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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 언어청각장애연구 , 19 9 9 . 제4권 , 15 3- 16 6 . 본 연구에서는 4- 6세의 언어발달

지체 아동 15명,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언어연령을 맞춘 정상 아동 15명, 그리고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생활연령을 맞춘 정상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발화를 분석하여, (1) 네 가지

발화길이 척도(MLUW , MLUM , MSLW , 그리고 MSLM )가 세 집단(언어발달지체 집단, 동일언

어연령 집단, 그리고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2) 각 발화

길이 척도 중에서 두 집단(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

일생활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척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1) 네 가지 발화길이 척도들 모두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2)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네 가지 발화길이 척도 모두가 유의미하였

고, (3)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잘 판별하는데 세 가지 발화길이

척도(MLUW , MLUM , MSLM )가 유의미하였다.

Ⅰ. 서 론

언어장애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언어장애를 분류하고 언어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된다. 아동의 언어발달을 진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

하여 아동의 언어가 같은 연령대 아동의 언어에 비해서 정상 범위에 있는지 또는 지체되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화된 상황에서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만으로는 아

동의 실제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연스런 상황에서 실제로 아동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이

며, 이는 표현언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는 자연스럽고 대표적인 언어표본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선호되

고 있다.

자발화 표본을 정량화 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척도는 발화길이이다. 언어발

달 척도로 사용되는 발화길이는 평균발화길이(MLU : Mean Length of Utterance), 평균구문



길이(MSL: Mean Syntatic Length ), 또는 최장발화길이(UBL: Upper Bound Length ) 등으로

수치화 된다. 우선 MLU는 아동의 각 문장속에 포함된 낱말이나 형태소의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자발적인 발화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언어장애 아동을 진단하거나 연구집단을 설

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의 MLU와 생활연령 간에 높은 상관

관계를 보고하였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상관도가 떨어진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MLU가 4.0이 되는 발달단계까지는 표현언어발달의 지표로서 타당한 척도로 보

고 있으나(Brown , 1973; Owens, 1995), 모든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Klee &

Fitzgerald, 1985; Griffiths, 1974; Cry stal, 1979).

MSL은 한 개의 낱말이나 형태소로 이루어진 발화는 제외하고, 2개 이상의 낱말이나

형태소로 이루어진 발화만을 분석하여 그 발화들에 포함된 낱말의 수나 형태소의 수를 발화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이다. MSL은 Klee and Fitzgerald (1985)에 의해서 제안된 척도

로서 예 나 응과 같은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발화가 MLU에 주는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MSL을 아동 문법발달의 척도로 고찰한 연구들은 4세 이하까지 MSL

이 생활연령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상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로 보았다. 예를 들면, Klee (1992)는 24- 50개월인 24명의 정상 아동과 24명의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정상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를 알

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MSL은 정상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정상

아동은 MSL과 생활연령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r = .71, p < .005)를 나타내었고, 단순언어

장애 아동 또한 MSL과 생활연령 간의 상관관계(r = .90, p < .005)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MSL이 MLU보다 생활연령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나(Klee

& Fitzgerald, 1985), MSL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아동의 발화길이를 측정하는 세 번째 척도인 UBL은 가장 긴 낱말이나 형태소의 길이

를 나타내는 것이다. 2- 6세의 한국 아동들에게 있어서 UBL은 MLU보다는 생활연령과의 상

관도가 떨어진다는 제 2 연구자의 연구결과(1997)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시켰

다. 한국 아동들에 대한 발화길이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특히 이들 발화길이 척

도들이 정상 아동과 언어장애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발화길이 척도(MLUW , MLUM , MSLW , 그리고

MSLM )가 각각이 세 집단(언어발달지체 집단, 동일언어연령 집단, 그리고 동일생활연령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 중 두 집단(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기여도

가 높은 척도는 어느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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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언어발달지체 아동 15명과 정상 아동

30명으로 총 45명이다. 정상 아동 집단은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동일언어연령 집

단)은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언어연령을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다른 한 집단(동일생활연령 집

단)은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생활연령을 4- 6세로 동일하게 맞추었다. 발화길이 척도를 연구한

문헌에 의하면, 각 척도는 아동 언어발달에 민감한 지표로서 생활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

관계를 보고 있다(Miller & Chapman, 1981; De Villier s & De Villier s, 1973; Rondal & Defays,

197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척도들이 정상 아동과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아동의 나이를 2세에서 6세의 취학전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1)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언어임상가(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의 자

격증 소지자)에 의해 언어발달지체 로 진단받고, (2) 생활연령이 4세에서 6세 사이이며, (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김영태, 출판중) 결과 언어연령이 2- 4세에 속하고,

(4) 언어연령과 생활연령의 차가 2세 이하이며, (5)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를 나타내지 않

는 아동으로 하였다.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언어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 즉, 동일언어연령 집단은 (1)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와 한국 덴버발육선별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판명되어

야 하며, (2) 생활연령이 2세에서 4세 사이이고, (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

도에서 언어연령이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며, (4) 부모나 양

육자에 의해 정상 이라고 보고되어야 하고, 또한 (5)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나 행동장애를

나타내지 않는 아동으로 하였다.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생활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 즉, 동일생활연령 집단은 (1)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와 한국 덴버발육선별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판명되어

야 하며, (2) 생활연령이 4세에서 6세 사이이고, (3) 생활연령이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1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아동으로, (4)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 정상이라고 보고되어야 하며,

또한 (5)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나 행동장애를 나타내지 않는 아동으로 하였다.

언어발달지체 집단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상 아동

집단 즉, 동일생활연령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의 성별분포도 남자 11명과 여자 4명으로

하였다. 언어발달지체 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은 5세 5개월(4;4- 6;7)로 동일생활연령 집단과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언어발달지체 집단의 평균 언어연령은 3세 4개월(2;7- 4;4)로 동일언어

연령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네 가지의 놀이자료를 사용하

였다. 네 가지의 놀이자료는 동물놀이, 식탁놀이, 의사놀이, 그리고 목욕놀이이다. 동물놀이와

의사놀이, 목욕놀이는 플라스틱 인형으로 만들어져서 아동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자료이며,

식탁놀이는 찍찍이가 붙어있어 아동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놀이감이다. 아동의 발화수집

시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진행하였으나 아동에 따라 어느 한 가지 주제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체 발화수는 예비검사결과에서 아동의 자율적인 발화를 쉽게 유도한 동

물놀이 주제에서 50 %, 식탁놀이 주제에서 30 %, 그리고 아동의 선호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의

사놀이나 목욕놀이 중에서 20 %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 연구절차

가 . 자료수집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언어치료실 다섯 곳과 각 아동의 집(언어치료실에서 검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에서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검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상 아

동은 서울에 있는 유치원 네 곳에서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생활연령, 언어연령, 그리고 성별

에 맞추어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각 대상아동의 사전검사 후 2주 이내에 1- 3회기에 걸쳐 발화샘플을 수집하였

다. 놀이감 제시순서는 (1) 동물놀이- 식탁놀이- 의사놀이-목욕놀이, (2) 동물놀이-식탁놀이-

목욕놀이- 의사놀이, (3) 식탁놀이- 동물놀이-의사놀이- 목욕놀이, (4) 식탁놀이-동물놀이- 목욕

놀이- 의사놀이의 네 가지 순서를 무작위로 사용하였다.

전 검사과정은 외부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은 녹음기로 녹음했다. 녹음기는 SONY

T CM - 80을 사용하였다.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아동에게 친숙하고 가능한 한 외부소음이 적

은 곳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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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료분석

각 아동의 표기된 발화 가운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다소 부자연스럽거나 아동이 자

발성을 잃은 부분, 아동이 흥미를 잃어 그 대표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제외시켰다. 또한 임상

가 외 다른 사람에 의해 일어난 발화나 반복되는 발화, 불명료하고 불완전한 발화를 제외시

켜 100발화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Stickler , 1987). 각 척도에 따른 발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MLUW (Mean Length of Utterance in Words )와 MLUM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 측정시에는 전체 발화 중 26번째 발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동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명료하고 완전하며 연속된 100발화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MSLW (Mean Syntatic Length in Words ) 측정시에는 앞에서 선정한 100발화 중 2개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명료하고 완전하고 연속된 50발화를 다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MSLM (Mean Syntatic Length in Morphemes ) 측정시에는 앞에서 선정한 100발화 중 2개 이

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명료하고 완전하며 연속된 50발화를 다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발

화의 구분은 제 2 연구자의 이전 연구 (1997)와 Owen s (1995)를 참고로 하여, (1) 문장이 바

뀌거나 (2) 문장보다 작은 단위라 하더라도 두드러진 목소리나 운율의 변화, 침묵, 또는 생각

이나 주제의 변화를 나타내는 쉼쉬기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낱말에 대한 정의는 학자 간에 차이가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에 따르면, 낱말을

자립성, 분절성 및 보편성에 근거하여 분류할 때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예: 조사) 및 준자

립어(예: 의존명사나 보조동사)를 개별적인 낱말로 분류한다. 또한 조사는 어미에 비해서 자

립성이 있는 편이며, 한국어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다루기 때문에 조사

를 한 낱말로 정의한다(이익섭·이상억·채완, 1997).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격조사,

접속조사, 그리고 보조사를 1개의 낱말로 분석하였다(김영태, 1997 참조).

형태소는 한 언어 내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더 분석하면 그 뜻

을 잃어버리는 말을 형태소라고 한다(남기심·고영근, 1985). 본 연구에서는 줄임말일 경우

각 어휘의 개별적인 사용이 관찰되지 않는 한, 그 본디말로 바꾸어 형태소를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발화, 낱말, 그리고 형태소는 제 2 연구자

가 이전 연구(1997)에서 제시한 분석지침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 . 자료평가

각 아동의 발화는 발화를 수집한 후 1- 2일 이내에 표기하였다. 각 발화의 낱말의 수 및



형태소의 수가 결정되면, 각 아동의 평균낱말길이, 평균형태소길이, 낱말에서의 평균구문길이,

그리고 형태소에서의 평균구문길이를 <표 - 1>에 제시한 공식에 맞추어 산출하였다.

4 . 결과분석

네 가지의 발화길이 척도에 따른 세 집단간의 차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One- Way ANOVA )을 시행하였고, Scheffé 사후검정을 통해 특정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판별력이 높은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 sis )을 시행하였다.

<표 - 1> 발화길이 척도의 산출공식

발화길이 척도 산 출 공 식

MLUW 각 발화의 낱말수의 합 ÷ 총 발화의 수 (100)

MLUM 각 발화의 형태소수의 합 ÷ 총 발화의 수 (100)

MSLW
두 개 이상의 낱말로 된 각 발화의 낱말수의 합 ÷

두 개 이상의 낱말로 된 총 발화의 수 (50)

MSLM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된 각 발화의 형태소수의 합 ÷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된 총 발화의 수 (50)

5 . 신뢰도

신뢰도 평가자는 제 1 연구자와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1명으로,

전체발화의 25 %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발화의 구분, 형태소의 수, 그리고 낱말의 수를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그 일치도를 계산함으로써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발화의 구분, 형태소의 수, 그리고 낱말의 수에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은 제 1 연구자와 관

찰자가 일치한 반응의 수를 일치한 반응의 수와 일치하지 않은 반응의 수를 더한 수로 나누

어 100을 곱하였다. 발화에 대한 평가자 간의 일치도는 98 %였고, 형태소 수에 대한 평가자

간의 일치도는 98 %였으며, 낱말 수에 대한 평가자 간의 일치도는 98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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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발화길이 척도에 따른 세 집단의 분산분석

가 . 평균낱말길이

각 발화길이 척도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 2>에 제시하였다. 평균

낱말길이(MLUW ) 척도에 따른 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2 , 42 ) = 27.98, p < .0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들을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

활연령 집단간에, (2) 동일언어연령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었으나,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 2> 발화길이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아동수

척 도

MLUW MLUM MSLW MSLM

M SD M SD M SD M SD

LD
N - LA
N- CA

15
15
15

2.09
2.50
3.42

.31

.65

.50

3.25
4.14
5.66

.63
1.16
.83

2.47
3.07
3.85

1.04
.95
.60

3.79
4.81
6.30

.69

.95

.70

LD: Language Delayed group, N- LA: Normal group with same Language- Age, N- CA: Normal
group with same CA

나 . 평균형태소길이

평균형태소길이(MLUM ) 척도에 따른 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2 , 42 ) = 27.64, p < .001).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들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모든 집단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에, (2)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간에, 그리고 (3) 동일언어연령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 . 낱말에서의 평균구문길이

낱말에서의 평균구문길이(MSLW )척도에 따른 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2 , 42 ) = 9.19, p < .001).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들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연령집단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라 . 형태소에서의 평균구문길이

형태소에서의 평균구문길이(MSLM ) 척도에 따른 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2 , 42 ) = 38.38, p <

.001).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들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모든 집

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에, (2)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간에, 그리고 (3) 동일언어연령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 생활연령에 따른 발화길이 척도의 회귀분석

2- 4세 정상 아동의 발화길이 척도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되므로 연령으로부터

발화길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의 발화길이 척도의 회귀등식은

<표 - 3>에 제시하였다. MLUM 과 MLUW , 그리고 MSLM 과 MSLW 의 연령에 따른 결정계수

(R2 )는 각각 .48 (F = 13.83, p < .01), .36, .34, 그리고 .36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 3> 동일 언어연령 집단의 발화길이의 회귀등식 및 결정계수

척 도 N 회귀등식 F R2

발화길이

MLU- M

MLU- W

MSL- M

MSL- W

15

15

15

15

.186+(.106×개월수)

.550+(.052×개월수)

.201+(.075×개월수)

.190+(.077×개월수)

13.83* *

8.77*

8.08*

8.96*

.48

.36

.34

.36

* p < . 05, * * p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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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일생활연령 집단간 및 동일언어연령 집단간의 판별분석

가 . 동일생활연령 집단간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 )의 판별분석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발화길이 척도들(MLUW , MLUM , MSLW , 그리고

MSLM ) 중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판별하는 척도가 어느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모든 척도들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p <

.001)를 나타내었으며, 정준상관관계(Canonical Correlation)가 .8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chi- square)값이 41.50 (p < .001)으로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간의 판별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척도들 중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의 계수가 가장 높은 MSLM 척도(판별계수 =

.679)가 집단간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MLUM 척도(판별계수 =

.378)는 집단판별에 두 번째로 기여하고 있다(<표 - 4> 참조).

Fisher의 선형판별함수(Fisher ' 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의 결과에서 산출한 두

개의 Fisher의 선형판별식을 이용하여 각 아동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 지를 판별한 결과,

아동들 중 93.3 %를 정확하게 판별하였다(<표 - 5> 참조).

<표 - 4> 동일생활연령 집단간 정준 판별함수 계수와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MLUW MLUM MSLW MSLM 상수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86

.077

.514

.378

- .078

- .066

.977

.679

- 7.484

<표 - 5> 판별식에 의한 분류 결과 (%)

실제 집단
예측 집단

전체
LD N - CA

LD

N- CA

93.3

6.7

6.7

93.3

100.0

100.0

LD: Language Delayed group, N- CA: Normal group with same CA



나 . 동일언어연령 집단간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 )의 판별분석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발화길이 척도들(MLUW , MLUM , MSLW , 그리고

MSLM ) 중 동일언어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판별하는 척도가 어느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척도는

MLUW (p < .05), MLUM (p < .05), 그리고, MSLM (p < .01)이었으며, 정준상관계수가 .5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값이 9.53 (p < .05)으로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간의 판

별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LUW , MLUM , 그리고 MSLM 척도 중에서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의 계수가 가장 높

은 MSLM 척도(판별계수 = 1.67)가 집단간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MLUM 척도(판별계수 = - 1 .03)는 집단판별에 두 번째로 기여하고 있다(<표 - 6> 참조).

Fisher의 선형판별함수의 결과에서 산출한 두 개의 Fisher의 선형판별식을 이용하여

각 아동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 지를 판별한 결과, 아동들 중 80.0 %를 정확하게 판별하였

다(<표 - 7> 참조).

<표 - 6> 동일언어연령 집단간 정준 판별함수 계수와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MLUW MLUM MSLW MSLM 상수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75

.38

- 1.11

- 1.03

- .13

- .13

2.01

1.67

- 5.91

<표 - 7> 판별식에 의한 분류 결과 (%)

실제 집단
예측 집단

전체
LD N - LA

LD

N - LA

80.0

20.0

20.0

80.0

100.0

100.0

LD: Language Delayed group, N- LA: Normal group with same Languag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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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은 네 가지 발화길이 척도들에 의한 측정치들이 언어발달

지체 집단, 동일언어연령 집단, 그리고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네 가지 발화길이 척도 모두가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으며, 모든 척도들이 0.1 %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균형태소길이(MLUM )와 형태소에서의 평균구문길이(MSLM ) 척도에서는 유의수준

5 %에서 모든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평균낱말길이(MLUW ) 척도에서는

(1)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 (2) 동일생활연령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간

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낱말에서의 평균구문길이(MSLW ) 척도에서는 언어발

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Klee, 1992)와 일치하는 것으로 네 가지 발화길이 척도 모두가 생활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으로부터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MLUM 과 MSLM 은

생활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으로부터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

어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으로부터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MLUW 와 MSLW 는 생활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으로부터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구별할

수 있지만 언어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으로부터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구별할 수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아동들 중 2-4세 정상 아동들의 MLUW 와 MLUM 은 김영태(1997)에서 보고

된 MLUW 와 MLUM 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발화수나 발화수집 방법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연구에서는 2- 4세 아동들은 70발화의 샘플

에서 대략 2.27-4.39의 MLUW 와 2.88- 6.02의 MLUM 을 나타낸 반면, 본 연구의 2-4세 아동들은

100발화의 샘플에서 1.24- 3.42의 MLUW 와 1.82- 5.98의 MLUM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대상 아동들 중 정상 아동들의 MSLM 은 영어권 문헌에 보고된 MSLM 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발화수나 발화수집 방법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Klee (1992)의 21- 51개월 아동들은 50발화의 샘플에서 대략 2.7-5.2의

MSLM 을 나타낸 반면, 한국 2-4세 아동들은 100발화의 샘플에서 2.14-4.71의 MSLM 을 나타

내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동일생활연령 집단간(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생활연령 집

단) 및 동일언어연령 집단간(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동일언어연령 집단)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척도가 어느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판별분석의 결과, 동일생활연령 집단간

에서는 모든 척도들이 두 집단을 판별할 수 있었는데, 여러 척도들 중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

를 판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척도는 MSLM 으로 나타났다. Fisher의 선형판별함수에

의해 산출된 판별식에 의하면 두 집단을 93.3 %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

동일언어연령 집단간에서는 MLUW , MLUM , 그리고 MSLM 척도가 두 집단을 판별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두 집단간의 차이를 판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척도는

MSLM 으로 나타났다. 또한 Fisher의 선형판별함수에 의한 판별식에서 두 집단을 80.0 % 정

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첫째, 네 가지의 발화길이 척도(MLUW , MLUM , MSLW , 그리고 MSLM )는 정상 아동으로

부터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동일생활연령 또는

동일언어연령 아동을 구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척도는 MSLM 이다. 이러한 결과는 언

어장애아동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30명의 정상 아동과 15명의

언어발달지체 아동으로, 연령에 따라 자료의 수가 작고 고르지 않아서 생활연령에 따라 각

척도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동일언어연령 아동과의

언어연령(수용언어와 표현언어를 통합한)의 차가 ±3 이내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각각에

대해 동일하게 매치시키지 않았으므로, 결과해석에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과 지역을 고려한 상태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나 정신지체 아동에게도 연구를 실시하여 각 척도들을 생활연령에 따라 좀 더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언어샘플링을 일회적이 아닌 종단적으

로 수집 및 연구하여 일회적인 샘플링과 종단적인 샘플링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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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u n g T a e K im *1 (Ewha Womans University)

T 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four measures of utterance length (MLUM ,

MLUW , MSLM , and MSLW ) among the language- delayed group (LD), their CA-matched

group (N- CA), and their LA- matched group (N- LA). Forty - five subjects, each group

with 15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Each child ' s spontaneous utterances were

collected in free play settings. Each utterance was analyzed by the number of morphemes

and the number of wor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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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found in the four measures of utterance length among three groups, (2) All four

measures were found to discriminate the LD group and their CA- matched group. (3)

T hree measures (MLUW , MLUM , and MSLM ) were found to discriminate the LD group

and their LA- match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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