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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이하 MCI) 환자와 알츠하이머

성 치매(Dementia of Alzheimer’s Type: DAT, 이하 DAT) 환자는 문장이해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T로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 기억성 MCI와 DAT, 

그리고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통사적 복잡성이 각 집단의 문장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연령과 교육수준

을 일치시킨 정상노인 20명, MCI 20명, DAT 14명이었다. 문장-그림일치 과제(sentence- 

picture matching task)를 이용하여 문장이해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문장유형

은 (1) 접속문, (2) 주어수식-주격관계절내포문, (3) 주어수식-목적격관계절내포문, (4) 목적

어수식-주격관계절내포문, (5) 목적어수식-목적격관계절내포문이었다. 결과:  정상노인에 비하

여 MCI와 DAT의 문장이해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CI와 DAT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문장유형에서 통사적 복잡성 요소가 포함된 문장에서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MCI와 DAT의 문장이해정확도는 정상노인에 비하여 낮았다. 또한 통사적으로 단순한 

문장보다 복잡한 문장에서 수행력이 낮았다. 하지만 MCI와 DAT에서 정상노인에 비해 통사

적 복잡성에 따른 현저한 수행력 저하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이는 MCI와 DAT가 실험 문장 

중에서 비교적 단순한 문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더욱 

다양한 통사적 복잡성 요소가 정상노인과 MCI, DAT의 집단 간 문장이해능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피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338-355.

핵심어:  통사적 복잡성, 문장이해능력,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

Ⅰ. 서 론

정상 노인군, 치매와 정상 노화의 경계에 있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군(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이하 MCI)(Petersen, 2004)’과 알츠하이머성 치매(De-

mentia of Alzheimer’s Type: DAT, 이하 DAT) 환

자군은 정상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상태와 병적인 치매

상태를 양극단으로 하는 인지기능의 스펙트럼 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I의 유병율과 진전양상

에 대한 Flicker, Ferris & Reisberg (1991)의 보고에 

의하면 MCI의 55～72%가 수년 이내에 치매, 특히 AD

로 진전된다고 한다. Petersen (2004)은 MCI의 아형

(subtype) 중에서 기억성(amnestic-MCI)은 DAT로

의 전환율이 특히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MCI

를 치매의 전임상적 단계로 보고 누가 미래에 DAT로 

진전이 되는지 조기 변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Artero et al., 2008; Lambon-Ralph et al., 2003; 

Nestor, Scheltens & Hodges, 2004). 

DAT가 보이는 언어 특징 중 하나는 문장이해능력

에 결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의 문장이해능력 저하

에 대하여 DAT는 병의 말기까지 통사적 능력이 비교

적 보존되며 문장이해능력의 손상은 의미 손상의 영향

이라는 주장(Grossman & White-Devine, 1998)과 병

의 초기부터 통사처리능력의 손상이 나타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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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ber & Bang, 1995; Kempler, Curtiss & Jackson, 

1987)의 의견이 분분하다. DAT의 통사처리능력이 병 

말기까지 비교적 보존되어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

은 DAT의 문장이해능력 결함의 원인을 의미 손상에

서 찾는다(Kempler, Curtiss & Jackson, 1987). 하지

만 Kempler et al. (1998)은 의미 손상 때문에 DAT의  

이해능력이 감소된다는 주장에 대해 첫째, DAT는 이

름대기 능력에 비하여 단어 이해 능력은 비교적 잘 보

존되며(Kempler, 1988), 둘째, 단어 이해 능력이 정상

일지라도 문장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이므로(Small, 

Andersen & Kempler, 1997) DAT의 통사처리능력

의 손상은 의미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Grober & Bang (1995)은 문장-그림일치 과제를 

이용한 연구에서 DAT의 문장이해능력결함이 의미 손

상이 아닌 통사처리능력의 결함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의미가 가역적인 문장과 비가역적인 문장에서

의 DAT 문장이해능력을 비교하였다. 실험에 참가했

던 DAT는 의미가 비가역적인 피동문을 이해할 때 낱

말의 의미를 추론하여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통사처리가 요

구되는 가역적인 피동문에서는 오류를 보였다. 예를 들

면 ‘The donkey is kicked by the boy.’라는 문장에서

는 ‘donkey’, ‘kick’, ‘the boy’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더

라도 반드시 피동 구문의 통사처리가 이루어져야만 ‘소

년이 당나귀를 차다’라는 문장의 명제를 추론할 수 있

다. ‘the boy’와 ‘the donkey’가 모두 ‘kick’의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DAT가 의미단서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비가역적인 문장과, 통

사적 지식을 이용해야만 의미파악이 가능한 가역적 문

장의 이해에서 불균형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DAT 환자의 통사능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Waters, Caplan & Rochon (1995)은 기존 연구에

서 DAT의 통사처리결함을 확인할 수 없었던 원인으

로 과제가 통사적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기 때

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므로 과제가 더 어려울 

때 문장 통사처리와 관련한 요구의 증가가 DAT의 수

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AT는 정상노인보다 통사적 복잡성에 더 많은 영

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ickel et al., 2000; 

Emery, 1985; 1988; Grober & Bang, 1995). 통사적 

복잡성은 문장이 생성되거나 변형되는 절차의 복잡성

을 의미하며 문장들이 몇 개의 성분으로 어떠한 관계

를 가지며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Emery

(1988)는 문장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서 DAT

가 통사적으로 간단한 문장보다 복잡한 문장에서 더욱  

저조한 수행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며 DAT는 통사적

으로 복잡한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Small, Anderson & Kempler (1997)

는 DAT의 보호자들이 DAT의 문장이해를 돕기 이하

여 간단한 문장으로 천천히 반복하여 말해 주는 것에 대

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5명의 DAT와 20명의 정

상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DAT

는 내포문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의 이해도는 낮았으나  

동일한 내용을 비교적 간단한 문장구조를 이용하여 자

세히 설명한 문장(Paraphrased repetition)을 다시 들

려주었을 때에는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DAT는 문장의 길이보다 통사복잡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DAT의 문장이해능력에 통사적 복잡성이 영향을 미

친다는 증거는 이해 양상의 불균형에서도 관찰된다. 예

를 들어 관계절이 삽입되는 위치와, 관계절이 수식하는  

문장성분에 따라 문장의 복잡성이 다양해지는데, 주격

관계절에서는 어순이 기본 어순으로 고정되지만(canon-

ical) 목적격관계절에서는 어순이 기본 어순과 뒤바뀌

게(noncanonical) 되는 영어권에서 DAT는 주격관계

절보다 목적격관계절에서 이해 정도가 떨어지는 ‘주어-

목적어 불균형(subject-object asymmetry)’이 나타난

다(Emery, 2000; Grober & Bang, 1995; Grossman & 

Rhee, 2001; Kempler et al., 1998). 

DAT의 전임상적 단계로 여겨지는 MCI의 문장이

해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의 통사처리능

력 손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Griffith et al. (2006)

의 연구에서는 정상노인 49명, MCI 49명을 대상으로 

토큰 테스트(Token Test)(De Renzi & Vignolo, 1962)

를 실시한 결과 MCI의 수행력이 정상노인보다 유의하

게 낮았다고 한다. Ribeiro, Mendonça & Guerreiro

(2006)은 정상노인 63명과 MCI 116명을 대상으로 수정

된 토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전체 경도인지장애환자  

중 33.7%가 수행력저하를 보였다. Hodges, Erzinclioglu 

& Patterson(2006)이 ‘Test for the reception of Gram-

mar’(이하 TROG)(Bishop, 1989)를 이용하여 정상 노

인과 MCI의 문장이해능력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큰 테

스트와 TROG의 결과를 비교한 Lambon Ralph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정상과 MCI의 수행력에서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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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TROG에서는 그

렇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과제의 차이가 MCI의 문장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MCI의  

문장이해능력을 정상노인과 DAT와 변별할 수 있는 

민감한 과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MCI와 DAT의 통사처리능력을 비교한 De jager et 

al. (2003)에 의하면 정상노인 51명, MCI 29명, DAT 

60명, 시각적인지장애환자 8명, 혈관성 치매환자 4명

을 대상으로 토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MCI

는 정상노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DAT는 MCI

나 정상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MCI와 DAT의 문장이해능력을 

알아본 연구가 제한적이다. 특히 통사적 복잡성에 따른  

구문이해능력의 차이를 살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문법은 영어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 복잡성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어 

특징적인 통사적 복잡성 요소를 적용한 문장 유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문법 및 문장이해와 관련

한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통사적 복잡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한국어 복문은 두 명제의 결합 방식이 통사구

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눈다

(남기심․이정민․이홍배, 1983). 이때 접속문보다 내

포문의 통사구조가 더 복잡하다. 접속은 두 문장을 잇

기 위하여 선행절의 서술어에 연결어미 ‘-고’를 첨가

시킨다. 이때 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며 절

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두 

문장이 이어질 때 반복되는 요소가 생략될 수 있다. 즉  

선행절의 요소가 선행어로서 후행절의 동일 요소 생략

의 계기가 된다(이익섭․채완, 2004). 내포는 하나의 문

장이 한 단어의 자격이 되어, 즉 명사절이나 관계절 등

의 절이 되어 적절한 규칙의 절차를 밟아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가 접속보다 복잡

하고 유형도 더 다양하다(이익섭․채완, 2004). 다양한 

내포문의 하위 유형 중에서 관계절은 하나의 문장이 다

른 문장에 안겨 있는 복잡한 구조로 한국어 통사처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장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

라서 접속문보다 관계절이 통사적으로 더 복잡하다.

둘째, 관계절이 주절 이해의 선형적인 흐름을 방해

할 때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통사적 복잡성이 증가하고  

통사처리 부담이 증가한다(Carpenter, Miyake & Just, 

1994). 한국어에서는 주절의 문장 성분이 규범어순을 

따르는 문장에서 관계절이 주어를 수식할 때 관계절의  

이해가 끝난 후에 주절이 규범어순으로 나타난다. 반

면 관계절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관계절이 끝

날 때까지 앞서 나온 주절의 주어를 기억하고 있다가 

주절의 나머지 부분과 결합하여 이해해야 하므로 통사

처리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절의 문장성분

이 규범어순을 따를 경우에 주어수식 관계절보다 목

적어수식관계절이 통사적으로 더 복잡하다.

셋째, 관계절 내의 명사와 주절의 명사는 공통 참조 

역할을 하는데, 이 명사들의 문법적 역할이 두 절에서 

동일할 경우 관계절의 이해도가 높아진다. Sheldon

(1974)은 3.8세에서 5.5세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관계절의 이해능력을 살펴보았

다. 실험자는 주절과 관계절에서 공통적으로 참조하는  

명사의 기능이 같은 문장 유형과 그렇지 않은 문장 유

형을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인형을 가지고 들은 대로 

행동해 보이도록 시켰다. 그 결과 아이들은 공통참조 

명사의 문법적 기능이 주절과 관계절에서 동일한 경

우에 문장이해도가 더 높았다. 이에 Sheldon (1974)은 

이를 병행 기능 가설(parallel function hypothesis)

라고 설명하였다. 병행 기능 가설에 따르면 주절과 관

계절 명사의 역할에 따라 관계절의 문장 유형을 병행 

기능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병행기능이 

있는 문장 유형으로 주절과 관계절의 공통참조 의미역

이 관계절과 주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수식-주

격관계절(Subject-Subject; 이하 SS)(예: 토끼를 잡은  

강아지가 사슴을 묶다)’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수식-목적격관계절(Object-Object; 이하 OO)(예: 강

아지가 토끼가 잡은 사슴을 묶다)이 있다. 병행기능이 

없는 문장 유형으로는 주절에서 주어이지만 관계절에

서 목적어인 ‘주어수식-목적격관계절(Subject-Object; 

이하 SO)(예: 토끼가 잡은 강아지가 사슴을 묶다)’, 주

절에서 목적어 이지만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수식-주격관계절(Object-Subject; 이하 OS) 

예: 강아지가 토끼를 잡은 사슴을 묶다)’이 있다. 이때 

병행기능이 있는 SS와 OO보다 SO와 OS의 통사처리  

부담이 더 크다(Sheldon, 1974).

본 연구에서는 DAT로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 기억

성 MCI와, DAT, 그리고 정상군을 대상으로 분석이 쉽

고 신뢰도가 높으며 문장처리 과정에서 의미기억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장-그림일치 과제

(sentence- picture matching task)(Waters, Caplan 

& Rochon, 1995)를 통하여 문장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문장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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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General 
Mental 
Statue

Attention
Confrontational 
Naming

Visuospatial 
Function

Verbal 
Memory

Visual 
Memory 

Generative 
Naming

inhibitory 
Control

MCI

평균

(%ile)
7.13 54.94 37.28 47.72 12.14 19.31 37.78 19.56

표

편차

(%ile)

11.24 36.69 37.26 34.99 18.96 20.60 29.52 19.84 

DAT

평균

(%ile)
6.16 56.92 27.88 33.00 9.68 12.13 35.78 25.93

표

편차

(%ile)

16.17 34.82 26.45 32.28 18.46 19.38 25.64 27.64 

<표 - 1> MCI와 DAT의 서울신경심리검사 결과 요약

적인 통사적 복잡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각각

의 요소가 집단의 문장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절 유무에 따라 집단 간 문장이해능력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2) 관계절이 수식하는 주절의 문장 성분

에 따라 집단 간 문장이해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 (3) 병행기능의 유무에 따라 집단 간 문장이해능

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정상노인 20명(평균 연령=73세, 표준편차=

5.6세; 교육연수 = 9년, 표준편차 = 4.3년), MCI 20명

(평균 연령 = 72세, 표준편차 = 7.4세; 교육연수 = 5년, 

표준편차= 4년), DAT 14명(평균 연령= 77세, 표준 편

차= 5.9세; 교육연수= 7년, 표준편차= 5.2년)을 대상으

로 하였다. MCI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신경과 또는 

치매지원센터에 외래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중에서: 

(1) Petersen (2004)의 기준에 부합하는 단일(single 

amnestic) 혹은 다중 기억성(multiple amnestic) “MCI”

로 진단 받고, (2)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Hughes et al, 1982; Morris et al., 1992) 0.5이

며, (3) 검사 문장에 포함된 동물 이름 및 동작동사를 

그림과 일치시키는 선별과제를 통과하였으며, (4) MCI 

이외의 다른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병력이 없는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DAT는 서울 소재의 종합병원의 

신경과 또는 치매지원센터에 외래 진료를 위해 내원

한 환자 중에서 : (1) 신경심리학적 검사 및 뇌영상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DAT”로 진

단받고, (2) CDR이 1로 (3) 검사 문장에 포함된 동물 

이름 및 동작동사를 그림과 일치시키는 선별과제를 통

과하였으며, (4) DAT 이외의 다른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병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 노인은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며 (2) K-MMSE(강연욱, 2006)의 규준

을 따름 총점수가 학력 및 연령에 비해 정상 수준이고 

(3) 지연회상 점수가 2점 이상이고, (4) 실험을 위한 선

별과제를 통과하였고, (5) 사전 인터뷰 및 선별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청력 및 시력에 문제가 없는 것을 조건

으로 하였다. 한편 자가 보고를 통해 (6) 일상생활능

력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7) 최근 

6개월간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능에 현저한 저하가 없

으며, (8) 정신과 언어, 인지 문제에 대한 과거력이 없

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집단의 연령(F(2, 51)=2.821, p>0.05)과 교육수준

(F(2, 51)=3.077, p> 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실험에 참여한 정상노인의 K-MMSE 점수는 평

균 26.85, 표준편차 2.13이었다. MCI와 DAT의 서울

신경심리검사(강연욱․나덕렬, 2003) 결과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2. 실험 과제 

접속문의 문장은 성수진․심현섭(2002)을, 관계절

의 문장은 김윤주(2002), 박주혜․김영욱(2009)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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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접속문과 관계절의 문장길이를 일치시키

고,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의 빈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위 연구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6가지 문장 유형에 따른 실험문항 제작에 있어 다

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1) 문장에 쓰인 명사

는 행위자 전략을 이용한 문장 이해 가능성을 배제하

기 위하여 모두 생물성 명사로 선정하였다. (2) DAT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보다 동물이름을 더 잘 인식한

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동물로 정하였다(Rochon, 

Waters & Caplan, 1994). (3) 동물 이름 중에서 포식관

계 등의 의미적 영향을 받지 않는 이름 중에서 2음절 

3단어, 3음절 3단어를 선정하였다(‘사자’와 ‘토끼’는 포

식관계이므로 문장이해에서 의미관계에 의존할 가능

성이 있다.). (4) 동사는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 타동

사 10개를 선정하였다. (5) 단어 선정 시 현대한국어어

휘빈도(서상규, 1998)에서 빈도 1000 이상인 초고빈도  

단어 위주로 선정하였다. 명사 ‘원숭이’는 빈도 100이상

인 고빈도 단어이다. 문장 제작에 사용한 명사 및 동사  

목록과 빈도는 <표 - 2>와 같다. 

<표- 2> 문장에 쓰인 명사  동사 목록과 빈도 

품사 낱말 목록(빈도)

명사
돼지(1631), 사슴(1012), 토끼(1344), 강아지(1118), 

고양이(1145), 원숭이(590)

동사

때리다(2383), 만지다(1664), 묶다(1806), 물다(14396), 

다(4438), 안다(3913), 업다(1411), 잡다(15729), 

들다(58141), 쫓다(1737)

문장유형별로 10개의 문장, 총 50개의 문장을 제작

하였다. 문장의 예시는 <표 - 3>와 같다. 

문장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문장-

그림일치과제를 사용하였다. 그림선택에서 피험자의 

우연한 정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개의 그림 중 하

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은 컴퓨터 화면

에 각각 75mm×60mm 크기의 그림 4개를 격자 모양

으로 제시하였다. 그림은 모두 흑백선화로 하였다. 서

술어의 동작을 강조하는 밑그림을 추가하였다. ‘묶다’

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밧줄’을 제외한 다른 사물은 

그림에 표현하지 않았다. 

<표- 3> 실험에 사용한 문장의 유형과 음 수  시 

문장유형  

음  
수
(어  
수)

계
수

계
치

계  
내 
생략
성분

병행
기능

속문(CC)

   돼지가 강아지를 만지

고 토끼를 들다

15(5)

주어수식-주격 계 (SS)

   고양이를 안은 토끼가 

사슴을 만지다

15(5) 1
주어

수식
주어 있음

목 어수식-주격 계 (OS)

   원숭이가 사슴을 묶은 

고양이를 업다

15(5) 1
목 어

수식
주어 없음

주어수식-목 격 계 (SO)

   토끼가 묶은 고양이가 

원숭이를 안다

15(5) 1
주어

수식
목 어 없음

목 어수식-목 격 계 (OO)

   원숭이가 고양이가 묶

은 사슴을 물다

15(5) 1
목 어

수식
목 어 있음

그림 보기는 (1) 목표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과 (2) 

목표 문장의 의미역을 바꾼 ‘통사오류그림’, (3) 목표 

문장의 서술어를 바꾼 ‘의미오류그림’, (4) 목표 문장

의 의미역과 서술어를 모두 바꾼 ‘의미-통사오류그림’

이 있다. 접속문에서 통사오류그림은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목적어를 뒤바꾸었으며, 의미오류그림은 해

당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를 뒤바꾸었다. 

관계절에서 통사오류그림은 주절의 주어와 목적어를 

뒤바꾸었으며, 의미오류그림은 관계절과 주절의 행위

를 서로 바꾸었다. 각 문장유형 별 그림보기와 오류그

림의 예시를 <부록 -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그림은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하였다. 

정상 성인 2인이 그림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그림은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재평가 하

였다. 이때 평가자 2인 모두가 그림이 문장을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합의한 그림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50개의 문장 제시 순서와 그림보기의 배열순서는 

유사무선배열하였다. 문장은 연구자가 직접 녹음하여 

들려주었다. 음성과 그림보기는 컴퓨터를 통해 동시

에 제시하였다. 문장제시 말 속도는 우리나라의 정상 

성인의 말 속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초당 4음절의 

속도로 제시하였다(이선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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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실험은 모든 피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음과 주의분산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용한 장

소에서 시행하였다. 피험자가 문장에 쓰인 어휘를 이해

하고 있는지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되는 피험자

에 한해 아래와 같은 지시문을 육성으로 들려주며 다

음 절차를 진행하였다.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제 말소리와 함께 그림 네 장

이 동시에 나옵니다. 말소리를 잘 듣고 말소리와 일

치하는 그림을 하나 골라서 그림 가운데를 눌러주시

면 됩니다. 그림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두 다

르고 답은 하나입니다. 답을 고르신 후에 최대한 빨

리 그림을 눌러주시고 선택했던 그림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소리를 듣고 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거

나 다시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시문을 들려준 후 피험자가 모든 문장 유형에 대

해 한 문장씩 연습문항을 실시하여 검사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본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습

문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화면과 피험자의 

거리, 스피커의 음량은 피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

준으로 조절하였다. 실험진행 중에 말소리를 다시 들

려달라는 피험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피험자

가 30초 이상 무반응하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경우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다시 듣기 원하는지 

먼저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피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말소리를 다시 들려주었다. 피험자의 반응은 피험자

가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직접 누르게 하여 기록하

였다. 

실험도중 대상자가 피로를 호소하거나 기타 피험자 

상태에 의하여 실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

을 때 즉시 실험을 중지하였다. 실험을 끝마치지 못한 

대상자의 문장이해정확도는 실험 결과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집단(3) ×

문장유형(5)의 2요인 혼합분산분석(2-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전체 문장유형 분석 결과

집단과 문장유형에 대한 문장이해정확도 도표를 <그

림 - 1>에, 기술통계를 <표 -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2, 51)= 13.073, p

< .001). 즉 집단 간 문장이해정확도 평균은 정상노인

이 제일 높고 다음이 MCI, DAT 순이었다. 어느 집단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결과 정상군과 MCI

(p = .001), 정상군과 DAT(p< .001) 간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MCI와 DAT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05). 

문장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4, 204) = 13.014, 

p< .001). 즉 문장 유형별 정확도는 접속문이 제일 높

고 주어주식-주격관계절내포문, 주어수식-목적격관

계절내포문, 목적어수식-목적격관계절내포문, 목적

어수식-주격관계절내포문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느 

문장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접속문은 SO(p< .01), OO(p = .001), OS(p< .001)와  

차이가 유의하였다. SS는 SO(p< .005), OO(p< .005), 

OS (p< .005)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

는 접속문(p< .005), SS(p < .005)와 차이가 유의하였

다. OO는 접속문(p< .001), SS(p< .001)와 차이가 

유의하였다. OS는 접속문과 SS와 차이가 유의하였다

(모두 p< .001). 

집단과 문장유형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

았다(F(8, 204) = 1.951, p> .05). 

<그림- 1> 집단과 문장유형에 한 
문장이해정확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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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장이해정확도 기술통계

정상 노인(n=20) MCI (n = 20) DAT (n = 14)

평균
(%)

표
편차

평균
(%)

표
편차

평균
(%)

표
편차

CC 75.00 5.31 50.50 5.31 44.29 6.34 

SS 74.00 4.03 47.50 4.03 40.71 4.81 

OS 53.50 4.65 42.00 4.65 33.57 5.56 

SO 49.50 3.71 36.00 3.71 37.86 4.43 

OO 47.00 4.24 37.00 4.24 32.86 5.07 

2. 통사적 복잡성 요소별 분석 결과

각 연구 질문 별로 계획비교(planned comparison)

를 실시하기 위해 PASW 18.0에서 LMATRIX 및 

MMATRIX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내포문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내포문이 없는 접속문(CC)과 

내포문이 있는 관계절(SS, SO, OO, OS)로 나눈 후 

각각 분석하였다. 내포문이 없는 접속문에서 내포문이  

있는 관계절 문장들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 .001). 내포문이 있는 문장과 내포

문이 없는 문장에서의 수행력 차이를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모두 p> .05)

두 번째 연구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절 문장 

유형 내에서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문장성분에 

따라 주어수식 관계절(SS, SO)과 목적어수식관계절

(OS, OO)로 나눈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장 유형 

간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주어수식 관계절에서의 수

행력이 목적어 수식 관계절에서의 수행력 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주어수식 관계절

과 목적어 수식 관계절의 수행력 차이를 집단 간 비교

한 결과 정상 노인군에서 보이는 수행력 저하가 DAT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5). 그러나 정

상 노인군과 MCI, MCI와 DAT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05).

세 번째 연구 질문을 알아보기 위해, 관계절 문장 

유형 내에서 병행기능 유무에 따라 병행기능이 있는 문

장(SS, OO)과 없는 문장(SO, OS)으로 나눈 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문장유형 간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병

행기능이 있는 문장에서 없는 문장보다 수행력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병행기능이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의 수행력 차이를 집단 간 비교한 결

과 정상 노인군에서 병행기능이 없는 문장에서 보이

는 수행력 저하가 MCI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 .05). 정상과 DAT, DAT와 MCI간에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분석 결과 요약하자면, 세 집단 모두 통사적으로 단

순한 문장보다 복잡한 문장에서 수행력이 저하되었다. 

특히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문장성분과 병행기능

의 유무가 정상 노인군의 수행력 저하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노인과 MCI, DAT의 문장이

해능력에 통사적 복잡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이었다. 연구 결과, 세 집단 모두 통사적으로 복잡해질

수록 수행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 노인뿐만  

아니라 DAT군에서도 통사적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

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Bickel et 

al., 2000; Emery, 1985; 1988; Grober & Bang, 1995; 

Small, Anderson & Kempler, 1997).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는 DAT의 문장이해능력 저하가 어휘의 의미 

손상에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한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

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그림일치 과제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과 행위를 한국어에서 사용되

는 어휘 중 초고빈도 및 고빈도 어휘로 선정하고, 이들

을 그림으로 표현한 자극에 대하여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는지 사전에 선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DAT의 

의미 결함에 의한 문장이해능력 저하의 가능성을 최소

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DAT의 전반적

인 문장이해능력의 결함은 통사능력의 결함에서 기인

한 것이며 이러한 통사능력의 결함이 치매 이전 단계

인 MCI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MCI와 DAT는 전반적인 문장이해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에서 정상군에 비해 수

행력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통사적 복잡성 요소에 따른 수행력 저하가 정상 노

인군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정상범주에 있는 노인이라 하

더라도 젊은 청년층 보다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의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Kemper et al., 1993; Kemper & Herman, 

2003; Salis, 2010; Wingfield et al., 1985; 2006). 즉 정

상노인군도 통사복잡성 요소들에 의해 문장이해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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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인지적 부하(cognitive load)가 극대화 되는 조

건에서는 MCI 및 DAT와의 수행력 차이가 감소한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상 노인군과 청년

층과의 수행력 비교에 대한 결과가 없기에 이러한 주

장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CI와 DAT는 본 실

험에서 제시한 문장 유형 중 가장 간단한 CC에서도 

50% 이하의 낮은 수행력을 보여 복문 중에서 복잡성이  

가장 낮은 문장 유형에서조차 문장처리의 어려움이 관

찰되었다. 이로 인해 통사적 복잡성 증가에 따른 효과

가 정상군에 비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내포문의 유무가 문장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CC의 문장이해정확도가 OS, OO, SO 유형의 

관계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관계절 등의 내포

문이 포함된 문장의 이해가 CC보다 어렵다는 선행연

구와 일치한다(Small, Anderson & Kempler, 1997). 

정상군과 MCI는 CC와 SS의 수행력이 유사한 반면, 

DAT는 CC에 비해서 SS에서 수행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CI는 관계절 문장의 이해에서  

제한적이나마 정확한 통사처리가 가능하였으나, DAT

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관계절이 수식하는 주절의 문장성분과 문장이해능

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어수식 관계절 문장보다 목

적어 수식 관계절에서 수행력 저하가 관찰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DAT가 관계절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가운데  

내포문에서 문장 이해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것

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ickels et al., 2000). Bickel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DAT군을 MMSE 점수 20점을 기준으로 경도 DAT

와 중도/심도 DAT로 분류한 뒤 그들의 문장이해능력

을 평가하였다. 이때 검사에 사용된 문장은 모두 가역

적인 문장으로 DAT의 의미결함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경도 DAT는 대부분의 문장 유형에서 정상군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목적어수식-목적격관계절

(center-embedded object relative sentence: CEOR, 

이하 CEOR)의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독일어의 CEOR은 의미역의 순서가 규범

어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유형이 실험에 쓰

인 주격관계절을 비롯한 다른 문장유형들 보다 더 복

잡하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시한 관계절이 목적

어를 수식하는 문장 유형도 관계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면서 주절 이해의 선형적인 흐름을 방해한다. 

관계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문장에서는 관계절의 이해

가 끝난 후에 주절이 규범어순으로 나타나지만 관계절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관계절이  

삽입되고, 관계절이 끝날 때 까지 앞에서 나온 주어를 

기억하고 있다가 주절의 나머지 부분과 결합하여 이해

해야 하기 때문이다(Carpenter, Miyake & Just 1994). 

본 연구에서 MCI는 관계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문장

의 수행력이 관계절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문장보다 좋

았으나 DAT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DAT가 통사복잡성으로 인한 인지적 과부화로 인해 

단순한 유형과 복잡한 유형간 수행력 변화 추이를 나

타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병행기능과 문장이해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 집

단 모두 병행기능이 있는 SS에서 SO보다 수행력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상군은 MCI에 비하여 병

행기능이 있는 문장에서 병행기능이 없는 문장에 비해  

문장이해정확도가 더 많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즉 

정상군은 관계절 내의 명사와 주절의 명사가 모두 주

어로서 공통 참조 역할을 할 때의 문장이해정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병행기능가설에 따른 문장이해능력

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윤주, 2002; 

박주혜․김영욱, 2009). 하지만 병행기능이 있는 문장

보다 병행기능이 없는 문장에서 정상군이 MCI에 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수행에 어려

움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MCI와 DAT의 문장이해능력 결

함에 대한 통사적 복잡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단순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에서의 수행력 차이는 정상 

노인군이 MCI나 DAT에 비해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상노인도 과제에서 저조한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정상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한 통

사적 복잡성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

년층과의 문장이해능력 비교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

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우므로 후속연구

에서는 정상 노인군의 통사처리 능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MCI와 DAT의 인지기능 저하

가 통사처리능력 결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연구가 향후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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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장유형 별 그림보기 시

(1) 접속문(CC) (예: 돼지가 강아지를 만지고 토끼를 들다)

돼지가 강아지를 만지고 토끼를 들다

해당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이다.

돼지가 강아지를 들고 토끼를 만지다

의미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선행 과 후행 의 행 가 

서로 바 었다.

토끼가 강아지를 만지고 돼지를 들다

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선행 의 주어와 후행

의 목 어가 서로 바 었다

토끼가 강아지를 들고 돼지를 만지다

의미-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문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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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수식-주격관계절(SS) (예: 고양이를 안은 토끼가 사슴을 만지다)

고양이를 안은 토끼가 사슴을 만지다

해당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이다.

고양이를 만지는 토끼가 사슴을 안다

의미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계 과 주 의 행 가 

서로 바 었다.

고양이를 안은 사슴이 토끼를 만지다

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주 의 주어와 목 어가 

바 었다.

고양이를 만지는 사슴이 토끼를 안다

의미-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문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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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어수식-주격관계절(OS) (예: 원숭이가 사슴을 묶은 고양이를 업다)

원숭이가 사슴을 묶은 고양이를 업다

해당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이다.

원숭이가 사슴을 업은 고양이를 묶다

의미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계 과 주 의 행 가 

서로 바 었다.

고양이가 사슴을 묶은 원숭이를 업다

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주 의 주어와 목 어가 

바 었다.

고양이가 사슴을 업은 원숭이를 묶다

의미-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문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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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어수식-목적격관계절(SO) (예: 토끼가 묶은 고양이가 원숭이를 안다)

토끼가 묶은 고양이가 원숭이를 안다

해당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이다.

토끼가 안은 고양이가 원숭이를 묶다

의미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계 과 주 의 행 가 

서로 바 었다.

토끼가 묶은 원숭이가 고양이를 안다

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주 의 주어와 목 어가 

바 었다.

토끼가 안은 원숭이가 고양이를 묶다

의미-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문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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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어수식-목적격관계절(OO) (예: 원숭이가 고양이가 묶은 사슴을 물다)

원숭이가 고양이가 묶은 사슴을 물다

해당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이다.

원숭이가 고양이가 무는 사슴을 묶다

의미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계 과 주 의 행 가 

서로 바 었다.

사슴이 고양이가 묶은 원숭이를 물다

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 문장의 주 의 주어와 목 어가 

바 었다.

사슴이 고양이가 무는 원숭이를 묶다

의미-통사오류 그림으로 해당문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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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Several studies have investigated sentence comprehension deficits 
in individuals with dementia of Alzheimer’s type (DAT) and individual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who have mostly converted to DAT. However, the effects of syntactic complex-
ity on sentence comprehension have not been thoroughly studied in Korean-speaking individuals
with MCI and DA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sentence-picture matching (SPM) task as a function of syntactic com-
plexity among three groups: normal elderly adults (NEA), MCI, and DAT. Methods: Twenty 
individuals with MCI, 14 with DAT, and 20 age-matched NEA participated in the study. Performance
on the SPM task was analyzed using a two-way mixed analysis of variance (ANOVA). The SPM 
task consisted of five different syntactic structures: 1) coordinate conjunction, 2) subject-subject
relative clause, 3) subject-object relative clause, 4) object-subject relative clause, and 5) object- 
object relative clause. Result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EA group presented 
higher accuracy than the MCI and DAT groups, but the MCI group did not differ from the DAT 
group. Second, sentences with higher syntactic complexity components yielded lower accuracy 
than those with simpler syntactic structures. Third, the NEA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ccuracy than the MCI and DAT groups, who did not differ from each other, in simple sentences 
with parallel function and subject related sentences than in complex sentences with non-parallel 
function and object related sentences. Discussion &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Korean-speaking individuals with MCI and DAT are less accurate in overall sentence
comprehension than the NEA group. In addition, all of the groups showed lower accuracy in 
comprehension of complex sentences than simple sentences. The current results suggest that 
the syntactic-complexity based on the SPM task could be a sensitive tool for use in differentiating
the MCI and DAT groups from the normal aging popul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338-355)

Key Words: syntactic complexity, sentence comprehension, mild cognitive impairment, 
dementia of Alzheimer’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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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목적) 이 윤리규정은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학문적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일반적 윤리원칙) 

제 1 조 (학회원으로서의 자세) 학회원은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 2 조 (사회적 책임) 학회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와 임상 활동이 의사소통장애인과 그 가족 나

아가 사회 전체의 안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3 조 (공적진술의 진실성) 학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및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

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만 기반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경력, 자격 및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않아야 한다. 

제 4 조 (인권에 대한 존중) 학회원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종, 종교, 성, 장애, 연령 및 국적에 

따라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 1 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연구의 개시,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일체의 연구행위를 정직

하고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

제 2 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각종 출판물, 광고 및 강연 등에서 발표할 

때에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술만을 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업적 및 연구결과 등에 관하여 명백한 사실만을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내용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본 학회 학회지의 게재원고 

작성양식에 준하여 명기해야 한다.

제 3 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

며, 학회지가 발간된 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물 등을 허위로 만드는 “위조행위”

② 연구결과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변조행위”

③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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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연구내용의 중복발표 금지) ①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연구내용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②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회지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연구내용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서 발표할 수 없다. 단, 연구자는 본 학회 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연구내용물은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학위청구논문 일부 또는 전체를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예: “본 논문은 ○○○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제 5 조 (연구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과정 동안 연구참여자가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 4 장 (심사위원 및 편집자의 윤리규정)

제 1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인신공격의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제반 사항을 편집장 또는 분야별 상임편집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 2 조 (편집자의 윤리규정) ① 편집자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출판되는 해당 간행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편집자는 논문심사의 과정과 참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③ 편집자는 논문심사의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④ 편집자는 출판과정에서의 오류를 즉시 수정조치하거나,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1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이 심의대상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회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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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학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윤리원칙의 제정과 개정 및 해석

ㄴ. 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의 재․개정 발의

ㄷ. 윤리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책 수립

ㄹ. 윤리규정 위반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조치 및 제재의결요구 건의

ㅁ.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붙인 사항

제 3 조 (심의요청) ① 학회원 또는 학회와 관련된 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요청에 관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조 (심의절차 및 결과통지)

(심의절차)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요청자, 심의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면담조사, 혹은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1회 더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불응 시에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충분히 설명한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

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에게 이에 대한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⑤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

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⑥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⑦ 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심의결과 통지) 위원회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심의요청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심의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 5 조 (제재의 내용) 학회와 관련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가 심의접수되어 (재)심의절차를 거쳐 

확인된 위반행위의 결과가 통지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다음의 제재

조치를 일부 또는 전부 가할 수 있다. 

① 해당 연구물에 대한 학회지 게재 취소 

② 향후 학회지 게재 불가

③ 회원자격 상실

④ 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⑤ 법률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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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재심의) ①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여부를 결정

한다. 

제 7 조 학회는 학회원들에게 본 윤리규정에 관하여 적어도 연1회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