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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김영태·김경희. 초기 표현언어발달에 관한 부모보고 평가의 타당도 연구. 언어청각장

애연구 , 2002, 제7권, 제2호, 46- 63. 본 연구는 24 - 30개월 정상발달 유아들과 그의 주양육자

를 대상으로 초기 표현언어발달에 관한 부모보고 평가의 타당도를 연구하였다. 부모보고 평

가를 위한 도구로는 일부 어휘를 수정한 MCDI- K와 영·유아 언어발달선별검사(SELSI)의

표현언어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직접검사로는 그림어휘력 검사와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으로는 부모보고평가와 직접검사간의 상관계수 및 부모보고평가와

언어분석변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두 부모보고 검사 모두 직접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검사 모두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 결과들과는 MLUm, T NW, NDW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T TR과는 상

관이 없음을 보여주어 TT R은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부모보고를 통한 언어평가방법이 초기 표현언어

발달을 평가하는 타당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핵심어 : 부모보고 평가, 타당도, 표현언어발달, MCDI- K, SELSI

Ⅰ. 서 론

3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의 언어지체를 임상적으로 판별하는 일은 어렵다. 이는 이 시기

언어발달의 정상적인 범위 자체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상발달 아동 16개월 아

동들의 표현어휘 크기는 9개 미만부터 198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 20개월 아동들의 경우 41

개 미만부터 405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F en son et al., 1993). 게다가 어린 아동들은 낯선 상

황에서 낯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를 꺼리고(T hal et al., 1999), 평가시간이 제한된 경우나

의사소통의도가 없는(noncommunicative) 아동들의 경우 직접관찰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T homblin , Shonrock & Hardy , 1989). 이는 아이들의 정확한 언어능력에 대한 대표성이 결

여된 언어자료를 가져오게 된다(T hal et al., 1999).

1 본 연구는 BK21 핵심과제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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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치료실 상황에서 얻는 언어자료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아동들

의 언어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한 대안 중의 하나인 부모보고

(parent report )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아동 언

어평가의 형태로 부모보고를 사용하는 일을 꺼렸었다. 부모는 초기의 언어학적인 형태를 인

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보고를 할 때 편견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

이다(Dale et al., 1989; Dale, 1991).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언어 및 언어발달 영역에 대한 전

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이고, 자녀를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실제보다 능력을 과대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모보고의 신뢰도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Dale et al.

(1989)은 부모보고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첫째, 부모는 아동이

현재 보이는 행동들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아동의 과거 행동을 회상하여 평가하는 회상보

고(retrospective study )에 의한 자료수집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보고를

통한 아동어휘 평가 시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연령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아동이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행동들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해

어휘의 경우 아동이 18개월 미만일 때, 표현어휘의 경우 30개월 미만일 때 정확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셋째, 부모보고는 목록(inventory )이나 설문지(checklist )와 같은 인지여부 확인

방법(recognition format )을 이용한다. 당신의 자녀가 표현할 수 있는 동물어휘들을 모두 기

록하시오. 라는 질문과 같은 회상기억을 이용한 방법보다 초기 어휘에서 흔히 관찰되는 동물

어휘 목록을 주고 이 동물어휘들 중에서 당신의 자녀가 산출할 수 있는 어휘에 표시하시

오. 라는 질문 형태인 인식적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침들을 고려하여 언어평가를 실시한다면, 부모보고는 아동들의 언어를 평가

하기 위한 중요한 많은 목표들을 충족시켜주는 데 유용하다(Sheehan & Sites, 1989). 또한

부모보고가 지닌 이점들은 부모보고가 가져올 수 있는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다(T hal et al., 1999). T hal et al. (2000)은 부모보고가 지니는 강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1) 부모보고는 사용이 용이하며, (2) 부모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의

아동을 관찰하게 되므로 치료실 밖의 다양한 환경으로부터의 행동들을 반영하여, 치료실 상

황에서보다 더욱 대표성이 있는 언어자료를 얻을 수 있다. (3) 자료를 얻는 환경의 다양성으

로 인해서 부모보고는 행동평가를 통한 표집보다 단어빈도(word frequency )와 같은 요인들

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4) 비용 및 시간 면에서 경제적이다. (5) 행동평가 전에 결과를 얻

을 수 있으므로, 심화검사를 위해 치료사가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지침이 되어 줄 수

있다. (6) 평가 및 중재과정에 직접 부모를 포함하게 된다. (7) 연구실에서 얻은 언어샘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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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고, 중재의 결과로부터의 특정한 언어학적 변화 여부를 관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임상적인 유용성을 갖는 평가방법이 된다.

부모보고의 장점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부모보고를 사용하는 평가도구의 타당도에 관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 같은 아동 집단에 대해서 부모와 전

문가가 평가한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Sigafoos & Pennell, 1995), 대부분의 연구들

은 정상발달 아동들의 어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Dale (1991)은 24명의 정상발

달 유아들을 대상으로 CDI: WS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 Words

and Sentences, F enson et al., 1993)의 타당도 연구를 확대하였다. CDI를 사용하여 CDI의 총

어휘 수와 EOWPVT (Expressive One Word Picture Vocabulary T est , Gardner , 1981) 결과

간에는 .73의 강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CDI의 총 어휘 수와 자발화 표집을 통해 얻은

NDW (Number of Different Words )와는 .53, T T R (T ype- T oken Ratio)과는 .74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Lyytinen et al. (1996)은 94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이 14개월과 18개월이 되었을 때 CDI를 통하여 어휘발달정도를 보고하였고, 유아들이

18개월이 되었을 때에 Reynell Development Language Scales (RDLS , Reynell & Gruber ,

1990)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DI를 통한 유아 어휘발달의 부모보고와 RDLS를 사용한 표준

화된 검사 결과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CDI의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 )

및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 )를 지지하였다. T hal et al. (2000)은 12명의 20개월 유아

와 19명의 28개월 스페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보고를 통한 스페인 판 어휘

평가인 IDHC: PE (fundacion MacArthur Inventario del Desarrollo de Habilidades Comuni-

cativas, Jackson - Maldonado, Bates & T hal, 1992)에서 보고된 총 단어의 수와 이름대기 과

제의 점수 및 자발화 분석을 통한 NDW , MLU 수치를 비교하였다. 20개월 유아들의 경우

IDHC: PE와 이름대기 과제와는 .69, NDW와는 .66의 상관을 보고하였고, 28개월 유아들의 경

우 IDHC: PE와 이름대기 과제와는 .68, NDW와는 .54, MLU와는 .64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T homblin , Shonrock & Hardy (1989)는 23 - 28개월 아동 57명을 대상으로 Sequenced

Inventory of Communication Development (SICD, Hedrick , Prather & T obin , 1984)를 실시

하는 동시, 부모에게 MCDI (Minnesota Child Development Inventory , Ireton & T hwing,

1974)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발화 표집을 통하여 아동의 MLU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MCDI 표현언어 점수는 SICD 표현점수와 .67, MLU와 .68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MCDI의

표현언어 평가 부분이 2세 아동의 표현언어를 평가하는 데 타당한 예측자(predictor )가 되어

줄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Diamond & Squires (1993)는 부모보고 평가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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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동, 과제(task )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모보고와 사회경제적 지위(SES )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비일관적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

적 지위에 관계없이 부모보고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Eisert et al., 1980). Dale

(1991)은 모의 학력을 통해서 평가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부모보고 평가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둘 간에는 어떠한 상관도 없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Frankenburg , Coon s & Jer (1982)

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로부터 얻은 부모보고 평가를 비교

해 본 결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부모가 더욱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보고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보고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는 명확히

결론지을 수 없다.

아동의 연령, 성별, 발달장애 유무 등이 부모보고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들도 있다. Dale (1991)은 이해어휘 평가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18개월이 넘어가면 이해어휘

의 크기가 커져서 부모보고를 통한 어휘평가는 어려우며, 표현어휘 평가의 경우 아동이 30개

월이 넘어가면 표현어휘의 크기가 커져서 부모보고를 통한 어휘평가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

라서 부모보고를 통한 아동어휘 평가 시 아동의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성

별과 형제서열이 부모보고의 타당도에 미치는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

들의 부모보고 평가가 정상발달 아동들의 부모보고 평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서는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장애는 부모보고의 타당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

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Miller , Sedey & Miolo, 1995; T hal et al., 1999; Cunningham &

Sloper , 1984). 부모보고를 통하여 1½ - 2세 정상아동의 용언발달 연구를 한 이수향(1999)은

일주일에 4일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보고자의 경우 4일 미만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보고자에

비하여 아동의 말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고자의 자녀 양육시간도 부모보고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4 - 30개월 한국 정상발달 아동과 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보고를

통한 표현언어평가 결과와 공식검사를 통한 행동평가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부모보고를 통한 표현언어평가 결과와 아동의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 결

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부모보고가 신뢰로운 결과를 제공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부모보고 평가와 공식검사간의 상관계수 및 부모보고 평가와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 결과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부모보고 상관계수의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자의 양육시간을 일주일에 4일 이상과 4일 미만으로 나누어, 보고

자의 직업유무에 따라 부모보고 상관계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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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4개월에서 30개월의 정상발달 아동 및

아동의 어머니(주양육자)들이다. 남자아동 14명, 여자아동 15명으로 총 29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30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아동의 연령이 약 30개월 이후로 넘어가면

아동의 표현어휘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져서 부모들이 아동의 표현어휘를 평가하는 것에 한

계가 따른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것이다(Dale, 1991).

본 연구의 대상은 먼저 부모에 의하여 정상 이라고 보고된 아동들이고, 연구자가 실시

한 사전 검사인 PRES (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s : 취학전 아동의 수

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김영태, 2000)로 측정한 언어연령이 자신의 생활연령대에 속하며,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와 정서·행동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아동으로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대상 아동의 성별분포 및 평균 생활연령은 <표 - 1>과

같다.

<표 - 1> 대상아동의 성별분포 및 생활연령

아동 수 평균연령 표준편차

남 14 27개월 10일 1개월 28일

여 15 26개월 24일 2개월 1일

전체 29 27개월 2일 1개월 29일

2 . 연구절차

가 . 검사도구

부모보고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는 MCDI- K (Pae, 1993)와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SELSI: 김영태, 2002)이다. MCDI- K의 경우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어휘

목록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최은희, 2000)에 의거하여, 최은희(2000)가 한국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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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휘발달연구 에서 수정한 MCDI- K 어휘목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된

MCDI- K 어휘목록은 총 656개로, 기존 MCDI- K에서 한국어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 159

개를 제외하고 자주 사용하는 어휘 255개를 첨가하여 구성된 것이다. 설문지 구성은 소리 2

%, 명사 48 %, 일상생활 4 %, 술어 28 %, 조사·보조용언·어미 6 %,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SELSI는 생후 4개월부터 35개월 사이에 있는 영·유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이다. 본 검사는 언어장애의 조기 선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을 잘

아는 부모나 주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하여 언어발달의

지체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LSI의 표현언어 부분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직접검사를 위해서는 공식검사인 그림어휘력 검사와 자발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어휘력 검사는 연령대를 성인까지 확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개정판(김영태 외, 미간행)을 이

용하였는데, 기존 그림어휘력검사 연령대인 학령전 아동(2 - 7세)을 포함하여 성인까지 실시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검사 영역도 기존의 수용어휘에서 표현어휘까지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어휘력 검사에서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표현어휘의 수

는 총 120개이며, 품사별 구성 수를 보면 명사는 84개, 동사는 24개, 형용사는 12개이다. 연령

에 따른 문항 난이도 분석 결과, 2세에서 검사가능한 문항 23개, 3세에서 검사가능한 문항 22

개, 4세에서 검사가능한 문항 20개로 나타나 총 65개 문항을 이용하여 표현어휘검사를 실시

하였다. 표현어휘는 기존 그림 어휘력 검사 (Dunn & Dunn, 1981),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6, 1977, 1978, 1979), 이충우(1994)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연구, 이

연섭·권경안·정인실(1980)의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은 자발화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꿉놀이, 찰흙놀이, 인형놀이 등 세 가지의 놀이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발화수집 시 세 가지의 놀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예비검사 결과 아동들이 소꿉놀이

와 찰흙놀이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꿉놀이와 찰흙놀이를 동시에 진행해 80 %의 비

중을 주었으며, 인형놀이의 비중을 20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 자료수집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다섯 곳 및 교회 영아부 한 곳의, 아동 및 주양육자

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아동이 정상발달 과정에 있는지에 관하여 부모나 어린

이집 선생님들의 보고를 받은 후 PRES를 실시하였다. 언어연령이 자신의 생활연령대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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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먼저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설문지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

명한 후 약 1일에서 7일간의 설문지 작성 시간을 제공하였다. 보고자는 26명이 아동의 어머

니였으며, 1명이 아동의 할머니였다.

수정된 MCDI- K (최은희, 2000) 어휘 목록 설문지의 경우 설문지의 지침에 따라서 아

동이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어휘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이 이해하고 있으나 표현하고

있지 않는 어휘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모방하여 표현하는 어휘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어휘사용이 확실한 경우에는 에 를, 사용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

우에는 에 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이 일관적

인 발음으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는 에 표시하도록 하

였다. 보고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는 보고자의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지 작

성 시간은 약 15 -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MCDI- K를 실시한 후 SELSI의 표현영역을 실시하였는데, 연구자가 부모에게 직접 물

어보는 인터뷰 방식을 취하여 부모로부터 예 / 아니오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SELSI 실시절

차에 의거하여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예 가 8개 연속적으로 나올 때까지 아래 연령으로 내

려가 질문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아니오가 연속적으로 8개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

였다.

부모보고를 통한 아동평가가 모두 끝난 후 7일 이내에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샘플을 수

집하고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아동의 집이나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등 아

동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정확한 그림어휘력 검사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먼저 소꿉놀이, 찰흙놀이, 인형놀이 등 세 가지의 놀이자

료를 사용하여 발화샘플을 수집하였다. 놀이감은 모든 아동들에게 소꿉놀이+찰흙놀이 후에

인형놀이로 제시하였다. 발화는 최소 80발화 이상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발화 수

집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으로 하였다. 처음 20분은 아동의 어머니(보고자) 혹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함께 평소대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녹음하였으며, 나머지 20분에서 40분은 연구자

와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발화샘플을 수집한 뒤에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였다. 목표어휘가 명사인 경우에는 이게

뭐야? 등의 반응 유도질문을 하였으며, 목표어휘가 동사 혹은 형용사인 경우에는

뭐 하는 거야? 혹은 어떻게 되었지? 등의 반응 유도질문을 하였다. 발화샘플 수집

및 검사과정 동안 외부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은 녹음기로 녹음하였으며, 녹음기는 T CM - 323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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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료분석

수정된 MCDI- K 어휘목록 설문지의 경우, 부모가 아동이 확실하게 표현한다고 표시한

는 1점으로 평가하였고, 산출이 불확실하거나 없는 경우인 는 0점으로 평가하여 총 점수

를 계산하였다. SELSI의 경우 부모가 예 로 반응한 경우 1점으로, 아니오 로 반응한 경우 0

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기초선 이하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점으로 평가하여 총 점수를 계산하였다.

수집한 발화 샘플은 아동이 자연스러운 환경 하에서 자발적으로 산출한 발화를 기준으

로 하여 80발화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동이 모방에 의하여 산출한 대표성을 잃은 발화

들은 제외시켰다. 자발화 분석을 통하여 MLUm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

T NW (T otal Number of Words ), NDW , T T R 등을 산출하였다. 발화의 구분원칙은 김영태

(1997) 연구를 참고로 하여 한 문장 한 발화 원칙으로 하되, 문장보다 작은 단위라 하여도 운

율의 변화, 생각이나 주제의 변화를 나타내는 숨쉬기 등이 있을 때 독립된 발화로 구분하였

다. 남기심·고영근(1996)의 정의에 따라 자립성·분절성·보편성이 있는 모든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등을 독립된 낱말로 분류하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더 분석

하면 그 뜻을 잃어버리는 말을 형태소로 분류하였다. 발화 전사는 자료 수집 후 2일 이내에

실시하였다. 그림어휘력 검사의 경우 아동의 정반응은 1점으로, 오반응이나 무반응은 0점으

로 평가하였다. 정확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목표어와 유사한 발음으로 아동이 일관적인 의미

를 가지고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는 1점으로 평가하였다.

3 . 신뢰도 분석

신뢰도 평가자는 연구자와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명으로 하였

다. 전체 자료의 25 %에 해당하는 7명의 자료를 임의로 추출하여 발화샘플 자료에 대해서 발

화의 구분, 형태소의 수, 낱말의 수를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그 일치도를 계산하

였다. 발화의 구분에 대한 일치도는 98 %, 형태소의 수에 대한 일치도는 93 %, 낱말의 수에

대한 일치도는 9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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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부모보고 평가와 공식검사 (그림어휘력 검사 )간의 상관관계

가 . M CDI- K 평가와 그림어휘력 검사간의 상관관계

MCDI- K 평가와 그림어휘력 검사간의 상관계수는 .686으로 높은 편이었으며(p < .01),

상관계수 표는 <표 - 2>와 같다.

<표 - 2> MCDI- K 평가와 그림어휘력 검사간의 상관계수
(n = 29)

평가방법 MCDI- K 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MCDI- K 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1.000

.686** 1.000

**p < .01

나 .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 (S ELS I)와 그림어휘력 검사간의 상관관계

SELSI와 그림어휘력 검사간의 상관계수는 .649로 높은 편이었으며(p < .01), 상관계수

표는 <표 - 3>과 같다.

<표 - 3> SELSI와 그림어휘력 검사간의 상관계수
(n = 29)

평가방법 SELSI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SELSI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1.000

.649** 1.000

**p < .01

2 . 부모보고 평가와 자발화 분석 결과간의 상관관계

가 . M CDI- K 평가와 MLU m , T DW , N D W , T T R간의 상관관계

MCDI- K 평가와 언어샘플 분석을 통한 MLUm , T NW , NDW , T T R 등의 언어분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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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는 <표 - 4>와 같다. MCDI- K 평가와 MLUm간의 상관계수는 .594로 높은 편이었

다(p < .01). MCDI- K 평가와 T NW 및 NDW간의 상관계수는 .673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1). 반면 MCDI- K 평가와 T T R간의 상관계수는 .019로 나타나 T T R은 아동의 언어능력을

반영해주는 타당한 언어분석 변수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표 - 4> MCDI- K 평가와 MLUm, TNW, NDW, TTR간의 상관계수
(n = 29)

평가방법 MCDI- K 점수 MLUm TNW NDW TT R

MCDI- K 점수

MLUm

TNW

NDW

TT R

1.000

.594**

.673**

.673**

.019

1.000

1.000

1.000

1.000

**p < .01

나 .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와 MLU m , T DW , N DW , T T R 간의 상관관계

SELSI와 자발화 분석간의 상관계수는 <표 - 5>와 같다. SELSI와 MLUm간의 상관계

수는 .770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1). SELSI와 T NW간의 상관계수는 .778로 높게 나타났으

며(p < .01), 언어분석 변수 중 T NW가 SELSI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또한 SELSI와

NDW간의 상관계수는 .744로 높은 편이었다(p < .01). 반면 SELSI와 T T R간의 상관계수는

- .023으로 나타나 T T R은 아동의 언어능력을 반영하는 타당한 언어분석 변수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표 - 5> SELSI와 MLUm, TNW, NDW, TTR간의 상관계수
(n = 29)

평가방법 SELSI MLUm T NW NDW T T R

SELSI

MLUm

T NW

NDW

T T R

1.000

.770**

.778**

.744**

- .023

1.000 1.000 1.000 1.00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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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아동 및 보고자 변인에 따른 부모보고 상관계수의 차이

(1) 아동 성별에 따른 부모보고 상관계수의 차이

성별에 따른 부모보고 상관계수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부모보고 평가결과와 그림어휘

력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 및 부모보고 평가결과와 자발화 분석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상관계수 표는 <표 - 6>과 같다.

<표 - 6> 성별에 따른 부모보고 평가와 공식검사 및 부모보고 평가와 자발화 분석간의

상관계수

여 (n = 15) 남 (n = 14)

MCDI- K - 그림어휘력 검사 .626* .762**

SELSI - 그림어휘력 검사 .581* .680**

MCDI- K -

MLU

T NW

NDW

.439

.549*

.637**

.756**

.787**

.752**

SELSI -

MLU

T NW

NDW

.670**

.637*

.634**

.826**

.796**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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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보고 평가와 그림어휘력 검사의 상관계수 및 부모보고 평가와 자발화 분석간의 상

관계수는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고자의 평가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상관계수가 남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값을 평균내어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보고와 공식검사 및 부모보고와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수의

남녀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 = 1.14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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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고자의 양육시간에 따른 부모보고 상관계수의 차이

보고자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인 경우와 4일 미만인 경우 부모보

고 상관계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인 경우

는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에 해당하였고, 4일 미만인 경우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에 해당하

였다. 상관계수 표는 <표 - 7>과 같다.

<표 - 7> 양육시간에 따른 보고자 평가와 그림어휘력 검사 및 자발화 분석 결과간의

상관계수

평가방법
4일 이상 (n = 12) 4일 미만 (n = 17)

MCDI- K SELSI MCDI- K SELSI

그림어휘력 검사

MLUm

T NW

NDW

.605*

.579*

.530

.552

.729*

.713**

.673*

.692*

.720**

.683**

.766**

.652**

.250

.243

.140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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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상 아동과 시간을 보내는 주양육자 보고의 경우 SELSI와 공식검사간의 상관계

수는 .729로 높은 편이었으며, SELSI와 MLUm , T NW , NDW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713,

.673, .692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MCDI- K 평가와 공식검사간, MCDI- K 평가와 자발화 언

어분석 변수간 상관계수는 SELSI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4일 미만 아동과 시간을 보내는 주양육자 보고의 경우 MCDI- K 평가와 공식검사간의

상관계수는 .720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MCDI- K 평가와 MLUm , T NW , NDW 간의 상관계

수는 각각 .683, .766, .652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SELSI와 공식검사간, SELSI와 자발화

언어분석 변수간 상관계수는 MCDI- K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MCDI- K와 공식검사 및 MCDI- K와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수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값을 평균내어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두 집단에 따른 MCDI- K와 공식검사 및 MCDI- K와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 = .548, p > .05).

다음으로 SELSI와 공식검사 및 SELSI와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수가 두 집단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값을 평균내어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두 집단에 따른 SELSI와 공식검사 및 SELSI와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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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었다(z = 2.011, p < .05). 즉, 4일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보고자의 SELSI 평가

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분석과의 상관이 4일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보고자의 SELSI 평가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분석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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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치료실 상황에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 표현언어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조화된 상황에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평

가한다. 이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통해 아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훈련받은 평가자의 기술 및

일정한 검사 시간을 필요로 하며, 평가 시 아동의 협조를 요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구조화된 상황에서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만으로는 아동의 실제 언어능력을 측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희정, 1999). 또한 2½ - 3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실시하였을 때 타당

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2세 미만의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Dale, 1991). 둘째,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이 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아동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대표적인 언어표본을 수집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아동 표현언어 진단에 매우 유용한 방법

이다(이희정, 1999). 이 방법은 언어표본을 수집하는 평가자의 기술 및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

된다. 그러나 낯선 상황에서 수집된 단 한 개의 언어샘플이 과연 아동의 언어능력을 정확하

게 반영하는지 언어샘플의 대표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Dale, 1991). 아동이 어디서 누구

와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어샘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보고를 통한 언

어평가방법이 있다. 부모보고를 통한 언어평가는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표준화된 검사나 언

어샘플을 통한 언어평가보다 더 방대한 양의 언어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언어

능력에 대한 더욱 대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평가는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어휘를 주로 반영하는 반면, 부모보고는 아동의 어휘사용빈도에 상관없이 사용

하는 어휘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언어치료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모보고를 통한 아동 언어평가

에 관한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부모보고를 통한 아동

언어평가와 공식적인 검사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 MCDI- K와

그림어휘력 검사를 통한 공식적인 언어평가 결과간에는 .686의 높은 상관관계(p < .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ELSI의 표현언어영역과 그림어휘력 검사를 통한 공식적인 언어

평가 결과간에는 .649의 높은 상관관계(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 homblin et al. (1989)이 MCDI를 통한 부모보고 평가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SICD의

점수가 .67의 상관을 보였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Dale (1991)이 CDI: WS를 사용하여

CDI의 총 어휘 수와 EOWPVT 결과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CDI와 EOWPVT간에는 .7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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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여 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부모보고를 통한 아동 언어평가와 언어샘플을 통한 자발화

분석 결과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 MCDI- K와 MLUm , NDW ,

T NW간에는 각각 .549, .673, .673의 상관(p < .01)을 보여주었다. 또한 SELSI의 표현언어영

역과 MLUm , NDW , T NW간에는 각각 .770, .778, .744의 상관(p < .01)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T homblin et al. (1989)이 MCDI를 통한 부모보고 평가와 아동의 자발화에서 얻은

MLU와는 .68의 상관을 보였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T hal et al. (2000)은 스페인판 어

휘평가도구인 IDHC: PE로 한 결과, 20개월 유아들의 경우 IDHC: PE와 NDW와는 .66의 상

관을 보고하였고, 28개월 유아들의 경우 NDW와는 .54, MLU와는 .64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보고를 통한 아동 언어평가와 T T R간에

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최근 T T R이 아동의 어휘표현능력을 정확

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T NW나 NDW가 아동들의 어휘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연구들을 뒷받침하여 준다(Watkins et al., 1995).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은 아동 및 보고자 변인에 따른 부모보고 평가 상관계수의 차이

가 있는지 보는 것이다. 우선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보고 평가의 상관계수 차이를 분석하

였다. 남자아동을 자녀로 둔 보고자의 평가가 여자아동을 자녀로 준 보고자의 평가에 비하여

공식검사 및 자발화 분석 결과와 상관계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남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값을 평균내어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보고와 공식검사 및 부모보고와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수의 남녀 집

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부모보고 평가의 타당

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보고자의 양육시간에 따른 부모보고 평가의 타당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4일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보고자 평가의 경우, SELSI 평가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언어분석 변수간 상관계수가 MCDI- K 평가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언어분석 변수간

상관계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주일에 4일 미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보고자 평

가의 경우, SELSI 평가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언어분석 변수간 상관계수가 MCDI- K 평가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언어분석 변수간 상관계수가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두 집단 상관계

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값을 평균내어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에 따른 MCDI- K 평가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SELSI 평가와 공식검사 및 자발화 분석간 상관계

수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주일에 4일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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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ELSI 평가가 4일 미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보고자의 평가보다 공식검사 및 자발화 분

석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ELSI 평가영역과 MCDI- K 평가영역의 세부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MCDI- K 평가의 경우 어휘 및 구문의 사용이 주 평가영역인데 반해, SELSI 평가는 어휘

및 간단하고 복잡한 구문 뿐 아니라 이야기의 논리나 상황을 이해하여 표현하는 화용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아동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보고자의 경우 직업이 있는 보고자

에 비하여 어휘, 구문, 화용 등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아동의 표현언어 능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SELSI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보고자의 경우, 아동의 전반적인 표현언어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보고 평가와 공식검사간의 상관관계 및 부모보고 평가와 언어샘

플 분석 결과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 임상현장에서 부모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도구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 언어발달에 관한 부모보고 평가인

SELSI는 보고자의 양육시간이 평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으므

로, 평가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 치료실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모보고 평가가 30개월 미만의 영유

아들의 부모들에게 사용할 경우 타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이 되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피험자 수가 29명에 불과하며,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연령은 7일 이

내에 새로운 어휘를 빠르게 습득하게 되는 시기인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설문지 작성 시간

과 부모보고 평가 후 아동을 평가하기까지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아동마다 다양하게 주어 동

일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어휘력 검사도구

는 제작 중의 단계에 있어 아직 표준화되지 못한 검사도구라는 제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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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P ar ent al Repor t Measur es of E xpr es sive
Lan guage Developm en t dur in g E ar ly Developmen t al Stage

Ji Y ou n g H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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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u n g T ae K im (Dep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 Ewha Womans University)

K y un g H e e K im (Korea Institute Curriculum and Evaluation)

T 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parental report on their

children s expressive language. T wenty nine normal children and mother s of them parti-

cipated in the study. Each mother was asked to mark expressive vocabulary of her child

on the MCDI- K checklist and to give an swer s to the questions of SELSI. T hen ,

spontaneous language sampling analysis and the Picture Vocabulary T est were ad-

ministered to assess the children s expressive language ability . T he result s were analyzed

with Pear son s simple product -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s. T 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were: (1) Correlation coefficient s betw een the parental report scores and Picture

Vocabulary T est scores were relatively high (p < . 01); (2) correlation coefficient s between

the parental report scores and MLUm , T NW , NDW values were relatively high (p < . 01);

(3) correlation coefficient s between the parental report scores and T T R values were not

significant ; (4) difference of correlation coefficient s betw een boy s and girls was not

significant ; (5) difference of MCDI- K correlation coefficient s betw een mother s who has

brought up their children more than 4 day s in a w eek and mother s who has not w as not

significant ; (6) difference of SELSI correlation coefficient s between mother s who has

brought up their children more than 4 day s in a w eek and mother s who has not w as

significant . T hese result s indicates that parental report is valid to assess the infant s

language 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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