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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the 3rd and 4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reading comprehension is be-
ginning to develop.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sentences that make up the text. At school 
age, it is necessary to examine syntactic ability at a higher level considering language de-
velopment is also at a higher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among syntactic awareness and reading comprehension in 3rd and 4th grad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6 children with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LLD) and 16 typically 
developing (TD) children. This study performed a syntactic awareness test anda reading 
comprehension test. This study was composed of sentences categorized into a basic sen-
tence type (simple sentence, complex sentence) and a complex sentence type (compound 
sentence, embedded sentence). Results: First, when comparing syntactic awareness ac-
cording to group and basic sentence type, LLD children showed lower performance than 
TD children. Second, when comparing syntactic awareness according to groups and com-
plex sentence types, LLD children exhibited lower performance than TD children. Third, in 
both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yntactic awareness and reading 
comprehension. Conclusion: LLD children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sentence, and confirme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type of complex sentence. 
In both group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syntactic awareness and reading compre-
hens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syntactic awareness affects reading comprehension.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entence sub-type, and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assess syntactic awareness.

Keywords: Middle elementary years,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Syntactic awareness, 
Simple sentence/complex sentence, Compound sentence/embedded sentence, Reading 
comprehension 

초등 3-4학년 시기는 읽기발달에서 자동화된 해독과 유창한 읽

기가 가능하며 유창한 읽기를 활용하여 읽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

한다(Chall, 1983). 읽기의 단순한 관점(simple view of reading)에 

따르면 읽기의 최종적인 목표인 읽기이해는 해독(decoding)과 언

어이해(language comprehension)가 필요하다(Hoover & Gough, 

1990). 읽은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낱말, 문장, 담화 수준에서

의 언어능력을 통해 여러 문장을 연결하여 정보를 통합하고 추론

하여 텍스트 수준에서 복잡한 상위인지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Cain & Oakhill, 2007; Kamhi, 2007).

텍스트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낱말 수준, 문장 수준, 담화 수준에서의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낱말 수준과 문장 수준은 언어적인 단위로 학령전기에 발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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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에는 보다 긴 담화 단위로 구성된 구어 및 문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문장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되며 문

장 및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인 구문능력은 읽기이해에 있어 구

문구조를 파악하여 의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우며 오류를 감지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Cain & Oakh-

ill, 2007; Nation & Snowling, 2000). 담화 수준에서는 구문적인 지

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듣거나 읽은 것의 중심내용을 저장 및 기억

하기 위해 사고 단위로 처리되어야 한다(Kamhi & Catts, 2012). 따

라서 담화 수준에서의 읽기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화를 구성

하는 문장 즉 구문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문론(Syntax)이란 의미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단어를 배열하는 법칙을 의미하며 구문능력은 구문길이와 구문복

잡성을 바탕으로 발달한다. 구문복잡성은 문장구조와 관련이 있

으며 크게 단문과 복문으로 나뉜다. 특히 복문의 경우 접속문과 내

포문으로 분류되며, 접속문은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내

포문은 명사절 내포문, 관형절 내포문, 부사절 내포문, 서술절 내포

문, 인용절 내포문으로 분류된다(Yi, 2008). 학령전기에는 구문길

이가 먼저 발달한 후 구문복잡성이 다양한 의미유형에서 발달하

게 되며 학령기가 되면 기본문법기, 문법세련기를 거쳐 고급문법기

에 들어서면서 구문복잡성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학령

기에는 복문 중 내포문이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며 단순히 문장을 

산출하는 것 외에도 네러티브, 설명담화와 같은 여러 담화유형에

서 구문을 산출하는 능력이 발달한다(Kwon & Pae, 2006; Nippold, 

Hesketh, Duthie, & Mansfield, 2005; Yim, Park, Kim, & Seo, 2008). 

선행연구에서는 학령기에 발달하는 다양한 담화유형에서 내포문

과 같은 복잡한 문장을 평가하기 위해 C-unit당 평균낱말길이(MLC-

w), C-unit당 평균 절의 수(MNC) 등을 사용하여 학령기 아동의 구

문능력을 살펴보았다(Kwon & Pae, 2006; Kim JS & Kim JM, 2011; 

Lee & Kwon, 2002). Kwon과 Pae (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

을 대상으로 이야기 과제를 통한 구문표현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C-unit당 절의 수, 주절 및 종속절의 수, 복

잡한 구문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에도 내포문이 

발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언어 또는 학습능력에 결함을 가지

고 있는 아동들은 구문산출과 관련된 능력에 어려움을 보인다

(Lee, Kim, & Yun, 2008; Lee & Lee, 2014; Park & Lee, 2007). 따라

서 언어 또는 학습능력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보이는 구

문산출에서의 어려움을 구문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

인 구문유형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령전기까지는 기본적인 언어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는 보다 상위수준인 상위언어능력(metalinguistic skills)

을 습득하게 된다. 상위언어능력이란 언어의 특징 또는 구조적인 

속성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령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학령기에 본격적으로 발달한다(Tummer & Bowey, 1984). 상위언

어능력은 아동이 사용한 문맥에서 옳고 그름을 인식하여 수정하

도록 하며, 이러한 능력은 문해력 습득, 읽기, 상호작용, 학업과 관련

이 있다(Paul & Norbury, 2012; Van Kleeck, 1994; Vellutino, Fletch-

er, Snowling, & Scanlon, 2004). 상위언어능력은 음운영역, 의미영

역, 구문영역, 형태영역에서 발달한다. 

상위언어능력은 다양한 담화유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구

문영역에서의 상위언어능력을 활용하여 문장을 모니터링하고 수정

하여야 한다. 상위구문능력인 구문인식능력(syntactic awareness)

이란 언어의 문법구조를 조작하고 반영하는 능력으로 문장의 의미

보다 구조를 고려한다(Cain, 2007). 이러한 능력은 문법을 어느 정

도 습득하였을 때 발달하기 시작하여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발

달한다(Hwang & Jeong, 2007; Paul & Norbury, 2012). 국내연구들

은 언어 또는 읽기 및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위구문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문법판단 과제(Kim & Hwang, 2014; 

Jeong & Hwang, 2007; Jung & Pae, 2010), 문법판단 및 수정 과제

(Choi & Choi, 2009; Kwon & Seok, 2009; Kim E & Kim H 2011; 

Lim & Hwang, 2006), 단어배열 과제(Hwang, 2008; Jeong, 2010)를 

사용하여 이들의 상위구문능력 결함을 보고하였다.

구문인식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은 문법판단 과제

(grammatical correction task)와 단어배열 과제(word order correc-

tion task)를 주로 사용하였다. 문장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과

제인 단어배열 과제(word order task)는 어순에 맞게 단어 및 어절을 

배열하는 과제로서, 이를 적절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 문

장성분들이 통합되는 규칙, 문법적 형태소에 대한 지식, 단어 간 의

미적 관계, 각 단어에 대한 통사적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Lee, Jeong, 

& Hwang, 2013). 따라서 단어를 배열하는 과제는 아동이 가지고 있

는 구문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의미적 정보뿐

만 아니라 문법적, 통사적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문구조를 파악하여 의미를 추론하고 읽기모니터링을 통해 

읽기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어배열 과제가 읽기이해능

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단어배열 과제를 이용하여 살펴본 구문

인식능력이 읽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Cain, 

2007; Mokhtari & Thompson, 2006; Yoon, 2016). Cain (2007)의 연

구에서는 7-8세, 9-10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구문인식능력이 읽

기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9-10세 아동의 구문인식능

력이 단어읽기 및 읽기이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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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htari와 Thompson (2006)은 5학년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구

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구문인식

능력이 읽기이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 

(2016)의 연구에서는 초등 1-3학년 읽기부진아동을 대상으로 구문

지식 및 구문인식능력과 읽기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두 집단 모두 구문지식 과제보다 구문인식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읽기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구문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이해부

진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모두 구문지식 및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 간에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읽기이해부진아동 집단은 추

가적으로 구문지식과 해독 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언어학습장애(language learning disability, LLD)는 언어학적인 

원인으로 구어 및 학습 모두에 결함을 보이는 아동을 의미한다(Sil-

liman, Butler, & Wallach, 2002). 언어학습장애 아동들은 복잡한 

음운처리 및 음운인식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음운론적 결함, 제한

된 어휘력을 보이며 비유적인 언어에 어려움을 보이는 의미론적인 

결함이 나타난다(Paul & Norbury, 2012). 또한 언어학습장애 아동

들은 구문론적인 어려움 또한 보이는데 이들은 단순한 구문을 사

용하며 복문의 비율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고 한정적인 절의 종류

를 사용하며 제한된 문법형태소를 사용하거나 문법형태소의 사용

에 오류를 보이는 등 언어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제한된 특징을 보인

다(Paul & Norbury, 2012; Scott & Windsor, 2000). 국내연구에서

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구문능력 결함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Lee

와 Lee (2014)의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

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설명담화유형에 따른 말하기 특성을 살펴보

았을 때,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설명담화 산출 시 단순한 문장을 사

용하여 구문복잡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학령기에는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글의 중심 및 세부내용을 파

악하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며 글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파

악하는 등 읽기능력과 언어능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달하지만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언어능력의 결함으로 읽기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ker, 1982; Baumann, 1984; Englert & Thomas, 

1987; Holmes, 1985; Kim, 2004). 선행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와 

같이 언어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아동이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인

다고 하였다(Kim, Ahn, & Seo, 2007; Oh & Lee, 2007). 또한 Heo, 

Kwag과 Lee (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 1-4학년 언어학습부진 아

동이 LSSC의 하위검사에서 구문이해, 복문산출과 읽기이해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구문을 이해하거나 표현하

는 능력이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언어 

및 읽기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언어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상위

구문능력과 읽기능력을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읽기이해

는 텍스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 

즉, 구문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위구문능력은 구문구

조를 파악하고 읽기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여 읽기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위구문능력인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

해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구문인식

능력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구문유형을 고려하여 살

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구문인식능력과 해독능력 또는 읽

기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텍스트에 대

한 수행력이 높아지는 초등 중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

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를 위한 언어(learn to read) 단계에서 

언어를 위한 읽기(read to learn)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인 초

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구문특성에 따른 구문

인식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구문특성에 따른 구문인식능력

과 읽기이해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의 초등학교 3-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며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3학년 7명, 4학년 9명으로 총 16

명, 일반아동은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지역 및 학년을 일치시킨 1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아동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체, 

정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한국비언어지능검사(Ko-

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

NI-2; Park, 2014)의 도형척도 지능지수가 80 이상으로 정상범위에 

있으며, 한국어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

ment, KOLRA; Pae, Kim, Yoon, & Jang, 2015)의 읽기지수2가 표준

점수 91 이상이며, 학령기언어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Lee, Heo, & Jang, 2015)의 전체 언어지수가 95 이

상으로 ‘평균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체, 정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으

며, 한국비언어지능검사(K-CTONI-2)의 도형척도 지능지수가 80 

이상으로 정상범위에 있으며, 읽기의 저성취 기준(Shaywitz, Esco-

bar, Shaywitz, Fletcher, & Makuch, 1992)에 따라 한국어읽기검사

(KOLRA)의 읽기지수2가 표준점수 90 이하이며, 학령기언어검사

(LSSC)의 전체 언어지수가 84 이하로 ‘약간 부족 이하’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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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읽기이해능력을 측정을 위해 한국어읽기검사(KOLRA)를 사용

하였다. 읽기이해는 검사 지침에 따라 15분간 짧은 글을 읽고 빈칸

에 답을 적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검사 도구인 구문인식검사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

하는가와 관련있는 단어배열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구문유형(단

문, 복문) 및 복문유형(접속문, 내포문)에 따라 구문인식능력을 살

펴본 Lee 등(2013), Sim (2018)의 연구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하위 과제로 한국어의 문장구조인 단문과 복문으로 분류

하였으며, 복문의 경우,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단문 20문항, 복문-접속문 10문항, 복문-내포문 10문항으

로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단문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구조에 부사어 및 관형어를 

결합시켰으며, 부사어 및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복문은 접속문을 대등관계와 종속관

계로 분류하였으며, 내포문을 관형절 내포문, 인용절 내포문, 부사

절 내포문, 명사절 내포문, 서술절 내포문으로 분류하였다. 접속문

의 경우, 학령전기에 대부분 발달하기 때문에 Jang과 Kim (2014)의 

연구에서 5세 아동의 50% 이상이 사용한다고 보고된 대등관계(나

열 ‘-고’, 대립 ‘-는데’), 종속관계(순서 ‘-고’, ‘-서’, 조건 ‘-면’, 이유 ·원

인 ‘-서’. ‘-니까’. ‘-가지고’, 배경 ‘-는데’)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중 사

용비율이 높다고 보고된 이유·원인 ‘-서’의 경우, 2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내포문의 경우, 명사절은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하도록 하였

으며, 관형절은 모두 관계관형절을 사용하였다. 인용절은 간접인용

절을 사용하였다. 또한 Lee (2009)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은 부사

절, 관형절, 명사절의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며 산출빈도 또한 높다

고 보고 하였으므로 인용절, 서술절보다 많은 문항수로 구성하였

다. 문장의 길이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5어절에서 초등 

2-3학년 단순언어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 간의 모든 수행력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는 Lee 등(2013)의 연구를 근거로 모든 문항을 5어

절로 구성하였으나, 예비실험에서 일반아동의 천정효과가 나타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단문 5문항, 복문-접속문 3문항, 복문-

내포문 2문항을 6어절로 조절하였다. 또한 Kang (2014)의 연구에서 

한국어교육용 초급어휘로 선정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수정하

였다. 

낱말카드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60 point의 크기로 인쇄하였

으며, 아동이 보기 좋은 위치에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 제시하였다. 

구문인식검사의 예는 “형이”, “똑똑한”, “두꺼운”, “꺼냈다”, “교과

서를”이 적힌 낱말카드를 제시하며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똑똑한 

형이 두꺼운 교과서를 꺼냈다”와 같이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드는 것

이다.

구문인식 과제의 문항들에 대해 3명의 학령기 아동 언어발달전

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3명의 전문가는 모두 언어병리

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언어병리학 교수이다. 3명의 전문가는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

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어휘 난이도, 구문구조 난이도, 목

표 답안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구성 및 절차

에 대한 타당도 4.30점, 어휘 및 의미난이도에 대한 타당도 4.85점, 

구문구조 난이도에 대한 타당도 4.86점, 목표 답안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 4.67점의 타당도를 얻었다.

연구절차

예비연구에서는 검사 문항에 대해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

해 초등 3, 4학년 4명(각 학년당 일반아동 1명 및 언어학습장애 아

동 1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선별 과제를 먼저 실시

한 후에 구문인식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구문인식 과제는 글자카드

와 함께 구두로 들려주고 아동이 글자카드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항목수, 과제 난이도, 검사 실시 순서, 채점 방법 등

에서 어려움을 보인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가 학원, 치료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소음이 최소화된 개별적인 공간에서 검사를 실

시하였다. LSSC, KOLRA, K-CTONI-2 순으로 실시하여 연구대상

을 선별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 한하여 실험검사인 구문인식검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피로도를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 2, 3회

로 나눠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문인식검사는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읽기능력을 고려하여 글

자를 제시함과 동시에 검사자가 구두로 읽어주었다. 또한, 아동의 

쓰기능력을 고려하여 구두로 답하게 하였으며 검사자가 아동의 반

응을 기록하였다. 검사자는 1:1로 마주보고 앉은 환경에서 글자 카

드를 모두 사용하여 연결된 문장으로 만들도록 지시한 후 아동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LLD group (N= 16) TD group (N= 16) t

K-CTONI-2 (IQ) 100.44 (12.005) 109.56 (9.584) -2.376*
LSSC (LQ) 71.44 (6.928) 119.06 (8.559) -17.300*
KOLRA (RQ) 73.81 (6.872) 108.19 (8.344) -12.72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K-CTONI-2=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Park, 2014); LSSC=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ee, Heo, & Jang, 2015); KOLRA=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Pae, Kim, Yoon, & Jang, 2015); IQ= intelligence quotient; 
LQ= language quotient; RQ= reading quotient.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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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도록 하였다. 연습문항을 통해 단어배열 적절성, 과제 이해 

등을 확인한 후 본 문항을 실시하였으며, 검사자는 아동의 반응을 

녹음한 후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교차균형화(cross-balanc-

ing)를 위해 단문, 복문-접속문, 복문-내포문을 제시하는 순서를 

무작위로 조절하였다.

자료분석

읽기이해는 KOLRA 지침서에서 제시한 정반응을 보일 경우 1점, 

오반응을 보일 경우 0점으로 채점하여 총 24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구문인식검사는 의미 및 문법적으로 적절하며 주어진 단어를 모

두 사용하여 한국어의 기본 문형에 포함되는 어순으로 문장을 구

성하였을 때 1점, 의미 및 문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0점으로 채점하여 단문 20점, 복문-접

속문, 복문-내포문 각각 10점씩으로 하여 복문 20점, 총 40점을 만

점으로 하였다(Appendix 1). 

본 연구에서 실험도구로 사용되는 읽기이해검사, 구문인식 과제

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임의로 전체 자료의 20%를 선정

한 후 검사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제1평가자는 연구자이며, 제

2평가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언어병리학 석사생으로 선정하

였다. 읽기이해, 구문인식 과제에 대한 검사자 간 채점신뢰도는 모

두 100%로 나타났다.

통계처리

첫째, 집단(언어학습장애, 일반)에 따라 읽기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언어학습장애, 일반)과 구문유형(단문, 

복문) 및 복문유형(접속문, 내포문)에 따라 구문인식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ANO-

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집단(언어학습

장애, 일반)에 따라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에 상관관계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단(언어학습장애, 일반)에 따른 구문인식능력 차이 비교

구문유형에 따른 집단별 구문인식능력의 차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집단과 구문인식 과제 유형에 따른 기술통

계 결과는 Table 2, Figure 1과 같다. 

구문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

는 F(1,30) =105.874 (p< .05)로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

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문유형에 따른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본 결과, F(1,30) =42.605 (p< .05)로 복문이 단문에 비

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구문유형에 따른 상

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30) = 9.076 (p< .05)으로 상호작용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구

문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단문과 복문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t(30) = -8.215, p< .05; t(30) = -9.670, p< .05).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구문유형에 따른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복문이 단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t(30) =5.836, p< .05; t(30) =3.050, p< .05).

복문유형에 따른 집단별 구문인식능력의 차이

일반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구문인식능력을 살펴보기 위

하여 복문유형에 따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및 복문유형

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 Figure 2와 같다.

복문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는 F(1,30) = 93.507 (p< .05)

Table 2. Syntactic awareness according to group and basic sentence type (raw 
score)

LLD group (N= 16) TD group (N= 16) Total (N= 32)

Simple sentence 14.56 (1.504) 18.38 (1.088) 16.47 (2.328)
Complex sentence 12.19 (1.797) 17.50 (1.265) 14.84 (3.102)
Total 26.75 (2.028) 35.88 (1.301) 31.31 (2.89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Figure 1. Syntactic awareness according to group and basic sentence type.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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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복문유형에 따른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본 결과, 

F(1,30) = 6.675 (p< .05)로 내포문이 접속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구문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본 결과, F(1,30) =2.558 (p>.05)로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의 상관관계

일반아동,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아동의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상관분석 결

과, 읽기이해와 총점, 단문, 복문, 복문 중 접속문이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읽기이해와 복문 중 내포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언어학습장애 아동

의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읽기이해

와 총점, 복문, 복문 중 내포문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읽기이해와 단문, 복문 중 접속문은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 및 일반아동의 구문

인식능력을 살펴보고 읽기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두 집단의 구문유형(단문, 복문)에 따른 구문인식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0) =105.874, p< .05). 텍스트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 수준에서의 기본 단위인 구문능력은 개별낱

말의 의미정보를 통합하고 구문지식을 이용해 구문구조를 파악하

여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Cain & Oakhill, 2007; Nation 

& Snowling, 2000). 선행연구에서는 언어 또는 학습에 결함을 보이

는 아동을 대상으로 C-unit당 평균낱말길이(MLC-w), C-unit당 평

균 절의 수(MNC), C-unit당 구문오류율, 복문산출 정확률 등을 

통해 구문산출과 관련된 능력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Park & Lee, 

2007; Lee & Lee, 2014; Lee et al., 2008). 학령기에는 보다 복잡한 문

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상위구문능력인 

구문인식능력이 함께 발달한다. 구문인식능력은 구문구조를 파악

하여 읽기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읽은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Flower & Hayes, 1981; Turner & Bowey, 1984). 선행연구에서는 언

어 또는 학습에 결함을 보이는 아동이 문장과 관련된 문법영역에

서의 상위수준에서 결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Choi & Choi, 2009; 

Hwang, 2008; Jeong, 2010; Jeong & Hwang, 2007; Jung & Pae, 2010; 

Kwon & Seok, 2009; Kim & Hwang, 2014; Kim E & Kim H, 2011; 

Lim & Hwang, 2006). 본 연구에서도 언어 및 학습능력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언어학습장애 아동들이 상위구문능력에 어려움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등 3-4학년 시기는 구문능력이 상위수준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syntactic awareness,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TD group
   Syntactic awareness total  .689*
   Simple sentence  .587*
   Complex sentence  .618*
   Compound sentence  .510*
   Embedded sentence .364 
LLD group
   Syntactic awareness total .601*
   Simple sentence .477
   Complex sentence  .566*
   Compound sentence .243
   Embedded sentence  .555*

TD= typically developing;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p < .05.

Table 3. Syntactic awareness according to group and complex sentence type 
(raw score)

LLD group (N= 16) TD group (N= 16) Total (N= 32)

Compound sentence 6.64 (.957) 8.87 (.957) 7.75 (1.481)
Embedded sentence 5.56 (1.413) 8.63 (.806) 7.09 (1.924)
Total 12.20 (1.304) 17.50 (.904) 14.84 (1.7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Figure 2. Syntactic awareness according to group and complex sent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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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올라와야 하는 시기로서 언어적인 요소가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클 것이다. 또한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구문인식능력 결함은 결국 텍스트 수준에서 언어능력을 활용해야 

하는 읽기이해 단계로 넘어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문

장 수준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중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어려움

이 읽기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문인식능력을 구문유형(단문, 복문)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복

문이 단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어는 단문과 복문으로 나뉘며 한 번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

를 갖는 문장을 단문, 두 번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는 문

장을 복문이라고 한다. 학령전기에 문장의 길이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동시에 구문복잡성도 증가한다(Hwang, 2003; Kim & Chung, 

2011; Kwon & Jung, 1999; Lee, 2010). 학령기에도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구문복잡성이 증가하며 이 시기에는 길이보다 복잡성의 증가

가 담화의 응집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Kim JS & Kim JM, 2011; 

Lee & Kwon, 2002; Lee & Jung, 201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

를 종합하였을 때 구문산출 시 발달시기가 느린 복문을 상위구문

능력에서도 더 어려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는 단문

과 복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활용하여야 하지만 상

위구문능력에서 복문의 어려움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학년에서

의 복문 발달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위구문능력을 살

펴볼 때는 구문형태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

등 3-4학년 아동의 구문인식능력을 살펴볼 때는 복문이 더 늦게 발

달하는 특성을 고려하고 구문복잡성을 조절하여 상위구문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및 구문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

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30) = 9.076, p< .05). 

두 집단 모두 단문보다 복문을 더 어려워하였으며 단문과 복문 모

두 두 집단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단문보다 복문

에서 더 큰 차이가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문유형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복문에서 어려움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집단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두 구문

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특히 복문에서 더 큰 차

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구문 산출 

시 복문 표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Lee &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들이 구문산출에서 보인 복문

의 어려움을 상위구문능력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상위구문능력 중재 시 단문부터 접근하여 

일반아동과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난이도가 어려운 복문 또한 

함께 접근하여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평가 및 중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집단의 복문유형(접속문, 내포문)에 따른 구문인식능력

을 비교하였을 때,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0) = 93.507, p< .05). 언어학습장애 아

동은 언어 및 학습능력의 결함을 보이는 아동으로 복문에서의 구

문인식능력에 어려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문인식능력을 복

문유형(접속문, 내포문)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내포문이 접속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 30) =6.675, 

p< .05). 접속문의 산출은 4-5세경 활발해지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포문의 빈도가 증가하여 학령기까지 계속해서 발달한다(Chang, 

Kim, Shin, & Yi, 2008; Kim JS & Kim JM, 2011; Kwon & Pae, 2006; 

Lee, 2010). 또한 한국어의 특성상 두 문장이 이어지는 형태의 접속

문에 비해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절이 안기는 내포문이 더 어렵다

고 할 수 있으며 발달 시기 또한 느리다(Lee, 2010). 본 연구에서 상

위구문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내포문이 접속문에 비해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문표현능력에서 내포문을 더 어려워한다는 

특성을 동일하게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

였을 때, 단순히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에서부터 보다 복잡한 구조

인 내포문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상위구문능력에서

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위구문능력을 살펴볼 때 

복문 자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문유형까지 고려하여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및 복문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0) =2.558, p>.05). 

일반아동은 내포문을 접속문보다 어려워하며 언어학습장애 또한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복문 자체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아동 또한 복문에서의 상위구문능력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3-4학년 시기에 상위구문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접속문, 내포문 모두에서 구문인식능력

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포문은 접속문에 비해 발

달시기가 느리며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언어 또는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구문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복문산출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Lee & Lee, 2014; 

Lee et al., 2008). 또한 언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복문에

서의 상위구문능력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Lee et al., 

2013). 언어 및 학습능력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언어학습장애 아동 

또한 복문에서의 상위구문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내포문뿐만 아니라 접속문에서부터 일반아동에 비해 어려

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인 구문산출능력뿐

만 아니라 상위구문능력까지 포함한 구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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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중재할 필요가 있으며 복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므로 복

문유형을 고려하여 복문을 만드는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구문능력을 초등 3-4학년 시기에 활발히 발달

하는 읽기이해능력과 연결하여 평가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일반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 모두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

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초등 3-4학년 시기에는 텍

스트 수준에서 읽기가 발달하며 텍스트 수준에서 처리하기 위해

서는 구문능력이 필수적이다. 학령기에는 상위구문능력이 발달해 

나가며 이러한 능력은 읽기이해능력과 관계가 있다(Cain, 2007; 

Mokhtari & Thompson, 2006; Nation & Snowling, 2000). 본 연구 

또한 두 집단 모두 읽기이해능력과 구문인식능력 간에 깊은 상관관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어휘능력, 구문능

력, 상위언어능력 등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선행연구에서

는 초등 1-4학년 일반아동 및 언어학습부진 아동이 LSSC의 하위

검사에서 살펴본 구문이해, 복문산출과 읽기이해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여 구문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읽은 것을 이해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Heo et al., 2011). 본 연구에

서 일반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상위구문능력에서도 읽기이

해능력과 깊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구어에서의 이해능력이 문어에

서의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언어학습

장애 아동은 구문인식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읽기이해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수준으로 넘

어가기 위해서 상위수준을 포함한 구문능력을 조기 지원하여 읽기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구문유형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아동은 단문, 

복문, 복문 중 접속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언어학습장

애 아동은 복문, 복문 중 내포문과 유의한 상관관계 보였다. 텍스트

는 단문과 복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

서 구문능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텍스트 수준에서 읽기이해가 활

발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초등 3-4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본 연구의 

구문인식 과제에 포함된 구문유형 중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문과 

복문, 복문 중 접속문과 읽기이해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며 복문 중 내포문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전기 아

동들은 의미조합 단계를 거쳐 문장의 길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구문의 복잡성도 증가한다(Hwang, 2003; Kim & Chung, 2011; Kwon 

& Jung, 1999; Lee, 2010). 또한 학령전기에 습득한 기본적인 구문지

식을 바탕으로 학령기에는 이를 활용한 상위구문능력이 발달해 

나간다(Yoon, 2016). 본 연구에서는 상위구문능력인 구문인식능력

을 살펴보기 위한 차이 검정에서 다른 구문유형보다 내포문의 수

행력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문발달에 있어서도 단문이 

복문보다 먼저 발달하며, 접속문이 내포문보다 먼저 발달한다(Kim 

JS & Kim JM, 2011; Lee, 2010). 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초등 3-4학

년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이 높은 수준을 보인 단문, 복문 중 접속

문과 읽기이해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단

문과 복문 중 접속문이 문어양식에서의 이해능력인 읽기이해능력

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클 것이다. 반면에 내포문은 아직 문어양식

에서의 이해능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초

등 3-4학년 아동들이 발달적으로 빠른 단문과 복문 중 접속문이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구어양식의 이해 및 표현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이지만 문어양식의 이해능력인 읽기이해능력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구어양식에서 어려움

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구문유

형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복문, 복문 중 내포

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구문능

력에 결함을 보이며 상위구문능력에서 또한 결함을 보인다(Kim, 

Ahn, & Park, 2007; Lee & Lee, 2014).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문인식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차이검정에서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복문에

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복문 중 내포문의 경우 일

반아동조차 어려움을 보인 구문유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하였을 때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가장 어려움 보인 구문유형인 

복문 중 내포문이 읽기이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구문인식능력이 읽기이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결

국 읽기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 중재 시 실제 가지고 있는 구문인식능

력을 활용하여 구어와 문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읽기이해에 활용하지만 어려움을 보이는 구문유형의 구문인식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구문인식능력은 문어양식의 이해인 읽기이해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인식능력

과 문어에서의 이해능력인 읽기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하지만 초등 3-4학년 시기는 작문이 활발히 발달하기 시작하

는 시기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구문인식능력과 문어양식에서의 

표현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문유형을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나 어떤 유

형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의미유형에

서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

반아동 모두 비언어성 지능지수가 80 이상으로 정상범위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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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문

인식능력, 읽기이해능력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의 차이가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능력의 차이를 보다 확실하게 

통제하여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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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구문유형 및 복문유형에 따른 문장 목록

1. 단문

번호 문항 구성성분

  1 형이 똑똑한 두꺼운 꺼냈다 교과서를

   1) 똑똑한 형이 두꺼운 교과서를 꺼냈다.

   2) 두꺼운 교과서를 똑똑한 형이 꺼냈다.

관-주-관-목-서

  2 아이스크림을 민수가 먹었다 달콤한 많이

   1)민수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다.

   2)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민수가 많이 먹었다. 

주-관-목-부-서

  3 바나나와 주었다 아빠가 우유를 듬직한

   1) 듬직한 아빠가 바나나와 우유를 주었다.

   2) 바나나와 우유를 듬직한 아빠가 주었다.

관-주-목-목-서

  4 고모는 국수를 잘 맛있는 만든다

   1) 고모는 맛있는 국수를 잘 만든다.

   2) 맛있는 국수를 고모는 잘 만든다.

주-관-목-부-서

  5 두 민서가 손을 올렸다 머리에

   1) 민서가 두 손을 머리에 올렸다.

   2) 두 손을 민서가 머리에 올렸다.

   3) 머리에 민서가 두 손을 올렸다.

   4) 민서가 머리에 두 손을 올렸다.

   5) 두 손을 머리에 민서가 올렸다. 

주-관-목-부-서

  6 큰 넓은 거실을 언니가 청소한다 

   1) 큰 언니가 넓은 거실을 청소한다.

   2) 넓은 거실을 큰 언니가 청소한다.

관-주-관-목-서

  7 동생은 운동화를 새 좋아한다 매우

   1) 동생은 새 운동화를 매우 좋아한다.

   2) 새 운동화를 동생은 매우 좋아한다.

   3) 동생은 매우 새 운동화를 좋아한다.

   4) 새 운동화를 매우 동생은 좋아한다.

주-관-목-부-서

  8 긴 누나가 리본을 묶었다 끈으로 

   1) 누나가 긴 끈으로 리본을 묶었다.

   2) 누나가 리본을 긴 끈으로 묶었다.

   3) 리본을 누나가 긴 끈으로 묶었다.

   4) 리본을 긴 끈으로 누나가 묶었다

   5) 누나가 끈으로 긴 리본을 묶었다.

   6) 누나가 긴 리본을 끈으로 묶었다.

   7) 긴 리본을 누나가 끈으로 묶었다.

   8) 긴 리본을 끈으로 누나가 묶었다.

주-관-부-목-서

  9 아이들은 착한 무척 나영이를 좋아한다 모든

   1) 모든 아이들은 착한 나영이를 무척 좋아한다.

   2) 착한 나영이를 모든 아이들은 좋아한다.

관-주-관-목-부-서

10 할머니가 읽어줬다 책을 동생에게 자상한 낡은 

   1) 자상한 할머니가 낡은 책을 동생에게 읽어줬다.

   2) 낡은 책을 자상한 할머니가 동생에게 읽어줬다.

   3) 동생에게 자상한 할머니가 낡은 책을 읽어줬다.

   4) 동생에게 낡은 책을 자상한 할머니가 읽어줬다.

   5) 낡은 책을 동생에게 자상한 할머니가 읽어줬다.

관-주-관-목-부-서

(Continued to the next)

번호 문항 구성성분

11 버렸다 휴지와 쓰레기통에 엄마가 껍질을

   1) 엄마가 쓰레기통에 휴지와 껍질을 버렸다.

   2) 엄마가 휴지와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3) 쓰레기통에 엄마가 휴지와 껍질을 버렸다.

   4) 쓰레기통에 휴지와 껍질을 엄마가 버렸다.

   5) 휴지와 껍질을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주-부-목-목-서

12 일을 할 언니는 끝마쳤다 모든

   1) 언니는 모든 할 일을 끝마쳤다.

   2) 모든 할 일을 언니는 끝마쳤다.

주-관-관-목-서

13 사냥했다 호랑이가 사슴을 커다란 깊은 산에서 

   1) 커다란 호랑이가 깊은 산에서 사슴을 사냥했다.

   2) 깊은 산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했다.

   3) 커다란 호랑이가 사슴을 깊은 산에서 사냥했다.

   4) 깊은 산에서 사슴을 커다란 호랑이가 사냥했다.

   5) 사슴을 커다란 호랑이가 깊은 산에서 사냥했다.

   6) 사슴을 깊은 산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사냥했다.

관-주-관-부-목-서

14 사람들이 식당에 저 줄을 많은 섰다

   1) 많은 사람들이 저 식당에 줄을 섰다

   2) 저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3) 많은 사람들이 줄을 저 식당에 섰다.

   4) 저 식당에 줄을 많은 사람들이 섰다.

   5) 줄을 많은 사람들이 저 식당에 섰다.

   6) 줄을 저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섰다.

관-주-관-부-목-서

15 파란 엄마가 사오셨다 시장에서 운동화를

   1) 엄마가 시장에서 파란 운동화를 사오셨다.

   2) 엄마가 파란 운동화를 시장에서 사오셨다.

   3) 시장에서 엄마가 파란 운동화를 사오셨다.

   4) 시장에서 파란 운동화를 엄마가 사오셨다.

   5) 파란 운동화를 엄마가 시장에서 사오셨다.

주-부-관-목-서

16 좋아한다 매운 내 김치를 동생은

   1) 내 동생은 매운 김치를 좋아한다.

   2) 매운 김치를 내 동생은 좋아한다.

관-주-관-목-서

17 강아지가 까만 입었다 옷을 귀여운

   1) 귀여운 강아지가 까만 옷을 입었다.

   2) 까만 옷을 귀여운 강아지가 입었다.

   3) 까만 강아지가 귀여운 옷을 입었다.

   4) 귀여운 옷을 까만 강아지가 입었다.

관-주-관-목-서

18 예쁜 인형을 무서워한다 헌 영희는 매우

   1) 예쁜 영희는 헌 인형을 매우 무서워한다.

   2) 헌 인형을 예쁜 영희는 매우 무서워한다.

관-주-관-목-부-서

19 날씬한 부러뜨렸다 연필을 도윤이가 뾰족한

   1) 날씬한 도윤이가 뾰족한 연필을 부러뜨렸다.

   2) 뾰족한 연필을 날씬한 도윤이가 부러뜨렸다.

관-주-관-목-서

20 성민이가 찼다 축구공을 딱딱한 발로

   1) 성민이가 딱딱한 축구공을 발로 찼다.

   2) 딱딱한 축구공을 성민이가 발로 찼다.

   3) 성민이가 발로 딱딱한 축구공을 찼다.

   4) 발로 딱딱한 축구공을 성민이가 찼다.

   5) 딱딱한 축구공을 발로 성민이가 찼다.

주-관-목-부-서

1. 단문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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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문_접속문

유형 번호 항목 비고

대등 (2) 나열 (1)   1 세수하고 민서는 예준이는 씻는다 손을

   1) 예준이는 세수하고 민서는 손을 씻는다.

   2) 민서는 세수하고 예준이는 손을 씻는다.   

(주-서)-(주-목-서)

대립 (1)   2 맑았다 흐렸는데 날씨가 밤에는 낮에는

   1) 낮에는 날씨가 흐렸는데 밤에는 맑았다.

   2) 밤에는 날씨가 흐렸는데 낮에는 맑았다.

   3) 낮에는 흐렸는데 밤에는 날씨가 맑았다.

   4) 밤에는 흐렸는데 낮에는 날씨가 맑았다.

(부-주-서)-(부-서)

종속 (8) 순서 (2)   3 두꺼운 쌓고 망치로 아저씨가 두드렸다 나무를

   1) 아저씨가 두꺼운 나무를 쌓고 망치로 두드렸다.

   2) 두꺼운 나무를 아저씨가 쌓고 망치로 두드렸다.

   3) 아저씨가 나무를 쌓고 두꺼운 망치로 두드렸다.

   4) 나무를 아저씨가 쌓고 두꺼운 망치로 두드렸다. 

(주-관-목-서)-(부-서)

  4 와서 집에 아저씨가 고쳐주었다 에어컨을

   1) 아저씨가 집에 와서 에어컨을 고쳐주었다.

   2) 집에 아저씨가 와서 에어컨을 고쳐주었다.

(주-부-서)-(목-서)

조건 (1)   5 누나는 하면 멋있는 된다 졸업을 소방관이

   1) 누나는 졸업을 하면 멋있는 소방관이 된다.

   2) 졸업을 하면 누나는 멋있는 소방관이 된다.

   3) 졸업을 누나가 하면 멋있는 소방관이 된다.

(주-목-서)-(관-부-서)

이유 · 원인 (4)   6 길을 지나가는 알려줬다 동생이 아저씨가 잃어서

   1) 동생이 길을 잃어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알려줬다.

   2) 길을 동생이 잃어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알려줬다. 

(주-목-서)-(관-주-서)

  7 추워서 잠바를 날씨가 두꺼운 꺼냈다

   1)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잠바를 꺼냈다.

(주-서)-(관-목-서)

  8    엄마가 동생이 안아줬다 눈물을 흘리니까

   1) 동생이 눈물을 흘리니까 엄마가 안아줬다.

   2) 엄마가 눈물을 흘리니까 동생이 안아줬다.

   3) 눈물을 동생이 흘리니까 엄마가 안아줬다.

   4) 눈물을 엄마가 흘리니까 동생이 안아줬다.

(주-목-서)-(주-서)

  9 먹어가지고 썩었다 많이 사탕을 이가

   1) 사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썩었다.

(목-부-서)-(주-서)

배경 (1) 10 부르지 먹었는데 배가 밥을 않았다

   1)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았다.

(목-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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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문_내포문

유형 번호 항목 비고

명사절(2)   1 안다 저 매우 우리는 게으름을 베짱이가

   1) 우리는 저 베짱이가 매우 게으름을 안다.

주-(관-주-부-서)-서

  2 무더운 상하기 쉽다 음식이 여름에는

   1) 무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다. 

   2) 음식이 무더운 여름에는 상하기 쉽다.

관-부-(주-서)-서

관형절(3)   3 할머니가 배가 병원에 갔다 아픈

   1) 배가 아픈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

   2) 병원에 배가 아픈 할머니가 갔다.

   3) 배가 아픈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

   4) 병원에 배가 아픈 할머니가 갔다.

(주-서)-주-부-서

  4 신고했다 주민이 경찰에 발견한 도둑을

   1) 도둑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2) 경찰에 도둑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했다.

   3) 주민이 발견한 도둑을 경찰에 신고했다.

   4) 경찰에 주민이 발견한 도둑을 신고했다.

(목-서)-주-부-서

  5 떠난 아빠가 여행을 돌아왔다 어제

   1) 여행을 떠난 아빠가 어제 돌아왔다.

   2) 여행을 어제 떠난 아빠가 돌아왔다.

   3) 어제 여행을 떠난 아빠가 돌아왔다.

(목-서)-주-부-서

부사절(3)   6 떡볶이를 없이 먹었다 돈도 그는

   1) 그는 돈도 없이 떡볶이를 먹었다.

   2) 돈도 없이 그는 떡볶이를 먹었다.

   3) 그는 떡볶이를 돈도 없이 먹었다.

주-(부-서)-목-서

  7 나는 나도록 땀이 줄넘기를 했다

   1) 나는 땀이 나도록 줄넘기를 했다.

   2) 땀이 나도록 나는 줄넘기를 했다.

   3) 땀이 나도록 줄넘기를 나는 했다.

   4) 나는 줄넘기를 땀이 나도록 했다.

주-(목-서)-목-서

  8 형과 매우 잘한다 야구를 그는 달리

   1) 그는 형과 달리 야구를 매우 잘한다.

   2) 형과 달리 그는 매우 야구를 잘한다.

   3) 그는 형과 달리 매우 야구를 잘한다.

   4) 형과 달리 그는 야구를 매우 잘한다.

주-(부-서)-목-부-서

인용절(1)   9 여행을 동생은 빨리 재촉했다 떠나자고

   1) 동생은 여행을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2) 여행을 빨리 떠나자고 동생은 재촉했다.

   3) 동생은 빨리 여행을 떠나자고 재촉했다.

   4) 빨리 여행을 떠나자고 동생은 재촉했다.

주-(목-부-서)-서

서술절(1) 10 둘째 나의 직업이 이모는 선생님이다

   1) 나의 둘째 이모는 직업이 선생님이다.

   2) 둘째 이모는 직업이 나의 선생님이다.

관-관-주-(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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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구문인식능력 특성과 읽기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

조민경1·김미배2

1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초등 3-4학년은 텍스트 수준에서 읽기이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구문능력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학령기에 상위수준에서의 언어발달을 고려하여 구문능력을 상위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이해능력과 상위구문능력인 구문인식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시 소재

의 초등 3-4학년에 재학 중인 언어학습장애 아동 16명, 학년과 지역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6명으로 총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문인

식능력은 구문유형(단문, 복문)과 복문유형(접속문, 내포문)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읽기이해능력은 한국어읽기검사(KOLRA)의 읽기

이해검사를 사용하였다.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구문인식능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단문과 복문 모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구문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며 특히 복문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구문인식능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 구문인식능력이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구문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데 의의가 있으며 구문인식능력을 확인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초등 중학년, 언어학습장애, 구문인식능력, 단문/복문, 접속문/내포문, 읽기이해능력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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