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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김 태. 표 언어장애아동의 학습잠재력(ZPD)에 기 한 역동 평가의 치료 측 타당도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 제8권, 제1호. 100-116. 본 연구는 한 단어 발화 수 의 

표 언어장애 아동 24명을 상으로 학습잠재력의 치료 측 타당도를 연구하 다. 연구는 

(1) 학습  정 평가, (2) 학습  ZPD에 기반한 역동 평가, (3) 단기학습(3주), (4) 학습 후 

정 평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일련의 차를 거쳐, ZPD와 실제 학습향상도(학습 후 

정 평가-학습  정 평가)간의 상 계수, ZPD가 높은 집단과 ZPD가 낮은 집단의 실제 학

습향상도의 차이를 구하 다. 본 연구의 결과 ZPD와 실제 학습향상도 간에는 유의미하게 높

은 상 을 보 고, ZPD가 높은 집단과 ZPD가 낮은 집단 간에는 실제향상도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핵심어: ZPD, 역동 평가, 표 언어장애아동, 측타당도

Ⅰ. 서  론

평가는 정 평가와 역동 평가로 나뉠 수 있다. 정 평가와 역동 평가는 평가의 목

과 평가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정 평가의 목 은 아동의 인지, 언어  운동 역 등에 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  수행수 을 평가하기 함이다. 그러므로 평가법이 표 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평가상황이 구조화된 문맥으로 한정되며 단서나 진의 사용이 제한 이

다. 따라서 상호작용 기회도 상 으로 은 편이다(Owens, 1999). 그러나 역동  평가의 

목 은 진을 통한 수행수 의 평가이다. 그러므로 평가방법도 최 한 자유놀이상황에서 

언어를 찰하여 역동 으로 변하는 아동의 언어를 다양한 문맥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

하며, 특정한 정해진 검사도구 없이 임상가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집 으로 볼 수 있으며, 

단서와 진, 지시 그리고 피드백을 히 사용하면서 아동과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유발

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Owens, 1999; Nelson, 1993). 다시 말해, 정 평가는 발달상 특정 시

에서 ‘무엇을 얼마나 학습했느냐’에 한 것이라면 역동 평가는 ‘무엇을 얼마나 학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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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에 한 것을 강조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Campoione et al. (1985)은 정 평가는 재상태에 한 정보만 주고 그 이상의,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learning process)과 잠재력에 을 맞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 고, 

Vygotsky (1978)는 정 평가는 아동의 과거기능일 뿐 미래능력에 한 자료는 아니므로 정

평가만으로 아동을 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 다. 역동 평가로 얻는 정보는 (1) 

아동이 학습잠재력(ZPD)에 한 정보, (2) 주어진 과제에서 아동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정보, 그리고 (3) 무엇이 아동의 발달이나 기능을 진했는지에 

한 것이다(김 태, 2002; Olswang, Bain & Johnson, 1992). 이 가운데 특정 역에서 아동

이 그 역을 학습할 비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한 ZPD 평가는 종래의 표 화검사가 갖

는 치료 측도에 한 단 을 보완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Gutiérrez-Clellen & Peña

(2001)는 언어장애 아동의 변별  장애유형(언어, 청각, 음성, 조음, 유창성) 악을 해서

는 가능한 정 평가를 시행하고, 언어치료의 효과  언어목표 선정을 해서는 가능한 한 

역동 평가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목 에 따라 두 평가를 상호 보완 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 다.

ZPD는 Vygotsky가 학습과 발달과의 새로운 을 제안하면서 학습잠재력이라는 개

념을 고안한 것이다(Vygotsky, 1962, 1978). ZPD에는 독립  수행수 (The actual develop-

ment level, 실제 발달수 , 정 평가에 의한 수행수 )과 진을 통한 수행수 (The level of 

potential development, 잠재  발달수 , 역동 평가에 의한 수행수 )이라는 두 가지 수

이 있다. 독립  수행수 은 아동의 정신기능이 완성되어 이미 얻어진 결과로써 수립된 발달 

수 , 즉 타인의 도움없이 아동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수 을 말하고, 진에 

의한 수행수 은 학습이나 교육, 교수(teaching)에 의해 발달될 가능성이 보이는 수 , 즉 교

사의 안내나 좀 더 나은 능력의 래 아동과의 의에 의해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수 을 가

리킨다. ZPD는 이 독립  수행수 과 진에 의한 수행수 과의 차이를 말한다. 즉, 혼자 수

행하는 수 과 도움을 통해 수행하는 수 과의 차이, 는 재수 을 나타내는 정 평가 결

과와 역동 평가 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말이다(Hung, 2001; Gutiérrez-Clellen & 

Peña, 2001; De Guerrero & Villamil, 2000; Nilholm, 1999; Olswang & Bain, 1996; Schneider 

& Watkins, 1996; Bain & Olswang, 1995; Olswang, Bain & John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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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ZPD2(d-c)

  b        

                                               c

             ZPD1(b-a)       ⇒    단기학습      ⇒   

    c-a: (실제 학습향상도)

  a 

  a: 학습  독립 수행수                              c : 학습후 독립 수행수

  b: 학습  진을 통한 수행수                     d : 학습후 진을 통한 수행수
  ZPD1(b-a): 학습잠재력                             c-a : 실제 학습향상도

                                              ZPD2(d-c) : 단기학습 후 학습잠재력

<그림- 1> ZPD 모식도

ZPD는 <그림 - 1>을 통해, 5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단계는 (1) 학습  정 평가

(독립 수행수 ), (2) 학습  ZPD에 기반한 역동 평가( 진을 통한 수행수 ), (3) 단기학

습, (4) 학습 후 정 평가(독립 수행수 ), (5) 학습 후 ZPD에 기반한 역동 평가( 진을 통

한 수행수 )가 그것이다. 도식에서 ‘독립수행수 ’은 정 평가에 의한 결과이고 ‘ 진을 통

한 수행수 ’은 역동 평가 결과이다. (1)에서 학습  정 평가를 통해 ‘학습  독립수행수

인(a)’를 구하고, (2) 학습  역동 평가를 통해 ‘학습  진을 통한 수행수 (b)’을 구한

다. 이 단계에서 역동 평가 결과와 정 평가 결과의 차로 ZPD1(b-a)를 계산 할 수 있다. 그

런 후 (3) 단기학습을 실시한다. (4) 학습 후 정 평가를 통해 ‘학습 후 독립수행수 (c)’을 정

평가로 구한다. 이 단계까지 오면 학습 후의 독립수행수 의 차이(학습 후-학습  독립 

수행수 )로 실제 학습향상도(c-a)를 구할 수 있다. (5) 학습 후 역동 평가를 통해 학습 후 

진을 통한 독립수행수 (d)을 구한다. 이 단계에서 (d-c)에 의해 ZPD2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ZPD2와 ZPD1와의 차이로 잠재  향상도(ZPD2 - ZPD1)를 구할 수 있다. 

를 들어, 정 평가 결과 학습  독립수행수 (a)이 50 이고, 역동 평가결과 학습 

 진에 의한 수행수 (b)이 80 이라면 이 아동의 ZPD1는 ‘80 - 50 = 30 ’으로 30 이 된

다. 단기학습을 실시한 다음 다시 정 평가로 측정한 결과 학습 후 독립수행수 (c)이 70

이 다면, 이 아동의 실제 학습향상도(c)는 ‘70 - 50 = 20’으로 20 이 된다. 즉, 원래는 50 이

지만 30 (ZPD1)을 더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동이 있는데, 학습 후 실제 시험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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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70 으로 20 의 향상을 나타내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실제 학습향상도는 20 으로 ZPD1 수인 30 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실제 

학습향상도는 ZPD 역 안에 들어가지 ZPD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의 모델로부터 ZPD의 연구를 더 확장할 것을 권고하 다(백순근, 

1999). 학습 의 ZPD1가 30 인 아동이 학습 후 실제 c (70 )의 수를 받았을 때  한 번

의 ZPD를 측정하자는 것이다. 즉, ZPD1과 ZPD2 간의 차이를 연구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잠재  향상도’라고 명명하 다. 즉, 개별 언어장애 아동의 ‘실제  학습향상도(c-a)’

와 ‘잠재  향상도(ZPD2 - ZPD1)’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 다.

ZPD는 언어평가와 언어치료에 용되고 있다. Gutiérrez-Clellen & Peña (2001)는 ZPD 

이론을 언어에 용한 합한 역동 평가 모형으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Carlson 

& Wiedl (1978)의 약  평가(testing the limits) 모형, 둘째는 Campoione et al. (1985)의 진

 자극(graduated prompting) 모형, 셋째는 Budoff (1974)의 검사-훈련-재검사(test-teach- 

retest) 모형이다. 이  약 평가 모형은 특정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 을 

평가하기 한 것이고, 진  자극 모형은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이능력까지 악하기 

한 것이다. 즉 이 두 모형은 정상아동의 언어기능에 한 비도를 결정하기 해 당한 모형

이다. 반 로, 검사-교육-재검사 모형은 모형자체가 기능의 장애가 있는지를 악하기 한 

것이므로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을 평가하는데 더 당하다고 볼 수 있다. 

ZPD 이론을 언어평가에 용한 연구는 Bloom & Nelson이 소개하 다. 이들은 평가-

교수-재평가 모형을 사용하여 6가지 의미 계(semantic relation)와 세 가지 기능  계

(functional relation) 등을 통해 학습잠재력을 확인하 다(Olswang, Bain & Johnson, 1992). 

Olswang과 그의 동료들(Olswang & Bain, 1996; Olswang, Bain & Johnson, 1992)은 두 명

의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언어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 역동  언어평가에서 반응 인 

아동(responsive child)이 단기학습 기간동안 더 많은 낱말을 학습하 다고 한다. 이들은 역

동 평가 결과를 통해 세 부류의 아동으로 분류하 다. 첫째, 학습잠재력이 큰 아동 즉, 어려

운 과제를 조 의 도움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이 기능의 습득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측을 할 수 있으므로 언어치료의 상자가 아니라고 하 다. 둘째는 학습잠재력

이 낮은 아동으로 쉬운 수 의 과제를 수행  하기 해 많은 양의 단서를 줘야하는 아동들

이다. 바로 이들이 언어치료의 상이 되는 것이다. 셋째, 성인의 어떤 도움도 향을 받지 

않고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들이다. 이 경우는 단기학습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아직 치료받을 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제안하 다. Bain & Olswang (1995)도 한 낱말 

수 의 아동을 상으로 두 낱말 산출을 목표로 한 단기학습을 3주간 시행하여 정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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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평가 에 어떤 것이 치료효과를 측하는데 더 타당한지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ZPD가 치료효과를 측하는데 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기능  계어보다 의

미  계어가 측의 척도로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ZPD의 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에 한 연구들은  방법이나 상  방법

을 사용한다.  방법은 실제로 나타나는 언어변화를 양(size)으로 측정하여 추리통계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이다. 상  방법은 PCI (Proportional change index: 이하 PCI)라는 

상  수치를 사용하여 변화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PCI란 실제 학습향상도를 나타내

어주는 수치이다. 결과해석은 PCI 수가 1.0 보다 작으면 단기학습 보다 후가 더 나빠졌다

는 것을 의미하고, PCI 수가 1.0 이면 단기학습 과 후의 실제 학습향상도는 차이가 없었다

는 즉,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PCI 수가 1.0 이상일 때 단기학습 보다 후의 실제 

학습향상도가 높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Bain & Olswang, 1995; Wolery, 1983). Olswang 

& Bain (1996)은 단순언어장애 21명에게 3주간 정 평가와 ZPD에 기반한 역동 평가를 시행

하고, 3주간 치료를 하고, 3주간 철회를 하는 설계를 사용하여 어떤 평가결과가 실제 학습향상

도와 가장 상 이 높은지를 PCI를 사용하여 증명하 다. 연구결과 역동 평가(ZPD)와 PCI와의 

상 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SICD - R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age discrepancy)

과 PCI 간의 상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아동의 개별 ZPD와 PCI가 가장 상

이 높았다고 하 다. 즉, 치료 측에 가장 타당한 변수는 ZPD임을 증명하 다.

2어 산출을 목표로 아동의 ZPD에 한 연구는 Olswang, Bain & Johnson (1992)과 

Bloom & Nelson (Olswang, Bain & Johnson, 1992 재인용)이 있는데 공통 으로 <표 - 1>

과 같은 6단계의 단서들을 제안하 다. 

수 계산은 아동이 반응한 단서수 에 따라 <표 - 2>와 같이 가 치를 부여하는 역동

평가 가 치 수(Weighted Dynamic Assessment Score)로 계산하여 ZPD를 산출하 다. 

역동 평가 가충치 수란 ZPD 이론을 언어치료에 용시킬 때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 것으

로서, 어떤 단계의 단서에 아동이 반응하 다면 그 단계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단서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따른다. 따라서 은 도움에서 반응하면 많은 도움에서는 반응

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를 들어 < 상-행 > 의미 계가 목표인 회기에서 어떤 

아동이 간  모델(IM)에서 아동이 “빵 먹어”라고 산출하 다면 그 아동이 받게 되는 수

는 간  모델이 3 이고 그 아랫수 의 단서가 각각 2 , 1 이므로 ‘3+2+1’의 계산이 용

되어 ‘6’ 을 얻게 되어 있다. WDAS로 계산한 단서의 수는 GS가 21 (6+5+4+3+2+1), EQ

는 15 (5+4+3+2+1), CLO는 10 (4+3+2+1), IM은 6 (3+2+1), DMe는 3 (2+1), DMs는 1

을 주게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단서체계와 수계산법을 그 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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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역동  평가 시 단서 체계 시

단서 정의

일반  진술

(GS)

성인은 아동이 상황문맥에서 련

된 사물이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

게 하는 일반  지시문을 제공한다. 

아동이 주의집 이 주목표지만 아

동이 련된 말의 자발 으로 산출

하는 것이 허용된다.

“야 이것 좀 ”

도출질문(EQ)
사물이나 진행되는 활동에 해 참

조하는 의문사질문을 한다.

“무슨 일이야?”

“뭐하고 있어?”

결어보충하기

(cloze)나

문장완성하기과제

(CLO)

다소 상황문맥에서 련용어를 강

조하고, 사건의 비를 통해 문장완

성 유도, 의문사 질문이 선행한다.

“여기 , 개가 앉아있네”

(개를 앉히면서)“여기 개가 _____”

(개를 걷게하면서)“여기 개가 _____”

(더러운 수 를 보이며)“이거는 더러운 수

고”, (깨끗한 수 를 보이며)“이거는 ___”

간 모델

(IM)

정확한 어휘를 제시하면서 련 용

어의 지연되거나 삽입된 모델을 제

공한다. 모델 후 질문이나 설명이 

나온다.

“  개 , 걷고 있네.”

“테이블 에서 걷고 있는 개 좀 . ”

“무슨 일이니?”

“ 거 좀 .”

직 모델

-자발  산출(DMe)

직 인 모델을 주고 자발  모방

을 한 휴지를 둔다. 

“개 걸어” (휴지)

“개 걸어라고 말해 ”

직 모델

+도출질문(DMs)

자발  모방반응이 없으면 련된 

발화의 직  모방을 요구한다.

“개 걸어” (휴지)

“따라해, 개 걸어” ( 는)

“개 걸어 해 ”

<표 - 2> 역동 평가 수표와 계산방법 시

단서 수 수 수 계산 시

일반  진술(GS) 6 의미 계 아동1 - 단서와 수 아동 2 - 단서와 수

도출 질문(EQ) 5 빵 먹어 IM = 3 + 2 + 1 DMe = 1

문장 완성하기(CLO) 4 바나나 커요 CLO = 4 + 3 + 2 + 1 DMe = 1

간  모델(IM) 3 차에가요 DMs = 2 + 1 DMs = 2 + 1

직  모델-자발  산출(DMs) 2  있어 DMs = 2 + 1 DMe = 1

직  모델+도출질문(DMe) 1 가 치 총 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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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에서 ZPD를 학습  치료에 용한 연구로, Belz (2002)와 De Guerrero & Villamil

(2000)는 ZPD이론을 학습에 용하여 제 2 모국어에서 습득효과를 입증하 고 Steele & 

Reynolds (1999)는 수학에 사용되는 개념과 수학언어 습득에서 ZPD이론의 효과성을 입증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아동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연령이 3세 0개월-3세 6개월

이며, 수용언어에서 6개월 미만의 지체를 나타내고 표 언어에서 1년 이상의 지체를 보이는 

한 낱말 수 의 표 언어장애 아동 24명으로 하 다. 선택된 아동은 여아 10명, 남아 14명 이

었다.

각 아동은 (1) 연구자가 실시하는 사  정 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 

결과 등가연령이 생활연령 범 보다 6개월 이하 지체되었고, (2) PRES (김 태, 2003)로 측

정하여 표  언어에서 1년 이상의 지체를 나타내고, 수용 언어에서 6개월 이하의 지체를 나

타내는 표 언어장애로 선정하 다. 한 (3) 부모보고인 MCDI-K (배소  역, 1993) 결과 

아동의 어휘목록이 30낱말 이상이며 주로 한 낱말 이상의 발화를 하며, (4) 시각  청각 등 

감각장애와 정서, 행동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 다. 

2. 연구 차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표 화검사 결과가 같은 아동 24명을 상으로 평가-단기학

습-재평가의 차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세부 차는 <표 - 3>과 같이 (1) 학습  정 평가

(독립 수행수  평가), (2) 학습  ZPD에 기반한 역동 평가( 진을 통한 수행수  평가), 

(3) 단기학습, (4) 학습 후 정 평가(독립 수행수  평가)이다. 

가.  학습  독립수행수  평가

표 화된 검사로 미리 선별은 하지만 2어 산출능력에 한 집 인 역동  평가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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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실험 차표

기간 단계 활동

1주 1) 평가

  상선정을 한 표 화검사 그림어휘력검사, PRES, MCDI-K

1) 학습  정 (독립수 ) 평가

2) 학습  ZPD에 근거한 역동 ( 진을 통한) 평가

3주 2) 단기학습 3) 각 아동당 3명의 언어임상가가 1회기씩 교 로 단기학습

1주 3) 재평가 4) 학습 후 정 (독립수 ) 평가

행하기 해 정 평가를 따로 실시하 다. 연구자가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언어샘 을 

분석하여 MLU (Mean length of Utterance) 1.0-1.6 사이에 있는 아동임을 확인하 다. 정

평가가 원래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검사법이므로 <표 - 4>의 48개 항목  직 인 진을 

받지 않고도 반응을 하는 경우(GS, EQ)에만 자발  산출로 취 하여 수를 부여하 다. 정

평가와 역동 평가를 분석하기 해 두 평가 모두 Olswang, Bain, & Johnson (1992)이 제

시한 <표 - 2>와 같이 역동 평가 가 치 수체계(WDAS)를 사용하 다(<표 - 2> 참조). 

즉, GS에서 2어산출을 하면 21 (6+5+4+3+2+1)을 주고, EQ에서 2어산출을 하면 반응하면 

15 (5+4+3+2+1)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들 수의 합산으로 학습  독립 수행수  수를 

산출하 다. 

나.  학습  진을 통한 수행수  평가

역동 평가 과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표 - 4>와 같이 제작하 다. 역동 평가 과제

의 어휘는 MCDI-K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 배소

 역, 1993)와 장애아동의 언어지도Ⅱ를 토 로 72개의 내용어를 선정하 다.  의미 계 

유형은 김 태(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2세의 고빈출 2어 의미 계 6개를 범주로 선택하

다. 선택된 범주는 < 상-행 >, <실체-서술>, <배경-행 >, <배경-서술>, <용언수식-행

>, <행 자-행 >이다. 72개의 내용어로 <표 - 4>에서처럼 48개의 의미 계를 만들었다. 

과제수 은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를 구분하여 제작하 다.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로 나

는 이유는 자칫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고한계선(ceiling)이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높

은 수 인 어려운 과제를 포함시켰다. 한 치료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선행연구를 그 로 따랐다. 이 게 제작된 역동 평가 과제로 장애아에게 합한 모형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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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역동 평가 과제

의미 계
수 쉬운 과제 어려운 과제

상-행

빵 먹어요.

사과 먹어요.

빵 썰어요.

사과 썰어요.

다리 닦아요.

배 씻어요.

치마 입어요.

거울 요.

실체-서술

바나나 커요.

만두가 커요.

바나나 작아요

만두가 작아요.

머리 길어요.

얼굴 더러워요.

바지 짧아요.

책 두꺼워요.

배경-행

침 에 가요.

차에 가요.

침 에 놓아요.

차에 놓아요.

가 로 잘라.

색연필로 그려요.

발로 차요.

손으로 던져요.

배경-서술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거 뻐요.

에는 넓어요.

에는 좁아요.

용언수식-행

빨리 넣어요.

천천히 넣어요.

빨리 빼요.

천천히 빼요.

더 주세요.

조  아 요.

그만 만들어요.

계속 기다려요.

행 자-행

곰이 앉아요.

강아지가 앉아요.

곰이 일어나요.

강아지가 일어나요.

엄마가 마셔요.

아빠가 부어요.

토끼가 뛰어요.

 거북이 기어요.

 

학습-재검사 모형을 사용하여 <표 - 1>과 같은 단서 계를 통해 ZPD를 평가하 다

(Gutiérrez-Clellen & Peña, 2001; Olswang & Bain, 1996; Schneider & Watkins, 1996; Bain 

& Olswang, 1995; Olswang, Bain & Johnson, 1992). 즉, 학습  진에 의한 수행수 은 

단서에 반응한 WDAS 수의 총합으로 산출하고, ZPD는 [학습  진에 의한 수행수  = 

단서에 반응한 WDAS 수 총합]으로 산출하 다. 

다.  단기학습

단기학습 항목은 <표 - 4>의 역동 평가 도구의 두 가지 수 인 쉬운 과제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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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쉬운 과제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가져와 내용어를 서로 교차하여 <표 - 5>와 같이 만

들었다.

쉬운 과제의 < 상-행 >와 <실체-서술>에 사용된 내용어를 교차하고, <배경-서술>

과 <배경-서술>의 내용어를 서로 교차하고, <용언수식-행 >과 <행 자-행 >의 내용어

를 서로 교차하여 내용어는 같지만 산출이 다르도록 제작하 다. 를 들어 평가항목에서는 

< 상-행 >와 <실체-서술>의 목표어가 ‘빵 먹어요’, ‘바나나 커요’이지만 단기학습항목에

서는 ‘바나나 먹어요’, ‘빵 커요’ 내용어가 서로 교차되어 있다. 이 게 평가에서 어려운 과제

와 쉬운 과제의 두 수   쉬운 과제만을 이용해서 단기학습항목 24개를 만들었다. 역동

평가 과제와 단기학습 과제를 다르게 한 이론  근거는 Lidz (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

하 기 때문이다. 그는 ZPD이론의 실제 용 시 평가와 학습 때 사용되는 도구를 같은 것이 

아닌 형태는 같으나 내용은 다른 동형검사를 만들어 학습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왜냐하면 

검사-훈련-재검사의 라다임에서 검사과제와 훈련과제를 같게 하 을 때, 그것이 학습되었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도 평가와 단기학습의 과제를 다르게 

하여 변인을 통제하 다. 단기학습 자료 한 연구자와 2인의 언어임상가가 모두 같은 실

험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가변인을 통제하 다.

<표 - 5> 단기학습 항목 제작시 교차규칙

역동 평가 항목 단기학습 항목

의미 계 상-행 실체-서술 의미 계 상-행 실체-서술

쉬운과제

빵 먹어요.

사과 먹어요.

빵 썰어요.

사과 썰어요.

바나나 커요.

만두가 커요.

바나나 작아요.

만두가 작아요.

쉬운과제

바나나 먹어요.

만두 먹어요.

바나나 썰어요.

만두 썰어요.

빵 커요.

사과 커요.

빵 작아요.

사과 작아요.

의미 계 배경-행 배경-서술 의미 계 배경-행 배경-서술

쉬운과제

침 에 가요.

차에 가요.

침 에 놓아요.

차에 놓아요.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 쉬운과제

 가요.

많이 가요.

 놓아요.

많이 놓아요.

침 에 필요해요.

차에 필요해요.

침 에 있어요.

차에 있어요.

의미 계 용언수식-행 행 자-행 의미 계 용언수식-행 행 자-행

쉬운과제

빨리 넣어요.

천천히 넣어요.

빨리 빼요.

천천히 빼요.

곰이 앉아요.

강아지가 앉아요.

곰이 일어나요.

강아지 일어나요.

쉬운과제

빨리 앉아요.

천천히 앉아요.

빨리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요.

곰이 넣어요.

강아지가 넣어요.

곰이 빼요.

강아지가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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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학습은 5개월에 걸쳐 한 아동 당 주 2회씩 3주간 실시되었다. Bain & Dollaghan 

(1991)은 단기학습 기간으로 3주를 선정한 근거로 성숙(maturation) 변인을 들고 있다. 단기

학습 후 향상된 언어능력이 자연  성숙에 의한 것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학습잠재력이 의미

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성숙의 효과가 아니라 언어임상가의 단기학습에 의한 변화임을 증

명하여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단기학습 기간을 3주로 하는 이유다. 만약, 3주보다 더 긴 

시간 단기학습을 시키면 그것이 단기학습이라기 보다는 치료효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피험아동 부분이 치료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학습잠재력을 확인할 수 없다.  3주보다 더 

짧게 단기학습을 실시하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서 피험아동 부분이 언어향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ZPD를 확인할 수 없다. 

단기학습 진행순서은 첫째 주는 < 상-행 >와 <실체-서술>의 8개 항목을 목표로 학

습시키고, 둘째 주는 <배경-행 >, <배경-서술>의 8개 항목을, 셋째 주는 <용언수식-행 >, 

<행 자-행 >의 8개 항목을 학습시켰다. 각 회기에 한 의미 계 당 2회의 산출기회를 

다. 그러므로 한 회기당 산출기회는 회기 당 16번이 된다. 임상가 변인의 통제를 해 한 아

동을 1주씩 3명의 임상가가 교 로 교수하 다. 각 아동은 3명의 임상가에게 각 1주씩 학습

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임상가 변인을 통제하게 된다.

라.  학습 후 독립 수행수  평가

단기학습이 끝난 후 실제 학습향상도를 산출하기 해 처음에 시행되었던 정 평가를 

다시 시행하 다. 역동 평가 과제의 48항목에서 주의집 (GS)을 시키거나 질문에 한 반

응(EQ)한 경우에만 선행연구에 따라 자발  산출로 취 하고 수를 다. 수는 역동 평

가와 같이 역동 평가 가 치 수로 받게된다. GS에서 2어 산출을 하면 21 을 주고, EQ에

서 2어 산출을 하면 15 을 주었다. 이들 GS와 EQ 수의 합산으로 학습 후 독립 수행수  

수를 산출하 다. 한, 실제 학습향상도는 학습  독립 수행수 과 학습 후 독립 수행수

과의 차이로 산출하 다. 즉, 

실제 학습향상도 = 학습 후 독립 수행수  - 학습  독립 수행수

3. 신뢰도 분석

평가는 1인의 연구자가 시행하 고, 단기학습은 3인의 언어임상가가 실시하 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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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신뢰도는 평가 독립변인 신뢰도와 교수 독립변인 신뢰도를 구분하여 측정하 다. 평가 

독립변인 신뢰도는 무작 로 3명을 선택하여 48항목의 30 %에 해당하는 16항목의 평가과정

을 각각 비디오로 녹화한 후 언어병리학을 공하고 임상경력이 2년이상인 언어임상가를 제 

2 평가자로 두어 측정한 결과 평가 독립변인 신뢰도는 97.9 %로 나타났다. 교수 독립변인 신

뢰도는 3인의 언어임상가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기 해 무작 로 선정한 서로 다른 아동 3인

의 < 상-행 >, <실체-서술>이 목표인 회기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언어임상가 간의 단서

제시의 일치도를 평가한 결과 93.75 % 다. 

무작 로 추출된 아동 3인의 역동 평가 회기의 녹음테잎을 선택하여 각 아동당 자료

의 25 %에 해당하는 12개의 항목을 2명의 평가자가 듣고 GS, EQ, CLO, IM, DMs, DMe, NR

에 기록하게 하여 일치도를 계산하 다. 그 결과 종속변인 신뢰도는 100 % 다.

Ⅲ. 결  과

1. 학습 의 ZPD평가 결과와 실제 학습향상도 간의 상 계

학습  ZPD평가 결과와 실제 학습향상도간의 Spearman 등 상 계수(rank correlation 

coefficient) rs 는 .815로 상 이 매우 높게(p < .01)나타났다(<표 -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학습  ZPD가 높으면 단기학습 후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 6> 학습 의 ZPD와 실제  향상도간의 상 계수 (n = 24)

  학습  ZPD × 실제 학습향상도

상 계수 .815**  

(**p < .01)

2. ZPD가 높은 집단과 ZPD가 낮은 집단의 실제 학습향상도의 차이

연구 상 24명의 단기학습  ZPD 수를 서열로 나열한 후 앙값(median)을 기 으

로 상  12명은 ZPD가 높은 집단으로, 하  12명은 ZPD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 다.

두 집단 간 실제 학습향상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Wilco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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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실제 향상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Z = -2.815, p< .01). 이러한 결과는 ZPD가 높은 아동은 단기학습 후 학습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ZPD가 높은 아동은 ZPD가 낮은 아동들보다 실제 학습향

상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제언 

본 연구는 언어치료 임상 장에서 사용되는 표 화 검사가 치료 측의 정보를 주기에 

불충분하다는 한계 을 보완하기 하여 ZPD와 련된 이론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토

로 역동 평가로 측정한 ZPD가 치료 측의 자료로서 타당한지를 입증하고자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을 요약하고 이들을 선행연구결과와 련지어 이 결과들이 

주는 시사 을 정리해 보았다. 

학습 의 역동 평가에 의한 ZPD와 실제 학습향상도간의 상 계수 .815(p < .01)로 

매우 높은 상 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ZPD가 높을 수록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3주의 단기학습이 아니라 실제 장기치료에 들어갔다면 ZPD가 높은 아동이 ZPD가 낮

은 아동보다 치료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ZPD가 치료 측에 타당함을 시사해주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언어장애 아동에게 단기 학습을 실시하여 ZPD와의 상 계를 

분석한 Olswang & Bain (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Olswang & Bain(1996), Olswang, 

Bain & Johnson (1992)은 역동 평가에 의해 측정된 ZPD는 재를 통해 그 아동이 얼마나 

즉각  변화(immediate change)를 나타낼 지와 높은 상 을 가진다고 해석하 다. 즉, ZPD

가 높을수록 재 후 빠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ZPD가 낮을수록 재 후 변화의 추이가 

늦음을 시사한다고 하 다. 나아가서 ZPD가 아주 낮은 아동은 특정 기술(specific skill)이 아

직 비되지 않은 아동으로 보았다. 

Nilholm (1999)은 ZPD평가가 아동의 학습잠재력과 이능력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으므로 치료목표 수 을 설정하고 치료량을 결정할 때 질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고 하 다. ZPD에 기 한 역동 평가를 제작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소는 단서 계(단서량이 

많음/ 음)와 수 계(어려운 과제/쉬운 과제)이다. 단서도 높은 수 의 단서와 낮은 수 의 

단서가 갖추어지고 과제도 높은 수 의 과제와 낮은 수 의 과제를 갖추어야 치료의 양 ․

질 정보이라는 역동 평가의 장 을 이용할 수 있다. 를 들어, ZPD가 높은 아동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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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높이고 학습수 을 높여도 그 활동이 ZPD안에 있으므로 성취된다. ZPD가 낮은 아동은 

학습량을 이고 학습수 도 낮추어 그 아동의 ZPD범 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면 그 목

표도 성취된다. 자칫 ZPD 범 를 벗어난 치료목표일 때 그 아동의 능력을 벗어난 치료량일 

때는 성취되기 힘들다(Vygotsky, 1962, 1978). 효과 인 치료를 해서 ZPD 역의 확인은 

유용하다.

ZPD가 치료 측에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증명하여

야만 한다(Bain & Dollaghan, 1991). 첫째, 단기학습 후 향상된 언어능력이 자연  성숙

(maturation)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 즉, 성숙의 효과가 아니라 언어임상가의 단

기학습에 의한 변화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단기학습 기간을 3주로 하는 이

유다. 만약, 3주 보다 더 긴 시간 단기학습을 시키면 그것이 단기학습이라기 보다는 치료의 

효과가 되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추리 통계 인 방법을 사용하여 방법론 으로 문제가 없어

야 한다. 추리통계는 집단연구이기 때문에 실험 차가 까다롭고, 임상가 1인이 많은 아동에

게 단기학습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Bain & Dollaghan (1991) 이것의 안으로서 단일

상연구(single subject design)를 제안하 다. McReynolds & Kerns (1983)도 행동간 다

기 선 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를 통해 잠재력을 확인하 다. 셋째, 언어향상이 수치

로 표  될 수 있어야한다. 이것은 단서의 양이라든지 횟수에 한 아동의 반응이 연구자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로 표 하여 으로 확인 가능해야 ZPD를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

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산출을 어음재료로 삼아서 

아동이 반응한 단서에 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명하 다. 넷째, 결과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언어임상가의 단기치료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한 가지 역에

서 언어향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두 개 이상의 역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증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의미 계유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역에서 나타

남을 증명하 다. 

본 연구의 결과, 학습  ZPD와 실제 학습향상도 간의 상 은 .815로 높은 상 을 보

고, 이는 ZPD의 치료 측 타당도를 지지하여주는 결과가 된다. 부가 으로 ZPD 평가 결과와 

정 평가 결과  치료 측에 더욱 타당한 것이 어느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학습  정

평가 결과와 실제 학습향상도 간의 상 계수를 구해보았다.

학습 의 정 평가 결과와 실제 학습향상도 간의 Spearman 등 상 계수는 .710으로 

상 이 높은 편이 다(p< .01). 두 상 계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학습  ZPD와 

실제 학습향상도간 상 계수는 .815로 상 이 매우 높은 편이 으며(p< .01), 학습  정 평

가 결과와 실제 학습향상도간의 상 계수는 .710으로 ZPD와의 상 에 비해 다소 덜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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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는 ZPD가 치료 측을 한 자료로 더 타당함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아울

러 ZPD가 높은 집단과 ZPD가 낮은 집단은 실제 향상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으로써 치료 측 타당도를 좀 더 지지하고자 하 다(Z = -2.81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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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dictive Validity of Dynamic Assessment Using 

ZPD with Expressive Language Delayed Children

J u n g  E u n  P a r k
(Seoul Speech Language Center)

Y o u n g  T a e  K i m
(Dept. p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validity of dynamic 

assessment using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Dynamic assessment examines how 

children respond to cues presented hierarchically from least to most supportive. The 

hypothesis is that children’s responsiveness reflects readiness to learn a new behavior; that 

is, responsiveness to the least supportive cuing indicates a readiness for immediate learning

(Vygotsky, 1978). A dynamic assessment procedure was employed with twenty four 

children with specific expressive language impairment to determine their readiness for 

producing two-word utterances.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Static assessment is designed to hold contextual support to a minimum, as 

occurs in standardized testing, so that a child’s habitual performance can be identified. In 

contrast, dynamic assessment focuses on potential level of performance revealing a child’s 

immediate ability to change or advance when provided with guided instruction from a more 

experienced person.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pre-treatment ZPD and the improvement of actual development (difference between two 

static assessments (post-treatment , pre-treatment)) were very high. (2) The difference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igh ZPD group and low ZPD group was not significant. 

The improvement of actual development of high ZPD group was better than low ZPD group.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predictive validity of ZPD was supported.

Key  Wo r ds : ZPD, dynamic assessment, expressive language delayed children, predictive 

valid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