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게재 신청일: 2010년 1월 18일  ■최종 수정일: 2010년 2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0년 2월 28일

ⓒ 2010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아동용 토큰검사(TTFC-K)의 공인타당도와 내용타당도 연구: 
학령전 아동을 중심으로

신문자a
․이희란b,§

a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부, b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신저자

이희란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3동 
부산가톨릭대학
e-mail: hrlee@cup.ac.kr
tel.: 051-510-0841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청각적 언어이해력과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국내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인 한국판 아동용 토큰검사(Token Test For Children-Korean: TTFC-K, 

이하 TTFC-K)의 구체적인 임상적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인

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살피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3;0세-4;11세 아동 총 133명을 

대상으로 아동용 토큰 검사와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취학전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이하 PRES)(김영태 외, 2003)의 하위검사항목인 수용언어 검

사를 토대로 두 검사 간 공인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6명의 전문가의 문항 검토를 통해 

TTFC-K의 내용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결과:  첫째,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TTFC-K

와 PRES 수용언어 검사 점수 간 상관계수는 .6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하위 세부단원과 총 점수간의 상관분석에서도 단원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는 각 단원에 따른 평균 지수가 .81로 평가되어 내용타당도 역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TTFC-K가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이해력을 평가하는 

비교적 타당도를 갖춘 검사임을 제안할 수 있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34-42.

핵심어:  언어이해력, 실행기능, 아동용 토큰검사, 공인타당도, 내용타당도

Ⅰ. 서 론

언어발달과정에서 초기 어휘발달을 포함한 다양

한 언어구성요소의 습득에는 정확한 듣기 능력과 함

께 청각적 언어이해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학습이나 사고, 이해와 같은 폭넓은 인지과제의 수

행에는 작업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읽기장애, 단순언어장

애 아동들과 같은 언어장애 아동들의 경우 청각적 

언어이해력과 함께 작업기억과 관련되는 실행기능 

상의 결함이 음운인식이나 언어표현, 언어이해, 읽

기 결함 등에 대해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한다

(Caplan, Waters & DeDe, 2008; Cohen-Mimran 

& Sapir, 2007). 특히 작업기억과 관련되는 실행기

능은 계획하기, 충동통제, 그리고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필요

한 많은 다른 영역들의 통합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

능을 담당한다고 한다(Pennington & Ozoonoff, 

1996). 예를 들어, Montgomery(2000)는 언어장애 

아동들이 수용 및 표현언어에서 보이는 다양한 결함

이 문장의 구성과 관련된 구문론적 요소의 이해과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언어

학적 지식의 저장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제한에서 나온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 

결함과 인지적 실행과제의 적용을 함께 연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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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 아동을 위한 중재에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실행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사

용되고 있는 작업기억 관련 검사도구는 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룹 검사>(신민섭․구훈정, 

2007)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실행기능 가운데 계

획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아동 색 선로 검사>(신

민섭․박민주, 2007)가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

다. 이와 같은 검사도구들은 작업기억과 실행기능

의  하위 특정영역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도구들이므로 언어이해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사용하는 언어이해력 

검사도구 역시 많지는 않으나 PRES(김영태 외, 

2005)와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4) 등이 꾸

준히 실제 언어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그림어휘력검사’는 최근에 ‘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VT)’(김영태 외, 2009)로 새롭게 개발되어 학령

기 이후부터 성인기까지를 포함하는 검사도구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언어이해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검사도구 만으로 전반적인 언

어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세부 

영역별로 전문화된 검사도구를 통하여 연령별 특징

을 측정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아동이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역을 곧 바로 측

정할 수 있다면 해당 영역의 문제점 선별과 함께 치

료계획을 세우는데 더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듣기와 말하기의 발달에 이어지는 읽기

능력의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행기능과 관련

된 작업기억을 함께 측정해 줄 수 있는 언어이해력 

검사가 표준화되어 이용될 수 있다면, 학령전 아동

의 언어장애 진단 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표준화 작업 중에 있는 TTFC-K

는 아동의 청각적 언어이해력, 작업기억, 단기기억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표준화된 TTFC-2

(The Token Test for Children-Second Edition: 

McGhee, Ehler & DiSimoni, 2007)의 한국판 검사

이다. 본 검사가 처음 표준화된 곳은 미국이고 영어

권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2007년 개정된 

TTFC-2는 친숙한 단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제

시되는 문장이 점차 구문적․의미적으로 복잡해지

면서 연령에 따른 변별력을 지니는 검사 도구이다. 

특히, TTFC-2는 읽기장애 및 단순언어장애 아동

뿐 아니라,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작업 및 단기기억 

능력에 결함을 보이며, 언어적 지시를 따른 데 어려

움이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뇌손상 및 아

동기 신경언어장애 등을 선별하고 진단하는 임상현

장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McGhee, Ehrler & 

Disimoni, 2007; 정부자 외, 2008). 따라서 이러한 

검사 도구를 정상 아동군에서 실시하여 검사의 타당

도를 조사하는 절차는 한국에서의 적절한 활용을 검

증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또

한 이러한 검사 도구가 임상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

용되기 위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실용화되어 있는 비

슷한 언어영역을 검사하는 타 도구와의 검사 결과 

비교가 필수일 것이다. TTFC-K 도구의 학령기 타

당도는 정부자․김영태․신문자(2008)에서 검증이 

되었으나,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추가

적 절차와 연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TTFC-K의 

경우 색깔, 모양, 크기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기본적

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므로 특히, 문화적 차이와 발

달 연령에 따른 검사 문항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색깔이나 모양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학령전기의 경우 발달적 차이

로 인하여 TTFC-K를 수행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

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작업기억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인지능력이 발달 중에 있는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도 측정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언어치료 현장에 있는 전문

가들의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하여 검사의 적용 가

능성과 개선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TTFC-K와 함

께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PRES

의 하위검사항목인 수용언어를 토대로 학령전 아

동을 위한 임상적 적용에서의 타당도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자료는 TTFC-K

가 보다 타당도를 갖춘 검사도구로서 개발되기 위

한 표준화 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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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3;0세-4;11세까지 총164명의 아동이 본 연구에 참

여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 의해 (1) 언어, 인지, 사회, 정

서 및 감각 기능에 문제가 없고, (2) 표현 및 수용 

언어발달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이전에 검사 및 언어

중재의 경험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

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아동은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133명이었으며, 이들 아동들은 총 4개의 연령집단으

로 구분되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에 대한 정보는 <표

- 1>과 같다. 특히, 연구대상 아동들을 서울, 광주, 

부산의 세 지역에서 선정하여 지역 간 분포를 비교적 

고르게 배정하였다.

<표 - 1> 연구 상 특성

연령범

(세)

3세 반

3;0～3;5

3세 후반

3;6～3;11

4세 반

4;0～4;5

4세 후반

4;6～4;11

생활

연령

(개월)

평균 

표

편차

35.3

1.12

39.2

1.62

50.6

1.75

55.9

1.26

성별

(명)

남

여

계

17

17

34

20

23

43

16

14

30

15

11

26

지역

(명)

서울

부산

주

계

11

10

13

34

15

8

20

43

11

9

10

30

6

8

12

26

2. 검사 도구와 연구절차

가.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TTFC-K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PRES의 수용언어 검사를 사

용하였다. 언어이해력 검사를 위한 TTFC-K는 각 

단원마다 10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4개의 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자․김영

태․신문자(2008)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번역문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단원별 지시문항을 제작하였

다. TTFC-K의 각 단원 별 지시문항의 예는 <표 -

2>에 제시하였다.

<표 - 2> TTFC-K의 각 단원 별 지시문항의 

단원 항목 지시문항의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항목 4

항목 8

항목 5

항목 10

란색 큰 네모를 만지세요.

록색 네모와 란색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란색 작은 네모와 노란색 작은 동

그라미를 만지세요.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지기 에 빨

간색 네모를 집으세요.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실시된 PRES는 2세부터 

6세까지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영역의 문항이 

각각 45개씩 15개의 언어발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 이 가운데 수용언어 부분의 검사 결

과만을 비교하였다. 이 검사도구를 공인타당도 검정

을 위하여 선택한 것은, 대상 아동 연령이 유사하며, 

언어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 중 가장 적절한 검사도구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자료수집 절차

검사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

생이 TTFC-K의 내용과 실시 절차에 관한 훈련과 

실제 적용 연습을 거친 후 실시하였다. TTFC-K를 

먼저 실시한 후에,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를 실시하였

다. TTFC-K 검사에는 대략 10-15분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었으며, 아동이 너무 지루해할 경우, 두 검

사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진행하기도 하

였다. 대상 아동이 속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조용

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자

와 아동이 일대일로 마주 앉아 개별적으로 진행하

였다.

3. 자료 분석

가.  공인타당도

TTFC-K가 3-4세 아동의 청각적 이해력 특히, 

언어이해력을 평가하기에 타당한 검사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PRES의 수용언어 점수 간 상관분석을 통하

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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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단원과 총점수간의 연령집단 별 상관

관계

세부단원으로 나눠진 TTFC-K를 각 연령집단 별

로 총점수와 세부단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비교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단원들을 분

석하였다. 또한 TTFC-K의 6개월 단위의 연령집단 

별 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고, 사후분석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가 구체적으

로 어떠한 연령 집단 간 차이에 의한 결과인지를 비

교하였다.

다.  내용타당도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안한 TTFC-K 문항이 

아동의 언어이해력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평가 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언어병리학 교수 3인과, 국

어국문과 교수 1인, 특수교육학과 교수 1인, 심리학

과 교수 1인의 총 6명의 관련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

당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지수

(Context Validity Index)를 산출하기 위해 Fehring

(1987)이 제시한 각 점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문항

마다 전문가들로부터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김

향희 외(2008)에서 재인용). 이를 위하여 내용타당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지별 검사 문항마다 전체 

5점 척도(1점 = 0; 2점 = .25; 3점 = .50; 4점 = .75; 

5점 = 1.0)에 따라 평가하였다(<부록 - 1> 참조). 

4. 통계 처리

전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령집단 별 TTFC-K의 총

점수 간 차이에 대해서는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검정을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아동용 토큰검사 점수의 연령별 결과

TTFC-K의 연령별 기술통계 결과를 <표 - 3>에 

제시하였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원 별 평균 점

수 및 총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령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 4>에서처럼, 단원 1의 경우 F(3,129) = 143.66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며, 나머지 세 단원 모두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연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령 간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표

- 5>에서와 같이 Scheffe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 전반과 후반 사이, 그리고 4세 전반과 후반 사이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분산분석

에서 나타났던 집단 간의 차이는 대부분 3세 전반과 

4세 전반, 또는 3세 후반과 4세 후반 등 연령집단들

의 차이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TTFC-K 수의 연령집단 별 기술통계 결과

연령 N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총 수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34

43

30

26

3.35

(3.31)a)

5.76

(3.25)

7.96

(2.15)

7.69

(2.31)

0.94

(1.63)

2.67

(2.49)

4.23

(2.88)

5.38

(2.82)

0.26

(0.93)

1.09

(1.97)

1.50

(1.57)

2.57

(2.85)

0.23

(0.49)

1.02

(1.51)

1.56

(1.81)

1.50

(2.21)

6.02

(6.02)

3.11

(3.11)

1.26

(1.26)

1.03

(1.03)
a)평균(표준편차)

<표 - 4> TTFC-K 수의 연령에 따른 단원별 분산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

령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430.98

340.46

 81.69

 35.85

3

3

3

3

143.66

113.48

 27.23

 11.95

17.25**

18.51**

 7.50**

 4.77**

*p< .05, **p< .01

<표 - 5> TTFC-K 총 수에 한 연령집단 간 사후
분석 결과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1.498 -3.500**

-2.003**
-3.516**

-2.018**

-0.015

*p< .05, **p< .01 

PRES의 수용언어검사 원점수의 연령별 기술통계 

결과를 <표 - 6>에 제시하였다. 역시 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단원 별 평균 점수 및 총점수가 계속해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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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령집단

에 따른 수행점수의 증가는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F(3, 119) = 18.20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 6> PRES 수용언어 원 수의 연령별 기술통계 
결과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합계

N

PRES

원 수

34

23.62

(7.48)
a)

43

28.90

(5.17)

30

33.13

(4.25)

26

33.46

(6.98)

133

29.90

(7.79)
a)평균(표준편차)

2.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PRES 수용언어 검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TFC-K 총점수와 PRES

의 수용언어 검사 원점수 간 상관계수는 .60으로 유

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 7>참조). 각 연령별 집단에 따른 두 검사 

간 상관관계에서는 3세 전반과 3세 후반에서 각각 

.599와 .488로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상관관계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세 아

동들의 경우에는 4세 전반과 4세 후반에서 각각 .269

와 .208로 나타나 비교적 높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표 - 7> TTFC-K와 PRES 수용언어 검사간의 상
계(N=133)

TTFC-K

PRES

원 수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TTFC-K 

총

.526** .515** .411** .489** .601**

*p< .05, **p< .01 

3. TTFC-K 세부단원과 총점수 간의 연령집단 별 

상관관계

TTFC-K 검사는 네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세부 단원과 총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각 세부 단원과 두 검사의 총점수 및 원점수 간 상관

관계 결과를 <표 - 8>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표 - 8> TTFC-K의 세부 단원과 총  수 간의 상
계

단원 2 단원 3 단원 4
TTFC-K

총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626** .492**

.729**
.471**

.454**

.573**

.833**

.883**

.827**

.689**

*p< .05, **p< .01 

연령집단에 따라 실시한 세부단원과 총점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 9>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각 단원은 3세 후반의 단원 1을 제외하고는, 모

두 총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상관

점수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단원 

2와 3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난이도가 가장 높

은 단원 4에서는 오히려 상관점수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단원 간에는 3세 전반 연령에서는 

단원 1이 총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3세 후반과 4세 전반 연령에서

는 단원 2와 3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 9> 연령집단 별 TTFC-K의 세부 단원  총  
수 간의 상 계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3세 

반

단원 2

단원 3

단원 4

총 수

.595
**

.477**

.417*

.929**

.525**

.496**

.818**
.315

.666** .562**

3세 

후반

단원 2

단원 3

단원 4

총 수

.073

.050

.002

.155

.674**

.241

.823**
.452**

.794** .610**

4세 

반

단원 2

단원 3

단원 4

총 수

.173

.103

 .490**

.411*

.712**

.264

.853**
.345

.801** .575**

4세 

후반

단원 2

단원 3

단원 4

총 수

.563**

.482*

.422*

.739**

.723**

.460*

.857**
.705**

.900** .773**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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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타당도

전체 6인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살펴본 TTFC-K

의 타당도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단월별로 <표 -

10>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지

수(Content Validity Index)는 각 단원별로 비교적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81로 평가되었다.

<표 - 10> TTFC-K의 단원별 내용타당도지수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합 계

TTFC-K .80 .81 .79 .80 .8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4세 아동의 청각적 언어이해력

과 실행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표준화

가 진행 중인 아동용토큰검사(TTFC-K)의 임상 적

용에서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되어 활용 중인 PRES의 수용언어 검

사 점수와의 상관을 통한 공인타당도를 살펴보고, 관

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 내용타당도를 산출하

였다.

연구 결과,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실시한 TTFC-

K와 PRES의 수용언어검사 점수 간 상관계수는 .60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연령 집단 별로 두 검사 간 점수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PRES검사는 표현언어 뿐아니라 수용언어 능력

을 평가하는 검사로써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검사이

므로, 두 검사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는 것으로 보아, TTFC-K가 3-4세 

아동의 청각적 언어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상관계수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검사 간의 검사목적의 차이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PRES 검사는 학령전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언어 능력 전반에 관한 평가가 

목적인 반면, TTFC-K는 아동의 작업기억과 단기

기억력, 그리고 이에 덧붙여 듣기이해력을 집중력으

로 평가하기 위한 언어이해력 검사이므로 상관계수

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TTFC-K의 타당도 검정을 위한 다음 절차로 연

령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3세 전반과 후반 사

이, 그리고 4세 전반과 후반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분산분석에서 나타났던 집단 

간의 차이는 대부분 3세 전반과 4세 전반, 또는 3세 

후반과 4세 후반 등 연령집단들의 차이에 근거한 것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전후반을 

나누어 비교할 경우, 적은 연령 변화의 차이에는 민

감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3

세 연령의 아동들에게 TTFC-K를 실시한 것과 관

련해서는 보완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원들이 난이도에 따라 순서

적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 TTFC-K의 각 하위 세부단원과 총 점수

간의 상관분석에서도 단원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세 아동의 경우 

결과에서 언급한대로, 3세 전반 연령에서는 단원 2와 

3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3세 후반 연령

에서는 단원 3만이 높은 상관을 보여,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 실시할 경우, 결과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TTFC-K의 

경우 아동이 색, 크기, 모양 등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이러한 인지적 발

달과 관련된 다른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 한 것인지 

언어이해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전문

가를 대상으로 검정을 의뢰한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는 각 단

원별로 비교적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81로 평

가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Fehring

(1987)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내용타당도지수가 .50

을 초과하면서 .79 이하인 문항은 ‘비주요 특성’을 갖

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 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장 구조의 난이도와 지시문항이 문어체 형태

로 쓰여진 부분( ‘--와’ ‘--세요’ 등)에 대한 관련 전

문가의 지적이 있었으나, 실제 검사실시 과정에서 제

한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검사 문항들의 경우 정부자․김영태․

신문자(2008)의 연구에서 이미 학령기 아동을 대상

으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였으므로, 내용타당도지수가 비

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용 토큰검사’가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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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력을 평가하는 비교적 타당도를 갖춘 검사

임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령전 3-4세 아동의 언어이해력과 인

지적 실행과제의 임상적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로

서 이후 언어장애 위험군 아동의 청각적 언어이해에 

따른 실행능력을 짧은 시간내에 평가하기 위한 선별

검사의 표준화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정부자․김

영태․신문자(2008)에서 제안한 바처럼, TTFC-K 

검사는 검사실시 시간이 10-15분으로 비교적 짧고, 

구문이나 어휘의 복잡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언

어감사와는 달리 처리과정에서 기초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므로, 검사가 포함하는 항목들이 모든 대상자

에게 동일하게 친숙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편견

(bias)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 증가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들을 위한 

청각적 이해력 관련 선별 검사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TTFC-K가 임상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동을 대상

으로 그리고 다양한 장애군에서 적용한 결과를 토대

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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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내용타당도 평가지(일부분)

아동용 토큰검사(TTFC-2)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평가지

본 검사지는 아동용 토큰 검사에 사용된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한 평가지입니다. 전체 문장 

각각을 읽어보시고, 아래 항목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점척도(1: 매우 적절하지 않음, 2: 적절하지 않음, 3: 보통, 4: 적절함, 5: 매우 적절함)

토큰배열 A

란색     록색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록색     빨간색     란색     노란색

토큰배열 B

란색     록색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란색     록색     하얀색

하얀색     록색     빨간색     란색     노란색

록색     빨간색     란색     하얀색     노란색

단원 1(토큰 배열 B)

채점

________ 1. 작은 노란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1……2……3……4……5

________ 2. 큰 초록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1……2……3……4……5

- 중략 -

________ 9. 작은 초록 네모를 만지세요. 1……2……3……4……5

________10. 큰 파란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1……2……3……4……5

단원 2(토큰배열 A)

________ 1. 노란 동그라미와 빨간 네모를 만지세요. 1……2……3……4……5

________ 2. 초록 네모와 파란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1……2……3……4……5

- 중략 -

________ 9. 빨간 동그라미와 노란 네모를 만지세요. 1……2……3……4……5

________10. 빨간 네모와 하얀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1……2……3……4……5

- 중략 -

검사에 사용된 문장에 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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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lidity of the TTFC-K for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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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TTFC test was developed to assess childred’s auditory 
comprehension, language comprehension, and working memory abil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Token Test for 
Children-Second Edition (TTFC-K) in Korean children 3 to 4 years of age. Methods: The 
TTFC-K and PRES-Receptive Language Test were given to 133 normal 3- to 4-year-old 
children who were divided into four age groups. The scores of the two tests were used for 
a concurrent validity study. Results: Significantly high correlations were obtained between 
the TTFC-K and PRES-Receptive Language Test. The content validity of the TTFC-K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e differences among the total scores of the TTFC-K in each of 
the four age groups were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Discussion &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version of TTFC-2 is a valid tool for measuring language 
comprehension as well as working memory skills in children 3 to 4 years of ag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34-42)

Key Words: language comprehension, auditory comprehension, Token Test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cont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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