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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언어검사 도구 개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심으로

이윤경§

(한림 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윤경. 학령기 언어검사 도구 개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 2007, 

제12권, 제4호, 569-586. 배경  목 :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한 검사를 개발

하고 그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는데 목 을 두었다. 방법: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

학교 1～6학년 학생 178명을 상으로 하 다. 검사도구는 학령기 언어발달에 한 선행연구와 검

사도구들을 참조하여 의미(동의어  반의어, 상 어 말하기), 문법(복문만들기, 문법오류 단하

기), 그리고 화용․담화(단락듣고 이해하기)의 5개의 하 검사로 나 어 문항을 제작하 다. 개발

한 검사는 문항반응이론에 기 하여 변별도와 난이도를 산출하고 그에 기 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

하 다. 선정된 문항에 해 하 검사간 상 분석과 K-WISC-III 언어성검사 결과와의 상 분석

을 통해 각각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검정하 으며, ANOVA로 학년에 따른 아동들의 수행차

이를 검정한 후 사후검정을 통해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신뢰도는 Chronbach’s 를 통해 문항

내 일치도를 측정하 다. 결과: (1) 하 검사간 상 분석 결과, 문법 단을 제외한 모든 하 검사

가 체 수와 r =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 을 보 으며, 문법 단도 r = .65로 높은 상 을 보

다. (2) K-WISC-III 언어성 체 수와 학령기언어검사 체 수의 상 이 r = .909로 매우 높은 

상 을 보 으며, 다른 하 검사도 r = .70 이상으로 K-WISC-III의 언어성검사와 높은 상 을 나

타내었다. (3) 언어 체 수는 물론 모든 하 검사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다. 

(4) 문항내 일치도는 언어 체 수는 .98로 매우 높았으며, 다른 하 검사도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내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논의  결론: 본 논문을 개발된 검사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다. 개발된 검사의 장 과 추후 검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논의하 다.

핵심어: 학령기 언어검사, 동의어, 반의어, 복문산출, 문법오류 단, 단락듣기, 타당도, 신뢰도

Ⅰ. 서 론 

학령기 언어장애는 말 그 로 학령기에 어든 언어장애아동들을 말한다. Haynes & Pindzola

(2004)는 학령기 언어장애에는 학령 기부터 언어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을 비롯하여, 학습이나 읽기

장애를 가진 아동들 학습이나 읽기장애가 명백하지 않지만 학습에 부진을 보이는 아동들 모두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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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 언어장애의 “ 험군(at-risk)” 아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그리고 학령 기에 언어

장애로 진단된 아동들 부분이 학령기에 어들어서도 지속 으로 언어 는 언어학습문제를 보인

다고 보고한 연구들(Aram & Nation, 1980; Bashir et al., 1983; Johnson et al., 1999)과 학습  읽기

장애 학생들의 상당수 역시 과거는 물론 재까지도 언어 역에서 문제를 동반하며(Maxwell & 

Wallach, 1984), 학습부진을 보이는 아동들  약 50% 이상이 언어문제를 동반한다(Simms-Hill & 

Haynes, 1992; Simon, 1989)고 보고한 연구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 다(Haynes & Pindzola, 2004). 

이처럼 이미 학령 기에 언어장애로 별된 아동들은 물론 학령기에 학습장애를 갖거나 는 학습부

진을 보이는 아동들을 모두 학령기 언어장애의 험군으로 볼 때, 이 아동들 에서 실제 언어장애를 

갖는 아동들을 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교육  임상 장에서 차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 이 높아짐에 따라 학령기 아동들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에 한 평가  치

료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이윤경, 2006). 더욱이 최근 장애아동에 한 특수교

육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언어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령기 언어장애 진단 

요구는 차 확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시 하다 할 수 있다. 

학령기 언어검사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별하는 것을 일차 인 목표로 한다는 에서

는 학령 기 언어검사의 목 과 동일하다. 하지만 학령 기에는 아동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구어의사소통 능력을 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학령기는 “학습을 한 언어(language for learning)” 

(Paul, 2007)라고 명명될 정도로 학령 기와는 달리 학업 인 기능들을 요하게 간주한다. 따라서 

언어평가에서도 학령 기와는 달리 교육과정에 기 한 평가가 강조된다(Gleason, 2005; Nelson, 

1994; Paul, 2003, 2007). 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실제 인 구어 기능은 물론 언어학습에 

기 가 되는 메타언어(matalinguistic) 능력이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Butler, 1999; Ely, 2005; 

van Kleeck, 1994; Westby, 1998).

한 학령기 아동들은 발달 인 측면에서도 학령 기와 비교하 을 때 언어 역별로 많은 차

이를 보인다. 먼  의미 역에서는 어휘의 양 인 측면이 주로 고려되는 학령 기에 비해 학령기에

는 이미 습득한 어휘들을 서로 연 지어 가면서 의미를 보다 넓고 깊게 확장해 나가게 된다. 동의어, 

반의어, 상 어, 은유나 비유와 같은 함축  표 들을 이해하고 표 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어휘를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정의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낱말찾기(word-finding)를 할 수 있게 

된다(김정미, 2005; 배소 , 2005; Gleason, 2005; Long, 2005; Paul, 2003, 2007). 문법 인 면에서는 

학령기에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구문을 보다 극 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단문에 비해 복문의 

사용빈도가 증가하며, 그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구나 이 사용되게 된다(Gleason, 2005; Paul, 

2003, 2007). 한 복문 산출 시 요구되는 형태소 즉, 우리말의 경우에는 연결어미나 형형 어미 활

용이 두드러지게 된다(김정미, 2005; 배소 , 2005). 화용  담화 측면에서는 학령기에는 언어사용 

환경이 학교 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고, 화주제도 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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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벗어난 탈문맥 인(decontextualized) 이야기나 주제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Gleason, 2005; 

Paul, 2003, 2007). 한 이야기나 화와 같은 담화기술들이 더욱 더 요하게 간주된다(Scott, 1994; 

Silliman & Wilkinson, 1994). 학령기 언어검사는 이러한 학령기의 언어발달 특성을 검사내용에 반

하여야만 한다. 

평가 차 인 측면에서도 학령기와 학령 기는 차이가 있다. 학령 기의 아동들의 경우 부

분 실물 는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행동수행을 주요 반응양식으로 활용한다( : 

PRES(김 태, 2000), 그림어휘력검사(김명태 외, 1995) 등). 반면, 학령기의 경우에는 실물이나 그림

자료 없이 언어  자료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보편 이다. 미국에서 학령기아동들 언어평가에 사

용되는 TOLD-I (Test of Language Development: Intermediate; Hammill & Newcomer, 1997)나 

CELF-4 (Clinical Evaluation of Language Fundamentals; Semel, Wiig & Secord, 2003), 는 

WLPB-R (Woodcock Language Proficiency Battery-Revised; Woodcock, 1991) 등의 학령기 은 

주어진 낱말 는 문장으로 한 문장 만들기(word ordering, formulated sentences, sentence 

combining), 문법의 성 단하기(grammatic comprehension), 제시된 어휘의 상 어나 동의/반의

어 이해/표 하기(generals, word classes 2, oral vocabulary), 단락 듣고 이해하기(listening 

comprehension, understanding spoken paragraphs), 문장회상하기(memory for sentences, recalling 

sentences)( 호 안에 제시된 내용은 각 검사의 하 검사 명칭임) 등의 검사들에서 부분 언어자료

만을 통해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한다. 

재 우리나라에는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을 해 개발되어 있는 언어평가도구는 등학교 

1～2학년생까지 어휘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와 구문의미이해력검

사(배소  외, 2004), 언어문제해결력검사(배소 ․임선숙․이지희, 2000)가 있다. 이  구문의미이

해력검사는 등학교 3학년(9세)까지의 문장이해능력을 심으로 평가하며, 언어문제해결력검사는 

문제해결력을 기 로 한 언어표 능력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반 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좀 더 포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시 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반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검사도구 개발을 목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먼  학령기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검사  평가 자료들을 기 로 문항을 개발하고, 아

동들을 상으로 실시된 검사자료를 문항반응이론에 기 하여 분석하여 변별도 높은 문항을 선별하

다. 그리고 선별된 문항에 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 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검사 개발

을 추후 표 화검사도구 개발의 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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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등학교 5곳과 종합복지  5곳에서 표집한 등학교 1학년부터 6학

년 아동 178명을 상으로 하 다. 상아동들은 (1) 부모나 교사로부터 언어발달은 물론 인지나 사

회성, 운동기능 등의 발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된 아동 에서, (2) K-WISC-III(곽 주․박혜원․

김청택, 2001)의 언어성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언어성 지능지수가 평균 이상(IQ 80이상)인 아동들

로 하 다. 상아동 분포는 <표 - 1>과 같다.

<표- 1> 상아동의 분포

사례수
생활연령(개월) 언어성 지능지수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학년 30  87.27 ±  5.61 94.00 ± 10.63

2학년 32 101.25 ±  5.13 95.31 ±  8.11

3학년 26 110.38 ±  5.03 94.68 ± 15.94

4학년 25 125.68 ±  4.14 97.68 ± 11.38

5학년 35 138.31 ±  4.42 96.54 ± 13.45

6학년 30 149.53 ±  4.64 99.03 ±  8.46

체 178 119.59 ± 23.08 96.32 ± 11.32

2. 연구 도구

가. 학령기 언어검사

(1) 문항개발

학령기 언어검사는 학령기 아동의 언어발달(김정미, 2005; 배소 , 2005, 이윤경, 2005; Gleason, 

2005; Paul, 2003, 2007; Wallach & Butler, 1984, 1994)과 평가에 한 문헌(Hynes & Pinzola, 2004; 

Paul, 2003, 2007),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어휘  교과내용과 련된 자료들(문화 부, 1999; 박 숙, 

2003; 이응백, 1989; 이충우, 1994; 각종 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령기 아

동들을 상으로 표 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언어검사인 CELF-4 , TOLD-I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

하 다. 제작된 검사의 구체 인 내용은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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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개발된 검사의 구성  내용

소검사
문항

수
검사내용  차 문항의 참고한 검사

의

미

상 어

표 하기
40

기본수 (basic level)에 속하는 어

휘 세 개를 들려주고 그 세 어휘를 

포함하는 상 개념어(superordinate)

를 표 하도록 요구한다. 낱말의 표

  이해를 평가한다.

1: 꽃, 나무, 풀→식물 

2: 세모, 네모, 동그라미→도형 

TOLD-I

CELF-4

※TOLD-I

를 주로 참고

동의어/

반의어 

말하기

59

(30/

29)

어휘를 들려  후 제시한 어휘의 동

의어 는 반의어를 표 하도록 요

구한다. 낱말 구조화  표  능력을 

평가한다. 

1: 아우→동생(동의어)

2: 질문→ 답(반의어)
WLPB-R

문

법

문법오류

단하기
40

문장을 들려  후 제시한 문장의 오

류 여부를 단하게 하고, 틀린 부분

을 수정하게 한다. 격조사, 시제, 연

결어미, 존 어, 피동/사동형어미, 연

결어미 오류 문장 포함하 으며, 아

동들의 문법이해  표  능력을 평

가한다. 

1: 형이 동생을 자꾸 울었다

→...울렸다.

2: 사과는 맛있어서 배는 맛이 없

다.→ ...맛있지만...

TOLD-I

복문

만들기
54

2～4개의 문장을 들려  후 제시한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재구성하

여 표 하도록 요구한다. 제시한 문

장들을 그 의미에 기 하여 등  

는 종속 로 연결된 복문으로 연

결하여 산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

졌다→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

졌다.

2: 엄마가 인형을 사줬다. 그 인형

은 작다. 그 인형은 귀엽다. 그 인형

을 잃어버렸다→엄마가 사  작고 

귀여운 인형을 잃어버렸다. 

TOLD-I

CELF-4

※TOLD-I

를 주로 참고

화

용

담

화

단락 

듣고 

이해하기

48 

5～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덩이

을 녹음된 테이 로 들려  후, 각 덩

이 과 련된 질문에 답하게 한

다. 질문은 사실  질문과 추론  질

문으로 구성하 으며, 검사자가 아

동에게 직  제시한다. 

총 8개 단락으로 구성하 으며 각 

단락별로 6개의 이해 문항이 제시

하 다. 

CELF-4

WLPB-R

※CELF-4

를 주로 참고

 

(2) 문항선정

수집된 자료는 문항반응이론에 기 하여 문항을 분석하는 로그램인 Bayesian(성태제, 2001)

을 이용하여 문항변별도와 난이도를 측정하 다. 문항선정을 한 통계에서는 상아동  3학년에

서 5명, 4, 5학년에서 각각 1명씩을 제외한 171명의 아동자료만을 사용하 다. 문항변별도는 총 과

의 상 계수로 측정하며 .30 이상인 문항을 변별도가 있는 문항으로 간주한다(성태제, 2001). 변별도

가 높은 문항 에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종 문항을 선별하 으며, 난이도가 낮은 문항부터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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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배치하 다. 하 검사별 최종 선택된 문항의 빈도(문항수)와 변별도  난이도의 기술통계치는 

<표 - 3>과 같다. 하 검사 모두 변별도 평균이 .4 이상으로 높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다. 

<표- 3> 최종 선정된 문항들의 변별도  난이도의 평균과 표 편차

하 검사 문항수
변별도 난이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상 어 표 하기 30 .52 ± 9.829E-02 .48 ± .23

동의어/반의어 

말하기

동의어 25 .51 ±  .10 .35 ± .17

반의어 25 .53 ±  .12 .54 ± .24

문법오류 단하기 25 .42 ± 8.268E-02 .60 ± .19

복문만들기 30 .47 ± 7.536E-02 .57 ± .21

단락 듣고 이해하기 48 .50 ±  .18 .50 ± .27

나. K-WISC-III 언어성검사(곽 주‧박혜원‧김청택, 2001)

개발된 검사의 공인타당도 검정을 해 K-WISC-III 언어성검사를 사용하 다. K-WISC-III는 

6세～16;11세의 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검사로, 이  언어성검사는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숫자의 6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성검사의 모든 소검사는 구어로 검사한다. 

공인타당도 검정을 해 K-WISC-III 언어성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검사  본 연구의 상인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제한된 반면, K-WISC-III

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의 상아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을 한 가지 검

사가 아니라 여러 하 검사로 측정하기 때문이었다. 

3. 자료수집 차

검사는 언어병리학을 공하고 있는 학원생  학부생들이 실시하 다. 검사 실시 에 검

사자들에게 검사의 내용과 실시 차에 해 훈련하 다. 검사장소는 각 등학교  복지  등 아동

이 교육받는 장소에서 상담실이나 과학실, 는 방과 후의 빈 교실 등을 이용하 으며, 검사자와 아

동이 일 일로 검사를 실시하 다. 각 아동들에게는 K-WISC-III의 언어성 검사와 학령기 언어검사

를 무작  순서로 실시하 으며, 검사 사이에 휴식 시간을 주거나 검사를 이틀에 나 어 실시하여 

장시간의 검사가 아동의 피로가 검사수행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 다. 검사결과는 검사를 실시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록하 으며, 검사 후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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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통계처리

모든 검사는 맞으면 1 , 틀리면 0 으로 측정하 다. 아동들의 응답  연구자가 미리 제시한 

기 과는 다르나 수용가능 한 응답에 해서는 언어병리학 공 학원생 3명과 논의하여 채  기

을 마련한 후 채 하 다. 

측정된 결과는 먼  하 검사 별로 맞은 수를 합하여 하 검사 수를 산출하 고, 하 검사 

수를 모두 합하여 체 수를 산출하 다. 

5. 타당도  신뢰도

먼  타당도의 경우 (1) 학령기 언어검사의 체 수와 각 하 수와의 상   하 수간

의 상 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정하 으며, (2) 학령기 언어검사와 K-WISC-III의 언어성 검

사의 체 수  하 검사 간 상 분석을 통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정하 다. (3) 검사가 아동들의 학

년 집단 간의 차이를 반 하는가를 살펴보기 하여 언어검사 체  하 검사 각각에 해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신뢰도는 Chronbach’s 로 문항의 내 일치도를 통해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타당도 분석

가. 하  검사 간 상 계 

구인타당도를 검정하기 해 학령기 언어검사 체 수와 하 검사 간의 상 계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표- 4> 체 수  하 검사 수들 간의 상 계

 상 어 반의어 동의어 문법 단 복문 단락듣기

반의어 .814***

동의어 .751*** .761***

문법 단 .585*** .626*** .526***

복문 .711*** .742*** .682*** .601***

단락듣기 .747*** .700*** .720*** .450*** .708***

체 .894*** .853*** .896*** .652*** .867*** .892***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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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수와 하 검사간의 상 계수는 문법오류 단하기 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r = .80 이상

으로 매우 높은 상 을 나타내었으며 문법오류 단과제도 r = .652로 높은 상 이 찰되었다. 하

검사 간의 상 도 문법오류 단검사와 일부 검사(상 어, 동의어,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의 사이에서 

보통수 의 상 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 계수가 .60～ .90 사이로 매우 높거나 높은 수

의 상 을 나타내었다. 

나. 공인타당도 검정

공인타당도를 검정하기 하여 학령기 언어검사와 K-WISC-III의 언어성검사와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5> 학령기 언어검사와 K-WISC-III 언어성검사와의 상 계

상 어 반의어 동의어 문법 단 복문 단락이해 언어 체

지능 체 .850*** .816*** .792*** .711*** .753*** .826*** .909***

상식 .775*** .679*** .642*** .563*** .604*** .767*** .785***

공통성 .705*** .674*** .598*** .580*** .565*** .601*** .704***

산수 .711*** .638*** .655*** .592*** .631*** .688*** .748***

어휘 .776*** .739*** .762*** .627*** .650*** .746*** .823***

이해 .679*** .701*** .624*** .651*** .692*** .735*** .789***

숫자 .530*** .578*** .556*** .496*** .592*** .522*** .617***

*** p< .001

학령기 언어검사 체 수와 K-WISC-III 언어성 체 수 간의 상 이 r = .909로 매우 높은 상

을 보 으며, 학령기 언어검사의 다른 하 검사와 K-WISC-III의 체 수 간에도 상 계수가 .70～ 

.90 사이로 매우 높거나 높은 상 을 나타내었다. 한 학령기 언어검사의 하 검사와 K-WISC-III 

언어성검사의 소검사 간에도 숫자 소검사를 제외하고는 r = .60 이상의 높은 상 을 보 다. 특히 

K-WISC-III 언어성검사 에서 언어성지능  체지능과 가장 높은 상 을 보고하는(곽 주․박

혜원․김청택, 2001) 어휘 소검사의 경우 K-WISC-III의 다른 소검사들에 비해 학령기 언어검사의 

모든 하 검사와 특히 높은 상 을 나타내었다. 

다. 생활연령  학년과의 계

학령기 언어검사가 학년 간의 차이를 반 하는가를 살펴보기 하여 체 수  각 하 검사

에 한 ANOVA를 실시하 다. <표 - 6>은 학년별 학령기 언어검사 수행에 한 기술통계 결과이며, 

<표 - 7>은 ANOVA 후 각 학년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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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년에 따른 학령기 언어검사 수행의 기술통계
 

1학년

평균(표 편차)

2학년

평균(표 편차)

3학년

평균(표 편차)

4학년

평균(표 편차)

5학년

평균(표 편차)

6학년

평균(표 편차)

상 어  5.83 (±3.06)  8.77 (±2.84) 13.54 (±5.44)  16.33 (±3.91)  17.57 (±4.82)  18.93 (±3.88)

반의어  6.07 (±4.10)  9.50 (±2.76) 12.15 (±5.06)  16.83 (±2.91)  16.63 (±5.07)  18.00 (±2.84)

동의어  2.27 (±3.00)  3.20 (±3.40)  5.58 (±3.81)   9.88 (±4.45)  10.26 (±5.11)  12.60 (±3.26)

문법 단 11.60 (±4.92) 14.27 (±3.62) 17.15 (±5.08)  17.37 (±3.17)  17.40 (±2.58)  20.33 (±1.95)

복문  9.10 (±5.23) 13.43 (±4.05) 16.19 (±4.96)  20.12 (±5.46)  19.94 (±5.53)  22.97 (±5.09)

단락듣기 11.80 (±3.99) 16.60 (±5.40) 23.27 (±6.30)  27.12 (±9.42)  30.29 (±9.45)  35.00 (±6.40)

총 46.67 (±17.32) 65.77 (±14.31) 87.88 (±22.32) 107.67 (±21.15) 112.09 (±25.64) 127.83 (±12.71)

<표 - 6>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체 수는 물론 각 하 검사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의 수행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로 검정한 결

과, 체 수는 F(5, 174) = 74.107, 상 어 말하기 F(5, 174) = 49.039, 반의어 말하기 F(5, 174) = 43.172, 동의

어 말하기 F(5, 174) = 34.341, 문법오류 단하기 F(5, 174) = 20.082, 복문 만들기 F(5, 174) = 30.051, 단락 듣

고 이해하기 F(5, 174) = 44.849로 모두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집단차를 나타내었다. 

<표 - 7>에 제시된 사후검정 결과, 체 수는 4학년과 5학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른 하 검사들의 경우 학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년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학년에서는 일부 인 학년 간( : 4학년과 5학년 사이, 5학년과 6학년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두 학년 이상에서는 부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7> 학년 간의 차이에 한 사후검정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상 어

2학년 -2.93

3학년  -7.71*  -4.77*

4학년 -10.50
*

 -7.57
*

-2.79

5학년 -11.74*  -8.80*  -4.03* -1.24

6학년 -13.10* -10.17*  -5.39* -2.60 -1.36

반의어

2학년  -3.43
*

3학년  -6.09* -2.65

4학년 -10.77*  -7.33* -4.68*

5학년 -10.56*  -7.13* -4.47* .20

6학년 -11.93*  -8.50* -5.85* -1.1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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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동의어

2학년  -.93

3학년  -3.31
*

-2.38

4학년  -7.61* -6.68* -4.30*

5학년  -7.99* -7.06* -4.68*  -.38

6학년 -10.33* -9.40* -7.02* -2.72 -2.34

문법 단

2학년 -2.67*

3학년 -5.55* -2.89*

4학년 -5.77* -3.11* -.22

5학년 -5.80* -3.13* -.25 -.3

6학년 -8.73* -6.07* -3.18* -2.96* -2.93*

복문

2학년  -4.33*

3학년  -7.09* -2.76

4학년 -11.02* -6.69* -3.93

5학년 -10.84* -6.51*  -3.75* .18

6학년 -13.87* -9.53*  -6.77* -2.84 -3.02

단락듣기

2학년 -4.80

3학년 -11.47* -6.67*

4학년 -15.32* -10.52* -3.86

5학년 -18.49* -13.69  -7.02*  -3.16

6학년 -23.20* -18.40* -11.73*  -7.88*  -4.71

체

2학년 -19.10*

3학년 -41.21* -22.12*

4학년 -61.00* -19.78* -19.78*

5학년 -65.42* -24.20* -24.20* -4.42

6학년 -81.17* -39.95* -39.95* -20.17* -15.75*

* p< .05

2. 신뢰도

검사의 신뢰도는 내 일치도를 측정하는 Chronbach’s a로 측정하 다(<표 - 8> 참조). 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는 문항 하나하나를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들 간의 유사성 혹은 측정의 일

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성태제, 1998). 본 검사의 체 문항의 내 일치도는 .98로 매우 높은 신뢰

도를 보 으며, 소검사별 내 일치도도 .82～ .94로 높은 내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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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선별된 문항의 내 일치도

체 상 어 동의어 반의어 문법 단 복문 단락이해

Chronbach’s a .98 .89 .87 .90 .82 .90 .94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반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고, 개발한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목 으로 하 다. 

첫 번째 문헌연구를 통한 문항개발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검사들을 검토하여 

하 검사 역을 결정하 으며, 각 하 검사별로 최종검사문항의 약 1.2～1.5배수의 문항을 개발하

다. 하 검사 결정 시에는 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검사인 CELF-4 (Semel, Wiig & Secord, 

2003), TOLD-I (Hammill & Newcomer, 1997), WLPB-R (Woodcock, 1991) 검사를 많이 참조하 으

며, 학령기의 경우 ‘학습을 한 언어’가 요해지므로(Gleason, 2005; Haynes & Pindzola, 2004; 

Paul, 2003, 2007; van Kleeck, 1994) 언어학습의 기 가 되는 메타언어인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 다. 각 하 검사, 특히 어휘를 평가하는 상 어, 동의어, 반의어 검사와 단락듣고 이해하기 

검사 문항 제작 시에는 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등학교 어휘연구들(문화 부, 1999; 박 숙, 

2003; 이응백, 1989; 이충우, 1994)을 참조하여 가  등학교 교과과정을 반 (curriculum-based)

할 수 있도록 최 한 고려하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제작된 검사는 총 171명의 아동들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 으며,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문항을 분석한 결과 변별도가 .30 이상인 높은 

문항을 선별한 후, 1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모두 상으로 한다는 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높은 것에

서 낮은 것으로 고르게 선별하여 배치하 다. 

제작된 검사는 학령기 언어검사의 체 수와 각 하 수와의 상   하 수간의 상 분

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정하 으며, 학령기 언어검사와 K-WISC-III의 언어성 검사의 체

수  하 검사간 상 분석을 통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정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가 아동들의 

학년 간의 차이를 반 하는가를 살펴보기 하여 언어검사 체  하 검사 각각에 해 일요인분

산분석 후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먼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검사의 하 검사들이 학령기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내용들로 구성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하여 학령기 언어검사와 체 수와 하 검사간의 상 분석을 통하여 구

인타당도를 검정하 다. 검사 체 수와 하 검사들 간의 상 분석은 구인타당도를 검정하는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다(성태제, 1998). 분석 결과, 학령기 언어검사 체 수와 하 검사 간에는 문법

오류 단하기 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r =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 을 나타내었으며, 문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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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검사도 r = .652로 높은 상 을 나타냈다. 하 검사 간 상 도 문법오류 단검사와 일부 검사(상

어, 동의어,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의 사이에서 각각 r = .585, .526, .450의 보통수 의 상 을 보인 것

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 계수가 .60～ .90 사이로 매우 높거나 높은 수 의 상 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학령기 언어검사가 학령기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다. 

한 학령기 언어검사와 K-WISC-III(곽 주․박혜원․김청택, 2001) 언어성검사와의 상 분

석을 통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정하 다. 공인타당도는 해당 검사 역에서 타당도가 높은 검사와의 수

행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이다(성태제, 1998). 본 연구에서 공인타당도 검정을 

해 지능검사인 K-WISC-III 언어성 검사를 사용한 이유는 재 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언

어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는 유일한 언어문제해결력검사(배소 ․임선숙․이지희, 2000)가 하 검사 

없이 언어문제해결 하나만을 검사하고 있으며, 문제해결과 련된 인지  요인에 따라 수행이 달라

지기 때문에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숫자’ 등 보다 다양한 소검사를 통해 언어능력을 평가하

며,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엄격하게 보고하고 있는 K-WISC-III 언어성검사를 사용하게 되었

다. 분석 결과, 학령기 언어검사 체 수와 K-WISC-III 언어성 체 수 간의 상 이 r = .909로 매

우 높은 상 을 보 으며, 학령기 언어검사의 다른 하 검사와 K-WISC-III의 체 수 간에도 상

계수가 .70～ .90 사이로 매우 높거나 높은 상 을 나타내었다. 한 학령기 언어검사의 하 검사와 

K-WISC-III 언어성검사의 소검사 간에도 숫자 소검사를 제외하고는 r = .60 이상의 높은 상 을 보

다. 특히 K-WISC-III 언어성검사 에서 언어성 지능  체지능과 가장 높은 상 을 보인 어휘 

소검사의 경우(곽 주․박혜원․김청택, 2001), K-WISC-III의 다른 소검사들에 비해 학령기 언어검

사의 모든 하 검사와 특히 높은 상 을 나타냈다. 이처럼 학령기 언어검사가 높은 타당도를 갖추고 

있는 K-WISC-III 언어성검사와 높은 상 을 나타낸 것은 학령기 언어검사 역시 타당도가 높은 검사

임을 나타낸다.

타당도 검정의 마지막 차로, 학년에 따른 수행 차이가 있는가를 ANOVA와 사후검정을 통하

여 검정하 다. 그 결과 체 수에서는 물론 모든 하 검사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사후검정 결과, 체 수는 4학년과 5학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학령기 언어검사의 체 수가 아동들의 학년 차이를 반 해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검사  문법오류 단검사를 제외한 상 어, 동의어, 반의어, 복문 만들기, 그리고 단락 듣고 이해하

기 검사에서는 학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학년의 경우에는 

학년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고학년 상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 하 검사들이 

학년들 사이와 학년  고학년 간의 차이를 잘 반 해 주며, 고학년 간의 차이는 상 으로 민

감하지 못함을 보여 다. 반면, 언어검사 체 수와의 상 이 가장 낮았던 문법오류 단검사는 

학년 간에는 물론 고학년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년 간의 차이를 잘 반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검사의 신뢰도는 내 일치도를 측정하는 Chronbach’s a로 측정하 다. 문항의 내 일 성 신

뢰도는 문항 하나하나를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들 간의 유사성 혹은 측정의 일 성을 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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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성태제, 1998). 언어검사 체 문항의 내 일치도는 .98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 으며, 

소검사별 내 일치도도 .82～ .94로 검사가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신뢰롭고 일 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언어검사가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도

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검사는 의미, 문법, 화용

/담화 등 반 인 언어 역을 포함하 으며, 문법오류 단이나 상 어 말하기 등과 같은 과제를 통

해 학령기 언어에서 강조되는 메타언어능력을 반 하는 검사를 활용하 으며(이윤경, 1996; van 

Kleek, 1994),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언어들을 반 하 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복문 만들기나 문법오류 단, 동의어/반의어  상 어표  검사 모두 

정확한 수행을 해서는 문법과 의미에 한 표 은 물론 이해까지 가능해야 하나, 반응양식이 모두 

표 에 의존하여 아동들이 오류를 보 을 때 주된 문제가 수용언어에서의 문제인지 혹은 표 언어에

서의 문제인지를 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제한 이 있다. 한 화용  담화 역 평가는 단락 듣고 

이해하기 검사만으로 평가하여 담화 인 것에 이 주어져 있으며, 화기술이나 학교에서의 화

규칙과 같은 부분들은 포함하지 못하 다. 추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하 검사들의 개발

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검사가 신뢰도  타당도를 입증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

력을 평가하는데 합하다는 것을 입증하 으나, 아직 표 화된 규 까지는 마련하지 못하여 아동들

의 언어장애 여부를 별하는데 사용하기는 어렵다. 임상 장에서는 물론 연구를 한 목 으로 검

사를 사용하기 하여 표 화된 규 을 마련하기 한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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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es 
of the Language Test for School-age Children1)

Yoonkyoung Lee§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language test for school-age children. Methods: One hundred seventy-eight 
children ranging from grades 1-6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language test was developed to 
assess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mantic, syntactic, morphologic, and pragmatic/discourse 
abilities. The test consisted of six subtests- the test of superordinary words, synonyms, antonyms, 
grammaticality judgment, combining of sentences, and listening comprehension of spoken 
paragraphs. The items of the subtes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indices of discrimination and 
difficulty. A constructive validity through correlations between the total and subtests’ language 
scores and a concurrent validity through correlation between the language test and the K-WISC-III’s
verbal test were measured. ANOVA was adopted to tes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ade 
groups in the total and subtests’ language scores and a reliability was measured by Cronbach’s  
value. Results: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ly 
strong correlations between the total and subtests’ language scores, and among subtest’s language 
scores; (2) The total and subtests’ language test score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verbal test 
of the K-WISC-III; (3) There were significant group (grade) differences in the total and subtests’
language scores and (4) Cronbach’s  value for the total language test score was .98, and a value 
scores of other subtests were above .80. Discussion & Conclusion: These results revealed that the 
language test was reliable and vali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7;12;569-586)

Key words: language test, school-age children, synonym, antonym, sentence comb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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