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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의 명사  동사 이름 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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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진․배소 . 자폐아동의 명사  동사 이름 기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2005, 제10권, 제
2호, 32-42. 본 연구는 자폐아동을 상으로 명사와 동사 이름 기 과제에서 단어유형(명사 

vs. 동사)에 따른 정반응를이 일반아동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하 다. 상아동은 

자폐아동 14명과 그림어휘력검사 결과의 등가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4명이었다. 이름 기 

검사는 명사 60문항, 동사 60문항으로 된 그림이름 기과제로 실시하 다. 연구결과, 낱말 유형

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자폐아동이 동사 이름 기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나타

냈다. 반면 명사 이름 기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내에서의 

명사  동사 수행력을 살펴보면, 자폐아동의 경우 명사와 동사  동사 이름 기에서 더 낮은 

수행력을 보 다. 조 으로 언어연령을 일치한 일반아동의 경우 명사 이름 기에서 더 낮은 

수행력을 보 다. 따라서 자폐아동은 명사에 비해 동사의 습득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자폐아동, 이름 기, 명사, 동사

I. 서  론

일반아동의 경우 보통 생후 1년이 되면 첫 낱말 사용을 시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휘

를 분류화하여 습득하고 사용하기 시작한다. 학령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동의 어휘사 (lexicon)에 

새로운 의미 계들이 형성됨으로써 체계 인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된다(Bowerman, 1973). 뿐만 아니

라 유추하기, 정의하기, 은유 등의 개념과 련하여 어휘를 사용한다(Tager-Flusberg, 1985). 그러나 

자폐아동의 경우 어휘-의미  측면에서 심층의미를 찾아내기 어렵고 낱말 인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Owens, 1995). 

자폐아동의 가장 표  언어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표되는 언어의 화용  측면이라 할 수 

있으나, 의미나 개념의 이해  표 에도 결함을 보인다. Fay & Schuler(1980)는 자폐아동의 특징  언

어 문제인 화용  결함 뿐만 아니라 의미를 포함하는 기본 인 개념 지식 습득의 결함을 가져 자폐아

동이 개념-의미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 다. 특히 자폐아동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매

우 제한 으로 사용하며 상황에 하고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데 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 

한편, Tager-Flusberg & Thurber(1993)는 낱말수에서는 일반아동과 자폐아동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자폐아동의 명사  동사 이름 기 능력 

33

않았다고 하 다. 그러나 동일 어휘능력을 가진 자폐아동의 경우라도 서로 다른 낱말수에서는 일반아

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능력을 보인다고 하 다. 이는 자폐아동의 의미 역의 결함 즉, 어휘 이해 

 사용이 일반아동에 비해 제한 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와 명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기 연구들 에서 행동어 즉, 동사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Davidoff & Masterson, 1995). 문장 내 기능을 살펴볼 때 명사는 행 의 주체역

할을 하고 동사는 주체의 행동을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Gentner(1981)

는 동사를 표상하는 것이 명사보다 더 어려운데 그 이유가 명사는 머리 속에서의 의미와 표상하기 

한 낱말간의 계가 매우 한 반면 동사는 그 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러나 동사를 표상하

는 것이 반드시 명사의 표상보다 더 어렵다고만은 할 수 없다. 명사 에서도 ‘생각, 정의’ 등과 같이 

동사만큼이나 추상 인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추상명사의 경우도 동사처럼 의미와 

표상 낱말 간의 계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Clark, 1973; Huttenlocher & Smiley, 1993; Meadowet

al., 1976, Davidoff & Masterson(1995)에서 재인용). 자폐아동의 경우에는 어휘를 분류화(categorizing)하

는 데 있어 비교  단순한 구체어의 습득에 비해 계  의미의 어휘, 즉 동사, 치사, 계  의미의 형

용사 등의 습득이 더 어렵다(Menyuk & Quill, 1985). 이와 같이 자폐아동의 경우 품사에 따라서 특히, 

동사와 명사에 따라 어휘 산출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 으로 보고되었

다. Menyuk & Quill(1985), Hobson(1989)은 인지  사회-정서  기능에 결함을 보이는 자폐아동의 

경우 구체 인 상을 나타내는 명사보다 다양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와 형용사의 이해

와 산출에 더욱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 다. Tager-Flusberg & Thurber(1993)도 자폐아동이 이해 어휘

능력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에 비해 동사를 유의미하게 게 산출한다고 하 다. 의 선행연구들은 주

로 발화 수집방법을 통해 자폐아동에 있어 동사의 습득이 어려움을 입증해오고 있다. 

이름 기 과제는 최근 여러 장애군에 용되어 명사  동사 습득 연구에 이용되어오고 있다. 이

름 기 능력을 알아보기 해 지 까지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윤경․김 태(2003)는 언어

연령 4;6 - 6;6세의 SLI아동과 일반아동의 명사, 동사 이름 기를 살펴본 결과 SLI아동 집단이 언어연

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동사 이름 기에서 더 많은 오류빈도를 나타냈다. 한편 홍진희

(2003)는 등학교 1학년인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을 상으로 한 이름 기검사 결과 읽기부진아동

이 일반아동에 비해 명사와 동사 이름 기 모두에서 수행력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언어연령이 만 5;2

- 6;10세인 청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상으로 한 최수연(2003)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청각장애

아동의 명사  동사 이름 기 수행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군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각 장애 유형에 따라 명사와 동사의 이름 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

고하고 있다. 

자폐아동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발화 수집방법을 통해 동사 산출빈도가 명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을 지 하 다. 자발화에서는 문맥  상황에 있어 동사를 생략하여 표 하여도 정보 달에 큰 

무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를 들어, 아동이 “밥 줘”라는 말을 표 해야하는 상황에서 식탁에

서 그릇을 들고 “밥”이라고 말하며 엄마를 쳐다본다면 그 속뜻에 “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밥”이라는 명사만 사용해도 밥을 달라는 아동의 의도가 달될 수 있다. 따라서 자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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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에서 자폐아동의 명사 산출빈도가 높은 것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명사 주의 발화 산출 패턴 

혹은 동사 생략 발화 패턴 등의 요인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이름 기검사에

서는 각 항목마다 반드시 특정 단어를 표 해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자폐아동의 낱말 유형(명사 vs. 동

사)에 따른 단어 산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이름 기검사를 통해 

자폐아동의 동사  명사 산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일반아동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아동을 상으로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 

결과, 등가연령이 3;0 - 6;11세의 자폐아동 14명과 이 아동들과 각각 그림어휘력검사 결과의 등가연령을 

맞춘 일반아동 14명을 상으로 하 다. 

자폐아동의 경우는 1) 생활연령이 5;2 - 8;6세인 남녀 아동 각각 9명, 5명을 상으로 하 으며, 

2) 소아정신과에서 자폐로 진단 받은 아동  최소 1년 이상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 3) 그림

어휘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3;0 - 6;11세의 등가연령을 나타내는 아동을 상으로 하 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1) 생활연령이 3;7 - 5;7세인 남녀 아동 각각 11명, 3명을 상으로, 2) 그림어

휘력검사 결과 자폐아동과 같은 등가연령에 속해있는 아동 에서 부모나 교사에 의해 언어능력이나 

지  능력이 일반으로 보고되었으며, 3) 그림어휘력검사의 백분  수가 -1SD 이상에 속하며, 4) 김

민정․배소 (2000)의 자음선별검사 시행결과, 발음에 문제가 없고, 5) K-ABC(문수백․변창진, 1997)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 정상범 에 속하며, 6) 정서  행동문제나 시력, 청력 등의 기질  문제가 없는 

아동을 상으로 하 다. 

이름 기 오류가 남, 여 성별 차에 유의하지 않다는 김유정(2001)에 따라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

지 않았다. 

2. 연구방법

가.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그림이름 기과제를 사용하 다. 그림이름 기과제의 어휘 선정에 있어서는 그림

동작어사 (권은경․김희 ․김성화, 2002), 1;1 - 2;6세 한국 아동의 표 어휘 연구(최은희․배소 ․

최상규, 2001), KCLA(배소 , 2000), 김유정(2001)을 참고하 고 어휘 선정은 연령과 어휘의 의미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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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시각  변별력을 고려하여 1차 으로 동사와 명사 각각 90항목을 선정하 다. 특히, 동사의 경우 

1) 한자어휘, 2) 피동  사동, 3) 행 동사, 4) 기발달동사 등을 고려하여 어휘를 선정하 고, 5)  

빈도, 좁은 의미 역 동사, 6)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동사, 7) 다의미 동사 등은 제외하 다. 선정된 

낱말은 B5 크기(182 × 257 mm)의 종이에 흑백 선으로 그렸다. 1차로 선정한 항목의 그림이름 기검사

를 3;0 - 6;11세 일반아동 30명을 상으로 비 실험한 뒤 통계 으로는 연령에 따른 문항변별도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수 의 항목을 선정하 고 그림으로는 그림의 성, 그림어휘 일치도를 고려하여 명

사, 동사 각각 60항목을 최종 선정하 다. 그림이름 기검사에서 문항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 다. 구

체 인 검사항목은 <부록 - 1>에 제시하 다.

나. 연구 차

본 연구의 실험은 2003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 다. 조군은 서울지역

의 어린이집, 교회 등에 직  방문하여 실시하 으며, 실험군은 재 서울  경기도 일산에서 언어치

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언어치료실에서 실시하 다. 검사는 아동의 과제 수행이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개별 으로 실시하 다. 먼  실험군에게 그림어휘력검사와 그림이름 기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조군에게 검사를 실시하 다. 조군의 경우 그림어휘력검사에서 각각의 실험군과 등

가연령인 아동을 선별한 뒤 김민정․배소 (2000)의 자음선별검사, K-ABC의 동작성 검사를 통해 정

상범주의 아동을 선별하 다. 

그림이름 기검사는 실험군과 상군 모두에게 검사 차를 설명한 뒤 2개의 비문항으로 검

사에 해 연습하도록 하 다. 검사자가 아동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명사의 경우 “이게 뭐야?”, 동사의 

경우 “뭐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라고 질문한 뒤, 아동이 목표어를 말하면 1 , 목표어가 아닌 

응답을 하거나 응답하지 못하면 0 으로 처리하여 명사와 동사 각각의 총 을 구하 다. 명사, 동사의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해 각 집단 14명  7명은 명사 이름 기를 먼  실시하고 나머지 7명은 동사 

이름 기를 먼  실시하 다. 아동의 모든 반응은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바로 기록하

고 동시에 검사과정을 녹음기(SONY-TCS 30D)에 녹음하 다.

다. 자료분석

통계처리는 SPSS 1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먼  낱말의 유형(명사 vs. 동사)이 일반아동과 자

폐아동의 집단 간 낱말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낱말 유형과 연령의 두 요인이 반

복측정된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후 집단 간 이름 기 능력 평균의 차이와 집단 내 낱말 유형별 이

름 기 능력을 비교하기 해 t -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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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뢰도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고자 체 자료의 20 %에 해 재 학원에서 언어병리학을 공하고 

있는 학원생 1인이 연구자가 녹음한 내용을 들으며 자료 분석을 하 다. 검증자는 이름 기 검사를 

5회 이상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로 검사자간 신뢰도를 구한 결과, 이름 기 정반응, 오반응의 단에 

해 95 %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Ⅲ. 연구 결과

일반아동과 자폐아동의 명사  동사의 이름 기 정반응 빈도수에 한 결과는 <표 - 1>과 

같다. 

<표 - 1> 집단별 이름 기 정반응 빈도의 평균, 표 편차  백분율

집단 아동 수 명사 동사

일반아동 14

평균 28.21 32.14

표 편차  9.25 10.07

정반응률(%) 47.01 53.56

자폐아동 14

평균 30.64 19.07

표 편차 10.72  7.76

정반응률(%) 51.06 31.78

이름 기 정반응 빈도가 아동집단  낱말 유형(명사 vs. 동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 요인이 반복측정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 2>와 <그림 - 1>에서와 같이 

낱말 유형(명사 vs. 동사)과 집단(일반아동 vs. 자폐아동)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집단 내에서 명사와 동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은 명사 28.21 (47.01 %), 동사 32.14

(53.56 %)으로 동사 이름 기의 정반응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t = -2.275, p = .041) 자폐아

동은 명사 30.64 (51.06 %), 동사 19.07 (31.78 %)로 명사 이름 기의 정반응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 = 8.078, p = .000).

집단 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명사 이름 기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

나(t = -.642, p = .572) 동사 이름 기에서는 자폐아동이 19.07 (31.78 %), 일반아동이 32.14 (53.56 %)

으로 자폐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정반응 빈도를 나타내었다(t = 3.84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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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낱말 유형과 집단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

Source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낱말 유형

장애유무

낱말 유형 × 장애유무

Error(낱말 유형)

Error(장애유무)

 204.446

 396.446

 840.875

 458.179

4250.036

 1

 1

 1

26

26

204.446

396.446

840.875

 17.622

163.463

11.602

 2.425

47.717

.002

 .131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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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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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이름대기 동사 이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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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응
 빈

도
  

  
 .

일반아동

자폐아동

<그림- 1> 집단별 이름 기 정반응 빈도

Ⅳ. 논의  제언

그림어휘력검사의 등가연령 3;0 - 6;11세인 자폐아동 14명과 등가연령을 맞춘 일반아동 14명을 

상으로 명사, 동사 이름 기과제를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폐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하 을 때 명사 이름 기에서는 정반응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t = -.642, p = .572) 

동사 이름 기에서는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 다(t = 3.848, p = .001). 일반아동

의 경우 명사보다 동사에서 더 높은 정반응 빈도를 나타낸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이름 기 검

사도구가 명사 이름 기보다 동사 이름 기 항목들의 난이도가 더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 동사 이름

기에서의 난이도가 더 낮았던 이유는 난이도가 높은 항목은 그림으로 표 하기가 어렵고 그림 

성에 문제가 있어 제외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체 으로 동사 이름 기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아동의 경우 동사 이름 기에서 명사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반응 빈도를 나타내어 확실히 동사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 다.

자폐아동을 상으로 한 어휘 산출능력에 한 연구들은 부분 자발화 산출 과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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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 자폐아동은 명사에 비하여 동사를 더 게 산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Menyuk&Quill, 1985;  Hobson, 1989; Tager-Flusberg &Thurber, 1993). 본 연구는 그림이름 기 

검사를 이용하여 낱말 유형에 따른 수행력을 알아보았다는 데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검사방법

의 차이와는 상 없이 명사에서는 일반아동과 유사한 정반응 빈도를 나타내면서도 동사에서는 유의미하

게 낮은 정반응 빈도를 나타내어 자폐아동이 동사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폐아동이 명사 주의 발화 산출 패턴을 보인다는 단순

히 화용 인 문제가 아니라 어휘-의미 차원에서도 명사에 비해 동사의 산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자폐아동이 명사보다 동사 산출에 더 낮은 능력을 보이는 이유는 명사는 구체 인 상을 제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사는 구체 인 상을 나타내지 않을 뿐 아니라 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  의미습득에 어려움을 갖는 자폐아동은 자연히 동사 산출에 더욱 어려움

을 가졌을 수 있다. 명사의 경우라도 추상  의미의 어휘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일반 으로 언어에서 명사는 구체  사물을 나타내는 항목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단된다. 

SLI군과 일반아동의 명사, 동사 산출을 살펴본 이윤경․김 태(2003)의 연구에서도 언어연령이 

4;6 - 6;6세인 SLI아동이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에 비해 동사에서 오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

다. 그러나 홍진희(2003)의 연구에서는 읽기부진집단이 명사, 동사 모두에서 낮은 이름 기 수행력을 

나타내어 낱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청각장애아동을 상으로 이름 기 검사를 

실시한 최수연(2003)은 명사  동사에 따른 이름 기 수행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장애

유형에 따라 낱말 유형별(명사 vs. 동사) 이름 기 능력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폐아동의 경우 명사에 비해 동사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 그러

나 자폐아동이 그 어휘를 이미 알고 있으나 표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산출

에서 실패한 문항들에 한 이해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이해하고 있으나 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

니면 그 어휘 자체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가

지 논의할 은 이 연구의 동사 이름 기 검사 항목에 ‘명사 +동사(-하다, -나다)’로 구성된 어휘들( :

바느질하다, 연설하다, 약속하다, 세차하다, 뽀뽀하다, 사고나다, 연주하다, 청소하다, 악수하다, 진찰하

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우리말에서는 이 항목들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합쳐진 것이므로 언어

학 으로는 ‘뽀뽀, 약속, 연설, 세차’ 등을 명사의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 자체가 행동

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령기 이  아동의 경우, 를 들어 ‘뽀뽀를 하다’와 같이 ‘뽀뽀’를 완 한 명사로 

인식하여 명사 ‘뽀뽀’와 동사 ‘하다’를 따로따로 인식한 뒤 이를 결합하여 표 하기 보다는 ‘뽀뽀하다’의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고 표 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학령기 이 의 아동이 행  명사를 사용할 

때는 ‘뽀뽀하다’의 덩어리로 인식하다가 나 에 이 둘을 분리하여 명사와 동사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뽀뽀”라고 명사의 형태로 발화할 경우에도 그 속뜻은 “뽀뽀하자”로 동

사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항목들을 동사의 범주에 넣었다. 따라서 “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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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뭐해?”라는 검사자의 질문에 아동이 “뽀뽀해”가 아니라 “뽀뽀”라고 응답하는 경우에도 행동의 의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답으로 기록하 다. 그러나 ‘사고나다’ 의 경우는 “사고” 라고만 발화한 

경우, 그 안에 동사 ‘나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반응으로 기록하 다. 더구나 검사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라고 한 질문에 “사고”라고만 응답하는 것은 완 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

로 오반응으로 기록하 다. 이와 같이 많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들을 검사항목에 포함한 이유는 

이 어휘들이 아동 언어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세에서 6세 아동의 이름 기 

검사 시 변별도가 매우 높은 항목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을 명사로 분류할 것인지 동사

로 분류할 것인지에 해서는 아동의 ‘하다’류 동사의 습득과정과 같은 명사  동사의 어휘 습득측면

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험군을 언어연령만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했다는 에서 제한 을 

가질 수 있다. 일반아동과 언어연령만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아동은 생활연령이 3;7 - 5;7세이었던 반면, 

자폐아동의 생활연령은 4;8 - 8;6세로 연령의 폭이 매우 넓었다. 이는 이 아동들의 생활경험을 반 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종단연구와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 본 연구는 그림이름 기검사라는 표

언어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험군과 조군 선정 시 이해언어(그림어휘력검사)능력만 일치시켰다는 

에서 제한 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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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명사 이름 기검사와 동사 이름 기검사 어휘 항목 

번호 명사목록 번호 명사목록 번호 동사목록 번호 동사목록

연습 사과 31 배추 연습 빗다 31 수 하다

연습 바나나 32 변기 연습 웃다 32 숨다

1 가면 33 붓 1 감다 33 싸우다

2 거북선 34 비늘 2 고치다 34 쌓다

3 고드름 35 세탁기 3 그리다 35 말리다

4 고추 36 소화기 4 깎다 36 앉다

5 공룡 37 손 5 깨다 37 연주하다

6 겨드랑이 38 어깨 6 꺾다 38 올라가다

7 계단 39 열쇠 7 꽂다 39 울다

8 귀 40 옷걸이 8 바느질하다 40 일어나다

9 기린 41 인어 9 끊어지다 41 읽다

10 김밥 42 의사 10 끼다 42 잡히다

11 낚시 43 잠자리 11 날다 43 자다

12 낙타 44 장구 12 내려가다 44 잡다

13 넥타이 45 제기 13 내리다 45 다

14 높은 음자리표 46 주사 14 놀다 46 다

15 썹 47 지팡이 15 놓다 47 찢다

16 다리미 48 청진기 16 르다 48 청소하다

17 달력 49 촛불 17 눕다 49 치다

18 달팽이 50 컴퓨터 18 닦다 50 타다

19 도끼 51 터 19 듣다 51 풀다

20 돋보기 52 톱 20 떨어뜨리다 52 부딪치다

21 등 53 팔꿈치 21 연설하다 53 악수하다

22 라면 54 팽이 22 약속하다 54 재다

23 로 트 55 필통 23 만들다 55 다리다

24 마늘 56 하모니카 24 먹다 56 당기다

25 마차 57 햄버거 25 바르다 57 묶다

26 망원경 58 허수아비 26 세차하다 58 맞다

27 목 59 27 불다 59 진찰하다

28 문어 60 호두 28 붙이다 60 짜다

29 바둑 29 뽀뽀하다

30 박쥐 30 사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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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un & Verb Naming Abilities 

of the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Eu Gene Kow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The Graduate School, Hallym University)

So Young Pae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aming abilities of the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ASD). The children with ASD have some difficulties in learning the wording for what they 

are expected to express, an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verbs more than nouns. The subjects were 

14 ASD children who were matched with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on a standardized Korean 

word-comprehension test. A picture confrontation naming task was used in this study. The naming 

task included 60 nouns and 60 verbs. To elicit the children’s responses, the examiner asked each 

children “what is this?” for the nouns and “what’s happening?” for the verbs. Data were analyzed 

using a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As a result, the children with ASD demonstrated a higher frequency of misnaming than did the typical 

children, and this occurred only for the verbs(t = 3.848, p = .001). This result supports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that the children with ASD have more difficulty in producing verbs than nouns, when 

using adopted spontaneous speech samples. 

Key Words: naming, noun, ver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