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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ADHD아동의 언어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지체 동반유무와 과제

조건 및 비유유형을 중심으로 ADHD아동의 비유의미 인식 능력을 조사하였다. 방법:  초등학

교 1～3학년의 정상언어발달을 보이는 ADHD(이하 단순 ADHD)아동 15명, 언어지체를 동

반한 ADHD(이하 ADHD+ LI)아동 13명과 일반아동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비유

의미 인식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은유와 직유의 과제조건과 시각, 속성, 심리의 세 가지 비유유

형을 중심으로 문장완성하기과제를 구성하였다. 아동들은 ‘A는 이다(같다)’의 은유(직유) 문

장을 읽고 비유적 의미관계가 형성되도록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모든 문항의 은유(직유)문장에서 각각 비유적 의미, 사전적 의미, 엉뚱한 의미가 형성되는 

세 가지 단어의 보기를 제시하여 아동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과:  집단(3) ×

과제조건(2) ×비유유형(3)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ADHD+ LI아동뿐 아니라 

단순 ADHD아동도 비유의미를 인식하는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조하였다. 

또한 과제조건과 비유유형에 따라 집단 간 다소 다른 수행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ADHD아

동의 저조한 비유의미 인식 능력에 대해 비유의미처리과정, 어휘와 세상사지식, 유추 및 메타

언어적 과제수행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307-320.

핵심어:  ADHD아동, 비유의미, 은유, 직유

Ⅰ. 서 론

비유 언어(figurative language)는 사전적인 의미

가 아닌 상상의 의미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은유, 

직유, 관용어, 속담 등이 포함된다(Owens, 2001). 이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은유이다. 은유

(metaphor)는 ‘A는 B이다’라는 기본 형태를 가지며, 

A와 B간의 공유하는 특성을 유추해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Nippold & Fey, 1983). 그러므로 은유는 추론과 

같은 인지능력과 관련되며 유머, 농담, 간접적인 요청 

등 함축적 의미를 포함한 언어의 이해와 사용에 적용

된다. 따라서 비유 언어는 문맥에 따라 그 말의 의미 

속에 내포된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타인의 마음을 읽

거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관여하여 화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의 화용영역과 인지능력과 관련된 언어영역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ADHD아동들은 

이러한 비유 언어의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DHD아동의 언어특성에 관한 연구

들에 의하면 이 아동들은 기본적인 표현 및 수용언어능

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용적 손상(김성은․

이윤경, 2007; Camarata & Gibson, 1999; Oram et 

al., 1999; Purvis & Tannock, 1997; Tannock & 

Schachar, 1996)과 추론이나 인과관계의 이해 및 

관용어나 간접적 표현의 이해 등 특정 언어영역에서

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진, 2008; 

Berthiaume, Lorch & Milich., 2010; Crespo et al., 

2007: Lorch, Milich & Sanchez, 1998; McInner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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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Milch-Reich et al., 1999). 이러한 ADHD

아동의 언어적 특성은 일상의 대화에서도 드러나 이

들이 충동적으로 주제를 전환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

울이지 않아 대화 상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미영역에서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있음에도 간접적

이거나 비유적 표현을 상황에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

하게 방해하여 결국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이렇게 ADHD아동의 비유 언어능력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적은 수에 불과하

다(김현진, 2008; Crespo et al,. 2007). 이들의 연구는 

비유 언어 중 주로 관용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

구결과 ADHD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관용어를 이

해하는 능력이 저조하였다. 이에 대해 Crespo et al.

(2007)은 이 아동들의 주의력 결함과 충동성이 비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ADHD아동의 언어특성을 고려하

였을 때 이 아동들이 비유의미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은유이해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부터 청소년

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변윤희․최경숙, 

2000; 이종열․배기조, 2006; Nippold & Fey, 1983; 

Özçalişkan, 2003). 언어장애아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순언어장애나 학습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홍윤희, 2001; Highnam, Wegmann & 

Woods, 1999; Lee & Kamhi, 1990; Norbury, 2005; 

Seidenberg & Bernstein, 1986). 연구결과 대부분의 

언어장애나 학습장애아동들이 은유이해에 어려움을 

보인 것은 물론 학령전기에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였

던 아동들도 학령기이후 언어능력이 정상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은유이해 능력을 보였다(Nippold & 

Fey, 1983).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언어습득에 어려

움을 경험했던 아동들은 학령기 이후 비유 언어능력

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ADHD아동들이 유아기

에 언어발달의 지연을 경험한다는 보고(Cohen et al., 

1998; Ornoy, Uriel & Tennenbaum, 1993)는 ADHD

아동들이 비유 언어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아동의 비유 언어 연구에서 고려할 점은 비유 언어

의 종류와 표면적인 구조, 비유의 유형 및 비유 과제

의 양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학령기 아동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용어나 속담은 제외하고 은유와 직유를 중

심으로 한 비유 언어 과제를 구성하였다. 은유와 직유

는 서로 다른 두 실체를 비교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은

유가 내포된 비유라면 직유는 겉으로 드러난 비유로, 

‘같은’이나 ‘처럼’ 따위의 낱말을 첨가하여 유사성을 

명백히 비교한다(Nippold, 2007). 선행연구 중에서도 

이 두 과제의 수행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다(Norbury, 

2005; Seidenberg & Bernstein, 1986). 연구결과 자

폐성장애와 학습장애아동, 나이어린 일반아동이 은유

보다 직유과제에서 수행이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

들은 직유의 의미 및 문법적 구조가 보다 명백한 신호

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직

유와 은유문장에 따라서 아동의 비유 언어 과제 수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아동의 은유이해에 은유유형에 따른 수행차이가 

보고됨(변윤희․최경숙, 2000; 홍윤희, 2001; Gentner, 

1988; Nippold, Leonard & Kail, 1984; Winner, 

Rosential & Gardner, 1976)에 따라 은유의 유형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주로 시각적 유사성, 

속성적 유사성, 심리나 추상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하

였는데 이 세 가지는 각 연구마다 두 가지 유형만 선

택적으로 조사되거나 시각적 유사성과 속성적 유사성

을 하나의 영역에 포함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그런

데 아동에게는 시각적 유사성과 기능이나 속성적 유

사성에 근거한 비유의미 인식과 이해에 대한 어려움

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어휘지식이나 아동이 경험한 

배경지식이 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능이나 

속성에 대한 은유가 초기에 발달하고 심리에 대한 은

유는 다소 늦게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속성적, 심리적 비

유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시각적 비유(예: 아

기의 손은 단풍잎이다)는 시각적인 형태나 모습의 유

사성을 기초로 하였으며, 속성적 비유(예: 찜질방은 

사막이다)는 기능이나 속성에 대한 유사성을, 그리고 

심리적 비유(예: 엄마의 품은 난로다)는 심리적 상태

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유사성을 포함시키고자 하

였다. 

아동의 비유 언어에 대한 연구는 이해와 인식, 산출

의 측면에서 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비유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사

전적인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은유이해 발달과정을 기초로 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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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를 인식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비

유의미 인식에 중점을 둔 연구는 주로 비유적 의미관

계가 형성되는 단어나 구의 쌍을 찾거나 비유적 문장

을 완성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Highnam, 

Wegmann & Woods, 1999; Norbury, 2005). 본 연

구에서는 초기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보

이는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과제를 사용

하였다. 또한 비유연구에는 비유표현 양식과 맥락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유표현 양식은 주로 구어와 그림

에서, 비유표현의 맥락은 구나 문장, 이야기 수준에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연령과 단어

선택하기 과제형식에 적절한 구어양식과 문장수준의 

맥락을 고려한 과제를 구성하였다.

ADHD아동의 언어특성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언

어지체를 동반한 아동과 정상 언어발달을 보이는 아동

을 구분하여 진행되었다(김영실, 2008; 이윤경, 2010; 

이윤경․최윤지, 2009; Cohen et al., 2000; Oram et 

al., 1999; Purvis & Tannock, 1997). 그 결과 대부분

의 경우 두 집단의 아동들이 다소 다른 수행을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언어지체 동반여부에 따라서 이 

아동들이 비유 언어를 인식하는 능력에도 다소 다른 

특성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정상범위

인 단순 ADHD아동과 언어지체를 동반한 ADHD+

LI아동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HD아동의 비유의미 인식 능력

을 조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의 과제조건(은유/직

유)과 비유 유형(시각/속성/심리)을 고려한 과제를 구

성하여 단순 ADHD아동과 ADHD+ LI아동의 수행

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세 아동 집단 간

에 비유의미 인식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과제조건과 

비유유형에 따라 수행 차이가 나타나는지, 오류의 경

향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평균연령 8세 3개월의 초등학교 1～3학년 단순 

ADHD아동 15명, ADHD + LI아동 13명, 일반아동 

19명의 총 4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가.  단순 ADHD아동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ADHD로 진단받은 초

등학교 1∼3학년 아동 중에 다른 소아정신과적 문제

를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Ⅲ) (곽금주․박혜원․

김청택, 2001)의 동작성 지능이 70 이상이며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와 구문의미이해

력검사(배소영 외, 2004) 결과 또래 아동의 평균 

-1SD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ADHD + LI아동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ADHD로 진단받은 초

등학교 1～3학년 아동 중에 다른 소아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아동으로 K-WISC-Ⅲ 

지능검사의 동작성 지능이 70 이상이며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와 구문의미이해력검

사(배소영 외, 2004) 결과 또래 아동의 평균 -1SD미

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  일반아동

교사나 부모에 의해 언어, 인지 및 감각장애가 없

는 것으로 보고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중에 K-

WISC-Ⅲ 지능검사의 동작성 지능이 70이상이며 수

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와 구문의미이

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 결과 또래 아동의 평균 -

1SD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교사나 부

모에 의해 보고된 코너스 단축형 증상질문지(Conners 

Abbreviated Symptom Questionnaire: ASQ)

(Goyette et al., 1978, 안동현․김세실․한은선(2004)

에서 재인용)에서 10점 이상을 얻은 아동은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코너스 증상질문지는 10항목의 3점 

척도 질문지로 교사나 부모에 의해 간편하게 ADHD

증상이 평가될 수 있는 지표이다. 보통 16점이면 전문

가의 진단을 받도록 권고되는데 본 연구의 ADHD아동

의 평균이 약 15(±5)점이고 일반아동의 경우 약 5(±4)

점인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0점 이상인 일반

아동은 잠재적인 ADHD성향 아동으로 간주하여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 동작성 지능 및 

언어 선별검사의 점수, 코너스 증상 점수에 대한 정보

는 아래 <표 - 1>과 같다.

아동들의 기초 정보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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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월) 동작성지능 구문 수a) 표 어휘 수b) 수용어휘 수c) 코 스 수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단순 ADHD아동

(n = 15)

96.33

(14.401)

103.53

(9.257)

50.07

(4.891)

98.67

(11.962)

98.80

(15.749)

14.53
*

(4.912)

ADHD + LI아동

(n = 13)

101.08

(12.413)

82.69
*

(10.531)

35.46*

(9.501)

70.69*

(9.630)

72.00*

(13.723)

16.46*

(4.390)

일반아동

(n = 19)

99.26

(13.614)

111.44

(11.078)

51.89

(3.142)

102.72

(13.482)

96.56

(18.167)

4.53

(3.962)
*
p< .05, 

a)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의 원점수, 
b)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 중 표현어휘력 원점수, 

c)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 중 수용어휘력 원점수

<표- 1> 연구 상 아동의 기  정보

령을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사후 분석한 결과, ADHD아동과 일반아동은 

연령이나 동작성지능과 언어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코너스 증상 점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이것은 일반아동과 ADHD아동이 주의산만이

나 충동적인 증상에서만 차이가 있고 연령이나 지능, 

언어능력 등에서는 동질 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ADHD+LI아동은 연령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반

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ADHD아동과는 연령

과 코너스 증상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검사도구

가.  과제의 구성

비유의미 인식 능력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은유/직유 

문장완성하기과제를 사용하였다. 모든 은유(직유)문

장은 ‘A는 B이다(같다)’의 문장구조로 구성하였다. 

각 문장들은 ‘A는 ___이다(같다)’와 같이 B의 자리를 

밑줄로 처리하여 아동들이 비유적 의미가 형성되는 

적절한 단어를 보기 문항 중에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

하는 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마다 세 가지 보기 

단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각각 비유적 정답, 사전적 

오답, 관련 없는 오답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비유적 정

답은 A와 B의 유사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로 구성하였다. 사전적 오답은 비유적 유

사성보다는 의미적으로 더 관련된 단어로 구성하였

다. 관련 없는 오답은 A와 의미적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구성하였다. 

비유의 유형은 시각적 비유, 속성적 비유, 심리적 

비유로 구분하였다. 모든 은유/직유문항은 비유의 세 

가지 유형별로 16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은유와 직유과제의 난이도를 통제하기 위해 48개의 동

일한 문장을 각각 은유와 직유과제로 하여 은유, 직유 

문항이 각 24문항씩 구성된 총 48문항의 두 가지 유형

의 과제로 제작하였다. 즉, (가)유형에서 사용된 은유 

24문항이 (나)유형에서는 직유문항이 되었다. 검사문

장과 보기문항의 예는 아래 <표 - 2>에 제시하였다.

<표- 2> 비유의미 인식 과제 검사문항의 

비유 
유형

은유/
직유문장의 

선택 보기의 *

시각  
비유

구불구불한 강은 
___(이)다/같다.

① 뱀 ② 물고기 ③ 모자

속성  
비유

무거운 동생은 
___(이)다/같다.

① 코끼리 ② 울 ③ 깃털

심리  
비유

화가 난 아빠는 
___(이)다/같다.

① 천둥번개 ② 회사 ③ 천사

*
① 비유적 정답, ② 사전적 오답, ③ 관련 없는 오답

나.  검사도구 제작 과정

모든 문항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은유문장과 1∼

3학년 초등학교 교과서 및 저학년용 동화책을 참고하

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유의

미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측정이 목적이 아니라 비유

의미를 아동이 스스로 인식하여 적절한 단어를 선택

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비교적 쉽

고 명확한 수준에서 은유문장 ‘A는 B이다’의 A가 검

사문항 보기에 제시된 단어(B)와 비유적 의미, 사전적 

의미 및 관련 없는 의미가 명확하도록 각 보기 문항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보기문항에서 선택된 단어들은 

아동에게 친숙하도록 대부분 김광해(2003)의 1∼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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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단어 중에서 선택되었고 일부(게임, 악몽, 꿀물)

는 3∼4등급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모든 단어들은 각 

보기문항에 한 번 씩만 사용되었다. 

검사도구의 초기 제작 과정에서 언어병리전공 대

학원생 24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오답의 비율이 

20%이상으로 나타나는 문항을 제외하거나 보기문항

을 수정하면서 문항을 제작해 나갔다. 이후 수정된 문

항에 대해 본 연구대상 아동의 최고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3개 반 총 1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담임선생

님을 통하여 집단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30%이상에서 오답이 나타나는 문항을 

제외하거나 보기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 새로 수정

한 문항을 포함하여 52개의 문항을 1∼3학년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수행 상의 

어려움이나 지시문의 내용, 수행 시간을 확인하였다. 

이 때 오답율이 높았던 문항을 제외하고 아동이 단어

의 뜻을 물어본 보기 문항의 단어를 수정하여 48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다.  검사도구의 타당도

유형 분류에 대한 일치도 및 보기문항에 대한 5점 

척도로 검사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구하였다. 시각적, 

속성적, 심리적 비유의 유형을 구분한 것에 대한 타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 언어병리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1급 언어치료사 3인에게 모든 비유유형 각각을 독립

적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치도는 약 

90.12%이었다.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연구

자의 설명과 논의를 통해 본 연구 과제의 유형 분리에 

합치된 의견을 보였다. 보기문항 각각에 대한 5점(0∼

4) 척도의 평균은 약 3.7점으로 나타났다. 

3. 실험절차

모든 아동은 분리된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과

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아래와 같은 공

통된 지시문을 말해 주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수수께끼 같은 말놀이를 해

보자. 자 선생님이 ～에게 문장을 들려줄 거야. 그런

데 그 문장의 끝은 비어 있어서 ～가 생각했을 때 가

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연습문제를 해 

볼까? ‘구불구불한 강은 ___이다(같다)’라는 문장에서 

빈칸에 어울리는(～같은) 단어를 1) 물고기 2) 뱀 3) 

모자 중에서 고르는 거야. 구불구불한 강이 무엇과 어

울리는지(같은지) 보기 단어 중에서 골라보는 거야. 

단어를 하나씩 넣어 읽어보면서 생각해보자. 구불구

불한 강은 물고기다(같다). 구불구불한 강은 뱀이다

(같다). 구불구불한 강은 모자다(같다). 어떤 단어가 

가장 구불구불한 강을 가장 잘 나타내었지?(같니?)”

하면서 아동에게 선택을 요구하였다. 아동이 정답을 

말하면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오답을 말하면 “구불구

불한 것을 잘 나타내는(같은) 단어는 뭘까?”하고 재차 

질문을 해서 정답을 유도하고 아동이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정답을 알려주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후 아동에게 남은 두 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하여 

검사의 내용과 실시방법을 잘 이해시킨 후 본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지의 문항과 보기는 검사자가 모두 

보통의 속도와 크기로 읽어주어 아동이 문항을 빠뜨

리거나 먼저 보이는 것을 충동적으로 고르고 뒤의 보

기문항은 읽지 않으려는 경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 또한 아동이 정답을 선택한 즉시 검사자가 검사지

에 체크하여 아동이 답을 표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만약 아동이 반응을 수정

한 경우 마지막 답을 인정하였다.

비유의미인식 검사는 총 48개의 문장이 은유와 직

유과제로 각각 24문항으로 나누어진 (가)형과 (나)형

으로 제작되었다. (가)형에서의 은유문장이 (나)형에

서는 직유문장으로 구성되어 은유, 직유과제에 따른 

난이도 차이를 통제하였다. 또한 연습효과 및 이월효

과(carry over effect)를 줄이기 위해 과제실시 순서

를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시켜 은유→직유과

제와 직유→은유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4가지 유형의 과제는 각 집단 별로 모든 아동에게 골

고루 실시되도록 조절하였다. 

4. 자료 분석

각 문항 당 비유적 의미의 정답에 대해 1점을 주어 

각 과제 조건별 세 가지 비유유형 당 8점씩, 은유, 직유

과제조건 당 24점이 되어 총 48점 만점으로 채점하였

다. 이 점수들을 기초로 하여 집단(3) ×과제조건(2) ×

비유유형(3)의 삼요인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과제조건과 비유유형은 반복측정 되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307-320

312

집단

은유 직유 총

시각 속성 심리 합계 시각 속성 심리 합계 
평균

(SD)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일반아동 

(n = 19)

6.84

(1.167)

6.89

(1.329)

6.47

(1.467)

20.21

(3.310)

7.32

(1.003)

7.26

(.806)

7.05 

(.970)

21.63

(2.216)

41.84 

(5.263)

단순ADHD아동

(n = 15)

5.80

(1.935)

6.73

(1.935)

6.00

(1.648)

18.53

(3.998)

5.87

(1.685)

6.80

(1.320)

5.47

(1.302)

18.13

(3.248)

36.67 

(6.433)

ADHD + LI아동 

(n = 13)

3.15

(1.068)

3.00

(1.472)

2.54

(1.050)

8.69

(2.418)

4.00

(1.354)

4.46

(1.391)

3.15

(1.068)

11.15

(3.105)

19.85 

(4.413)

체 평균
5.49

(2.073)

5.77

(2.289)

5.23

(2.199)

16.49

(5.912)

5.94

(1.893)

6.34

(1.646)

5.34

(2.270)

17.62

(5.118)

34.12

(10.622)

<표- 3> 세 아동 집단의 유형 별 비유의미 인식 능력에 한 기술 통계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비유의미 인식 

비유의미 인식 과제에서 나타난 세 아동 집단의 과제

조건(은유/직유) 및 비유유형(시각/속성/심리)별 수행 

점수와 전체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3>과 같다.

아동들이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집단과 과제조건 

및 비유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집단과 조건 및 

집단과 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 4>와 같다. 

<표-4> 집단과 과제조건  비유유형에 따른 비유의미 
인식 능력에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집단 간

집단 649.185  2 324.592 65.065 <.001

오차 214.467 44 734.40

집단 내

과제조건 10.302  1 10.302  7.243  .010

과제조건×집단 9.962  2 4.981  3.502  .039

오차(과제) 62.577 44 1.422

유형 31.097  2 15.548 12.516 <.001

유형×집단 13.327  4 3.332  2.682  .037

오차(유형) 109.318 88 1.242

과제×유형 3.864  2 1.932  2.088  .130

과제×유형×집단 4.823  4 1.206  1.303  .275

오차(과제×유형) 81.425 88 .925

이에 따르면 집단(F(2, 44) = 62.065, p < .001), 과제

조건(F(1, 44) = 7.243, p = .010) 및 비유유형의 주효과

(F(2, 88) = 12.516, p< .001)가 발견되었다. 또한 집단

과 과제조건(F(2, 44) = 3.502, p = .039), 집단과 비유유

형(F(4, 86) = 2.682, p = .037)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과 과

제조건 및 비유유형의 삼요인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

지 않았다.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집단 간 수행 차이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것이 어떤 집단 간의 차

이에 기인한 것인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5> 집단 간 비유 의미인식 능력에 한 사후검정 
결과

집단 평균차 표 오차 p

일반아동 - 단순ADHD .86 .314   .031

일반아동 - ADHD+LI 3.67 .328 < .001

단순ADHD아동 - ADHD+LI 2.800 .345 < .001

이 결과에 의하면 비유의미 인식과제에서 일반아

동과 단순 ADHD아동 간, 일반아동과 ADHD+LI아

동 간, 단순 ADHD아동과 ADHD+ LI아동 간, 모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수행 차이가 발견되었다. 

2. 과제조건에 따른 비유의미 인식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과제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발견됨에 따라 은유, 직유 두 과제조건에 대한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은유문장에 비해 직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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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아동의 수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 .010). 

또한 집단과 과제조건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됨에 따

라 아동 집단 간에 두 과제조건에 따른 비유의미 인식

에 있어 다른 수행을 보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어느 집단의 수행이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유발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아동(F(1, 44) = 8.813, p = .009)과 ADHD

+ LI아동(F(1, 12) = 6.789, p = .023)은 두 과제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수행차이가 나타났지만 단순 ADHD

아동에게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

한 과제조건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를 한 눈에 알아

보기 위하여 <그림 - 1>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1> 과제조건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

3. 비유유형에 따른 비유의미 인식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세 가지 비유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어떤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로 조정한 다중비교 결과, 아동들이 비유 

의미를 인식하는데 속성적, 시각적, 심리적 비유유형 

순으로 수행이 높았다. 시각과 심리적 비유 간(p =

.015), 속성과 심리적 비유 간 유의미한 수행 차이가 

나타났다(p< .001). 그러나 시각과 속성적 비유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한 은유유형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됨에 따라 

각 아동집단 내에서 이러한 은유유형에 따른 수행차

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

과 분석과 집단 별로 비유유형별 대응비교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ADHD아동(F(2, 14) = 5.824, p = .008)과  

ADHD+ LI아동(F(2, 12) = 6.053, p = .007)은 시각, 속

성, 심리의 비유 유형에 따라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일반

아동은 비유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DHD아동은 속성>시각 =심리 순으로, ADHD +

LI아동은 속성 = 시각> 심리 순으로 수행이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간 비유 유형에 따른 수행차이로 

인해 집단과 비유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것임

을 알 수 있다. 집단과 비유유형의 상호작용효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 2>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2> 집단과 비유유형의 상호작용효과 

4. 비유의미 인식에 대한 오류 경향

세 집단의 아동들이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있어

서 사전적 의미 및 엉뚱한 의미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

의 경향과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별로 비유의미 

정답 문항, 사전적 의미 오류 문항, 엉뚱한 의미의 오

류 문항의 선택 빈도의 평균을 측정하여 아래 <그림-

3>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3> 집단 별 비유의미 인식과제의 

보기문항 선택 경향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아동과 

단순 ADHD아동은 비유의미, 사전적 의미, 엉뚱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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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순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유사한 경향과 패턴을 보

였다. 그런데 ADHD+LI아동은 다른 두 집단의 아동

들과 달리 정답인 비유의미보다 오답인 사전적 의미

를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DHD아동이 비유적 의미관계가 

형성되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비유 문장을 완성

하는 능력을 은유와 직유의 과제조건과 세 가지 비유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아동, 단순 

ADHD아동, ADHD+LI아동 순으로 과제 수행이 높

았다. 과제조건의 비교에서 일반아동과 ADHD+LI아

동은 은유에 비해 직유문장에서 수행이 높았으나 단

순 ADHD아동은 과제 조건에 따른 수행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시각, 속성, 심리적 비유 유형에 따

라 세 아동 집단 별로 다소 다른 수행을 보였다. 일반

아동은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비유 유형에 따른 수

행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두 ADHD아동들은 그

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ADHD아동의 저조한 비유 언어 과제수행에 대해

서는 비유적 의미처리과정 및 비유의미 이해의 관련 

요인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는 의미적 특

성 및 개념에 대한 언어지식, 유추와 같은 인지능력과 

메타언어능력 등이 포함된다(Nippold, 2007). 은유이

해 과정에 대한 이론 중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에 따르면, 비유적 의미처리과정은 주어진 문

장을 먼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 후 문맥에 적절하지 

않으면 사전적 의미를 억제하고 은유의미를 활성화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Pynte et al., 1996). 이 과정

에서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화

자가 의도한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야 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본 연구 과제와 관련

지어 보면, 아동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

진 문장의 비유적 표현과 관련된 핵심단어에 먼저 주

목하고, 보기 문항의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의

미들을 분석하여 사전적 의미를 억제하고 비유적 유사

성이 형성되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ADHD

아동의 수행이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 아동들이 비유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

거나 먼저 활성화된 사전적인 의미를 억제하지 못하

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DHD아동의 저조한 수행에 

대한 또 다른 설명 가능한 원인으로는 두 단어 간의 

유사성에 대한 유추능력의 부족이다. 이는 은유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 간의 공유하는 특성을 유추

해내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Nippold & Fey, 

1983). 이러한 비유의미를 이루는 의미적 유사성을 유

추하기 위해서는 어휘지식과 함께 어휘에서 형성되는 

개념과 그와 관련된 세상사 지식이 요구된다(Norbury, 

2005). 즉, 특정 개념의 유사성이 아동이 알고 있는 

세상사 지식과 연결되었을 때 비유의미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집단의 

ADHD아동이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저조한 수행을 

보인 결과는 특정 개념과 관련된 세상사 지식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처리 과정에서는 과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사항에 

대한 주목, 분석, 선택의 과정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메

타언어인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ADHD아동의 메타

언어적 과제 수행의 어려움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DHD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비유

의미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난 결과는 ADHD아동이 

관용어 이해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들(김현진, 

2008; Crespo et al.,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입이 

무겁다’와 같은 관용어의 이해에도 비유의미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이 아동들이 사전적 의미 이외의 비유적 의미를 파악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

려움은 보기 문항의 선택 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두 ADHD집단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사전적 

의미와 엉뚱한 의미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

다. 특히 ADHD+ LI아동은 비유의미의 정답보다도 

사전적 의미의 오답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것은 ADHD+LI아동들이 다른 두 집단의 아동

들에 비해 비유의미 인식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이렇게 ADHD+ LI아동의 비

유의미 인식능력이 가장 저조했던 점은 사전적 의미

의 선호와 함께 제한된 언어능력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언어장애아

동이 비유의미를 형성하는 구(phrase)의 쌍을 찾는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였고(Highnam, Wegmann & 

Woods, 1999), 단순언어장애아동이나 학령전기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보였던 학습장애아동들도 은유이

해에 어려움을 보였다는 보고(홍윤희, 2001; Lee & 

Kamhi, 1990)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아

동들의 지능이 일반아동이나 단순 ADHD아동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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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저조하였던 점이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은유와 직유의 과제 조건에 따라서 일반아동과 

ADHD+LI아동은 다른 수행을 보였다. 즉, 은유과제

에 비해 직유과제의 수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직유문장의 ‘∼같다’는 문장구조와 의미가 하나의 단

서로 작용하여 아동들의 비유의미 인식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언어장애아동이나 

초기 학령기 아동들이 직유과제에서 수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Norbury, 2005; Seidenberg & Bernstein, 

1986). 그런데 단순 ADHD아동에게서는 이러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은 일반아동

이나 ADHD+ LI아동들과 달리 단순 ADHD아동은 

직유문장의 ‘∼같다’를 단서로 잘 활용하지 못한 것으

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단에 따른 다소 

다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아동들의 수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ADHD + LI아동은 조건별로 24점 만점에

서 은유 약 8.7점과 직유 11.2점으로 두 과제 간에 약 

2.5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아동은 이에 비

해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보였음에도 단 1.4점의 차이

로도 유의미한 수행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아마도 

두 과제조건에서 한 두 문항정도의 적은 점수 차이지

만 일반아동 집단 내에서 그러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ADHD

아동은 평균적으로 두 과제조건의 수행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아동집단 내에서 두 과제조건 

간 수행 차이의 경향이 불규칙하였으며 두 과제조건 

각각에서도 다른 아동들에 비해 표준편차가 컸던 것

이 과제조건에 따른 수행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원

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두 ADHD아동은 시각, 속성, 심리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비유의미 인식능력에 차이가 있

었으나 일반아동에게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일반아동의 수행 점수

를 살펴보면, 일반아동은 유형 당 문항 수가 16개인 

본 과제에서 평균 14점 정도의 수행력을 보였다. 이러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일반아동에게는 과제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비유유형의 차이가 과제 수행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아동

에 비해 수행이 저조했던 단순 ADHD아동은 속성에 

대한 비유의미 인식점수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았

을 뿐 아니라 일반아동과 수행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 본 연구의 속성적 비유는 ‘A는 B이다’의 A와 B의 

두 영역 간의 기능, 상태, 물리적 속성의 유사성에 기

초하였다. 단순 ADHD아동이 속성적 비유유형에서 

수행이 높았던 점은 아마도 기능이나 속성에 기초한 

유사성의 비유의미가 시각이나 심리적 유사성의 비유

의미보다 그 의미관계가 분명하고 아동에게 익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비유 언어를 이해하는데 

비유관계의 의미적 투명성이나 친숙한 정도가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관련 있다(Cacciari & 

Levorato, 1998). 이러한 경향은 단어정의하기 연구

에서 아동들이 기능에 대한 정의하기를 많이 하였다

는 보고(박경애․김영태, 2000)와, 단어유추 연구에

서도 기능에 대한 유추능력이 높았다는 보고(정미란, 

2009)와도 관련 있을 수 있다. 반면 아동들은 전반적으

로 심리적 비유의 수행이 저조하였다. 특히 ADHD+

LI아동은 심리적 비유의 수행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저

조하였다. 이것은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홍윤희, 2001)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

다. 단순 ADHD아동도 심리적 비유의 수행이 속성적 

비유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로 보았을 때 아마도 아동들에게 구체적 대상에 대한 

비유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비유가 더 어려웠

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보고되었다(변윤희․최경숙, 2000). 

그런데 단순 ADHD아동이 다른 두 집단의 아동들과 

달리 비교적 의미적 투명성이나 친숙도가 비교적 높

은 시각적 비유유형에서 심리적 유형만큼 수행이 낮

았다. 이것은 선택과제인 본 연구 과제의 특성과 단순 

ADHD아동의 충동적인 성향이 함께 작용한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시

각적 의미가 다른 유형보다도 사전적 관련의미를 더 

쉽게 활성화시켜 충동적인 단순 ADHD아동의 비유

의미 인식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ADHD아동의 비유의미 인식능력을 조

사하기 위해 과제조건과 비유유형에 따른 수행차이를 

ADHD+ LI아동 및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

다. ADHD + LI아동뿐 아니라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정상범위인 단순 ADHD아동들이 비유의미 인식에 

어려움을 보인 결과는 비유 언어의 이해뿐 아니라 비

유 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화용적 어려움

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령기 ADHD

아동의 언어 평가와 중재에는 비유 언어능력에 대한 항

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순 ADHD

아동과 ADHD+LI아동은 과제조건과 비유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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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적인 차이뿐 아니라 다소 다른 수행 경향을 보였

다. 단순 ADHD아동은 일반아동이나 언어장애아동

이 보인 경향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고 ADHD+LI아

동들은 기존의 언어장애아동들이 보인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수행을 보였다. 그렇다면 단순 ADHD아동의 

비유의미 인식에 대한 저조한 수행은 ADHD의 특성

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ADHD+ LI아동의 수행

은 저조한 언어능력에 더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DHD가 없는 언어장애아동

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직접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언어지체 동반 여부에 따라 ADHD아

동이 비유의미를 인식하는데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 

점은 비유 언어능력의 평가와 중재에 서로 다른 목표

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ADHD+ LI아동들의 지능이 낮았던 점이 과제 수행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

한 제한점을 잘 통제한다면 언어지체 동반여부에 따

른 ADHD아동의 언어특성에 대한 조사는 이 아동들

의 언어평가와 중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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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re-
hension of figurative mean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s 
(ADHD). Methods: Fifteen ADHD children without language impairment (ADHD only), 
13 ADHD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ADHD+LI) and 19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47 children were elementary school first to third 
graders. In the figurative sentence completion task, the children listened to a list of meta-
phoric (simile) sentences with a blank. The children were asked to choose the word which 
produced the most appropriate figurative connection from three words, one figurative, 
one literal, and one irrelevant to the context, for each metaphoric (simile) sentence. The 
figurative meaning included three types of similarities, a visible similarity, an attributive 
similarity and a psychological similarity. Results: A mixed ANOVA of group (3) x condition
(2) x type (3) revealed significant main effects of group, condition and type and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group and condition and group and type. The total number of 
correct figurative response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ADHD children with or 
without language impairment compared to that of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n 
particular, ADHD+LI children tended to interpret the figurative meaning literally. Discus-
sion & Conclusion: The ADHD children appeared to experience difficulty with figurative 
meaning comprehension. The results are further discussed regarding figurative meaning 
processing, word and word knowledge, analogical inference and metalinguistic skill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307-320)

Key Word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comprehension of figurative
meaning, metaphor, si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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