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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53- 7 3. 본 연구에서는 수용어휘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와 표현어휘검사인 한국판보스

톤이름대기검사를 사용하여 2- 6세 정상아동들과 장애아동들의 한 단어 어휘능력에 대한 연

령별, 장애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전체 대상은 총 184명으로 정상아동 100명, 언어장애군

아동 54명(LD 41, MR 13), 말장애군 아동 30명(조음장애 16, 말더듬 14)이었으며 표준화를

거친 아동규준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상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어휘는 대체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표현어휘의 경우는 특히 2- 3세 및 3- 4

세 사이에서 더욱 급성장하였다. (2) LD아동들은 정상아동 및 말장애군 아동들에 비해 2세

표현어휘를 제외하고 전 연령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인접한 연령구간

사이에 유의미한 점수차가 없이 전반적인 어휘의 증가가 아동규준의 절반 수준이었다. (3)

말장애군의 경우, 수용어휘상 3- 4세에서 무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

적으로 정상아동들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표현어휘는 4세 이후 그 증가가 둔화되었다. 그

리고 (4) 수용어휘와 표현어휘간의 상관관계는 정상아동, LD아동, 조음장애아동 및 말더듬

아동 모두 높은 수준(.78- .90)이었으나 MR아동의 경우 .55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상아동들과 장애아동들의 어휘발달 경향성을 파악하고 말-언어장애의 선

별에 어휘검사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어휘검사에서의 오류 분

석을 통해 중재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Ⅰ. 서 론

어휘력은 언어능력의 기초가 되며 모든 언어에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최

소한의 어휘가 있다. 문법이나 음운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어

휘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미 아동기에 문법과 음운능력을 거의 습득

하게 되지만 어휘는 일생을 통해 배우고 증진시켜 가야 한다. Sternberg & Powell (1983)은



일상 환경에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능력이 전반적인 학습의 기초라고 하였다.

또한 어휘력의 발달은 매우 어린 시기부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된다. 10- 15개월 사이에

첫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아동들은 매일 5개의 단어를 배워가면서 18- 24개월 사이에 약

200단어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약 4배를 이해한다. 3- 4세가 되면 어휘의 습득이 매우

빨라지면서 900단어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6세 경에는 25,000단어를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Rice, Buhr & Nemeth , 1992에서 재인용). 그러나 T emplin (1957)은 아동들이 매일 9개의 새

로운 단어를 습득한다고 했으며 Anglin (1993)은 6세에 10,00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하게 된

다고 하였다(Menyuk, 1997에서 재인용). Cheung , Lee & Lee (1997)는 3세 경 가장 급속한

어휘력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이충우(1988)는 2- 4세에 연령에 따른 어휘의 증가

가 가장 크며 초등학교 입학시의 아동들이 보통 2000- 3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어휘의 습득과 사용은 언어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부족

함이 없으나 어휘발달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상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의

어휘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방법적인 측면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이 어휘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와 타 언어능력 또는 지능 등의 인

지능력과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한민희(1998)는 남자가 여자보다 어휘발달이 빠르다

고 하였고, Peabody Picture Vocabulary T est - Revised (PPVT - R; Dunn & Dunn, 1981)의

지침서에도 수용 어휘력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은 수행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Wechsler (1959)는 언어성 지능검사의 하위 검사들에서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남자들보다 높

은 수행을 보인다고 하였다(Smith , 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Huttenlocher et al. (1991)과

Marccoby & Jacklin (1974)은 2세 이전에는 남녀 차이를 보이나 이후에는 어휘력에서의 성

차이가 없어진다고 하였고, 김영태 외(1995), Cheung, Lee & Lee (1997), Kim & Na (1999),

William s & Wang (1997) 등은 그들의 수용 또는 표현어휘력 검사의 개발과정에서 남녀간의

어휘력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충분한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보통 .40- .76의 상관계수

를 보고하고 있다(William s & Wang, 1997). Cull & Hardy (1980)는 특수교육 시설에 있는

15- 20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PPVT와 표현언어검사 간에 .46의 상관이 산출되었다고 하였

다. 또한 Mundy et al. (1995)은 다운증후군 아동들과 정상아동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초

기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다운증후군과 정상아동들의 초기 수용 및 표현언어 검사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결과 정상아동들(.83)에 비해 다운증후군 아동들(.61)이 보다

낮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간의 상관만이 아니라, 어휘력과 타 언어능력 또는 인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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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정적인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어휘력은 읽기능력(한

민희, 1998), 지능(Dunn & Dunn , 1981; Smith , 1997; William s & Wang, 1997), 학업성취도

(한민희, 1998; Beck, 1996) 등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한다.

말- 언어장애에 있어서의 어휘능력에 대한 연구들도 또한 이루어져 왔다. 언어발달지체

와 수용어휘력간의 관계에 대하여, Menyuk (1997)는 아동들의 수용어휘 발달이 정상아동과

차이가 없으며 SLI와 수용어휘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Rice,

Buhr & Nemeth , 1992)은 언어발달지체의 원인이 어휘의 mapping 과정의 결함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일부 학자들(Dollaghan , 1987; Menynk, 1997; Lahey & Edwards, 1996)

은 정보처리과정이 느리거나 어휘의 재생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발달지체가 유발된

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지체아동들의 첫 단어 출현 시기는 정상아동과 비슷하나, 어휘의 증

가속도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적인 저하로 연결되어 대

부분의 정신지체아동들은 말- 언어장애를 동반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Cardoso- Martins ,

Mervis & Mervis, 1985).

조음장애아동들의 수용언어능력은 정상아동들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Smit &

Bernthal, 1983).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조음장애 또는 말더듬과 언어장애의 연관성을 제안하

고 있으며, 조음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언어표현능력과 화용능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하

였다(Creaghead, Newman & Secord, 1989).

Johnson (1991)은 4세 정상아동들과 말더듬아동들 간의 단어찾기능력을 비교한 결과,

정상아동들과 말더듬아동들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단어찾기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이

말더듬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Peter s & Guitar (1991)는 언어발달에 비

해 운동발달, 특히 조음발달이 늦는 아동들에게서 말더듬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

하여 조음장애와 말더듬에 관한 교과서들은 반드시 말- 언어 발달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조음장애와 언어장애, 말더듬과 조음-언어장애의 치료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를 설명

하고 있다. Shriberg & Au stin (1998)은 언어장애와 말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말장

애와 언어장애가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정상아동들이나 말- 언어장애아동들의 어휘발달을 파악하고 상관

요인들을 분석하여 왔으나 학령전 아동들의 수용어휘와 표현어휘의 관계에 대한 연구나 종단

적으로 보이는 어휘력의 발달경향 및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

상아동들과 말- 언어장애아동들의 어휘력에 대한 비교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에 표준화된 수용어휘력검사와 표현어휘력검사를 이용하

여 2-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간의 연령별, 장애별 비교 분석을 하고



자 하였다. 수용어휘력검사로는 김영태 외(1995)가 미국판 PPVT - R (1981)을 우리나라의 2- 8

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그림어휘력검사를 사용하였고, 표현어휘력검사로는 1997년,

김향희·나덕렬에 의해 15세 이후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Korean Version - Boston Naming

T est (K- BNT )로 표준화된 후, 3세부터 14세까지의 자료를 보강하여(김향희·나덕렬, 1997;

김향희·나덕렬, 1998; Kim & Na, 1999) 현재까지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K - BNT

를 사용하였다.

연령별 분석은 정상아동과 정신지체를 동반하지 않은 언어장애아동들(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 s ; 이하 LD아동)의 경우 2- 6세 구간에서 1년 단위로 실시하였고, 정신지체

아동(이하 MR아동), 조음장애아동, 말더듬아동들은 3- 6세 구간에서 분석하였다. 장애별 분

석은 정상아동자료 및 아동규준자료(이하 규준아동)에 대해 4가지 유형의 장애군(언어장애

군: MR아동과 LD아동, 말장애군: 조음장애아동과 말더듬아동)을 비교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6세 정상아동들과 말- 언어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과정

에서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표준화에 사용된 아동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장애아

동들 중 MR아동, 조음장애아동, 말더듬아동의 경우 3세 이후가 되어야 확진이 가능하므로 3

세 이상 되는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에 대한 연령별,

장애별, 성별 정보는 <표 - 1>과 같다.

(1) 정상아동: 속해 있는 기관 또는 부모에 의해 언어 또는 말장애가 보고되지 않은 아동

(2) LD아동: 정신과적 진단 또는 심리평가 결과 지능발달이 정상적이며, PLS (Preschool

Language Scale; 김영태 역, 1994) 결과 1년 이상의 수용 또는 표현 언어의 지체를 보

이는 아동

(3) MR아동: 정신과적 진단 또는 심리평가 결과 정신지체로 판별됨과 동시에 PLS 결과 1

년 이상의 수용 또는 표현 언어의 지체를 보이는 아동

(4) 조음장애아동: 조음검사 결과, 연령에 비해 지체된 조음발달을 보이며 지능 및 언어발

달이 정상적인 아동

(5) 말더듬아동: 말더듬 측정표 결과, 경도 이상의 유창성 장애를 보이며 지능 및 언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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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정상적인 아동

(6) 규준아동: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의 표준화 과정에서 자료로 사용된 아동

<표 - 1> 연구 대상아동들의 연령, 장애 및 성별 인원 수

분류

연령

정상아동
언어장애군 말장애군

LD아동 MR아동 조음장애아동 말더듬아동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세 16 9 3 0

3세 12 16 7 2 5 1 0 1 6 0

4세 12 10 7 2 2 0 4 6 2 0

5세 6 8 7 6 3 0 4 1 4 0

6세 6 5 5 2 1 1 0 0 2 0

총 52 48 29 12 11 2 8 8 14 0

합계 정상 100 언어장애군 54 말장애군 30

2 . 절차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는 조용하고 분리된 방에

서 검사자와 아동이 마주보거나 옆으로 앉은 상황으로 진행하였다. K - BNT에 사용된 문항

중, 두 문항이 그림어휘력검사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K - BNT를 먼저 실시하고 그림어휘력검

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요시간은 한 아동당 15- 50분이었다.

3 . 자료수집 및 분석

19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상아동의 자료는 삼성서울병원

어린이집, 노원 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 삼성 어린이집, 인천 삼성 어린이집,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 방문한 아동들의 일반 형제자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검사에 응한

서울 시내 홍제동, 여의도, 압구정동, 옥수동, 신사동 거주 아동들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아동

들의 자료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과 동산난청연구소에서 진단된 아동들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5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용어휘력

과 표현어휘력의 상관관계는 Pear 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집단간 차이



는 두 독립표본 t 검정, Welch - Aspin 검정, One- Way ANOVA 및 Scheffé의 사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정규분포가정과 등분산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비모수 통계의 하나인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성태제, 1995). 이때 SPS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

를 산출하였다.

Ⅲ. 결 과

1. 정상아동과 LD아동 및 규준아동간 비교

가 . 정상아동과 LD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 어휘의 연령별 평균

(1) 정상아동

정상아동들은 2- 6세까지 1년을 연령구간으로 하였으며 총 100명(남 52, 여 48)을 대상

으로 하였다. 정상아동들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결과는 <표 - 2>와 같다.

<표 - 2> 정상아동들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의 연령별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

연령 통계
그림어휘력

검사
K- BNT 연령 통계

그림어휘력
검사

K- BNT

2세(25명) 평균 21.04 8.40 5세(14명) 평균 67.71 28.50

표준편차 7.61 4.35 표준편차 17.88 5.57

범위 8- 39 0- 15 범위 24- 91 19- 39

3세(28명) 평균 34.14 14.82 6세(11명) 평균 87.64 34.36

표준편차 13.59 5.04 표준편차 11.95 7.02

범위 12- 69 7- 26 범위 68- 106 26- 43

4세(22명) 평균 51.41 23.95

표준편차 13.85 4.85 합계(100명) 범위 8- 106 0- 43

범위 25- 79 10- 31

(2) LD아동

LD아동들 역시 2- 6세간 1년 단위로 하였으며 총 41명(남 29, 여 12)을 대상으로 하

였다. LD아동들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결과는 <표 -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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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LD아동들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의 연령별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

연령 통계
그림어휘력

검사
K- BNT 연령 통계

그림어휘력
검사

K- BNT

2세(3명) 평균 6.67 3.67 5세(13명) 평균 37.00 17.62

표준편차 3.51 2.08 표준편차 17.30 8.46

범위 3- 10 2- 6 범위 5- 61 3- 32

3세(9명) 평균 17.00 7.11 6세(7명) 평균 47.00 22.00

표준편차 9.71 5.53 표준편차 13.90 3.27

범위 8- 39 2- 20 범위 20- 66 18- 27

4세(9명) 평균 22.89 10.56

표준편차 15.78 7.81 합계(41명) 범위 3- 66 2- 32

범위 8- 49 2- 22

나 . 정상아동과 LD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 어휘간의 상관관계

정상아동들의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점수는 Pear son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을 때

.01의 유의수준에서 .90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LD아동들의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또한

.01의 유의수준에서 .7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정상아동들에 비해서는 낮은 상관을 보

였다.

다 . 정상아동과 LD아동들의 연령구간별 수용 및 표현 어휘 비교

(1) 정상아동

정상아동들의 경우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모두 등분산가정을 충족하였으며 그림

어휘력검사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F = 67.97, 2 = .000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여 연령간 그

림어휘력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K- BNT 또한 유의수준 .05에서 F = 72.15, 2 = .000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여 연령간 K - BNT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 집단간 차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 4>와 같다. 그림어휘력검사의 경우 전 연

령구간별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으나 K - BNT는 2- 3세 사이와 3- 4세 사이에서만 유의

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표 - 4> 정상아동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점수의 연령 구간별 비교

2세 3세 4세 5세 6세

2세

3세
13.10*
6.42**

4세
30.37*
15.55**

17.27*
9.13**

5세
46.67*
20.10**

33.57*
13.68**

16.31*
4.55

6세
66.60*
25.96**

53.49*
19.54**

36.23*
10.41**

19.92*
5.86

* 그림어휘력검사, p < .05
** K- BNT , p < .05

(2) LD아동

LD아동들도 그림어휘력검사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F = 6.55, 2 = .000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여 연령간 그림어휘력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K- BNT 또한 유의수준 .05에서 F

= 6.35, 2 = .000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여 연령간 K - BNT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 집단간 차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 5>와 같다. LD아동들은 그림어휘력검사

와 K- BNT 모두에서 인접한 연령간에는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 5> LD아동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점수의 연령 구간별 비교

2세 3세 4세 5세 6세

2세

3세
15.70
6.65

4세
29.55
11.64

13.85
4.99

5세
37.85
15.49

22.16*
8.84**

16.31*
4.55

6세
43.52*
17.24**

27.82*
10.59**

36.23*
10.41**

19.92*
5.86

* 그림어휘력검사, p < .05
** K- BNT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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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정상아동 , LD아동 및 규준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 어휘 비교

정상아동들의 수용어휘 점수는 전 연령대에서 LD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1). 표현어휘 점수는 2세 아동들의 경우 정상과 LD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3- 6세 정

상아동들은 LD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1).

다음의 <표 - 6>과 <표 - 7>은 정상아동과 LD아동들의 연령별 평균 및 규준아동들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 1>과 <그림 - 2>는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 6> 정상아동, LD아동 및 규준아동의 연령별 그림어휘력검사 점수 평균 및 비율

2세 3세 4세 5세 6세

규준아동

정상아동

LD아동

정상 : 규준간 비율

LD :규준간 비율

12.25

21.04

6.67

1.7

0.5

25.25

34.14

17.00

1.4

0.7

40.88

51.41

22.89

1.3

0.6

58.17

67.71

37.00

1.2

0.6

73.50

87.64

47.00

1.2

0.6

<표 - 7> 정상아동, LD아동 및 규준아동의 연령별 K- BNT 점수 평균 및 비율

2세 3세 4세 5세 6세

규준아동

정상아동

LD아동

정상: 규준간 비율

LD : 규준간 비율

8.40

3.67

15.61

14.82

7.11

0.9

0.5

22.00

23.95

10.56

1.1

0.5

27.70

28.50

17.62

1.0

0.6

31.04

34.36

22.00

1.1

0.7

그림어휘력검사의 경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인 정상아동들의 연령평균이 규준아동

들에 비해 1.2에서 1.7의 비율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K- BNT 는 정상아

동들이 규준아동들에 비해 0.9에서 1.1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LD아동들은 그림어휘력검사와

K - BNT 모두 규준아동에 대하여 0.5에서 0.7의 수준을 보였다.



<그림 - 1> 정상아동, LD아동, 규준아동의 연령별 그림어휘력검사 점수

<그림 - 2> 정상아동, LD아동, 규준아동의 연령별 K- BNT 점수

2 . 정상아동과 4가지 유형의 장애아동간 비교

가 . MR아동 , 조음장애 아동 , 말더듬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간의 상관관계

<표 -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MR아동들은 모두 13명(남 11, 여 2)이었으며 이들의

수용어휘와 표현어휘의 상관관계는 .56으로 정상아동이나 타 장애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조음장애아동들은 모두 16명(남 8, 여 8)으로 수용 및 표현어휘간의 상관관계가 .85

로 나타났다. 말더듬아동군에서는 K- BNT 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3 SD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3세 말더듬 아동 1명을 극단값(outlier )으로 규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13명(모두

남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상관계수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어휘력검사는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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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K- BNT상의 표준편차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정상아

동군과 4가지 유형 장애군 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 어휘간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표 - 8> 정상, LD, MR, 조음장애 및 말더듬아동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점수간 상관관계

장애구분 정상 LD MR 조음장애 말더듬

상관계수 0.90* 0.78* 0.56* 0.85* 0.89*

*p < .01

나 . 정상 , 언어장애군 , 말장애군 아동의 연령별 수용 및 표현 어휘 점수의 평균

정상아동, LD아동과 MR아동을 합한 언어장애군 아동, 조음장애 아동과 말더듬 아동

을 합한 말장애군 아동에 대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점수에 대한 자료가 <표 - 9>에 제시

되어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 3>과 <그림 - 4>이다. 언어장애군 아동

들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의 지체 정도가 비슷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어휘력의 증가

폭이 저하되었으며 특히 5- 6세 구간에서 정상아동이나 말장애군 아동들에 비해 증가폭의

둔화가 심해졌다. 말장애군 아동들은 수용어휘력이 지체되지 않았거나 약간 우수한데에 비

해 표현어휘력은 3세 수준에서는 지체되지 않다가 4세부터 지체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 9> 정상, 언어장애군, 말장애군 아동의 연령별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점수 평균

장애구분

연령(명)

그림어휘력검사 K- BNT

정상 언어장애군 말장애군 정상 언어장애군 말장애군

3세(28/ 15/ 6) 34.14 (13.59) 12.40 (9.63) 42.17 (6.31) 14.82 (5.04) 6.06 (4.74) 16.83 (3.93)

4세(22/ 11/ 12) 51.41 (13.85) 23.36 (15.06) 48.00 (8.88) 23.95 (4.85) 11.64 (8.12) 18.67 (6.29)

5세(14/ 16/ 9) 67.71 (17.88) 34.38 (17.15) 62.56 (17.96) 28.50 (5.57) 16.56 (8.21) 23.78 (5.47)

6세(11/ 9/ 2) 87.64 (11.95) 40.78 (19.69) 92.50 (17.68) 34.36 (7.02) 18.44 (7.60) 32.00 (1.41)



<그림 - 3> 정상, 언어장애군, 말장애군 아동의 연령별 그림어휘력검사 점수

<그림 - 4> 정상, 언어장애군, 말장애군 아동의 연령별 K- BNT 점수

다 . 정상과 언어장애군에 대한 말장애군 아동들의 연령별 수용 및 표현 어휘 비교

정상아동과 말장애군 아동들의 경우 그림어휘력 검사 결과인 수용어휘 점수는 3- 6세

전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표현어휘의 경우 3세와 6세에서는 점수 차이

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세(p = .010)와 5세(p = .059)에서 정상아동들에 비해 말장애군 아동

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언어장애군 아동과 말장애군 아동들의 경우 수용어휘(p = .000- .039)와 표현어휘(p =

.000- .008) 모두에서 말장애군 아동들이 언어장애군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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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언어장애군과 말장애군 아동의 연령별 수용 및 표현 어휘 비교

(1) 언어장애군 아동

그림어휘력검사의 Kruskal- Wallis 검정 결과, 3세와 4세, 3세와 5세, 3세와 6세에서 연

령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고 이외의 구간에서는 점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언어장애군

아동들의 연령간 K - BNT 점수는 유의수준 .05에서 F = 7.20, 2 = .000으로 영가설을 기각하

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구간별로는 3세와 5세, 3세와 6세에서만 차이가 발견되었

다. <표 - 10>에 이를 정리하였다.

<표 - 10> 언어장애군 아동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점수의 연령구간별 비교

3세 4세 5세 6세

3세

4세
4.430*
5.570

5세
12.932*
10.500**

2.497
4.930

6세
16.952*
12.380**

5.221
6.810

1.098
1.880

* 그림어휘력검사, p < .05
** K- BNT , p < .05

(2) 말장애군 아동

그림어휘력검사의 Kruskal- Wallis 검정 결과, 3세와 5세, 3세와 6세, 4세와 5세, 4세와

6세에서 연령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간 K- BNT 점수는 유의수준 .05에

서 F = 5.56, 2 = .005로 영가설을 기각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구간 별로는 3세

와 6세, 4세와 6세에서만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 11>이다.



<표 - 11> 말장애군 아동들의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점수의 연령구간별 비교

3세 4세 5세 6세

3세

4세
2.260
1.830

5세
7.608*
6.940

3.829*
5.110

6세
11.775*
15.170**

8.109*
13.330**

3.572
8.220

* 그림어휘력검사, p < .05
** K- BNT , p < .05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용어휘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와 표현어휘검사인 K - BNT 를 사용하여

2- 6세 정상아동과 장애아동들의 한 단어 어휘능력에 대한 연령별, 장애별 비교 분석을 하였

다. 전체 대상은 총 184명으로 정상아동 100명, 언어장애군 아동 54명(LD 41명, MR 13명), 말

장애군 아동 30명(조음장애 16명, 말더듬 14명)을 포함하였고, 그림어휘력검사와 K - BNT 의

규준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장애아동 대상들 중 말더듬 아동 1명은 극단값을 보임으로써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성별 차이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김영태, 1995; Cheung , Lee & Lee, 1997; Dunn & Dunn , 1981; Huttenlocher et

al., 1991; Kim & Na, 1999; Marccoby & Jacklin , 1974; Shriberg & Austin , 1998; William s

& Wang , 1997). 주로 양적인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어휘력의 측

면과 말-언어장애의 측면에서 논의하여 보았다.

1. 어휘력

가 . 연령에 따른 어휘력의 증가

어휘습득의 속도는 개인차가 큰 편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6세 이하의 학령전기에

매우 빠른 어휘력의 신장이 관찰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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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1994). 2- 6세 홍콩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용어휘검사를 개발한 Cheung, Lee & Lee (1997)

에 따르면, 이렇게 빠른 어휘의 성장 가운데에서도 3- 4세 사이에 어휘력이 급성장 하다가 5

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 이유로서 3세 경부터 유아원이나 유치

원 등 본격적인 학령전 교육이 시작되어 급격한 어휘의 성장을 보이다가 5세가 넘으면 일상

어휘보다는 학습기술에 치중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패턴의 그림어휘력검사 점수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한국

아동들의 규준자료에서도 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1981년에 미국아동들을 대상으

로 표준화된 PPVT - R과 1997년에 표준화된 PPVT - III에서는 이러한 점수패턴이 관찰되었

다. 즉, 3- 4세에는 18- 19점(PPVT - R) 또는 20- 23점(PPVT - III)의 큰 증가폭을 보이다가 5- 6

세부터 12- 14점(PPVT - R) 또는 14- 16점(PPVT - III)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이후의 연

령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전

국적인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5

세 이후의 이해어휘 증가폭의 감소는 보다 어려운 문항에서의 변별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수

도 있을 것이다(Cheung , Lee & Lee, 1997). 5세 이후의 어휘력 증가의 둔화는 K- BNT 에서

더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림어휘력검사가 전 연령구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를 보인 데에 비해 K- BNT 는 3- 4세 구간에서 급성장으로 보이고 4- 5세, 5- 6세 구간에서의

증가가 통계적인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상아동 자료들을 규준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그림어휘력검사 결

과에서 정상아동들의 평균점수가 1.2에서 1.7 수준으로 일관되게 아동규준의 평균점수를 상

위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K- BNT 평균점수는 규준과 비교하여 0.9- 1.1 정도로 정상아동

자료와 규준자료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이 검사들이 사용되어 오면서

언어치료사들이 가져 온 인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보다 최근에 표준화된 K- BNT 의 결

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 지난 5년간 학령 전기에 대한 조기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유아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전반적인 어휘능력의 신장이 이루어졌을 가능

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는 K- BNT 와 본 연구의 자료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집된 것

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LD아동들은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모두 인접한 연령구간 사이에는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LD아동과 MR아동을 합한 언어장애군 아동들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 이는 언어장애군 아동들의 느린 어휘력의 성장을 말해주는 것으로,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에서는 정상아동들이 3- 4세 구간에서 보이는 급속한 어휘의 신장이 나타나지 않았으

며 오히려 5- 6세에 증가폭이 심하게 둔화되었다.



말장애군 아동들은 그림어휘력검사에서 정상아동과 유사한 증가양상을 보여 전 연령대

에 걸친 빠른 어휘력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상아동들과는 달리 3- 4세 구간에서 유의미

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4- 5세 또는 5- 6세 구간에서 빠른 증가를 보였다. 이는 지연

된 수용어휘발달의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K- BNT에서도 정상아동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4세 이후 표현어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언어장애와 말장애는 어휘의 발달 속도를 둔화시키고 수용어휘발달과 표현어휘

발달 간에 차이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 수용어휘와 표현어휘와의 관계

1989년에 Halperin et al.이 실시한 PPVT - R과 BNT 와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59

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1985년 Expressive One- Word Picture Vocabulary T est의 타당

도를 연구한 T euber & Furlong의 연구에서는 PPVT - R과 .72의 상관계수를 보였다(Wil-

liam s & Wang, 1997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정상아

동의 경우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간의 상관계수는 .90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1998년에 김향희·나덕렬이 K- BNT 와 그림어휘력 검사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

구 결과(.8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장애아동군의 경우에 있어서, LD아동들이 .78, MR아동들이 .56, 조음장애아동들이 .85,

말더듬아동들이 .89 등으로 MR아동들의 경우에만 수용어휘와 표현어휘간의 상관계수가 크

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R아동의 경우 수용어휘에 비해 표현어휘 점수가 나쁘기 때

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Cull & Hardy (1980)도 PPVT 와 표현언어검사간에 .46의

낮은 상관을 보고하고 있으며 Mundy et al. (1995)의 연구에서도 정상아동들은 .83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다운증후군아동들은 .61의 보다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Cull & Hardy (1980)는 이러한 낮은 상관이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이 언어능력의 다른 측

면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정상아동과 다른 장애군 아동들에게

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Mundy et al. (1995)

은 다운증후군 아동들의 표현언어지체는 비언어적 요구 기능의 저하와 관련되며, 전반적인

인지발달과 신경운동 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저하가 표현언어발달과 크게 관련되어 있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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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휘력과 말 - 언어장애

어휘력은 말-언어장애 유무의 선별 및 장애의 성격과 정도를 진단하거나 중재의 효과

를 점검하는 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말- 언어장애 아동들의 어휘력이 정상아

동이나 규준아동에 대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가 . 정상아동과 언어장애군 아동

본 연구에서 언어장애군 아동들의 그림어휘력검사 점수는 3세와 4세, 3세와 5세, 3세와

6세에서 연령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으나 K- BNT 점수는 3세와 5세, 3세와 6세에서만

차이가 발견되어 수용어휘의 발달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표현어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Dollaghan ,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5- 6세 구간에서 수용 및 표현어

휘 모두 증가폭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Eisele & Aram (1993)

의 연구에서 통제아동들은 PPVT 점수가 이름대기 검사보다 높았으나, 뇌손상아동들은

PPVT 보다 이름대기 검사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다고 하였다(Menyuk, 1997).

LD아동들은 그림어휘력검사와 K- BNT 모두에서 정상아동들에 비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점수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LD아동들의 어휘력은 전 연령대에서 규준아

동의 0.5- 0.7 수준이었으며, 2세 표현어휘를 제외하고 정상아동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2세 K- BNT 점수는 정상아동들이 평균 8.40점, LD아동들이 평균 3.67점이었으며 3

세에서는 정상아동들이 14.82점, LD아동들이 7.11점으로 3세부터 뚜렷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

하였다. 이는 K - BNT 문항들이 주로 명사 위주이며 2세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문항이 제한

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 정상아동과 말장애군 아동

조음장애 아동들의 수용언어능력은 정상아동들과 차이가 없다고 하며(Smit & Ber -

nthal, 1983), 조음장애와 말더듬을 합하여 말장애군으로 분류한 본 연구에서도 정상아동과

말장애군 아동들 간의 수용어휘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현어휘는 3세

와 6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4세와 5세에서는 수용어휘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표현어휘에

는 말장애군 아동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수용어휘의 발달이 정상적임에도

4세가 지나면서 표현어휘발달이 둔화되는 것은 말장애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현어휘력에서의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Creaghead, Newman & Secord,



1989). 본 연구에서 6세에서 둔화의 정도가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6세 말장애군

아동의 자료가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보다 많은 자료수집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말장애군 아동들 내에서의 연령 비교에서 그림어휘력검사는 3- 4세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연령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3- 4세에서도 수용어휘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정상아동에 대비되는 결과이다. 또한 K- BNT 점수는 3세와 6세, 4세와 6세에서만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말장애군 아동들의 표현어휘의 발달이 수용어휘에 비해 둔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말장애의 어휘능력 및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반드

시 필요함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 언어장애군 아동과 말장애군 아동

언어장애군 아동들은 정상아동에 비해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의 지체 정도가 비슷하

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어휘력의 증가폭이 저하되었으나, 말장애군 아동들은 정상아동에 비

해 수용어휘력의 증가폭이 지체되지 않았거나 약간 우수한데 비해 표현어휘력은 3세 수준에

서는 지체되지 않다가 4세부터 지체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3세- 6세 언어장

애군 아동과 말장애군 아동들은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모두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

다. 즉 말장애는 언어장애보다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표현어

휘력의 경우 말장애로 인한 어휘 발달에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riberg & Austin (1998)의 연구에 의하면 말장애와 수용언어장애가 함께 나타날 확률은

6- 20 %인데 비해 말장애와 표현언어장애가 함께 나타날 확률은 38- 62 %로 수용언어장애보

다 표현언어장애가 될 위험이 2- 3배 높다고 하였다.

또한 PPVT 의 세 번째 개정판 작업 중에 실시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말장애 아동들

은 표준화에 참여한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언어지체나 언어장

애 아동, 정신지체 아동들은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William s & Wang ,

1997),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한 단어 어휘검사들이 말- 언어 장애에 대한 선별검사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상아동들과 말- 언어장애아동들의 어휘발달 경향 및 차이점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휘발달에 대한 양적분석은 큰 개인차와 연구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장애아동들에 대한 중재에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변인의 통제가 요구되며 말- 언어장애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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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재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오류분석을 위주로 하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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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 CT

P er form an ce in the Recept ive an d Ex pr es sive Vocabu lary
T est s of Childr en w ith Speech - Language Disor der s

and Norm ally Developing Childr en

S on - A Chang * (Dongsan Hearing and Speech Center)

Hy an g hee Kim (Dep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 his study attempted to ex amine and compar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bilities of children with speech and/ or language disorder s to normally developing child-

ren using the Korean Ver sion of Peabody Picture Vocabulary T est - Revised (PPVT - R)

and the Korean Ver sion of Boston Naming T est (K- BNT ). T he ages of the subject group

of this study ranged from two to six year s. T hey w ere divided into 3 groups which

included the normal group (100 cases ), the language disorder group (54 cases ), and the

speech disorder group (30 cases ). T he speech and language disorder groups contained 2

subgroups , respectively : LD and MR for the language group, and articulation and

stuttering for the speech group. T 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quantitative

statistical method using SPSS 8.0. T he result s revealed the following : (1)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increased very rapidly in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in all ages

while expressive vocabulary spurt was observed at two- to- three- as w ell as three- to-

four - year - olds ; (2) LD children s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scores did not

show any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age groups , which means slow

growth . Compared to the normal and the speech groups their scores were about half

except for expressive vocabulary ; (3)the speech disorder group show ed a few differences

in receptive vocabulary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ree and four - year - olds was observed, whereas expressive vocabulary lag w as noted

among the four - year s - old children and above; and, (4) the correlation betwee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was high (.78- .90) for the normal, LD, articulation , and stut -

tering children . But , it was but relatively low among MR children . T his study may

contribute in explaining the vocabulary development of normal and speech - language

impaired children . It was also found that single - word vocabulary test s could be used as

effective screening test s for speech - language disorder s. Furthermore, error analysis of

vocabulary test result s is expected for efficient therapy and intervention .

* e- mail: parfum @channe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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