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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으며, 문법형태소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폐범주성

장애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을 상으로 조사, 연결어미, 사동․피동접사의 

문법형태소의 산출 및 오류 특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VT)(이하 REVT)(김영태 외, 2009) 수용어휘능력으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자폐범주

성장애아동 18명과 일반아동 18명을 상으로 하였다. 황민아(2003)의 평가문항을 근거로 그

림자료를 제작하여 문법형태소 산출을 유도하고 상아동들의 문법형태소 정반응 산출 빈도

와 오류 빈도 및 오류유형의 차이를 MANOVA로 비교하였다. 결과:  격조사, 연결어미, 피

동․사동접사의 전체적인 문법형태소 정반응 산출 빈도는 일반아동이 높았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문법형태소 하위범주에서 여격, 연결어미 중 목

적, 사동접사의 ‘이’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격조사 ‘가’와 ‘이’, 목적

격조사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정반응율이 더 높았다. 문법형태소 오류율은 전체적으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격과 목적격의 생략오

류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더 낮았으며, 부사격, 연결어미, 접사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이 생략, 치 등의 오류율이 더 높았다. 논의 및 결론: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전체적인 정반응

빈도와 오류에서 일반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문법형태소 각 하위 범주

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이 언

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유사하다고 해도 각각의 문법형태소 사용이 일반아동과 동일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261-275.

핵심어:  자폐범주성장애, 문법형태소, 문법형태소 오류 

 

Ⅰ. 서론

자폐범주성장애는 사회성, 인지, 행동, 언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결함을 보이는 

장애이다(APA, 2000). 자폐범주성장애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능력의 손상이며, 의사소

통능력의 결함은 함묵증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동반한 

적절한 구어수준까지 다양하다(Fombonne, 1999).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발달 초기에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의 문제로 평가에 의뢰된다(Dahlgren & Gillberg, 

1989). 전체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중 50∼70%가 일생

동안 구어를 습득하지 못하며(Rapin, 1991), 정상발달 

아동이 개 12-18개월 사이에 첫 낱말을 발화하는데 

비하여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초기언어발달이 지연

되어 평균 약 38개월에 첫 낱말을 산출한다(Howlin, 

2003). 이러한 첫 낱말 산출 지연이 자폐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이다. 또한 자폐범주성장애아동들은 반향어와 

자곤과 같은 언어산출에 특이한 현상을 보이며(Tager-

Flusberg & Calkins, 1990), 특히 담화와 화용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보인다(Lord & Paul, 1997). 자폐범주

성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는 매우 심한 언어장애에

서 적절한 수준까지 개인차가 많으나 화용기술은 일

관되게 손상이 있다.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의 주요 특성은 위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의미영역과 화용영역에서는 

두드러진 손상이 있는데 비하여 음운, 구문, 형태와 같

은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은 상 적으로 보존되어 있

다(Paul, 2007).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자폐범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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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언어습득에 관한 연구는 주로 화용적 기

능중심으로(Baltaxe & D’ Angiola, 1997; Ozonoff 

& Miller, 1996) 이루어져 왔으며, 형태통사적인 측면

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몇 연구자가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자폐범주성장애아동 간에 차이

가 없었다(Fein & Waterhouse, 1979; Howlin, 1984). 

다운증후군이나 단순언어장애와 같은 다른 아동집단

과 비교하여 문법형태소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정신연

령을 일치시킨 다운증후군아동 및 정상집단 아동 세 

집단을 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

었다(Tager-Flusberg et al., 1990). 단순언어장애아

동과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비교 연구에

서는 동사어미의 생략 등과 같은 문법형태소에서 유사

한 오류를 보였다(Williams & Boucher, 2008). 단순

언어장애아동이 주로 음운이나 구문형태적인 측면에

서 문제를 보이고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화용적인 측

면에서 문제를 보임에 따라 다른 의사소통 문제를 가

진 집단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단순언어장애아동 또

한 화용적 결함을 보이고(Rapin & Allen, 1998), 자

폐범주성장애아동이 구문통사적인 측면의 문제를 보

임에 따라(Bishop, 2003),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

법형태소에 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중이다.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

형태소 산출이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다른 

장애유형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지적장애아동이

나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보다 문법형태소를 

덜 사용하였다(Bartolucci et al., 1980). 특히 시제와 

관사 사용에서 차이가 있었으며(Bartolucci, 1982; 

Bartolucci, Pierce & Streiner, 1980), 구어언어 연령

을 일치시킨 정상발달아동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Prior & Hall, 1979). 보다 최근의 연

구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에게 심각한 구문형태

적인 손상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ondouris, Meyer 

& Tager-Flusberg, 2003; Rapin & Dunn, 2003). 

자폐범주성장애아동에 관한 많은 연구는 언어발달

의 화용적인 측면과 조적으로 문법형태소의 발달은 

아동들의 일반적인 발달과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보

았듯이 자폐범주성장애아동들에게 문법형태소 발달

은 일관된 하나의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연구가 주

로 화용이나 의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과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연구 또한 의

미적인 측면과 화용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은경, 

2010; 성수국, 2000; 신지연․이윤경, 2008; 정부자, 

2010; 최혜란, 2009). 그러나 앞에서 외국의 문헌에서 

고찰하였듯이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의미 및 화용영

역에서 두드러진 결함을 보이는 특성과 함께 구문-형

태적인 측면에서도 정상발달하는 아동이나 다운증후

군 또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과 유사한 측면과 동시에 

차이가 있는 특성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폐범

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에 관한 연구는 몇몇 중재

프로그램 중심 연구에서 이루어졌다(정혜미, 2007; 

하승우, 2009).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한 이들 연구에서 주격, 목적격, 부사격 등의 문법형태

소에서 중재 효과와 유지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

나 아동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연구목적이 중재효

과의 검증이어서 자폐범주성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자폐범주성장애아동들의 구문 및 형태적

인 측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국내에

서 일반아동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을 포함한 언어장애

아동들의 문법형태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으

나 자폐범주성장애아동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아 실제로 우리나라 자폐범주성장애아동들

의 문법형태소 발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우리말의 문법형태소는 기능, 의미,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조사, 어미, 접사가 이 범주에 속한다

(남기심․고영근, 1993). 이러한 우리말 문법형태소

의 발달은 약 1세경에 시작하여 학령전기에 활발하게 

발달한다. 발달 순서는 주격조사와 처소격조사가 목

적격이나 도구격보다 먼저 발달하며(이순형, 1999), 

사동형이나 피동형 형태소에 한 정확한 개념은 5～

6세가 지나야 확립된다(배소영, 1995). 또한 아동들은 

2∼3세 이후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산출하기 시

작하는데, 연결어미는 개 약 2∼3세에 시작하여 

4∼5세경에 거의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희선․이승환, 1999). 우리나라 아동들은 접속부

사보다는 연결어미를 주로 활용하며, 우리말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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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발달은 유창한 우리말 산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배소영, 1997). 발달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말은 문법형태소가 풍부한 언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령기와 학령전기 아동들의 주요한 발달과제

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언어습득 이후 지적장

애, 단순언어장애 등의 다양한 언어장애아동들의 주

요 중재목표가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자폐범주성장애아

동의 언어습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의사소통능

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문법형태소에 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REVT 수용어휘능력으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자폐

범주성장애아동 18명과 일반아동 18명을 상으로 조

사, 연결어미, 사동․피동접사의 문법형태소의 산출 

및 오류 특성에 비교하여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

형태소에 산출에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상은 K시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각각 18명씩 총 36명이

다.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2명의 여자아동과 16명의 

남자아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일반아동은 남아 11명

과 여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시기를 고려하여(배소영, 2006), 언어능력이 만

3세 이상으로 문장산출이 가능한 아동들을 상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폐범주성장애아동은 첫째, 소아정신과 의사로부터 자

폐범주성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으로서, 둘째, REVT

의 수용어휘력 검사에서 언어연령이 만3세 이상이며, 

셋째, 부모나 어린이집 선생님 등으로부터 문장산출

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아동들이며, 이를 연구자가 직

접 문장 산출 정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문법형태소 산

출 평가를 위해서 심한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을 상으로 하였다.

일반아동은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수용 및 표현어

휘력 검사에서 수용어휘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이며, 

부모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들로부터 인지, 행

동, 정서, 청력 및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

동들이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상아동의 평균 생활연령은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89개월(SD: 20.78)로 연령범

위는 4세 5개월에서 9세 8개월이며 일반아동은 평균 

60개월(SD: 10.44), 연령범위는 3세 6개월에서 6세 

2개월이었다. 언어연령의 일치를 위해서 실시한 

REVT의 수용어휘 능력평가에서 자폐범주성장애아

동이 평균 64.05개월, 일반아동이 평균 63개월이었다. 

일반아동은 전체가 정상발달에 해당하였으며, 자폐범

주성장애아동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은 수용어

휘발달지연 또는 지체에 해당하였다. 두 집단의 언어

연령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

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표 - 1>).

<표- 1> 두 집단의 언어연령 평균비교

상아동 M SD t

자폐범주성장애아동 (n = 18) 64.05 22.79
0.15

일반아동 (n = 18) 63.00 17.16

2. 연구도구

가. 문법형태소 평가 문항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의 산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황민아(2003)의 문법형태소 산출 문항

을 사용하였다. 황민아(2003)의 문법형태소 평가문항

은 우리말 주요 문법형태소 범주인 조사, 어미, 접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운증후군(김미숙, 2003)과 단순언

어장애아동(김은영, 2003) 등의 언어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연구에서 신뢰성 있게 사용되

었다. 특히 시각적인 그림자료를 이용하여 문법형태소 

산출을 유도하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시각적인 

자료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주의를 끌고, 메시지에 

집중하게하며, 불안을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어(Rao & 

Gagie, 2006)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을 위한 유도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문항은 서로 동일한 문장구조인 60개의 검사

자 문항과 60개의 아동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

가자문항과 아동 문항 모두 6개의 연습문항이 추가되

어 있어 각 66문항, 총 1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법형태소 평가 문항 내용은 조사 18문항, 연결어미 

30문항, 피동․사동 12문항이며, 조사에서 주격조사

와 목적격 조사는 산출 문항이 따로 없이 60개의 아동 

평가 문항에서 산출을 측정하였다. 60개의 아동 평가

문항에서 주격조사의 산출 기회는 67회이며, 목적격

조사 산출기회는 48회이다(<표 - 2>). 황민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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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연결어미 피동․사동 사

종류 횟수 종류 횟수 종류 회숫

부사격

처소격 -에/에서 6 나열 -고 6 
피동
사

이,히,
리,기

6도구격 -(으)로 6 동시 -면서 6

여 격 -한테 6 립 -는데 6

주격 -이/가, 은/는 67 이유 -(아/어)서 6 사동
사

이,히,
리,기

6
목 격 -을/를 48 목 -려고 6

<표- 2> 평가 문항의 문법형태소
 

에서 우리말의 은/는이 보조사이나 평가문장에서 주

격조사의 위치에 사용되어 주격조사로 분류하였듯이, 

이 연구의 평가문항에서도 은/는 주격조사의 위치에

서만 사용되어 주격조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나. 문법형태소 유도 그림자료

그림자료는 연습문항과 평가문항 전체 132문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1차로 제작한 그림자료

를 정상발달 아동 1명과 언어치료와 관련 없는 성인 

1인을 상으로 목표 문항과 그림자료의 일치정도에 

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검사문항과 그림이 일치

되지 않은 그림과 황민아(2003)의 검사자 문항 중 그림

으로 표현하기 애매한 “담배를 피우고”를 “책을 읽고”

로, “몸을 묶어요”를 “손을 묶어요”로 변경하였으며, 

아동 문항 중 ”돼지“를 ”아빠“로, “토끼”를 ”오리“로 

변경하여 그림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그림자료는 1급 

언어치료사이며, 언어치료전공 박사 1인과 1급 언어치

료사이며 언어치료학 박사과정 1인, 총 2인에게 평가문

항에 한 그림자료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2차로 만6세 일반아동 2명과 언어연령이 6세인 자

폐범주성장애아동 1명을 상으로 평가문항과 그림

자료에 관한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을 표현

한 그림을 보고 문장 산출을 어려워하는 그림자료 2

개, 피동․사동 접사를 표현한 그림자료 5개, 그림자

료에서 지시하는 방향이 애매한 그림 5개 등 총 12개

의 그림을 재수정하였다. 특히 2차 예비실험 과정에서 

참여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평가문항 그림자료에 

한 반응 및 주의집중 시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그림자료의 크기 등을 

완성하였다. 평가문항에 한 그림자료는 15 × 20cm 

크기의 흑백이며 아동이 애매할 수 있는 그림에 해

서는 칼라로 또는 화살표로 표시하였으며, 평가문항

과 그림의 예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3. 연구절차

2011년 1월부터 자폐범주성장애아동 및 일반아동

의 모집과 선별을 시작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

월 동안 K시와 인근지역의 언어치료센터, 소아정신과 

내 언어치료실, 어린이집, 가정집에서 아동 평가를 실

시하였다.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평가는 주로 언어치

료실의 개별 언어치료실이나 가정집의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반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아동의 집에

서 이루어졌다. 아동의 평가는 평가자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 이 연구의 제1저자와 1 1일로 이루어

졌으며,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사람, 사물 등에 한 반응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

(Watling, Deitz & White, 2001)을 감안하여 상자

로 선별된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평가자가 주1회 이

상 접촉을 하여 충분한 관계형성을 하였다.

문법형태소 산출을 알아보기 위한 수행방법은 자폐

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실

시하였다. 6개의 연습문항으로 아동이 평가문항의 반

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한 후 본 문

항을 시작하였다. 피동․사동접사의 산출 문항에서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 검사자가 아동문항의 주어를 

먼저 제시해 주었다(김은영, 2003). 예를 들어, “곰이 

토끼한테 발을 밟혀요.”라고 검사자 문항을 말해 준 후, 

아동 문항의 주어를 제시해 주고(예: ‘오리가’), 아동이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주의집중을 하지 않거나, 목표 문법형태소

가 들어있는 어절을 생략하여 말할 경우에는 손가락

으로 그림을 지적하여 주었다. 연결어미의 평가에서

는 아동이 반응하지 않거나 단문으로만 산출할 경우

에 “왜” 등의 질문을 하여 연결어미를 포함하는 문장

을 만들도록 유도하였다. 3～4회의 단서 제시에도 계

속 같은 반응이 나오면 더 이상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다음 문항을 실시하였다. 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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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류유형 거 시

조사

목표문장: 돼지가 빨 로 콜라를 먹어요.

어 생략 조사가 포함된 어 의 생략 돼지가 콜라를 먹어요.

조사생략 조사만 생략 돼지가 빨 로 콜라 먹어요.

조사 치 다른 조사로 치 돼지가 콜라로 먹어요.

기타
문법형태소가 아닌 다른 어휘로 산출 돼지가 콜라 갖고 마셔요.

불필요하게 조사의 첨가 돼지이가 빨 로 콜라를 먹어요.

연결
어미

목표문장: 나는 학교에 가고 엄마는 청소해요.

어미생략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음 나는 학교에 가요, 엄마는 청소해요.

어미 치 다른 어미의 사용 나는 학교에 가면서 엄마는 청소해요. 

기타 한 문장만 산출하고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는 학교에 가요.

피동․사동 
사

목표문장: 엄마가 옷을 입 요.

사생략 사 없이 동사기본형을 산출 엄마가 옷을 입어요.

기타 목표어휘가 아닌 다른 동사어휘로 산출 엄마가 옷을 벗어요.

<표- 3> 문법형태소 오류 분류 거
 

구분
자폐범주성 장애아동 일반아동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M SD M SD

격 조 사 103.44 9.94 100.11 16.88 100.00 1 100.00 0.52

연결어미  13.44 7.45  17.28  8.04 132.25 1 132.25 2.20

피동․사동 사  4.00 2.33  5.39  2.70  17.36 1  17.36 2.73

<표- 4> 체 문법형태소 정반응 빈도에 한 MANOVA 결과 
(단위: 빈도)

아동은 약 25～35분이었으며,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약 30∼60분이었다. 특히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평가 

당일의 컨디션이나 주의집중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중

간에 5～10분 정도 휴식을 하며 평가를 하거나 2～3회 

걸쳐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검사내용은 마이크가 연결된 녹음기(SONY ICD-

AX 412)로 녹음하였고 검사자가 실험이 진행되는 동

안 실시간으로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형태소 산

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 1급 언어치료사 

1인, 임상경력 5년 이상의 2급 언어치료사 1인이 평가

한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다. 녹음된 자료전체의 10%

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선 추출하여 전사자 간 신뢰도

를 산출한 결과 문장 산출 전사 신뢰도는 93%이었고 

문법형태소 산출 신뢰도는 97%였다.

자료분석은 문법형태소의 전체 횟수 중 실제 산출한 

정반응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그 빈도를 근거로 정반응

율을 산출하였다. 문법형태소 산출 오류를 알아보기 위

해 생략, 치, 기타의 오류형태에 따라 오류 출현 빈도

와 그 빈도를 근거로 오류율을 산출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다. 

두 집단의 문법형태소 오류형태 분석은 황민아

(2003)를 근거로 하였다(<표 - 3>).

Ⅲ. 결과

1. 문법형태소 산출 비교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형태소 산

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MANOVA를 실시하여, 두 집

단 간 전체 문법형태소 산출과 하위범주별 산출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 연결어미, 피동․사동접사 문법형

태소 정반응 산출 빈도는 일반아동이 높았고 격조사

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높았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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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일반아동

M SD 정반응율 M SD 정반응율

격 
조
사

주 격

-가 39.00 4.86 81 35.94 6.97 75

-이  5.56 1.38 70  4.89 1.45 61

-은  2.17 0.86 72  2.11 0.83 70

-는  5.61 1.94 70  6.22 1.26 78

목 격 -을/를  38.50  7.37 82  36.28 8.13 77

부사격

처소격  4.61  1.58 77  4.67 1.19 78

도구격  4.17  1.58 70  4.89 1.32 82

여 격  3.83  1.72 64  5.11 1.02 85

연
결
어
미

나열 -고  2.89  2.22 48  3.78 2.02 63

동시 -면서  2.61  1.91 44  3.22 2.32 54

립 -는데  2.11  2.08 35  2.22 2.42 37

이유 -(아/어)서  3.17  1.76 53  3.83 1.82 64

목 -려고  2.67  2.20 45  4.22 1.63 70

사

피동

-이  0.11  0.32 11  0.17 0.38 17

-히  0.50  0.71 25  0.78 0.81 39

-리  0.56  0.71 28  0.89 0.76 45

-기  0.11  0.32 11  0.28 0.46 28

사동

-이  0.28  0.46 28  0.56 0.51 56

-히  0.94  0.80 47  1.33 0.59 67

-리  0.83  0.38 83  0.56 0.51 56

-기  0.67  0.69 34  0.83 0.79 42

<표- 6> 문법형태소 하 범주별 정반응율 비교 
(단위: %)

구분

자폐범주성
장애아동

일반아동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M SD M SD

격 
조 
사

주 격 52.33 4.56 49.17 8.02 90.250 1 90.250 2.118

목 격 38.50 7.37 36.28 8.13 44.444 1 44.444 0.739

처소격  4.61 1.58  4.67 1.19  0.028 1  0.028 0.014

도구격  4.17 1.58  4.89 1.32  4.694 1  4.694 2.208

여 격  3.83 1.72  5.11 1.02 14.694 1 14.694 7.317*

연
결
어
미

나 열  2.89 2.22  3.78 2.02  7.111 1  7.111 1.581

동 시  2.61 1.91  3.22 2.32  3.361 1  3.361 0.745

 립  2.11 2.08  2.22 2.42  0.111 1  0.111 0.022

이 유  3.17 1.76  3.83 1.82  4.000 1  4.000 1.248

목  2.67 2.20  4.22 1.63 21.778 1 21.778 5.825*

사

피 동  1.28 1.13  2.11 1.75  6.250 1  6.250 2.896

사 동  2.72 1.32  3.28 1.36  2.778 1  2.778 1.543

*
p<.05

<표- 5> 문법형태소 하 범주별 정반응 빈도에 한 MANOVA 결과
(단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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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법형태소의 하위범주에 따라 두 집단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표 - 5>), 격조사에서 주격, 목적격, 

처소격, 도구격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격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7.317, p< .05). 

연결어미에서는 나열, 동시, 립, 이유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목적(F = 5.825, p<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의 피동-사동접사간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주격조사 ‘가’, ‘이’, ‘은’, ‘는’ 각각의 산출에 

하여 두 집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사동접사와 피동접사의 ‘이’, ‘히’, ‘리’, ‘기’

의 각각 산출빈도에서는 사동접사의 ‘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 = 4.310 p< .05), 그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통계적으로는 격조사의 여격, 

연결어미의 목적, 사동의 ‘이’ 이외에는 두 집단 간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반응율에서는 전체적으로 일

반아동이 높았으며 문법형태소의 하위범주 정반응율

에서는 두 집단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 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주

격조사 ‘이’, ‘가’ ‘은’에서 정반응율이 높았으며, 일반

아동은 ‘는’에서만 정반응율이 더 높았다. 

목적격 조사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82%, 

일반아동이 77%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정반응율

이 더 높았다. 부사격에서는 처소격, 도구격, 여격 모

두에서 자폐범주성아동보다 일반아동의 정반응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이 중 여격에서는 자페범주성장애

아동이 64%의 정반응율을 나타낸데 비하여 일반아동

이 85%의 정반응율을 보여 정반응율에서 다소 큰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격조사 내에서 격

조사의 하위범주에 따라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반응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어미에서는 나열, 동시, 립, 이유, 목적의 전

체 연결어미에서 일반아동의 정반응율이 높았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목적 연결어미 ‘려

고’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정반응율이 45%, 일반

아동은 70%였다. 접사에서는 피동접사 ‘이’, ‘히’, ‘리’, 

‘히’ 와 사동접사 ‘이’, ‘히’, ‘히’에서 일반아동의 정반응

율이 높았으며,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사동접사 ‘리’

에서 정반응율이 더 높았다. 

2. 문법형태소 산출 오류 비교

문법형태소 오류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

기 위해서 오류형태를 생략, 치, 기타로 분류하여 

MANOVA로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격조사의 주격, 목적격, 처소격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도구격과 여격의 

치오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F = 9.805, 

F = 6,458, p< .05). 연결어미에서는 나열, 동시, 이

유, 목적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립의 기

타 오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5.665, p<

.05). 접사에서는 피동접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사동접사 ‘이’의 기타오류형태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F = 4.310, p< .05).

전체 오류율은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높았으나 생

략, 치, 기타의 오류 형태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생략오류에서 연결어미와 접사는 자폐범주성

장애아동의 오류율이 높았으나 격조사에서는 더 낮았

다. 치오류에서는 격조사, 연결어미 모두에서 자폐

범주성장애아동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기타오류는 연

결어미에서는 동일하였고 접사에서는 자폐범주성장

애아동이 더 높았다(<그림 - 1>). 

<그림- 1> 문법형태소 오류율 비교 

격조사를 주격, 목적격, 부사격으로 나누어 오류형

태에 따라 오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생략오류에서는 

주격, 목적격, 부사격 모두 일반아동이 자폐범주성장

애아동보다 높았으며, 특히 주격과 목적격의 생략 오

류율이 높았다. 치오류에서는 주격은 일반아동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목적격과 부사격에서는 자폐범주

성장애아동의 오류율이 더 높았다(<그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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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격조사 오류율 비교

연결어미에서는 생략과 치오류 모두 자폐범주성

장애아동이 높았으며, 기타오류에서는 목적에서 자폐

범주성장애아동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3>). 

한편, 피동․사동 접사에서도 일반아동 보다 자폐범

주성장애아동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사

동접사 보다 피동접사에서 오류율이 높았고 오류형태

는 기타오류 형태가 많았다.

<그림- 3> 연결어미 오류율 비교 

Ⅵ. 논의 및 결론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은 격조사, 연결어

미, 접사의 전체적인 문법형태소 산출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폐범주성장애아

동이 언어의 구문론 및 형태론과 같은 언어의 형식적

인 측면은 의미론이나 화용론적 결함에 비하여 특이할 

만한 결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Calkins & Tager-

Flusberg, 1986; Paul, 1987; Tarer-Flusberg, 1981; 

1985) 연구와 결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주격조사의 정

반응 산출 빈도가 높고 여격조사, 연결어미 중 목적, 

피동과 사동에서 낮은 산출 빈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

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상으로 한 황민아(2003)

와 유사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

하였다(Tager-Flusberg & Joseph, 2003). 자폐범주

성장애아동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이러한 유사한 특

성을 보이는 것에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신경생물학적 접근에서는 두 집단에

서 유사하게 전두엽 각회의 비 칭(inferior frontal 

gyrus asymmetry)을 발견하였으며(De Fosse et 

al., 2004), 유전학적인 접근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

의 형제자매 중 자폐범주성장애의 높은 발생율을 보

고하고 있다(Tomblin et al., 2003).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을 상으로 단순언어장애 진단 평가를 하였을 

때 76%가 단순언어장애진단 기준에 해당되었으며,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자폐진단기준에 부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ti-Ramsden et al., 2006). 

또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단순언어장애의 주요 특

징인 비 단어 반복과제에서 빈약한 수행력을 보이고, 

동사어미의 생략 등과 같은 문법형태소에서 유사한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두 장애범

주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Williams & Boucher, 2008). 

두 집단의 문법형태소 산출의 정반응율을 근거로 보

았을 때 문법형태소 발달 순서에 자폐범주성장애아동

과 비교집단아동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일반아동들에게

서 산출빈도가 낮은 것은 자폐범주성장애아동 또한 산

출빈도가 낮았다. 특히 피동․사동접사는 일반아동들

의 발달과정에서도 보다 늦게 산출되는 문법형태소이

며, 피동과 사동 중 사동은 주어가 행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동보다 먼저 습득된다(하은진, 1999). 이 연

구의 자폐범주성장애아동 또한 피동보다는 사동이 출

현이 높았으며, 다른 문법형태소 비하여 정반응 산출이 

낮아 일반아동에게 어려운 문법형태소가 자폐범주성장

애아동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지혜․황상심 /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비교 연구

269

그러나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이 

일반아동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 자

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정반응 산출은 통계

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문법형태소 하위범주, 특히 

연결어미 산출에서 일반아동과 차이가 있었으며, 생

활연령이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보다 단순한 문장을 사

용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

에서도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정신지체 또는 언어장애 아동에 비해서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다소 간단한 문

장구조, 그리고 제한된 문장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Cantwell, Baker & Rutter, 1978: Pierce & 

Bartolucci, 1977).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한 번 형성된 규칙을 활용이

나 응용을 하지 못하고 그 로만 사용하는 고정적이고 

상투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으며(Calkins & 

Tager-Flusberg, 1986), 자신과 타인, 사람과 사물 등

의 상호관계에 어려움의 보이고, 언어발달에서는 특히 

관계어의 습득에 결함을 보인다(Frith, 1989). 이 연구

에서 자폐범주성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여

격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반응을 보인 것은 여격은 주

체와 행위자의 방향을 이해하여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법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이 여격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자폐아동의 이러한 

일반적인 자폐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또는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전체적인 틀에서 

문법형태소 산출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생활연령이 동일한 아동과의 비교에서는 분명한 결

함을 보인다.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결

함은 자곤이나 또는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Eigsti, Bennetto & Dadlani, 

2007).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정상아동이나 다른 

언어장애아동에 비하여 신조어의 사용이 많고 신조

어의 사용 정도와 적절한 구문형태소와는 상관이 있

다. 그것은 다양한 문법형태소 신에 신조어인 비 

단어로 말을 하며, 그 결과 적절한 구문형태적인 문장

구조라고 평가되기 어려운 문장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Eigsti, Bennetto & Dadlani, 2007). 자폐범주성장

애아동의 이러한 자곤의 사용은 문법형태소적인 측

면이외에 구어와도 관련이 있어 구문형태적인 결함

만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들의 지능과

도 관련이 있다(Eigsti, Bennetto & Dadlani, 2007). 

따라서 자폐아동의 문법형태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의미, 화용 등의 다른 언어영역과 지능 등의 

관련영역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형태소의 전체적인 오류발생 빈도는 비교 집

단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주격

과 목적격에서 생략오류가 더 많았다. 우리말의 문법

형태소는 문어가 아닌 구어에서 생략이 빈번하게 일

어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격조사에서 생략하더라

도 격의 표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빈번하게 생략

되는 경향이 있다(권재일, 1989). 격조사 내에서도 격

조사의 기능적 전형성에 따라 생략현상이 다르게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생략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도구격 조사는 

거의 생략이 일어나지 않으며(김재욱, 2000), 주격조

사 ‘이’, ‘가’는 문법기능과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

동들이 문장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임의로 생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공미선, 2009). 또한 

배소영(1997)은 우리말에서 아동들이 목적격조사를 

빈번하게 생략하는 이유는 생략이 의미전달에 큰 영

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

서 일반아동은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어도 

의미전달이 되는 문항에서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를 

생략하는 예가 많았다. 예를 들면, 목표 문장, “아빠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를,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

요”라고 주격조사 또는 어절을 생략하거나, “시계가 

고장 나서 아빠가 시계를 고쳐요”의 목표 문장을 “시

계 고장 나서 시계를, 아빠가 시계를 고쳐요”라고 주

격조사를 생략하여 산출하였다. 목적격 조사 또한 “돼

지가 유치원에 가려고 가방을 메요”라는 목표 문장에 

해서 아동은 “돼지가 어린이집에 가려고 가방 메

요”라고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였다. 이러한 일반아동

의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의 생략에 비하여 자폐범주

성장애아동은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를 생략하는 예

가 적었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생략이 적은 것

은 우리말 구어사용을 볼 때 자연스런 문장의 산출보

다는 발화의 부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한 특성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일반아동들은 조사의 의미기능과 문법

기능을 발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자폐범주성장애아동들은 이러한 능력

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격조사에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은 주로 다른 주격

조사를 ‘-가’로 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반아동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261-275

270

은 다양한 종류의 주격조사를 치하여 사용하였다. 

연결어미의 오류에서도 일반아동이 다양하게 다른 

연결어미로 치하는데 비하여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은 주로 나열과 동시로 치하였다. 이러한 오류형태

는 자폐범주성아동의 고정적이고 상투적인 조사의 

사용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Calkins 

& Tager-Flusberg, 1986).

결론적으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산

출과 오류는 일반아동과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였으나 

하위 문법형태소 범주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

형태소 발달과 산출은 일반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두 집단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연구의 평가절

차에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단

서가 필요하였고, 생활연령 또한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이 높았다. 따라서 자폐범주성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

능, 생활연령, 언어표현 및 수용 등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

로 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집

단의 연령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과 언어연령 일치를 

수용어휘력만을 평가한 점을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히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공미선(2009). 조사 ‘이/가’의 문법적 성격과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재일(1989). 조사의 성격과 그 생략현상에 한 기술방법. 

어학연구, 25(1), 129-139.
김미숙(2003). 다운증후군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헤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은경(2010). 자폐스펙트럼장애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

소통 특성에 관한 종단연구. 자폐성장애연구, 10(2), 
25-49.

김은영(2003).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

형태소 사용비교.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욱(2000). 조사의 기능에 관한 의미-인지론적 연구, 한국

외국어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서울: 탑 출판사.

배소영(1995). 우리나라 아동의 언어발달: 언어발달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전문요원교육, 서울: 한국

언어병리학회.

배소영(1997).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 

조사 가, 이, 는, 도, 를. 언어청각장애연구, 2, 27-42.
배소영(2006). 한국어 발달특성과 학령전기 문법형태소 

한국어학, 31, 31-45.
서희선․이승환(1999). 2-5세 정상아동의 연결어미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4, 167-185.
성수국(2000). 자폐성 장애 아동들의 반향어 특성. 자폐성

장애연구, 1(1), 45-67.
신지연․이윤경(2008). 어휘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의 표현어휘 특성. 자폐성장애연구, 8(1), 
143-154.

이순형(1999). 한국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시기. 아동학회지, 24(4), 51-68.
정부자(2010). 학령전기 자폐성 장애아동의 언어이해수준에 

따른 표현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자폐성장애연구, 
10(2), 51-64.

정혜미(2007). 그림을 이용한 문장완성활동이 고기능자폐

아동의 격조사 산출과 문장이해에 주는 영향.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란(2009). 자폐스텍트럼장애 아동의 의문사 무엇, 누구, 

어디 이해특성. 통합치료연구, 1(1), 53-65.
하은진(1999).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승우(2009). 시각적 지원을 활용한 언어훈련이 자폐아동의 

격조사 이해력 및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구 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민아(2003).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음성

과학, 10(3), 47-6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Test 
Revision). Washington, DC: Williams & Wilkins. 

Baltaxe, C., & D’Angiola, N. (1997). Cohesion in the discourse 
interaction of autistic, specifically language-impair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2(1), 1-21.

Bartolucci, G. (1982). Formal aspects of language in childhood 
autism. In Advances in Child Behavior Analysis and 
Therapy, 2, 159-185.

Bartolucci, G., Pierce, S. J., & Streiner, D. (1980). Cross-
sectional studies of grammatical morphemes inautistic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0(1), 39-50.

Bishop, D. V. M. (2003). Autism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tegorical distinction or continuum? 
In G. Bock & J. Goode (Eds), Autism: Neural basis and 
treatment possibilities, Novatis Foundation Symposium
(pp. 213-234). Chichester: John Willy.

Calkins, S., & Tager-Flusberg, H. (1986). A comparison of 
echolalic and spontaneous speech in austistic and 
Down syndrome children. Proceed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ntion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Cantwell, D., Baker, L., & Rutter, M. (1978). Acomparative 
study of infantile and specific developmental receptive 
language disorder: Ⅳ. Analysis of syntax and language 



김지혜․황상심 / 자폐범주성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비교 연구

271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1)을 요약한 것임.

func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351-362.

Condouris, K., Meyer, E., & Tager-Flusberg,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ized measures of 
language and measures of spontaneous speech in 
children with autism. American Journal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12(3), 349-358.

Conti-Ramsden, G., Simkin, Z., & Botting, N. (2006). The 
prevalence of ASD in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SLI.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621-628.

Dahlgren, S. O., & Gillberg, C. (1989). Symptoms in the first 
two years of life: A preliminary population study of 
infantile autism.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Science, 283, 169-174.

De Fosse, L., Hodge, S. M., Makris, N., Kennedy, D. N., 
Caviness, V. S. Jr., McGrath, L., Steele, S., Ziegler, D. 
A., Herbert, M. R., Frazier, J. A., Tager-Flusberg, H., 
& Harris, G. J., (2004). Language-association cortex 
asymmetry in autism and specific language impair-
ment. Annals of Neurology, 56(6), 757-766.

Eigsti, I. M., Bennetto, L., & Dadlani, M. B. (2007). 
Beyond pragmatics: Morphosyntactic development 
in Autism.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s, 
37, 1007-1023.

Fein, D., & Waterhouse, L. (1979). Autism is not a disorder 
of language. Proceedings of the meeting of the New 
England Child Language Association. Boston, MA.

Fombonne, E. (1999). The epidemiology of autism: A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29(4), 769-786.

Frith. U. (1989). A new look at language and communication 
to autism. The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
tions. 24, 123-150.

Howlin, P. (1984a).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
phemes in autistic children: A critique and replication 
of the findings of Bartolucci, Pierce, and Streiner, 
1980.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4, 127-136.

Howlin, P. (2003). Outcome in high-functioning adults 
with autism with and without early language delays: 
Implications for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utism 
and Asperger syndrome. Autism and Development 
Disorders, 33(1), 3-13.

Load, C., & Paul, R. (1997).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autism. In D. J. Cohen & F. R. Volkmar (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2nd ed.)(pp. 195-225). New York, NY: Wiley.

Ozonoff, S., & Miller, J. (1996). An exploration of right-
hemisphere contributions to the pragmatic impairments 
of autism. Brain and Language, 52(3), 411-434.

Paul, R. (1987). Communicaion. In. D. J. Cohen & A. M. D 
onnellan (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pp. 61-84).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Paul, R. (2007).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3nd ed.). St. Louis, MO: Mosby.

Pierce, S. J., & Barrolucci, G. (1977). A syntactic investingation 
of verbal autistic,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Childhood Schizophrenia, 
7, 121-134.

Prior, M. R., & Hall, L. C. (1979). Comprehension of transitive 
and intransitive phrases by autistic,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2, 103-111.

Rao, S. M., & Gagle B. (2006). Learning through seeing and 
doing: Visual suppoorts for children with autism. 
Teaching exctptional children. 38(6), 26-33.

Rapin, I. (1991). Autistic children: Diagnosis and clinical 
features. Pediatrics, 87(5), 751-760.

Rapin, I., & Allen, D. A. (1998). The semantic-pragmatic 
deficit disorders: Classification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33(1), 
82-87.

Rapin, I., & Dunn, M. (2003). Update on the language 
disorders of individuals on the autistic spectrum. 
Brain and Development, 25(3), 166-172.

Tager-Flusberg, H. (1981). Sentence comprehension in 
autistic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ics, 2, 3-24.

Tager-Flusberg, H. (1985). Basic level and superordinate 
level categorization in autistic,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0, 450-469.

Tager-Flusberg, H., & Calkins, S. (1990). Does imitation 
facilitate acquisition of grammar? Evidence from 
the study of autistic, Down’s syndrom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591-606. 

Tager-Flusberg, H., Calkins, S., Nolin, T., Baumberger, T., 
Anderson, M., & Chadwick-Dias, A. (1990). A lon-
gitudinal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in autistic 
and Down syndrome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1), 1-21.

Tager-Flusberg, H., & Joseph, R. (2003). Identifying 
neurocognitive phenotypes in autism. Philosophical 
Transcations of the Royal Society Series, B, 358, 303-314.

Toblin, J. B., Hafeman, L. L., & O’Brien, M. (2003). Autism 
and autism risk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38(3), 235-250.

Watling, R. L., Deitz, J., & White, O. (2001). Comparison of 
sensory profile scores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autism spectrum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4), 416-423.

Williams. D, N., & Boucher, J. (2008). Language in autism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Where are the 
links? Psychological Bulletin. 134, 944-963.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261-275

272

<부록- 1> 평가 문항에 따른 그림자료

* 평가문항 그림 NO. 25

       

검사자 문항 아동 문항

 토끼가 그림을 그리고 돼지가 퍼즐을 맞춰요  돼지가 책을 보고 토끼가 밥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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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duction of gram-
matical morphemes of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8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18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who 
were matched on receptive vocabulary level by REVT. To elicit grammatical morphemes, 60 
pairs of pictures were used. Performances were analyzed by MANOVA. Results: The production 
of grammatical morpholog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bu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sub-type of grammatical morphemes. The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made more errors than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Discussion 
&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produc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by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was similar to that of children without language 
development impairment except for some specific grammatical morphemes, but analysis of the 
results also requires various language aspects to be considered togeth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261-275)

Key Words: autistic spectrum disorder, grammatical morphemes, production errors of 
grammatical morp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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