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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research studied i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showed a difference in performance compared to normal children when processing word 
meanings with a presented definition and a presented context. Methods: The subjects in-
cluded 10 children with BIF and 10 normal children. The children were asked to choose 
one sentence among 3 options which included a nonword used the same meaning with 
the target sentence after reading target sentences with nonwords. Subsequently, the tar-
get sentences were divided into two conditions: presenting the definition directly and pre-
senting a context from which the nonword’s meaning could be inferred. Results: Children 
with BIF performed significantly lower than normal children when they processed non-
word meanings. And while normal children performed evenly regardless of conditions, 
children with BIF showed significantly poorer performance when presented with a context 
for meaning rather than a definition. In addition, when analyzing types of errors children 
with BIF chose the sentence unrelated to the meaning of the nonword used in the target 
sentence more often than normal children. Conclusion: Children with BIF struggle with ac-
quiring the meaning of new words, especially when it is necessary to infer that meaning 
through context. They require intervention to improve this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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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American Psychiat-

ric Association, 2000)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 지수가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전체 인구의 12%가 이에 해당된다

(Dunham, Schrader, & Dunham, 2000). 특히, 경계선급 지능 아동

들의 경우 드물지 않게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지적

장애나 단순언어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들 역시 이들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

해 적절한 진단 및 중재에서도 배제되기 쉽다. 그러나 경계선급 지

능 아동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일반 아동들에 비해 고차원

적인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보이며, 읽기 및 쓰기의 저조한 수행 때

문에 학습 부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Lim & Hwang, 2006). 

일반적으로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생의 초기에 일반 아동들

과 유사한 발달을 보이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크게 어려움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Jung & Lee, 2005; Yu, Jeong, & 

Kim, 2007). 하지만 이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

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지체를 보이고(Singh, 2004), 

상위 인지 능력의 결함으로 추론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일반 아동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며, 일반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전에 배운 정보와 새로

운 정보를 통합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Cooter & Cooter, 

2004; Jensen, 1998; Verguts & De Boeck, 2001). 

이 같은 이들의 인지 및 언어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데도 저조함을 보일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어휘는 개인의 인지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이며(Lee, 1997), 학령기 아동의 읽기 이해 능력 및 학업 성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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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Kurdek & Sinclair, 2001; Kim 

& Hwang, 2008; Kim, Yoo, Hwang, Kim, & Koh, 2010). 학령전기 

아동들은 구어를 기반으로 하여 어휘를 확장해 나가는 반면, 학령

기 아동들은 다양한 읽기 경험을 통해 광범위한 어휘들에 노출되

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휘를 확장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Cain, 

Oakhill, & Lemmon, 2004; Cunningham & Stanovich, 1998; Nagy, 

Herman, & Anderson, 1985; Nagy & Herman, 1987; Sternberg, 

1987). 이렇듯 어휘력이 학령기 아동들의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령기 경계선급 지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연령이 증

가할수록 어휘력의 지체가 두드러지며(Jung & Lee, 2008), 언어 사

용 경험의 부족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제한으로 인해 일반 아동보

다 낮은 어휘력을 보인다(Lee & Choi, 2011). 또한 이들의 인지적 결

함은 언어의 구문론적, 화용론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어휘

를 습득하는 능력, 이미 알고 있는 어휘와 새로운 어휘를 구분하는 

능력, 필요한 어휘를 회상하는 능력, 상황에 맞게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on, 2003). 결론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어휘 습득의 어려움은 고차원적인 언어 처리와 읽

기 이해, 더 나아가 학업 성취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휘 습득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경계선급 아동들의 의미 처리 특성을 알아본 선행 연구들을 보

면 다음과 같다.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이 관용어를 이해할 때 문맥

을 활용하기는 하나 일반 아동들에 비해 덜 능숙하며, 관용어의 함

축적인 의미보다 문자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고 하였고(Kim, 2015), 중의어 의미 처리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처리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으며, 특히 문맥 단서

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세의미보다 열세의미를 처리할 때 정확도

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문맥을 활용하여 의미를 습득하거나 처리하는 과

정에서 전반적으로 일반 아동들에 비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Yoo, 2016). 

아동들이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

한다. 먼저, 새로운 어휘가 사용된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인데, 이때 문맥은 단어의 음운론적, 구문론적, 의미론적 규칙

과 같은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

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문맥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

는 것은, 어휘가 사용된 언어적 문맥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그 단

서들과 자신의 어휘 지식, 경험 등과 같은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

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Sternberg, 1987), 무엇보다 새로운 

어휘의 적절한 쓰임에 대한 예시를 배움으로써 그 의미를 일반화하

여 사용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이점이 있다(Amirian & Mome-

ni, 2012; Chen, Wang, & Yang, 2014). 어휘를 습득하는 또 다른 방

법은 새로운 어휘의 정의를 통해 그 의미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어

휘의 정확한 의미와 동의어를 습득하는 데 용의하고, 이는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령기 어휘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Amirian & 

Momeni, 2012). Pressley, Levin 그리고 McDaniel (1987)과 Biemi-

ller (2006) 또한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단어 목록

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논한 바 있으며, 학령전기 아

동들은 교과 과정 중에 고급 어휘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기에 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경

계선급 지능 아동의 어휘 학습 특성을 밝히고자, 새로운 단어의 의

미를 추론할 수 있는 문맥을 제시하는 조건과 새로운 단어의 정의

를 제시하는 조건에서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이 단어의 의미를 처

리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아동들이 오반응을 보였을 때 오류를 보이는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았다. 문맥과 정의를 통한 어휘 습득 모두 유용한 전략이

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계선급 지능 아동은 문맥 속에 포함

된 단서를 활용하고 자신이 가진 정보들을 새로운 정보와 통합하고 

추론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통한 어휘 습득보다 문

맥을 통한 어휘 습득에 더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계선급 아동 10명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선정기준은 (1) 한국-웩슬러 아동지능 검사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ISC-III; 

Kwak, Park, & Kim, 2001) 결과 경계선 지능(IQ 70-84) 범주에 속

하고, (2) 수용 ·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

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에서 수용어

휘와 표현어휘가 8-9세 평균의 ±1 SD 범주에 속하면서, (3) 구문의

미이해력검사(Pae, Lim, Lee, & Jang, 2004)에서 8-9세의 평균의  

±1 SD 범주에 속하고, (4) 읽기 성취 검사 및 읽기 인지처리능력 검

사(Test of Reading Achievement and Reading Cognitive Processes 

Ability, RA-RCP; Kim, Kim, Hwang, & Yoo, 2014)의 ‘읽기 이해 성

취검사’에서 학년대비 16%ile 이상으로 읽기 이해에 어려움이 없으

며, (5) 감각장애나 신경학적 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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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반 아동의 선정기준은 (1) K-WISC-III 지능검사에서 정상(IQ 

85 이상) 범주에 속하고, (2) REVT 검사에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수준이 8-9세 평균의 ±1 SD 범주에 속하면서, (3) 구문의미이해력

검사에서 구문이해가 8-9세 평균의 ±1 SD 범주에 속하고, (4) 읽

기 성취 검사 및 읽기 인지처리능력 검사의 ‘읽기 이해 성취검사’에

서 학년대비 16%ile 이상으로 읽기 이해에 어려움이 없으며, (5) 감

각장애나 신경학적 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경계선 지능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지능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t = -10.971, 

p< .001) 외에, 생활연령, REVT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구문의미이

해력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의 기본

정보 및 t-검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험 도구 제작 

본 과제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처리하는 과제로, 아동이 비단

어가 포함된 목표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 내 포함된 단서들을 활용

하여 비단어의 의미를 확인한 후, 같은 비단어가 포함된 3개의 보기 

문장 중에서 목표 문장에서 사용된 비단어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문장을 고르는 방식이다. 이때 목표 문장은 정의제시 조건

과 문맥제시 조건으로 구분되며, 각 조건은 12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정의제시 조건은 목표 문장이 비단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술되는 반면, 문맥제시 조건은 목표 문장이 

비단어가 실제로 그 의미에 맞게 사용되는 예시 형태로 제시된다. 

이 같은 실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비단어와 비

단어의 의미를 선정하였고, 그 비단어가 포함된 각 조건의 목표 문

장을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각의 목표 문장에 대한 3개의 보

기 문장을 제작하였다. 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실험에 사용되는 비단어는 복잡한 음절구조를 제외하고, 실제 

단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CVCV, CVCVC, CVCCV 구조의 2

음절로 총 24개를 선정하였다. 비단어의 개별 의미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명사이기는 하나, 하나의 대상으로 국한되기 보

다는 같은 속성을 갖는 여러 개의 대상으로 추론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비단어를 제외하고 목표 문장과 보기 문장에서 사용된 모

든 단어들은 아동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Kim 

(2003)의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에서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단어이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된 단어들만을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목표 문장과 보기 문장은 문장의 통사적 길이와 복잡

성을 통제하기 위해 4-6어절로 제한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각 조건의 목표 문장에는 아동의 비단어 의미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단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정의

제시 조건의 목표 문장인 “뽀디는 봄에 피는 꽃입니다”에서 ‘뽀디’

라는 비단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서로 ‘봄’, ‘피다’, 

‘꽃’을 사용하였으며, 문맥제시 조건의 목표 문장인 “봄에 뽀디가 

피면 향기가 납니다”에서는 세 가지 단서로 ‘봄’, ‘피다’, ‘향기’를 사

용하였다. 이때 비단어 추론을 위해 사용되는 단서들을 두 제시 조

건에서 최대한 동일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대응되는 두 제시 조건

의 목표 문장에서 세 가지의 단서 중 두 가지(예: ‘봄’과 ‘피다’)는 두 

제시 조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각 조건에 알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고자 한 가지의 단서는 두 조건에서 다르게 사용되었

다. 이때 두 조건에서 달리 사용된 하나의 단서로 정의제시 조건에

서는 상위범주어(예: ‘꽃’)를, 문맥제시 조건에서는 비단어의 의미

를 추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예: ‘향기’)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조건은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더불어, 각각의 목표 문장마다 3개의 보기 문장을 제작하였는

데, 보기에는 목표 문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비단어가 포함된 문

장(이하 정답 문장), 목표 문장에서 사용한 비단어의 의미는 아니

지만 관련이 있는 의미로 사용된 문장(이하 관련 있는 문장), 마지

막은 목표 문장에서 사용한 비단어의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의

미로 사용된 문장(이하 관련 없는 문장)으로 구성된다. 보기 문장 

중 정답 문장은 목표 문장에서 사용된 세 가지 단서가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두 가지의 다른 의미 단

서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화분에 있던 뽀디가 시들었습

니다’로 두 조건의 목표 문장에 사용된 단서인 ‘봄, 피다, 꽃, 향기’와 

중복되지 않는 ‘화분, 시들다’라는 두 가지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보기 문장 중 관련 있는 문장에 사용된 비단어의 의미는 목표 문장

에서 사용된 비단어의 의미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기능이 유사

하지 않은 의미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뽀디에 열린 사과를 땄습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BIF (N= 10) NC (N= 10) t

Age (yr) 9.46 (.88) 8.90 (.63) 1.618
IQa 76.00 (3.85) 101.40 (6.22) -10.971*
Receptive vocabularyb 92.20 (4.87) 95.90 (4.30) -1.799
Expressive vocabularyb 93.90 (5.30) 97.70 (4.27) -1.765
Sentence comprehensionc 49.60 (2.36) 51.60 (2.36) -1.89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NC= normal children.
a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ak, Park, & Kim, 2001), bRe-
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c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Test (Pae, Lim, Lee, & Jang, 200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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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문장에서 ‘뽀디’의 의미는 ‘나무’로 목표 문장의 비단어의 의

미인 ‘꽃’과 같은 범주에 속하여 연관이 있는 의미가 된다. 또한, 선

택 문장 중 관련 없는 문장에 사용된 비단어의 의미는 목표 문장에 

사용된 비단어 의미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며, 기능 또한 유사하지 

않은 의미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날짜를 보려고 뽀디를 넘겼습

니다.’에서 ‘뽀디’는 ‘달력’을 의미하여 목표 문장에 사용된 비단어

의 의미인 ‘꽃’과는 같은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기능 또한 확연히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 제작 과정을 거쳐 제작된 정의제시 조

건과 문맥제시 조건의 예시 문항은 Appendix 1과 같다.

과제 제작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과제를 제작한 후, 과제가 적

절한지를 알아보고자 경계선급 지능 아동 3명과 일반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라 문장의 길이, 친숙

성,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이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언어재활사 5명에게 선정된 비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적절한지, 목표 문장과 선택 문장이 기준에 맞게 제

작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

부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단어 중 실제 단어와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보고된 2개의 비단어를 수정하였고, 목표 문장과 보기 

문장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된 문장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과제를 완성하였다. 

연구 절차

각 조건 당 24문항씩 총 48문항을 제작하였으나 두 조건에서 같

은 의미의 비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에게 동일한 의미의 

비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중복되어 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조건을 12문항씩 A, B세트로 나누어, 각 집단 아동들의 반은 정

의제시 조건 A세트와 맥락제시 조건 B세트를, 나머지 아동들은 정

의제시 조건 B세트와 맥락제시 조건 A세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 세트 내의 문항들은 무작위로 배치하여 순서 효과를 배제

하였다. 

본 실험은 조용한 교실이나 치료실, 가정에서 아동과 개별적으

로 실시하였다. 지능검사와 언어검사(REVT,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읽기 이해 검사(RA-RCP)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5분간 휴식 후 비

단어 의미 추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 실시에 앞서 연습 문항

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이 과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과

제를 실시할 때 아동들에게 목표 문장과 선택 문장을 소리 내어 읽

도록 요구한 후 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및 처리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에서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으로 

처리하여 각 조건 당 총점은 12점이었다. 각각의 아동에 대한 정반

응 수를 계산하고, 오반응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경계선 지능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정의제시 조건과 문

맥제시 조건에 따른 단어의미 추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집단(2)×조건(2)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였다. 또한, 단어의미 추론과제에서 나타난 오류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ver.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경계선급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의 단어의미 추론 비교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의 경우 비단

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저조한 수행을 

보였으며, 일반 아동들의 경우 제시 조건과 상관없이 그 수행이 유

사한 데 반해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정의제시 조건에서보다 문

맥제시 조건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의 두 조건에 따른 비단어 의미 추론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경계선 지능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제시 조건에 따라 비

단어의 의미 처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원분산분석

(mix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주효과

가 유의미하였고(F(1, 18) =34.961, p< .001), 제시 조건 간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F(1, 18) =5.184, p< .05), 제시 조건×집단의 상호작

용 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8) =7.056, p< .05). 이

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이 비단어 의미 추론 수행에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고, 비단어의 의미를 추론함에 있어 목표 문장의 

제시 조건이 두 집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원분산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집단과 제시 조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정

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에 따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

(t=2.751, p< .05)가 나타났으나, 일반 아동은 두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반 아동은 두 조건에서 단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word meaning processing task by groups

BIF (N= 10) NC (N= 10)

Definition presentation condition 8.50 (1.43) 10.70 (.94)
Context presentation condition 7.20 (1.47) 10.80 (1.0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NC= norma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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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추론 수행에 차이가 없었지만, 경계선 지능 아동은 두 조건 중 

문맥제시 조건에서 단어의미를 추론하는 데 더 어려움을 보인 것

을 알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의 단어의미 추론 오류 유형

경계선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의 단어의미 추론에 대한 오류 유

형별 빈도 및 백분율은 Table 4와 같다.

오류 빈도 분석 결과 경계선 지능 아동은 단어의미 추론 과제에

서 평균 8.30 (SD=2.49)개의 오류를 보여 일반 아동의 평균 2.50 

(SD=1.84)개와 비교하여 오반응 빈도가 더 높았다. 두 집단의 오

류 유형을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전체 오류 중 관련 있는 

문장을 선택한 오류가 평균 5.80 (SD=1.68)개로 백분율이 69.88%

였으며, 일반 아동은 2.30 (SD=1.63)개로 전체 오류 중 92.00%로 

나타났다. 전체 오류 중 관련 없는 문장을 선택한 오류가 경계선 지

능 아동은 평균 2.50 (SD=2.12)개로 백분율이 30.12%였으며, 일반 

아동은 0.2 (SD= 0.63)개로 백분율이 8.00%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들에게(경계선급 지능 아동, 일반 아동) 비단어의 

의미를 개념화할 수 있도록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의 문장

을 제시하였고 비단어의 의미를 개념화한 후 보기 문장에서 비단

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문장을 고르도록 함으로써 경계선급 지

능 아동들의 단어 습득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들이 오

류를 보인 문장에 대하여 그 오답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의 수행이 일반 아동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조

사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경계선급 지능 아동이 단어의미 처리 과제에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어 새

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론 및 개념화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들에 비

해 저조한 수행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제는 목표 문장

을 읽으면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 및 개념화하고, 보기 문장들을 읽

으면서 목표 문장에서 쓰인 비단어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문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인지적인 처리가 요구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두드러진 언어 문

제를 동반하지 않았음에도 인지적인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일

반 아동들보다 더 많은 오류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

행 연구들에서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이 언어적 문맥을 이해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Jensen, 1998; Lee & Choi, 2011; Masi, Marches-

chi, & Pfanner, 1998; Verguts & De Boeck, 2001). 

둘째, 일반 아동의 경우 목표 문장에서 정의를 제시하는 조건과 

문맥을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수행

을 보인 반면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의 경우 목표 문장의 비단어 제

시 조건에 따라 단어의 의미 추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로 보아 일반 아동들과 달리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이 정의제

시 조건보다 문맥제시 조건에서 단어의미를 추론하는 데 더 어려

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맥제시 조건은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어 아동들이 이를 활용하여 의미를 추

론하고 개념화해야 하는 반면 정의하기는 “~은 ~이다”의 구문을 

사용하여 비단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의 의미를 기억하여 문항을 처리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각각

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비단어의 의미 처리 과정의 차이로 인해 경

계선급 지능 아동들의 경우 두 조건에서 수행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mirian과 Momeni (2012)에 의하면 문맥을 통해 

단어를 습득하는 것이 단어 지식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단어가 

사용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하나의 단어를 여러 문맥에서 

접함으로써 그 의미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령기에 

접어들면 많은 단어들에 수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의 

정의를 찾아 의미를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문맥을 통한 단

어의 의미 습득 전략은 학령기 아동들의 어휘 확장에 대단히 중요

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Amirian & Momeni, 2012; Chen et al., 2014; 

Table 3. Result of two-way ANOVA by group and condition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Between group
   Group
   Error

84.100
43.300

1
18

84.100
2.406

34.961 .000***

Within group
   Condition
   Condition× Group
   Error

3.600
4.900

12.500

1
1

18

3.600
4.900
.694

5.184
7.056

.035*

.016*

*p < .05, ***p < .001.

Table 4.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rror type by groups

Error type
BIF (N= 10) NC (N= 10)

M (SD) Percentage 
(%) M (SD) Percentage 

(%)

Relevant sentence 5.80 (1.68) 69.88 2.30 (1.63) 92.00
Irrelevant sentence 2.50 (2.12) 30.12 .20 (.63) 8.00
Total 8.30 (2.49) 100 2.50 (1.84) 100

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NC= norma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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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nberg, 1987).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문맥을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상

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들

의 어휘력 지체가 두드러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Jung & 

Lee, 2008). 이같은 결과는 문맥을 활용한 의미 추론이 요구되는 중

의어와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Kim, 2015; Yoo, 2016)

셋째, 단어의미 처리 과제에서 오류에 대하여 그 유형을 분석하

였는데 일반 아동과 경계선급 지능 아동 모두 목표 문장에서 사용

된 비단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오답을 고르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눈에 띄는 점은 일반 아동들의 경우 목표 문장에서 사용된 비

단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오답을 고르는 확률이 매우 낮은 데 비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관련 없는 문장을 선택한 비율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어에 노출되었

을 때 단번에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한다 할지라

도 그 단어의 일부의 속성들을 습득하고 이후 반복적인 노출을 통

해 점차적으로 어휘 지식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개

념화하게 된다(Amirian & Momeni, 2012). 일반 아동들은 오답을 

고르더라도 비단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문장을 선택함으로써 새

로운 단어의 일부 의미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경계선급 아동들은 이조차도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 관련이 없는 

보기 문장을 고르는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은 문맥을 활용

하여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같은 어려움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읽기 이해 및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의 어휘를 중재할 때 정의하

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일상 생활에서 우

연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

라는 단점을 감안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문맥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어휘와 읽기 이해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학령기 경

계선급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의미 습득의 어려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학령기에 접어 들어서도 이들의 문제가 확인 되지 않

아 적절한 중재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언어 및 학습 특성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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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의 예 

정의제시 조건 뽀디는 봄에 피는 꽃입니다. 

① 화분에 있던 뽀디가 시들었습니다. (정답 문장)

② 뽀디에 열린 사과를 땄습니다. (관련 문장)

③ 날짜를 보려고 뽀디를 넘겼습니다. (비관련 문장)

문맥제시 조건 봄에 뽀디가 피면 향기가 납니다.

① 화분에 있던 뽀디가 시들었습니다. (정답 문장)

② 뽀디에 열린 사과를 땄습니다. (관련 문장)

③ 날짜를 보려고 뽀디를 넘겼습니다. (비관련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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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에 따른 비단어 의미 추론 특성

김은지1·황민아2·고선희1

1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에서 비단어의 의미를 처리하는 데 있어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이 일반 아

동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8-9세의 경계선급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 각각 1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들에

게 비단어가 포함된 목표 문장을 읽고 3개의 보기 중에서 그 비단어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비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고르도록 

하였다. 이때 목표 문장은 비단어의 정의를 제시하는 조건과 비단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문맥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나뉘었다. 결

과: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비단어 의미를 처리하는 데 있어 두 조건 모두에서 일반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일반 아동들은 조건과 상관없이 고른 수행을 보인 반면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정의제시 조건에서보다 문맥제시 조건에서 유의미하

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또한, 오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목표 문장에서 사용된 비단어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오답을 고르는 비율이 높았다. 논의 및 결론: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문맥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뤄져

야 할 것이다.

핵심어: 경계선 지능 아동, 단어 의미 추론, 정의 제시, 문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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