민아(2008)에서 보고된 연구 상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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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당 1 )으로 평가지를 구성하 다. 검사는 집단검사로 실시하 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30분 

이내 다. 읽기부진학생 선정 기 은 읽기부진에 한 성취 모델(low achievement model)의 성

취 기 인 하  20～25 백분 를(Mattison, Hooper & Glassberg, 2002) 참고한 것이다. 일반학생은 

읽기부진 진단검사의 결과가 읽기부진 기 (하  20%) 이상인 학생들 , 각 학년별 읽기부진학생의 

수와 비슷한 수만큼 무작 로 선정하 다. 두 집단 학생의 읽기검사 결과는 <표 - 1>에 제시하 다. 

<표 - 1> 연구 상 학생의 읽기검사 결과: 읽기부진 진단검사

평균 표 편차 t

읽기부진학생 집단(N=50)  7.94 2.28 11.68***

일반학생 집단(N=52) 12.38 1.48

*** p < .001

2. 검사도구

검사도구는 두 종류의 문장이해 검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문장이해 검사에서는 문장-그

림 확인 과제(sentence-picture verification task)를 통하여 통사  복잡성이 다른 두 구문 구조를 가

진 문장들에 한 학생들의 이해 정확도를 측정하 다. 문장-그림 확인 과제는 그림과 주어진 문장

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단하여 ‘ ’ 혹은 ‘아니오’로 반응하는 과제이다.

 

가. 단순문장이해 검사 

단순문장은 주어와 목 어  동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SOV의 규범어순 문장 10개( : 토끼가 

돼지를 잡는다)와 OSV의 비규범어순 문장 10개( : 고양이를 토끼가 때린다)를 제작하 다. 문장의 

내용은 두 동물의 행 계( : 차다, 쫓아가다, 물다)로, 동물의 육식성이나 크기와 같은 내포된 의

미로 인해 행 계가 일반 으로 측되는 문장들( : 사자가 토끼를 문다)을 피함으로써 단어의 의

미가 문장이해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 다. 각 문장마다 해당 행 계를 묘사한 흑백 그림을 만

들었는데, 이 때에도 단어의 내포된 의미의 향을 이기 하여 비슷한 크기의 동물들의 의인화된 

행 로 묘사하 다. 10개의 규범어순 문장  5개는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행 계 그림, 나머지 

5개는 해당 문장과 행 계가 뒤바  그림을 제작하 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규범어순 문장 10개 

 반은 문장과 행 계가 일치하는 그림을, 나머지 반은 일치하지 않는 그림을 제작하 다. 20개의 

본시행 문장과 별도로 연습시행 문장 2개와 해당 그림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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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문장이해 검사 

형 문장이해 검사는 총 40개의 검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32개는 형 의 통사처

리를 검사하는 문항이었고 나머지 8개는 혼돈문장(distractor sentences)이었다. 형 문장 32개는 

모두 형 이 주 의 왼쪽에 치하는 왼쪽분지 문장이었다. 그  16개의 문장은 목 격 형  문

장으로 형 의 꾸 을 받는 명사가 형  내에서 목 어 역할을 하는 문장형태( : 고양이가 민 

돼지가 검은 색이다)이며, 나머지 16개의 문장은 주격 형 문장으로 형 의 꾸 을 받는 명사가 

형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형태( : 사자를 찬 호랑이가 하얀 색이다)이었다. 각 문장에 

하여 역시 흑백 그림을 제작하 는데, 각 형 유형당 반은 형  내 동물의 행 계와 일치하

는 그림을, 나머지 반은 형  내 동물의 행 계가 뒤바  그림을 제작하 다. 그 밖에 8개의 혼

돈문장(distractor sentences)과 그림을 제작하 는데, 그  4개의 문장은 형  문장이되 해당 그

림에서는 주 의 서술어 부분( : 하마를 때린 코끼리가 하얀 색이다)과 일치하지 않는 그림을 제작

하여 연구 상자가 문장을 이해할 때 형 의 행 계에만 주목하지 않고 주 의 내용까지 이해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 다. 나머지 4개의 혼돈문장은 ‘코끼리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와 같이 문장의 

구문구조가 다른 문장들을 사용하 고 각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제작하 다. 40개의 본시

행 문장과 별도로 4개의 형  문장과 그림을 연습시행을 해 제작하 다. 

 

3. 검사 차

읽기부진 진단검사는 실험에 참가한 등학교의 4, 5, 6학년 체 학생들에게 집단검사로 실시하

고, 문장이해 검사는 읽기부진 진단검사에 근거하여 읽기부진으로 진단된 학생들과 각 학년별로 무

작 로 선발된 일반학생, 즉 102명의 학생에게만 개별 으로 실시하 다. 문장이해 검사는 학생이 재학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상 인 학교의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자가 각 학생을 교실이

나 도서  등 독립된 공간으로 데려와서 실시하 다. 검사 실시 순서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향을 최

소화하기 하여 단순문장이해 검사와 형 문장이해 검사의 실시 순서를 역균형 통제하 다.

문장이해 검사의 경우 검사실시과정에 하여 사 에 훈련받은 학원생 2인이 실시하 다. 

검사는 검사자가 학생과 컴퓨터(LG-PC X-note pentium 혹은 TOSHIBA PC pentium)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서 진행하 다. 컴퓨터 자 의 왼쪽과 오른쪽의 shift key에 미리 각각 ‘X’, ‘O’를 붙여 두

어 반응키로 사용하 다. 먼  지시문을 통하여, 아동에게 컴퓨터 화면에 그림과 문장이 동시에 제시

될 것인데, 문장의 내용과 그림이 일치하면 ‘O’ 를 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X’를 르도록 알려주었

다. 단순문장이해 검사의 경우 2개 문항에 한 연습시행을 통해, 형 문장이해 검사의 경우 4개 

문항의 연습시행을 통해 실험에 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뒤 본시행을 실시하 다. 단순문장이

해 검사는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되었으며, 형 문장이해 검사의 경우 본시행 40문항  20문항을 실

시한 후에 휴식 시간을 가졌고 휴식 시간은 3분을 넘지 않게 하 다. 휴식 후 학생이 다시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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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된 것을 구두로 확인하고 나머지 실험을 진행하 다. 두 문장이해 검사에서 본시행 문장들은 같

은 답이 세 번 이상 연속되지 않도록 유사무선배열(quasi random order)로 제시하 다. 

실험 1회 시행은 다음과 같다. 먼  문항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이 200msec 동안 제시된 후 화

면 앙에 응시 (+)이 800msec 동안 제시되었다. 응시 이 사라지고 나면 검은 바탕의 컴퓨터 화면 

쪽에 그림, 아래쪽에 해당 문장을 동시 제시하 다. 연구 상 학생은 문장의 내용과 그림의 일치 

여부에 따라 ‘O, X’  하나의 반응키를 다. 반응이 오반응인지, 정반응인지는 컴퓨터에 입력되었

으며, 화면에 그림과 문장이 제시된 순간부터 연구 상 학생이 반응키를 른 순간까지를 이해반응

시간으로 측정하 다. 연구 상 학생이 반응키를 르고 나면, 연구자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다음 시

행으로 넘어가게 하 다. 이어서 다음 시행을 알리는 경고음이 제시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시행

이 이어졌다. 실험 문장  그림의 제시와 상자의 반응시간  정확도 측정을 하여 아리조나 학

의 Forster가 고안한 DMASTER을 이용한 로그램을 활용하 다. 한 시행에서 컴퓨터 화면에 보이

는 그림과 문장의 를 <부록 - 1>에 제시하 다.

4. 자료 분석 

문장이해 검사의 반응정확도와 반응시간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측정되었다. 두 가지 문장 

유형에 한 문장이해과제의 결과 분석은 이해정확도 분석과 반응시간 분석을 구분하여 시행하 다.

 가. 이해정확도 분석

단순문장이해 검사에 해서는 주어와 목 어의 어순이 문장이해에 미치는 향의 집단간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20개 본시행 항목에 한 정반응수를 가지고 어순(2) × 집단(2)의 이원분산분

석을 실시하 고, 이 때 어순은 반복측정되었다. 형 문장이해 검사 결과는 본시행에 포함된 40개 

검사문장  혼돈문장을 제외한 32개의 형 문장에 한 반응만을 분석하 다. 주격 형 과 목

격 형 에 한 이해정확도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정반응수를 가지고 형 유형(2) × 

집단(2)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이 때 형 유형은 반복측정되었다. 

두 문장이해 검사 각각에서 정반응수는 문장과 그림이 일치한 항목에 하여 ‘O’ 반응키를 

른 경우와 문장과 그림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해 ‘X’ 반응키를 른 경우를 검사문장유형 별로 

합하여 구하 다. 

 나. 반응시간 분석

반응시간은 그림과 문장이 동시에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순간부터 연구 상 학생이 반응키를 

른 순간까지를 msec단 로 측정하 다.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주의의 분산이나 실수로 인하

여 과도하게 극단 인 반응시간이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구 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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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더 크다. 선행연구들에서 극단값이 평균반응에 미치는 향을 이기 하여 일정한 기  이상

이나 이하의 반응시간을 분석에서 제외하 는데(Miller et al., 2006; Windsor & Hwang, 1999), 본 연구

에서는 단순문장이해 검사와 형 문장이해 검사 각각에 해서 연구 상자 별로 자신의 평균 정반응

시간에 비하여 +2.5 표 편차 이상이거나 -2.5 표 편차 이하인 반응시간을 분석에서 제외하 다. 

와 같은 기 에 의거하여 잘린(trimmed) 반응시간 자료를 가지고, 각 연구 상자가 문장과 그

림이 일치하는 항목에 하여 정반응한 경우의 반응시간만을 통계 으로 분석하 다. 이는 문장-그림 

일치과제를 사용하여 언어처리과정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Carlson & Van Deman, 2007; Vazquez, 

1981)의 자료분석 방식을 따른 것이다. 구체 으로, 단순문장이해 검사의 경우, 각 연구 상자 별로 20

개 본시행 항목  문장과 그림이 일치하는 10개 항목에 한 정반응의 반응시간 평균을 두 가지 어순

(SOV/OSV) 각각에서 구하 다. 형 문장이해 검사의 경우, 각 연구 상자 별로 32개 형 문장 

 문장과 그림이 일치하는 16개 항목에 한 정반응의 반응시간 평균을 두 가지 형 유형(주격 형

/목 격 형 ) 각각에서 구하 다. 그런데, 반응정확도 분석과 달리 반응시간 분석에서는 어떤 연구 

상자가 특정 조건에서 정반응이 하나도 없는 경우, 반응시간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건의 분석자

료가 빠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순이나 형 유형이 반복측정되었기 때문에, 반복측정된 조건  

하나라도 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상자의 체 자료가 통계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에 기술한 기 에 부합하는 반응시간 자료를 가지고, 단순문장이해 검사에 해서는 어순(2)

× 집단(2)의 이원분산분석, 형 문장이해 검사에 해서는 형 유형(2) × 집단(2)의 이원분산분

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12.0이 이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문장이해 검사에 한 읽기부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반응정확도 비교

가. 단순문장이해 검사 

읽기부진학생과 일반학생들이 SOV 어순과 OSV 어순의 단순문장들을 이해하는 정확도의 평

균과 표 편차를 <표 - 2>에 제시하 다.

<표 - 2> 단순문장 이해검사에 한 이해정확도 

 
SOV OSV

합a)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읽기부진학생 7.98 1.75 6.04 2.54 14.02

 일반학생 9.21  .87 7.54 2.34 16.75

a)
총  2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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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문장이해 검사의 수행정확도 결과에 한 통계분석을 해 어순(2) × 집단(2)의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읽기부진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단순문장을 이해하는 정확도가 유의미하

게 낮았고(F(1, 100) = 17.61, p< .001), 두 집단 학생들 모두 SOV 어순의 문장을 OSV 어순의 문장보

다 더 잘 이해하 다(F(1, 100) = 66.78, p < .001). 어순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단순문장이해 검사에 한 학생들 수행의 통계분석 결과는 <표 - 3>에 제시하 다. 

<표 - 3> 단순문장 이해정확도에 한 통계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체내

     어  순 166.379   1 166.379 66.784 < .001

     어순 × 집단    .908   1    .908   .364   .547

     오  차 249.131 100   2.491

     개체간

     집  단  94.988   1 94.988 17.611 < .001

     오  차 539.365 100

나. 형 문장이해 검사

읽기부진학생과 일반학생들이 두 가지 유형의 형  문장들(주격 형 , 목 격 형 )을 이

해하는 정확도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 4>에 제시하 다. 

<표 - 4> 형 문장이해 검사에 한 이해정확도 

 
주격 형 목 격 형

합a)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읽기부진학생 11.32 2.90 10.62 2.67 22.94

 일반학생 13.86 2.06 12.98 2.42 26.84
a)

총  32  기

형 문장에 한 이해정확도의 통계분석을 해 형 유형(2) × 집단(2)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읽기부진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형 문장을 이해하는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고(F(1, 100) = 35.23, p< .001), 두 집단 학생들 모두 목 격 형 문장보다 주격 형 문장을 더 

잘 이해하 다(F(1, 100) = 7.75, p = .006). 형 유형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형 문장이해 검사에 한 학생들 수행의 통계분석 결과는 <표 - 5>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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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형 문장 이해정확도에 한 통계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체내

   형 유형  32.003   1  32.003  7.751   .006

   형 유형 × 집단    .434   1    .434   .105   .746

   오 차 412.904 100   4.129

   개체간

   집 단 306.779   1 306.779 35.230 < .001

   오 차 870.795 100   8.708

2. 문장이해 검사에 한 읽기부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반응시간 비교

가. 단순문장이해 검사 

단순문장이해 검사에서는 각 연구 상자의 평균 정반응시간에서 +2.5 표 편차 이상과 -2.5 

표 편차 이하에 해당하여 반응시간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의 개수가 읽기부진학생의 경우 체자료

의 1.10%에 해당하고 일반 학생의 경우 체자료의 1.73%에 해당하 다. 이 자료를 가지고 문장과 

그림이 일치하는 항목에 한 정반응 개수가 SOV 조건이나 OSV 조건 하나에서라도 0으로 나타난 

연구 상자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읽기부진학생 42명과 일반학생 49명의 자료가 반응시간 분석에 

사용되었다. 

두 집단 학생들이 단순문장에 한 문장-그림일치 과제를 수행하는 어순별 평균 반응시간과 

표 편차는 <표 - 6>에 제시하 다.

<표 - 6> 단순문장이해 검사에 한 반응시간 
(단 : msec) 

 
SOV OSV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읽기부진학생(N=42) 3,680.2 1,164.5 3,745.1 1,584.2

일반학생(N=49) 3,118.1  828.8 3,606.4 1,150.2

단순문장이해 검사의 반응시간 결과에 한 통계분석을 해 어순(2) × 집단(2)의 이원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읽기부진학생들의 반응시간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평균 으로 더 느렸지만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순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SOV 어순 문

장에 한 반응시간이 OSV 어순 문장에 한 반응시간보다 유의미하게 빨랐다(F(1, 89) = 7.44, p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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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할 결과는 어순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는 사실이다(F(1, 89) = 4.36, 

p = .040).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들의 반응시간이 OSV문장보다 SOV문장에서 유의미하게 빨랐던 것

에 반하여(t(49) = 4.821, p< .001), 읽기부진학생들에게서는 어순에 따른 반응시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t(42) = .604, p = .549). 단순문장이해 검사의 반응시간에 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 - 7>에 제시하 다.

<표 - 7> 단순문장이해 검사의 반응시간에 한 통계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체내

   어  순   3,460,675  1 3,460,675 7.437 .008

   어순 × 집단   2,026,692  1 2,026,692 4.355 .040

   오  차  41,414,302 89   265,329.2

   개체간

   집  단   5,556,018  1 5,556,018 2.318 .131

   오  차 213,278,710 89 2,396,390

 나. 형 문장이해 검사

형 문장이해 검사에서는 각 연구 상자의 평균 정반응시간에서 +2.5 표 편차 이상과 -2.5 

표 편차 이하에 해당하여 반응시간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의 개수가 읽기부진학생의 경우 체자료

의 1.43%에 해당하고 일반학생의 경우 체자료의 1.92%에 해당하 다. 이 자료를 가지고 문장과 그

림이 일치하는 항목에 한 정반응 개수가 주격 형  조건이나 목 격 형  조건 하나에서라도 

0으로 나타난 연구 상자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읽기부진학생 44명과 일반학생 50명의 자료가 반

응시간 분석에 사용되었다. 

두 집단 학생들이 형 문장에 한 문장-그림일치 과제를 수행하는 형 유형별 평균 반응

시간과 표 편차는 <표 - 8>에 제시하 다. 

<표 - 8> 형 문장이해 검사에 한 반응시간 
(단 : msec) 

 
주격 형 목 격 형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읽기부진학생(N=44) 4,125.0 1,343.6 4,036.0 1,453.5

일반학생(N=50) 3,741.9  908.5 3,738.0  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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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문장이해 검사의 반응시간 결과에 한 통계분석을 해 형 유형(2) × 집단(2)의 이

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 문장이해 검사에 한 읽기부진학생들의 반응시간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평균 으로 더 느렸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 형

유형의 주효과, 형 유형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형 문장

이해 검사의 반응시간에 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 - 9>에 제시하 다.

<표 - 9> 형 문장 이해검사의 반응시간에 한 통계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체내

   형 유형    101,917  1  101,927 .348 .557

   형 유형 × 집단      85,352.8  1     85,352.8 .291 .591

   오 차  26,939,183 92    292,817.2

   개체간

   집 단   5,434,064  1 5,434,064 2.304 .133

   오 차 217,026,528 92 2,358,984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학생들이 문장을 이해할 때 통사처리 능력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읽기부진학생과 일반학생들을 상으로 통사  복잡성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문

장(단순문장, 형 문장)에 한 문장이해 과제를 실시하여 이해정확도와 이해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이해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읽기부진학생들은 형 문장뿐 아니라 단순문장에 한 이해과제에

서도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 다. 그러나 어순이나 형 유형에 따른 이

해정확도의 양상은 두 집단 학생들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해반응시간 분석결과 단순문장이해 

검사에서는 어순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는데, 이는 SOV문장에 한 반응시간이 OSV문장

에 한 반응시간보다 빠른 경향이 일반학생들에게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데에서 기인

한다. 읽기부진학생들의 이해반응시간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평균 으로 길었지만 단순문장뿐 아니라 

형 문장이해 검사에서도 이러한 평균차이가 통계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읽기부진학생들의 통사처리 능력이 이들의 읽기이해 어려움과 련이 다는 주장도 일부 연

구자에 의해서 제기되었지만(Glass & Perna, 1986; Gottardo, Stanovich & Siegel, 1996), 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 졌듯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읽기부진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문장



황민아 / 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학생의 문장읽기에서 통사 처리 특성

을 이해할 때 통사처리에 어려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 상 학생들이 등학교 고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과 같이 의미 단서나 맥락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문의 통사처리에서도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이해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정확도 

결과에서는, 읽기부진학생들의 통사처리 능력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조하더라도 이들이 일반학생들

과 다른 방식으로 통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두 집단 학생들이 모두 OSV문장보다 

SOV문장에 한 이해정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아동이나 성인의 문장이해에 한 선

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어 같은 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문장 내 단어들의 치 이동이 가능

한데 그 이유는 문장 내 단어의 문법기능이 각 단어에 부착된 격조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조사의 치가 한국어의 규범어순을 따를 때 문장이해의 정확도가 높은 것은 

3세 아동에게서도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강해졌다. 한국 아동과 성인은 

조사가 부착되지 않고 명사-명사-동사로 구성된 문장을 이해할 때에도 규범어순인 SOV로 문장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 다(황민아․안혜진, 2002; Kim, 1993). 

형 문장에 해서도 두 집단 학생들 모두 목 격 형 보다 주격 형 에 한 이해정확도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형 의 꾸 을 받는 명사의 통사  기능이 형 과 주  모

두에서 “주어”로 병행 인 경우의 통사처리가 더 용이하다는 한국 일반성인과 아동에 한 연구 결

과(김 진, 1985; 이 진, 1983)와 일치한다. 

문장이해 반응시간 결과는 이해정확도 분석에서 추출해 낼 수 없었던 두 집단 학생들의 통사

처리 양상에서 미세한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단순문장에 한 이해에서, 두 집단 모두 평균 반응

시간은 OSV문장보다 SOV문장에 한 반응시간이 더 빨랐다. 그러나 어순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는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읽기부진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 문장 내 단어의 문법기능이 격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격조사의 치가 한국어 

규범어순을 따를 때 일반학생들은 규범어순이 아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읽기부진학생들은 통사처리에서 이와 같은 어순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에 한 이해정확도뿐 아니라 이해반응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읽기부진학생

들의 통사처리 특성을 좀 더 세 하게 분석할 것으로 기 하 다. 그러나, 반응시간 분석을 통해 이

해정확도 분석에 비해 부가 인 정보를 얻은 것은 단순문장이해에서 나타난 집단과 어순의 상호작용

효과뿐이었다. 형 문장이해 검사에 있어서, 이해정확도 분석에서는 형  유형과 집단의 주효과

를 보여주었지만, 반응시간 분석에서는 어떠한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도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등학생을 상으로 한 문장-그림 확인 과제에 한 이해반응시간은 형 문장과 같은 복잡한 문

장에 해서는 통사처리의 민감한 측정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반응시간 분

석에 포함되는 기 에 부합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료분석에서 제외된 연구 상 학생들의 수이다. 단

순문장이해 과제에서는 읽기부진학생 8명과 일반학생 3명, 총 11명이, 형 문장이해 과제에서는 읽

기부진학생 6명, 일반학생 2명으로 총 8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이 제외된 이유는 하

나의 문장유형 혹은 그 이상에서 정반응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시간 자료를 얻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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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반응시간 분석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문장 

읽기 이해의 수행이 조하 던 학생들이었고, 읽기부진학생들이 더 많이 제외된 것도 이와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해정확도 분석에는 모든 참여 학생들의 자료가 포함되었지만, 반응

시간 분석에서는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상 으로 읽기이해 능력이 조한 학생들의 자료가 제외되

었다. 이러한 자료의 차이로 인해 이해정확도에 비하여, 이해 반응시간 자료에서 오히려 읽기부진학

생들과 일반학생들의 통사처리 특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읽기부진  읽기장애 학생들의 통사처리 능력을 검사하는데 표 화된 언어검

사를 사용함으로써 문법능력에 한 일반 인 기술은 가능하지만 특정 통사구조에 한 처리의 특징

은 밝힐 수 없었다는 을 서론에서 지 한 바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구문구조를 

가진 문장에 한 이해를 여러 항목에 거쳐 검사함으로써 읽기부진학생들의 구체 인 통사처리 특성

을 밝히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구문구조에 한 통사처리를 구체 으로 조사할 수 있었

던 만큼 본 연구 결과에 따른 해석은 조사된 구문구조의 통사처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읽기부진 

학생들의 읽기에서 통사처리 특성을 더 완 하게 악하려면 다른 구문구조를 가진 문장을 이해할 

때에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읽기 

자료에 포함되는 문장은 더 길고 구문구조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한 구문구조에 한 통사

처리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그림 확인과제를 통하여 읽기부진 학생들의 통사처리 특성을 조사하 지

만 다른 과제를 사용한 읽기이해 특성의 분석도 필요하다. 문장-그림 확인과제는 문장을 다 읽고 난 

후에 그림과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반응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을 읽는 간에 이

루어지는 통사처리의 양상을 문장 내 단어들 수 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장이 

길고 구문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이러한 과제에 한 결과는 해석이 제한 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 복잡한 구문구조에 한 통사처리 연구에서는 자기조  읽기과제(self-paced reading task)나 안구

운동추 (eye-tracking) 과제 등과 같이 문장을 읽는 순간의 언어처리의 특성을 최소한 문장 내 단어

수 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읽기 이해의 실시간 처리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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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단문  형 문장이해 검사에 사용된 문장  그림의 

단순문장(SOV 어순); 문장-그림 불일치

          

형 문장(목 격 형 ); 문장-그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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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actic Processing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of Poor Readers at Grades 4 to 61),2)

Mina Hwang§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Youngin,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Studies on syntactic skills of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ies or poor 
readers focused on their metasyntactic skills or their subtest scores on grammar from standardized 
tests of spoken language, not on their syntactic processing during sentence readi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yntactic processing of poor readers 
while they read and comprehended given sentences. Methods: A total of 102 elementary students 
(50 poor readers and 52 normal readers) at grades 4 to 6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participant 
performed two sentence comprehension tasks using two types of sentences of different syntactic 
complexity (simple sentences of noun-noun-verb form and complex sentences containing a 
relative-clause). A half of simple sentences were of SOV order and the other were of OSV order. 
Complex sentences contained either a subject relative-clause or an object relative-clause. A sentence-
picture verification method was used for both sentence comprehension tasks and response times
(RT) as well as response accuracies were measured. Results: The poor readers were significantly 
less accurate than the normal readers in performing both simple-sentence and complex-sentence 
comprehension tasks. Both groups of students’ comprehension accuracies were greater for SOV 
sentences than for OSV sentences, and were greater for subject relative-clauses than for object 
relative-claus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involving group and sentence types 
were noted in accuracy measures of the two tasks. In the analysis of RT for simple sentence 
comprehension,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word-order was noted. The 
normal readers were significantly faster in comprehending SOV sentences than in comprehending 
OSV sentences, while such RT difference across sentence types was not observed in the poor 
readers. Discussion & Conclusion: In general, the poor readers showed difficulties in syntactic 
processing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relative to their normal peers. However, they did not 
exhibit atypical patterns of syntactic processing as their performance patterns in two sentence 
comprehension task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normal readers.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word-order of simple sentences in the RT measures was interpreted as an 
evidence of the poor readers’ inefficiency in utilizing word-order and case-markers in analyzing the 
syntactic structures of sentenc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397-417)

Key Words: poor readers, reading comprehension of sentences, syntactic processing, word-order, 
types of relative-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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