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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7683)

초록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차성 언어장애(PLI) 아동과 정상발달

(NL) 아동의 통계적 학습 능력을 비교하고,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만 4~6세 아동 43명(PLI 18

명, NL 25명)을 대상으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사용한 통

계적 학습 과제와 언어학습과제인 빠른우연학습을 실시하

다. 결과 및 결론: 시각적 통계적 학습과 빠른우연학습에서 

일차성 언어장애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수행을 보여 이들의 어려움이 언어 역 뿐만 아니라 비

언어적인 역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가 및 중재 시, 이러한 일차성 언어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및 비언어적인 과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1. 서론

일차성 언어장애(primary language impairment; 이하 PLI)

는 동반되는 장애 및 신경학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및 비언어적인 정보 처리에 취약함을 보이는 장애로

(Kohnert et al., 2009) 단순언어장애의 정의를 포함하며, 작

업기억(Montgomery, 1995)  및 통계적 학습(Evans et al., 

2009)과 같은 정보처리 기제의 결함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다. 통계적 학습(statistical learning)이란 명시적인 지시 없이 

정보 내의 암묵적인 규칙성을 찾아내어 학습하는 것을 말하

며, 언어발달 기제로서 아동의 모국어 습득을 설명해주는 

모델이다(Arciuli & von Koss Torkildsen, 2012; Gomez & 

Gerken, 2000; Yim & Windsor, 2010; Yim, 2011; Yim & 

Rudoy, 2013). 이에 언어 능력과 통계적 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비언어 정보(모양, 단음 

등)를 사용한 통계적 학습 능력과 언어 능력과의 상관성을 

뒷받침 해줄 연구는 미흡하다(Evans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자극을 이용한 통계적 

학습에서 PLI 아동의 수행을 살펴보고, 언어능력과 비언어

성 통계적 학습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4세에서 6

세 사이의 아동 43명(PLI 18명, NL 25명)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 대상자의 월령, 수용 및 표현 어휘력 점수, 동작

성 지능 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연구대상 아동 정보

연령

(SD)

수용어휘

(SD)

표 어휘

(SD)

동작성

지능 (SD)

NL

(n=25)

66.56

(11.58)

62.56*

(17.13)

68.68*

(16.63)

107.40

(11.58)

PLI

(n=18)

67.67

(7.64)

47.61*

(10.05)

53.72*

(12.38)

102.94

(13.7)

NL:정상집단, PLI: 일차성 언어장애 집단,  동작성 지능 = 
K-ABC(문수백과 변창진, 2003), 수용어휘, 표현어휘 = REVT(김
태 외, 2009)
(*p<.05)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Yim & Windsor(2010)의 과제를 수정한 

Hyun(2013)의 통계적 학습과제를 사용하여 비언어 정보(모

양, 단음)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제시하 다. 과제는 학습 

구간과 검사 구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사 구간에서는 아동

이 암묵적으로 노출된 자극의 조합을 습득하 는지 확인하

기 위해 두 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 다. 언어

적 과제로는 빠른우연학습(Quick incidental learning, QUIL; 

Yang et al., 2013)을 사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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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능력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집단 간 통계적 학습 능력 및 어휘학습능력에 차이를 비교

하 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집단 간 각 과제에서의 수행능력 비교

  통계적 학습에서는 시각 자극을 이용한 통계적 학습과 

QUIL에서 PLI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

을 보 다[  =7.688, p<.05;   =6.753, p<.05]. 그

러나 청각 자극을 이용한 통계적 학습에서는 집단 간 수행

에 차이가 없었다(p>.05).

  <표 2> NL과 PLI의 집단 간 과제 수행능력 비교

NL(n=25)

(SD)

PLI(n=18)

(SD)
F p

청각
13.12

(1.94)

12.11

(1.78)
3.024 .090

시각
13.48

(1.87)

11.56

(2.69)
7.688 .008**

QUIL
4.92

(1.63)

3.56

(1.79)
6.753 .013*

NL:정상집단, PLI: 일차성 언어장애 집단, 청각: 청각자극 통계적 
학습, 시각: 시각자극 통계적 학습, QUIL: 빠른우연학습 (*p<.05, 
**p<.01)

3.2 각 집단의 통계적 학습 수행능력과 언어능력, 월

령의 상관관계

 PLI 집단은 QUIL과 수용어휘 및 월령(r=.500, p<.01; 

r=.323, p<.05)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청각적 통

계적 학습은 동작성 지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r=.447,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집단의 경우 PLI 집단과 마찬가지로 QUIL은 월령

(r=.631, p<.01)과 수용어휘(r=.527, p<.01) 순으로 유의한 정

적상관을 이루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시각적 통계적 학습과 QUIL에서 PLI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 으며, 이

는 이들이 암묵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각정보 및 청각정보가 연계

된 학습방법에서 PLI 아동의 낮은 수행력은 이들의 어려움

이 단순히 언어 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PLI 아동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PLI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 및 중재를 실시할 때에 

언어 자극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자극도 제시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언어 자극을 제시하는 경우, 자극 제시 빈도와 

양을 조절하여 언어발달 기제인 암묵적 학습능력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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