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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rphosyntactic cues 
using a locative case marker to infer the meaning of spatial nouns for Korean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15 SLI 
children, aged 5 to 6 years, who were compared to 15 typically developing (TD) children 
matched for age. This study examined the ability of comprehension of spatial nouns using 
the case marker ‘-ey’ in two groups of children through a simple composition task and a 
multiple composition task. Results: In the simple composition task, the group of children 
with SLI could choose the appropriate spatial relationship scene as well as the TD group. 
However, in the multiple composition task, the SLI group showed lower performance than 
the TD group. Conclusion: The SLI group was more difficult than TD group to interpret the 
meaning of new nouns into spatial nouns with cue to ‘-ey’ in the complex multiple composi-
tion task. In this study, we interpreted the limitations of fast mapping the difficulty of un-
derstanding spatial nouns in children with SLI, the difficulties of morphological syntactic 
bootstrapping, and related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children with 
SLI, an effective vocabulary intervention is required. This involves a clinical intervention fo-
cusing on syntactic aspects, such as grammatical morphemes, sentence structure, as well 
as focusing on the meaning of words.

Keywords: Spatial nouns,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Morphosyntactic bootstrap-
ping

공간(space)은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다. 우리는 공간에 속에 있는 대상의 형태나 위치, 움직임을 보고 듣

고 만져 보며 인식할 수 있다. 아동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공간적 특

성을 이해하는 능력은 이를 나타내는 어휘의 습득과 함께 아동의 

인지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측정치로 기능할 수 있다. 공간

어(spatial term)는 물리적 대상의 공간적 특성이나 위치 변동에 대

한 용어를 일컫는다(Zlatev, 2010). 공간어는 문법적 성질에 따라 품

사별로 분류할 수 있다. Min (1999)은 공간어 범주를 공간명사, 공

간대명사, 공간수사, 공간동사, 공간관형사, 공간부사 등으로 나누

었다. 그 중 공간명사(spatial noun)는 ‘앞, 뒤, 위, 아래, 오른쪽, 왼

쪽, 옆, 곁…’ 등의 사물의 형태적 공간성 및 사물의 특정 부분을 가

리키는 용어로 공간적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처소격조사 ‘-에’,  

‘-에서’, ‘-로’ 등과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공간명사는 공간의 의미

를 토대로 하여 시간이나 상황, 원인, 목적 등을 개념화하고 기술하

는 데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초기 언어와 인지 발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간 개념 발

달에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후 3개

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도 친숙한 사물들 간의 위, 아래, 왼쪽, 오

른쪽 등의 공간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Quinn, 2005). 그러다 6개월

이 되면서 친숙하지 않은 사물들이 이루는 공간 관계를 구분할 수 

있고 포함(containment), 위(above), 아래(below)에 대한 추상적인 

공간 범주를 형성하기 시작한다(Quinn, 2005). 이와 더불어,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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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조사 ‘-에’를 활용한 공간명사의 이해  •  최성이 외

(1980)은 아동이 2세에서 2세 5개월에 이르면 처음으로 전치사 ‘in’
과 이와 더불어 ‘on’을 사용하여 위치나 공간 개념을 표현할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세 6개월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실험 결과,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

치 구별을 더 잘하였고 공간명사 중 ‘위’와 ‘아래’가 먼저 발달하였

으며 후에 ‘앞’과 ‘뒤’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들 

간에 공간명사의 발달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위’, 

‘아래’, ‘앞’, ‘뒤’의 공간명사가 일찍 습득된다는 결과는 일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Korea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

ences [KIRBS], 1980; Lee, 1990; Yoon, 198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5-6세 아동에게 ‘위’, ‘아래’, ‘앞’, ‘뒤’의 네 가지 

명사는 공간명사의 발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측정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Clark (1973)은 아동이 1세 6개월경에 이미 공간 관계의 개념들

을 온전히 획득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이러한 인지적인 지식이 언

어의 장소격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영어

를 사용하는 아동이 가장 먼저 산출하는 전치사가 ‘in’과 ‘on’이며, 

이는 2세에서 2세 6개월 사이에 관찰된다고 하였다. Lee와 Lee (2012)

에 따르면 주격조사와 비슷하게 아주 일찍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조사가 처소격조사이며 아동이 2세에 접어들면서 처소격조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Yi (2000)는 격조사 중  

‘-에’와 같은 처소격조사는 비교적 쉽게 획득하여 30개월 영아의 

67.6%, 36개월 영아의 86.7%, 42개월 영아의 90.6%, 48개월 영아 

96.9%가 획득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처소격조사 ‘-에’는 아동

의 언어 발달 단계의 초기에 나타나며, 사용 빈도가 높은 중요한 문

법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끊임없

이 배워 나간다. 이 과정에서 발화 내용이 더해지고 의미관계가 복

잡해질수록 격조사나 보조사와 같은 문법형태소는 문장의 표현과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문장 

내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주어 의미 이해를 돕기도 

한다. 학령전 아동은 새로운 어휘를 아주 빠른 속도로 습득해 나가

는데, 이때 빠른연결하기(fast-mapping) 책략을 사용한다. 빠른연

결하기는 아동이 새로운 어휘에 대한 최소한의 노출만으로도 그 

어휘가 어떠한 참조물을 지칭하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학습하는 전략이다(Carey, 2010). 

아동이 명사,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정도로 문법을 알게 되면 그

들은 단어 의미를 알아내는 단서로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Hoff, 2009). 아동은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처

리(bootstrapping) 과정을 통해 자기가 모르는 언어 정보를 해석한

다. 자동처리는 한 영역의 지식을 사용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수행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Owens, 2012). 예를 들어, 문장의 주어나 서

술어 의미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맥락과 문장구성

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알아낸다. 또한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조사, 명사의 수, 그리고 명사의 배열과 같은 형태통사적 정보를 동

사 의미 이해에 도움을 주는 단서로 활용하여 동사 습득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형태통사적 자동처리(morphosyntactic bootstrap-

ping)라고 한다(Göksun, Küntay, & Naigles, 2008).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들은 문장 내의 명사의 수를 단

서로 하여 동사의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Fisher, 2002).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들이 격조사와 같은 형태론적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Lee와 

Song (2009)의 연구에서는 2세 5개월의 한국아동들이 주격 또는 

목적격조사와 같은 형태소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동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3-4세의 한국아동들은 주격조사 ‘-가’ 와 

처소격조사 ‘-에’가 수반된 명사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

(Lee & Song, 2010a). 또한 5세 이상의 아동들이 추상적인 ‘위’, ‘아

래’, ‘안’과 같은 사물들 간의 공간 관계를 지시하는 새로운 명사 학

습에 있어서 처소격조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Lee & 

Song, 2010b).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아동이 새로운 단어가 포함

된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법형태소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형태통사적 자동처리 가설을 뒷받침한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단어와 맥락을 이해는 동시

에 각각의 단어들이 다른 단어와 어떻게 결합되고, 서로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문장 내 통사정보를 이

해하는 능력에 결함을 나타낸다(Kim, Jang, & Kim, 2011). 단순언

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아동은 인지, 감각 및 

기타 신경학적 질환이 없음에도 언어 발달과 습득에서 지체나 결

함을 보인다(Leonard, 2014).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빠른연결하기에 어려

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Dollaghan, 1987; Ellis Weismer & Hes-

keth, 1998; Gray, 2003; Nash & Donaldson, 2005; Rice, Oetting, 

Marquis, Bode, & Pae, 1994). 또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전치사

(prepositions) 이해 특성을 살펴본 국외연구에서는 이들이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과 ‘on’의 통사론적 기능을 이해하지만, 이러

한 전치사의 의미 이해에 있어서는 일반아동보다 어려움을 보인다

고 하였다(Grela, Rashiti, & Soares, 2004). 이와 같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어휘 습득 능력과 통사론 영역에서 특징적인 결함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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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에게는 초기 단어 조합 단계에서부

터 문법형태소가 새로운 어휘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

한다. 어순이 고정적인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의 경우 초기 어순은 

고정되어 있으나 문법형태소를 획득한 이후에는 초기의 고정된 어

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진다는 특징이 있다(Zoh, 1982). 한국

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문장성분 

생략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서 문법형태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다시 말해 문법형태소는 한

국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문법형태소 중 특히 공간의 특성을 내포한 처소격조사 ‘-에’는 아

동기 초기에 빠르게 발달하며 이와 더불어 공간을 표현하는 언어 

발달도 쉼 없이 이어진다. 아동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공간 관계를 

경험하면서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이해하거나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이 5-6세로 접어들면서 점차 잦아지게 되고 그

에 따라 공간과 관련된 언어표현이 능숙해지게 된다. 동시에 아동

은 사물의 위치, 방향과 같은 공간 정보를 타인과 보다 자세하게 주

고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언어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기 위

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학령전 시기 아동에게 문법

형태소를 활용한 공간명사의 습득은 이들의 언어와 인지 발달 정

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발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추후 학

령기에 접어들어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과 장소, 주변 세계에 대한 

인지, 그 이상의 자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도 

공간 지식을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지 능

력과는 달리 언어 습득에만 어려움이 있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에

게서 이러한 문법형태소를 활용한 공간명사 습득 과정은 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임상적 시사점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새로운 공간명사 뒤에 

처소격조사 ‘-에’가 위치한 문장을 듣고 이를 단서로 하여 적절한 

공간명사로 이해할 수 있는 지를 과제에서 제시되는 사물의 수를 

달리한 단순구성 과제와 다중구성 과제를 통하여 생활연령을 일

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집단(단순언어장애, 일반) 간 단순구성 과제에서 정반응 점수

에 차이가 있는가?

(2)  집단(단순언어장애, 일반) 간 다중구성 과제에서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3)  각 집단(단순언어장애, 일반) 내 다중구성 과제에서 선택한 

장면(같은 공간 장면, 같은 사물 장면)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활연령이 5-6세인 단순언어장애 아동 15명과 이들

과 생활연령을 ±3개월 범위 내로 일치시킨 일반아동 15명, 총 3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은 Leonard (2014)의 진단 기준을 참조

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Sung, & Lee, 2003) 검사 결과,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모두 백

분위 점수 10%ile 이하에 속하고, (2) 아동용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

WPPSI; Park, Kwak, & Park, 1997) 결과,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이

고, (3) 부모나 유치원 교사 보고에서 시각과 청각, 기타 신경학적 질

환, 구강구조와 기능의 이상,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에 심각한 결

함이 없으며, (4) 언어재활사에 의해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받은 아

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아동 집단은 (1)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검사 

결과,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모두 백분위 점수 16%ile 이상에 속하

고, (2) 아동용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결과,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

이며, (3) 부모나 유치원 교사 보고로 인지, 신체, 언어 발달이 정상

이면서 시각과 청각 기타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

동 중 (4)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대일로 대응했을 때 생활연령이 

±3개월 이내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 연령 통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일

반아동 집단 간 생활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 -1.890, p>.05). 그리고 두 집단 간 동작성 지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 -.200, p>.05).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검사 결과, 수용언어 백분위 점수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t= -10.236, p>.05). 그리고 표현언어 백분위 점수에

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6.274, p>.05). 독립표본 t-검

정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조사 ‘-에’를 형태통사적 단서

로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공간명사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과제에서 제시되는 사물의 수를 달리한 단순구성 과제

와 다중구성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안(in)’, ‘위(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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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under)’와 같은 전치사가 사물들 간의 공간 관계를 명명하는 

언어적 특성에 근거하여 이들 세 가지 공간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

된 Lee와 Song (2010b)의 과제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간명사 중 ‘위’, ‘아래’, ‘앞’, ‘뒤’ 가 비교

적 빠르게 습득된다고 알려져 있다(KIRBS, 1980; Lee, 1990; Yoon, 

1985).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아래’, ‘앞’, ‘뒤’의 네 가지 

공간 관계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단순구성 과제

단순구성 과제에는 아동이 사물들이 특정한 공간 관계를 이루

고 있는 장면과 검사자가 들려주는 ‘가더에 있어.’, ‘가더에 없어.’와 

같은 문장을 듣고 새로운 명사(예: 가더)를 적절한 ‘위’, ‘아래’와 같

은 공간명사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구문이해 및 형태통사적 자동

처리 능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제는 총 세 단계로, 

아동의 적절한 반응을 돕기 위해 각 문항에서 사용되는 사물 그림

을 소개하는 친숙화단계, 긍정예시와 부정예시를 제시하는 대비단

계, 사전 단계들을 통해 아동의 반응을 유도하는 검사단계로 구성

하였다. 검사자는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아

동이 친숙화단계와 긍정예시에서 제시된 사물들이 이루고 있는 공

간 장면과 동일한 장면을 검사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반

응 점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에 따라 각 문항에서 위치가 유동적인 대상사물 1개(예: 책)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대상사물의 배경 역할을 하는 배경사물 1개

(예: 책상)를 쌍을 이루어 제시하였다. 그림으로 제시되는 대상사물

과 배경사물은 각 문항에서 ‘위’, ‘아래’, ‘앞’, ‘뒤’의 공간 관계를 이

루도록 하였다. 단순구성 과제는 네 가지 공간 관계당 3개 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예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다중구성 과제

다중구성 과제는 단순구성 과제와 동일하게 친숙화단계, 대비단

계, 검사단계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다중구성 과제는 아동이 검사

단계에서 선택해야 하는 같은 공간 장면이 앞서 제시되는 친숙화단

계와 긍정예시와는 다르게 제시되어 아동이 이해한 새로운 공간명

사의 의미를 다른 사물들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

았다. 즉, 아동이 새로운 명사 뒤에 위치한 처소격조사 ‘-에’를 형태

통사적 단서로 활용하여 새로운 명사를 ‘위’, ‘아래’, ‘앞’, ‘뒤’와 같

이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명사로 해석하는지 또는 단순히 배경사물

(예: 의자)로 해석하는지를 새로운 명사의 의미 이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 위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장면의 대상사물과 배경사물의 수를 단순

구성 과제와는 다르게 구성하였다. 다중구성 과제에서는 각 문항

에서 대상사물 2개와 배경사물 2개가 각각 쌍을 이루어 ‘위’, ‘아래’, 

‘앞’, ‘뒤’의 공간 관계를 나타낸다. 다중구성 과제 역시 단순구성 과

제와 동일하게 네 가지 공간 관계당 3개 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예는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단순구성 과제와 다중구성 과제에서 공간 관계를 나

타내는 새로운 공간명사는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Ap-

pendix 3과 같이 선정하였다. 새로운 공간명사는 Pae, Kim, Yoon

과 Jang (2015)의 한국어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

ing Assessment, KOLRA)의 해독과제 중 2음절 자소-음소 일치 무

의미 낱말 18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KOLRA 해독 과제의 2음절 

자소-음소 불일치형 무의미 낱말 중 8개를 자소-음소 일치형 무의

미 낱말로 수정하여 총 26개 자소-음소 일치형 무의미 낱말로 새로

운 공간명사를 구성하였다.

타당도

아동에게 제시하는 단순구성 과제와 다중구성 과제의 그림 자

료와 진행 절차 그리고 새로운 공간명사가 조사 ‘-에’를 이용한 공

간명사의 이해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치로 적합한지를 검증하

기 위해 3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에 관한 평가를 받았다. 3명

의 전문가는 모두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과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이들 전문가는 단순구성 과제와 다중구성 과제에 대한 타당도를 

Likert 5점 척도(1=매우 부적절, 2=부적절, 3=보통, 4=적절, 5=

매우 적절)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단순구성 과제에서 평균 4.87점, 

다중구성 과제에서 평균 4.82점으로 나타났다. 두 과제에서 4점 이

하의 점수를 받은 문항의 그림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림의 

배치나 크기를 수정하였고 이로써 사물들의 공간 관계가 더 명확

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SLI group (N= 15) TD group (N= 15) t

Age (mo) 67.47 (6.94)  67.93 (5.76) -1.890
Nonverbal IQa 96.47 (7.39) 102.13 (8.95)  -.200
PRES (%ile score)
   Receptive language  5.93 (2.94)  67.80 (23.22) -10.236*
   Expressive language  3.20 (1.94)  46.87 (26.89)  -6.27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LI=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
oping; PRE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Sung, & Lee, 
2003).
a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Park, Kwak, & Park, 
199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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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운 공간명사 중 ‘고드’는 다른 단어가 연상된다는 의

견을 반영하여 ‘소드’로 수정하였다. 또한 ‘박산’, ‘삭눈’과 같이 자소-

음소 불일치형의 음절구조가 복잡한 명사는 과제를 수행할 때 방

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상’, ‘사

누’와 같이 자소-음소 일치형 무의미 단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검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

였고 소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그림 장면은 책상 위에 놓인 15.6인치 모니터

로 제시하였다. 검사자는 단순구성 과제를 먼저 시행한 후 다중구

성 과제를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단순구성 과제를 시작하

기에 앞서 아동에게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처음 듣

는 이상한 말도 들려줄 거야. _____이/가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선

생님이 물어보면 두 개 그림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주면 돼.”라고 과

제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연습문항을 먼저 실시하였다. 만약 아동

이 과제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위의 과정을 다시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라는 반응 없이, 두 그림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

하도록 과제 수행 방식을 연습한 후 본 문항을 실시하였다. 단순구

성 과제의 문항 12개를 모두 실시한 후 다중구성 과제를 시행하였

다. 두 과제의 절차는 모두 동일하게 연습문항을 먼저 실시하고 아

동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본 문항 12개를 실시하였다. 

두 가지 과제는 모두 각 문항에서 아동이 문장을 다시 들려 달라

고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검사단계에서 검사자의 질문이 제시된 후 10초 이내에 아동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다. 모든 아동의 반응은 

녹음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자가 검사 기록지에 기록하였

다(Appendix 4).

자료분석 및 결과처리

단순구성 과제의 경우 아동이 검사 단계에서 친숙화단계에서 제

시된 공간 장면과 같은 장면을 선택한 경우 정반응으로 1점, 다른 

공간 관계를 선택하거나 모르겠다고 반응을 보인 경우는 오반응으

로 0점을 부여하였고, 모든 문항을 적절하게 선택한 경우 총 12점을 

받도록 하였다. 

다중구성 과제에서는 아동이 검사단계에서 친숙화단계와 같은 

공간 장면을 선택하거나 친숙화 단계와 같은 배경사물을 선택하는

지를 검사자가 검사지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같은 공간 장면을 선택

한 반응 비율(같은 공간 장면을 선택한 반응수/12×100)과 같은 배

경사물 장면을 선택한 반응 비율(같은 사물 장면을 선택한 반응수/ 

12×100)을 구하였다.

신뢰도

단순구성 과제의 검사단계에서 나타난 정반응 점수와 다중구성 

과제의 검사단계에서 같은 공간 관계를 선택한 비율과 같은 사물

을 선택한 비율을 분석한 후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평가

자 간 신뢰도는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1명의 대학원생에

게 검사의 절차, 기록, 채점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 후 전체 수집된 자

료의 30%를 임의로 선정하여 채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검사자 

간 채점 신뢰도는 99%로 측정되었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에’를 활용한 형태통사적 단서가 학령전 단

순언어장애 아동의 새로운 공간명사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구

성 과제와 다중구성 과제를 통하여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

하였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 다중구성 과제의 검사단계에서 선택

하는 장면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two-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단순구성 과제 

수행력

단순구성 과제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정반응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다중구성 과제 

수행력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다중구성 과제의 

Table 2. Correct response score on simple composition task among the two 
groups

SLI group TD group t

Correct response score 9.87 (1.69) 10.73 (1.28) -1.58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LI=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
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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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단계에서 친숙화단계와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다중구성 과제의 검

사단계에서 친숙화단계와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과 같

은 배경사물 장면을 선택한 비율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Table 3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이 다중

구성 과제의 검사단계에서 친숙화단계와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

택한 비율은 일반아동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순언어

장애 아동이 친숙화단계와 같은 배경사물 선택 장면을 선택한 비

율은 일반아동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t= -4.021, p< .05)과 같은 배경

사물 장면을 선택한 비율(t=4.021, p< .05)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내 다중구성 과제 

수행력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각 집단 내에서 다중구성 과

제에서 선택하는 장면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의 다중구성 과제에서 선택한 장면의 비

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

율이 같은 배경사물 장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67, p< .05). 

또한, 일반아동 집단이 다중구성 과제에서 선택한 장면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장면의 

비율이 같은 배경사물 장면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808, p< .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새로운 명사가 제시

되었을 때, 형태통사적 단서인 처소격조사 ‘-에’를 활용하여 이 새

로운 명사를 ‘위’, ‘아래’, ‘앞’, ‘뒤’와 같은 공간명사로 이해할 수 있

는 지를 단순구성 과제와 다중구성 과제를 이용하여 일반아동의 

수행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순구성 과제에서 두 집단 아동들이 적절한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정반응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집단 간 정반응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문항당 한 가지 대상사물과 한 가지 배

경사물로 공간 장면을 구성한 단순구성 과제를 두 집단에게 시행

하였을 때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도 일반아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

언어장애 아동이 한 가지 대상사물이 배경사물로 단순하게 구성된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처

소격조사 ‘-에’를 형태통사적 단서로 활용하여 새로운 낱말의 의미

를 공간명사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Rate of selected scenes on multiple composition task in each group

Same spatial  
relation scene

Same background 
objects scene t

SLI group 61.66 (18.31) 38.34 (18.31) 2.467*
TD group 83.89 (11.12) 16.11 (11.12) 11.80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LI=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
oping.
*p < .05.

Figure 1. Rate of selected scenes on multiple composition task among the 
two groups.
SLI=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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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e of selected scenes on multiple composition task among the two 
groups

SLI TD
t

M SD M SD

Same spatial relation scene 61.66 18.31 83.89 11.12 -4.021*
Same background objects scene 38.34 18.31 16.11 11.12 4.02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LI=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
oping.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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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문항당 두 가지 대상사물과 두 가지 배경사물로 구성

된 다중구성 과제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선택한 장면의 비율로 수행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단순언

어장애 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검사 단계에서 친숙화 단

계와 동일한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이 낮았고,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다중구성 과제에서 선택한 장면의 

비율의 차이를 두 집단 내에서 살펴본 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집단 아동 모두 친숙화단계와 동일한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두 집단 아동 모두 다중구성 과제에서 새로운 명사를 배경사

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간명사로 이해하여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집단 간 다중구성 과제에서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 보다 일

반아동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언어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빠른연결하기와 형태통사적 자동

처리를 통해 새로운 명사를 공간명사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한 문

항에서 제시되는 사물의 수가 4개인 다중구성 과제에서는 비일관

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단순구성 과제는 친숙화단계와 대비단계의 긍정예시

에서 이미 보았던 것과 동일한 그림 장면이 마지막 검사단계에 제시

된다. 따라서 대상 아동들에게 단순구성 과제는 앞선 단계에서 보

았던 것과 동일한 장면이 제시되지 않는 다중구성 과제보다는 비

교적 쉬운 난이도의 과제이다. 이처럼 이미 보았던 장면이 반복되

고 제시되는 사물의 수가 2개인 단순구성 과제에서는 단순언어장

애 아동도 빠른 연결하기와 처소격조사 ‘-에’를 활용한 형태통사적 

자동처리를 통해 새로운 공간명사의 의미를 추론하여 정반응을 보

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제시되는 사물의 수를 4개로 구성하여 처음 

연결한 의미를 다른 사물들의 공간 관계에까지 적용시켜야 하는 

다중구성 과제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새로운 

명사를 공간명사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Dollaghan (1987)은 일반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빠른연결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koob/이라는 무의미 단어를 사용하여 수

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단어를 1회 노출한 후, 새로운 단

어의 이해 및 대상물의 비언어적 정보를 회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

만 Rice, Buhr와 Nemeth (1990)는 5세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빠른연결 능력을 비디오를 시청하게 하여 새로운 단어를 제

시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Dollaghan (1987)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정상 아동과 

비교해 새로운 명사를 학습하는 능력이 유사하다고 한 것과 차이

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Rice 등(1990)은 Dollaghan 

(1987)이 실시한 연구 과제가 단순언어장애 아동도 수행하기에 비

교적 쉬운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Rice 등(1994)은 단순

언어언어장애 아동의 단어 습득의 결함이 이들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아동보다 문법적 단서를 단어 의미 습득에 유용한 책략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의 다중

구성 과제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이 새로운 명사의 의미를 

적절한 공간명사로 해석할 수 있었던 비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

의미하게 낮았던 것은 비교적 복잡한 과제에서 문법적 단서를 활용

하여 빠른연결하기 책략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이 같은 공간 관계 장면을 선택한 비율

이 일반아동보다 낮았던 결과는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조사 ‘-에’를 단서로 하여 새로운 명사의 의미를 공

간명사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이 조사 ‘-에’를 형태통사적 단서로 활용하

여 새로운 명사의 의미를 ‘위’, ‘아래’, ‘앞’, ‘뒤’와 같은 공간명사로 해

석하는 데 일반아동보다 어려움을 보인 것은 이들의 형태통사적 

자동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일반아동

들은 대체로 2세경부터 문법형태소를 습득하며, 가장 먼저 출현하

는 부사격조사는 처소격조사 ‘-에’라고 밝혔다(Zoh, 1982). 아동은 

어휘 습득 초기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처소격조사 ‘-에’와 같은 

형태통사적 정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자동처리를 

통해 습득한다. Lee와 Song (2009)의 연구에서는 만 2세 5개월의 

한국아동들이 새로운 동사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주격 

또는 목적격조사와 같은 문법형태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밝

혔다. 그리고 Lee와 Song (2010a)의 연구에서도 역시 만 3-4세의 한

국아동들이 주격조사와 처소격조사 앞에 위치한 새로운 명사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

구는 적어도 만 4세의 일반아동은 새로운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이해할 때 문법형태소를 중요한 단서로 활용한다는 형태통사적 자

동처리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Göksun et al., 2008).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학령전 시기 일반아동은 빠른

연결하기와 형태통사적 자동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두 과제에서 처

소격조사 ‘-에’ 앞에 위치한 새로운 공간명사를 적절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새로운 공간명사의 출현 장

면이 단순하게 구성되고 같은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단순구

성 과제에서는 일반아동과 수행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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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구성 과제와 같이 처음 이해한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다른 사

물들의 공간 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서는 이

러한 어휘 습득 전략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아동보다 어려움을 보

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이러한 어려움은 빠른연결하기와 형태

통사적 자동처리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에’를 활용한 형태통사적 단서가 학령전 단순

언어장애 아동의 공간명사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아동과 비교

해 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임상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조사 ‘-에’ 앞에 위치한 새로운 공간명

사가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력

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새로운 공간명사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조사 ‘-에’와 ‘-에 

있어.’와 같은 문장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효과적인 어휘중재를 위

해서는 단순히 단어 의미에 초점을 둔 중재기법의 적용을 넘어, 문

법형태소와 더불어 문장구조와 같은 형태통사론적 측면의 중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단순구성 과제에

서 두 집단 간 정반응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공간 개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명사를 습득할 때, 제시되는 대상사물

과 배경사물이 중요한 단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

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공간

명사를 습득할 때 함께 제시되는 대상사물과 배경사물의 수가 많

을수록 아동이 공간명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

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명사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대상사

물과 배경사물을 단순화하는 것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빠른연결

하기와 형태통사적 자동처리와 같은 어휘 습득 전략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가지 과제는 검사단계에서 두 장면이 제시되었고 

검사자의 물음에 아동이 두 장면 중 한 장면을 선택하는 응답방식

으로 과제가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단계에서 아동의 무작

위 반응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검사단계에서 전혀 다른 공간 

관계를 이루고 있는 오답 장면을 추가로 구성하여 아동이 세 가지 

장면 중 한 가지 장면을 선택하는 응답방식으로 과제를 재구성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이 단순구성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사물과 

배경사물의 공간 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공간명사의 의미를 추론

하지 않더라도 검사단계에서 정반응할 수 있었다. 아동이 검사단계 

바로 직전에 제시되는 긍정예시의 그림 장면과 자극 문장을 짝지어 

기억한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검사단계에서 같은 그림을 고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단순구성 과제를 해결했다

면, 아동이 새로운 명사의 의미를 공간명사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검사단계에서 이전 단계와 똑같은 그림 장면을 선택함으로써 정반

응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대비단계의 부

정예시와 긍정예시 다음에 다른 공간 관계를 나타내는 부정예시 

장면을 추가로 구성한다면, 이후 이어질 검사단계에서 이전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는 

과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공간명사는 ‘위’, ‘아

래’, ‘앞’, ‘뒤’와 같이 발달 초기에 습득되는 쉬운 공간명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 ‘옆’, ‘안’, ‘밖’과 같은 공간명사의 습득 

과정을 살펴보거나, 더 나아가 ‘오다’, ‘나오다’, ‘가다’와 같은 공간 

동사의 습득 양상을 살펴본다면 아동의 언어와 인지 발달의 관련

성을 밝히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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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imple composition task

단계 그림 장면 제시 문장

친숙화단계    
 

“가더에 있어.”

대비단계

   부정예시

   긍정예시

  “가더에 없어.”

“가더에 있어.”

검사단계   “가더에 있는 것이 어떤 거야?”

같은 공간 관계 다른 공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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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Multiple composi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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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 관계 같은 배경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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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List of spatial nouns used in tasks

공간 관계 새로운 공간명사

단순구성 과제 (연습문항)  앞 수우

위 가더, 바상, 찌배

아래 시지, 사누, 소드

앞 수젤, 벙미, 조번

뒤 둔촐, 보티, 솔문

다중구성 과제 (연습문항)  아래 간시

위 점총, 말내, 달만

아래 부브, 비줄, 유소

앞 동도, 다돈, 터니

뒤 분달, 해치, 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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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검사 기록지

아 동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　          ）

성      별 검  사  일

검 사 자

1. 단순구성과제

     아동이 검사 단계에서 선택한 장면의 번호를 ○ 하세요.

문항 번호 선택한 장면 문항 번호 선택한 장면

연습문항) 수우 1 / 2   7) 보티 1 / 2

1) 가더 1 / 2   8) 벙미 1 / 2

2) 수젤 1 / 2   9) 솔문 1 / 2

3) 시지 1 / 2 10) 조번 1 / 2

4) 둔촐 1 / 2 11) 찌배 1 / 2

5) 바상 1 / 2 12) 소드 1 / 2

6) 사누 1 / 2

합계              점 

2. 다중구성과제

아동이 검사 단계에서 선택한 장면의 번호를 ○ 하세요.

문항 번호 선택한 장면 문항 번호 선택한 장면

연습문항) 간시 1 / 2 7) 해치 1 / 2

1) 점총 1 / 2 8) 다돈 1 / 2

2) 동도 1 / 2 9) 판두 1 / 2

3) 부브 1 / 2 10) 터니 1 / 2

4) 분달 1 / 2 11) 달만 1 / 2

5) 말내 1 / 2 12) 유소 1 / 2

6) 비줄 1 / 2

공간 장면 선택:      회      %
사물 장면 선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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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령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조사‘-에’를 활용한 공간명사의 이해

최성이1·이희란2

1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에’를 형태통사적 단서로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명사 이해

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만 5-6세 단순언어장애 아동 15명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5명으로 총 30

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 ‘-에’를 활용한 공간명사 이해능력을 단순구성 과제와 다중구성 과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 두 유

형의 과제를 통해 수행력을 분석한 결과, 단순구성 과제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도 일반아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적절할 공간 관

계 장면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중구성 과제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단순언어장애 아동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보다 제시되는 사물의 수가 많아 복잡한 다중구성 과제에서 조사  

‘-에’를 단서로 새로운 명사의 의미를 ‘위’, ‘아래’, ‘앞’, ‘뒤’와 같은 공간명사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

애 아동의 공간명사 이해의 어려움을 빠른연결하기의 제한과 형태통사적 자동처리의 어려움 그리고 관련 요인들을 연결 지어 해석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효과적인 어휘중재를 위해서는 어휘의 의미에 초점을 둔 중재와 더불어 문법형

태소, 문장구조와 같은 형태통사론적 측면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공간명사, 단순언어장애, 형태통사적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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