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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children with developmen-
tal language delays’ performance on the Korea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changed depending on media type (computer-based (tablet PC) vs. paper-based).
Method: A total of 27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ages 3 to 7 years, par-
ticipated. All childr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language 
development delay and the age of integrated language using the Preschool Receptive-Ex-
pressive Language Scale (PRES) to evaluate language development. The REVT was con-
ducted at weekly intervals using different media in a random order. Raw score, total re-
sponse time (TRT), and average response time per question (ART) were measured be-
tween different media type and compared based on the degree of language development 
delay and the age of integrated language.
Results: Our study found statistically higher raw scores in both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in the computer-based test compared to the paper-based test.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the language delay, TRT and ART were statisti-
cally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computer based expressive vocabulary test, but only TRT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receptive vocabulary test.
Conclusion: In this study, in all language development delayed groups, the test results var-
ied depending on the type of media. In particular, computer-based tests, rather than con-
ventional paper-based tests, maintained the concentration of language-delayed children 
and helped reduce reaction time and improve vocabulary performance. Thus, the type of 
media used for the test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Language development delay, REVT, Language performance, Tot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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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표현 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는 진단을 목적으로 우

리말을 사용하는 아동의 어휘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어

휘 검사 도구로 여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Kim, Hong과 

Kim (2009)은 우리말에 대한 사전 문헌 연구에 기초하여 문항분석

을 실시하여 REVT의 검사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수용 어휘력검사

와 Kim, Lee, Hong, Kim 그리고 Chang (2009)은 수용 및 표현 어

휘력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 중인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검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생활

연령과 성별을 일치시킨 4-6세의 취학 전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

https://doi.org/10.12963/csd.20719

Original Article
Commun Sci Disord 2020;25(2):214-226ISSN 2288-0917 (Online)



https://doi.org/10.12963/csd.20719 https://www.e-csd.org    215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컴퓨터 기반 수용 및 표현어휘 검사  •  박지숙 외

체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용 · 표현 어휘력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간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언어발달지체아동을 판별해 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아동 및 언어발달지체아동

들을 대상으로 그림어휘력검사,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검

사, 수용 · 표현 어휘력검사를 실시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기존의 어휘검사 도구들과 높은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어휘검사로

서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처럼 REVT는 언어발달연구 및 언어

치료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문항수가 많고 그림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검사 도구의 양이 너무 많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Hong, Kim과 Kim (2014)은 3세 아동 1,70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표준화된 어휘검사도구인 REVT문항을 반으로 줄인 간편 

어휘 선별 검사를 개발하고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언어발달

이 지체된 3세 아동의 선별을 위해서는 어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

요하다고 하였는데, 언어 발달의 예후를 고려할 때 3세는 자연적 회

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지체를 나타내거나 나타낼 가능성

이 있는 연령이므로 적절한 조기중재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

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쇄물로 된 REVT검사를 실

시하였으나, 멀티미디어 및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에게

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그림어휘를 탑재하고 자동 평가 시스템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어휘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

안하였다.

실제로, Lee와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

으로 그림책으로 한 개별 검사와 교실 스크린을 통한 집단 검사로 

REVT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용어휘력 검사에서

는 검사 방법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표현어휘검사에서는 두 

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집단 검사의 

경우 집중력 통제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고 매체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3세 유아를 위한 컴퓨터 기반 REVT검

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 검사의 타

당도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Hong et al., 2014).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인쇄물 같은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적인 매체인 종이 인쇄물은 종이에 

글자나 그림 등을 인쇄하는 것으로 기존에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

문에 친숙하고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손으로 종이를 잡고 넘

기는 방법으로 촉감을 사용하여 편안하며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나, 많은 양을 제시할 때 무게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자료를 빠

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매체인 미

디어 매체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접근성이 높으며 휴대성이 

뛰어나고 높은 가독성과 터치를 기반으로 손쉬운 인터페이스가 특

징이며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인쇄 매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디지털 매체를 말하며, 전자책이나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이 있다(Kim et al., 2011).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초기 아동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디지털 미디어가 인지 과제나 언어 과제에서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Kim, Park과 Yi (2017)는 공

간 인식 과제에 대한 아동 수행이 과제를 제시하는데 사용되는 매

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린이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매체 유형의 영향이 다른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종이 · 태블릿 기

반 검사를 이용하여 학령기 이전 정상 3-5세 아동 60명에게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태블릿에서 작업을 완료할 때 작업 수행의 정

답률이 문서로 작업을 완료할 때와 크게 다르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으며, 태블릿에서 질문을 완료했을 때 응답 시간은 문서로 작업

을 완료했을 때보다 상당히 짧았다. 비록 미디어의 종류와 나이 사

이에는 상호작용이 없었으나, 미디어의 종류와 성의 종류 사이에 

부분적인 상호작용이 발견되었으며, 이 결과는 디지털 자극이 아

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 인지 과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또한, 한국판 동형·반복형 신경심리평가 배터리(Korean-

Repeatable Battery for the Assessment of Neuropsychological State, 

K-RBANS)를 사용하여 컴퓨터 기반 검사와 지필 기반 검사를 비

교하는 연구 결과, 검사 매체에 따른 K-RBANS 하위검사 수행에서 

기호쓰기가 지표 수행 차이에서 주의력 지표와 전체척도 지표에서 

차이가 나타남이 보고되었다(Kim, 2019).

이외에도 선행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매체인 스마트 미디어 매

체를 활용하였을 때 아동의 집중 및 흥미 유발, 긍정적 태도의 변화 

등 높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마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분야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매체를 활용

할 경우 학습을 할 때 흥미를 유발하기 쉽고, 높은 집중력으로 효

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종이 책 교과서나 e-러닝 환경의 데스크톱 

PC 사용보다 주의집중력과 자신감, 만족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Jeong, 2015; Yeon, 2007). Lee (2005)의 연구에서도 태블릿 PC

를 활용하였을 때 학습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학습 흥미 및 학습량

이 증가되었고 수동적인 학습자의 역할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

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는 새로운 교수매

체로서 유아 흥미 증진에 영향을 주어서 태도에서의 변화가 나타

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Yoo, 2012). 또한, Lee, Ki와 

Lee (2012)의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을 유지하

는 시간과 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책, 비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상호작용 컨텐츠인 뉴미디어를 사용했을 때 집중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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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시간과 학습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매체는 개발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

거나 높은 구매 비용이 들지만 현재 아동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시간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한편, 스마트 미디어 매체를 장애 아동의 말 · 언어 발달 중재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언어치료 분야에서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려는 노

력이 시도되고 있다(Lee, Lee, & Sung, 2015).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중재가 그림-단어를 활용하는 전통적 학습 

방법보다 지적장애의 빠른 자동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

ing, RAN) 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Lee, 2013), 그림만

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컴퓨터보조학습(Computer Assisted In-

struction, CAI)을 적용하여 시각과 청각적 자극을 함께 제시했을 

때 지적장애 아동의 단어재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Shin, 2003). 또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친숙한 동화를 이용한 이야

기 다시 말하기 중재는 지적장애 아동의 이야기이해력과 구문이해

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Cho, 2012), 사물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격조사 표현 중재는 

학령전기의 단순언어장애 아동에게 격조사 표현 능력을 효과적으

로 향상시켰으며 발화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쳤다(Jang, 2018).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스마트폰이나 PC 기반 관

련 연구는 대부분 교육적 측면이나 언어중재에 국한되어 있다. 언

어중재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동의 중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을 파악하

고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언어 평가

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평가 및 진단 과정 중 언어 검사는 필수 불

가결한 요소이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언어 검사는 많은 문항 

수와 종이 매체를 사용하는 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로 인해 아

동의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져 검사의 수행력이 좋지 않으

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중력의 문제로 검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학 전 언어발달지연 아동들의 경

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집중력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에 어

려움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발달장애 아

동을 대상으로 언어 평가나 검사 시 미디어를 달리 사용했을 때 언

어 과제의 수행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최근 Kang, Park, 

Song, Kim 그리고 Shin (2015)의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

용하여 조음음운장애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효능성을 살펴

보았으나, 조음음운장애 검사의 진행과 검 결과 저장에 필요한 기

본적인 기능에 대한 시스템만 구현하는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령 전기 

언어발달지체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REVT검사

의 타당도 연구에 앞서 기존의 그림책을 이용한 검사와 태블릿 PC 

기기에 그림어휘를 탑재한 검사매체를 사용하여, 수용 및 표현 어

휘검사의 원점수, 총 문항 반응시간 및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측

정하고, 태블릿 PC 컴퓨터 기반 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생활 연령이 만 3-7세 평균 생활 연령은 만 4

세(±11개월)로 언어치료 경력 10년 이상의 1급 언어재활사 1인이 

Preschool Recept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Seong, 

& Lee, 2003) 검사결과, 언어발달지연 아동으로 진단된 아동 총 27

명(남자 18명, 여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은 언어발달지연을 제외한 다른 발달 수준은 모두 정상 발달

을 보이는 아동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언어

연령이나 언어지연 정도에 따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언어발

달지연 정도는 PRES 검사 결과에 따라 통합언어 발달연령이 1세 

이상 2세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약간의 언어발달지체’로 간주되는 

아동 집단(15명)과 2세 이상 차이를 보여 ‘언어장애’로 간주되는 아

동 집단(12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통합언어연령에 따른 집단은 

PRES 검사 결과에서 통합언어연령이 ‘3세 이전’ 아동 집단(15명)과 

‘3세 이후’ 아동 집단(12명)으로 구분하였다. 

통합언어연령은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PRES) 검사 결과에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 연령의 평균 연령

으로 수용언어, 표현언어 연령의 합을 2로 나눈 연령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언어연령을 3세 기준으로 두 집단 구성을 하

였는데, 집단의 기준인 3세는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에 접어드는 

관문이며, 이 시기에는 유아교육기관에 본격적으로 다니게 되는 첫 

연령에 해당하고(Song, 2003), 이전과 비교하면 상호작용의 대상이 

확대되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언어발달이 촉진하게 되

는 변화가 나타난다. 대화에서 사용되어지는 어휘의 양이 늘어 한 

단어나 두 단어보다는 문장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

에(Kim & Lee, 2007).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연령을 3세 기준으

로 구분하여 낮은 언어연령과 높은 언어연령에서 매체의 효과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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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구 및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종이 인쇄물의 전통적인 검사와 동시에 그림 자료

를 스캔하여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파일로 작업 후 밀

어서 넘기는 방식으로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매체 중 태블릿 PC가 큰 화면으로 그

림을 제시하였을 때 아동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하여 태블릿 PC를 선정하였다. 대상자에게 취학 전 아동의 

PRES 검사를 먼저 실시하였고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REVT

를 실시하였다. REVT는 컴퓨터 기반(태블릿 PC)과 종이 기반 검사 

모두를 실시하였고 두 가지 매체로 실시하므로 학습효과가 미칠 영

향을 고려해서 처음 검사와 두 번째 검사는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무선배치로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는 14명의 언어발달장애아동

에게 컴퓨터 기반 검사를 나머지 13명의 언어발달장애아동에게 종

이 기반 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일주일 뒤 방문하였을 때 첫 

번째 컴퓨터 기반 검사를 받은 아동 14명은 종이 기반 검사를, 종이 

기반 검사를 받았던 13명의 아동에게는 컴퓨터 기반 검사를 실시

하였다. REVT에 대한 매체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자료를 

제시하는 매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을 통일 시켰으며 문항별 지

시 사항은 검사 도구의 지침서에 제시된 매뉴얼대로 수행을 하여 

검사 시 상호작용을 최소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수는 세 가지로 원점수, 총 반응시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이다. 먼저, 아동의 수행력을 규준과 비교하

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원점수를 측정하였고 기초선부터 최고 

한계선까지 정반응 문항 당 1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

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의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는데, 

총 반응시간은 검사시간의 효율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측정하였으

며,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반응시간은 매체에 대한 집중력이나 반

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하였다. 총 반응 시간은 컴퓨터 기반(태

블릿 PC) 검사와 종이 기반 검사 각각 REVT의 전체적인 수행력 비

교를 위해 시작 문항에 따라 검사자가 그림을 제시하고 질문을 시

Table 1. Comparison of diagnostic evaluation results based on raw scores in receptive vocabulary test between paper-based vs. tablet-based test

Participants
Paper-based Tablet-based

Raw score Diagnostic evaluation Raw score Diagnostic evaluation

  1 19 -1 SD~-2 SD (LDD) 24 -1 SD~M (WNL)
  2 16 -1 SD~-2 SD (LDD) 26 -1 SD~M (WNL)
  3 7 Less than-2 SD (LD) 12 Less than-2 SD (LD)
  4 24 -1 SD~M (WNL) 27 -1 SD~M (WNL)
  5 11 Less than-2 SD (LD) 26 -1 SD~M (WNL)
  6 12 Less than-2 SD (LD) 13 Less than-2 SD (LD)
  7 20 -1 SD~-2 SD (LDD) 27 -1 SD~-2 SD (LDD)
  8 27 -1 SD~-2 SD (LDD) 34 -1 SD~-2 SD (LDD)
  9 55 -1 SD~M (WNL) 52 -1 SD~M (WNL)
10 33 Less than-2 SD (LD) 38 Less than-2 SD (LD)
11 70 -1 SD~M (WNL) 75 -1 SD~M (WNL)
12 32 Less than-2 SD (LD) 45 -1 SD~-2 SD (LDD)
13 42 Less than-2 SD (LD) 53 Less than-2 SD (LD)
14 43 -1 SD~M (WNL) 50 -1 SD~M (WNL)
15 45 -1 SD~M (WNL) 51 -1 SD~M (WNL)
16 44 Less than-2 SD (LD) 57 -1 SD~-2 SD (LDD)
17 66 -1 SD~M (WNL) 66 -1 SD~M (WNL)
18 45 Less than-2 SD (LD) 42 Less than-2 SD (LD)
19 14 -1 SD~-2 SD (LDD) 11 Less than-2 SD (LD)
20 6 Less than-2 SD (LD) 7 Less than-2 SD (LD)
21 3 Less than-2 SD (LD)) 10 Less than-2 SD (LD)
22 24 -1 SD~-2 SD (LDD) 24 -1 SD~-2 SD (LDD)
23 2 Less than-2 SD (LD) 11 Less than-2 SD (LD)
24 14 Less than-2 SD (LD) 15 Less than-2 SD (LD)
25 2 Less than-2 SD (LD) 11 Less than-2 SD (LD)
26 17 Less than-2 SD (LD) 17 Less than-2 SD (LD)
27 26 Less than-2 SD (LD) 67 -1 SD~M (W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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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시간부터 마지막 문항의 아동이 대답을 끝낸 시간까지 총 시

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초(sec)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은 문항별로 반응 시간에 대한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해 

문항별로 그림이 제시된 순간부터 아동이 반응을 끝낸 시간의 합/

문항 수로 하였으며, 초(sec)단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1급 언어재활사 1인이 검사 자료 중 20%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용 어휘 원점수 

100%, 표현 어휘 원점수 100%, 총 반응시간 94%, 문항별 평균 반응

시간 93%의 검사자 간 신뢰도를 보였다.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검사 매체 유형에 따른 수용 어휘력검사의 

원점수에 근거한 진단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27

명 중 진단 분류의 변화가 있는 연구 대상자는 7명으로 25.93%였다.

한편, 검사 매체 간 표현 어휘력검사의 원점수에 따른 진단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27명 중 진단 분류의 변화가 

있는 연구 대상자는 5명으로 18.52%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통계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version 22를 사용하였으며, 언

어발달지연 정도에 따른 집단과 검사 매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 

간 요인(‘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과 집단 내 요인(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의 이원혼합 분산분석(Two way mixed-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합언어연령에 따른 집단과 검사 매체를 비교

하기 위해 집단 간 요인(‘3세 이전’ vs. ‘3세 이후’), 집단 내 요인(컴

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의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 의해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체 내 효과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Mauchly의 구형성 가정을 충

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Greenhouse-Geisser로 수정된 자유도와 F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수준에서 검정

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diagnostic evaluation results based on raw scores in expressive vocabulary test between paper-based vs. tablet-based test

Participants
Paper-based Tablet-based

Raw score Diagnostic evaluation Raw score Diagnostic evaluation

  1 27 -1 SD~-2 SD (LDD) 21 -1 SD~-2 SD (LDD)
  2 2 Less than-2 SD (LD) 3 Less than-2 SD (LD)
  3 4 Less than-2 SD (LD) 4 Less than-2 SD (LD))
  4 27 -1 SD~-2 SD (LDD) 29 -1 SD~-2 SD (LDD)
  5 4 Less than-2 SD (LD) 9 Less than-2 SD (LD)
  6 14 Less than-2 SD (LD) 14 Less than-2 SD (LD)
  7 20 Less than-2 SD (LD) 20 Less than-2 SD (LD)
  8 43 -1 SD~-2 SD (LDD) 47 -1 SD~M (WNL)
  9 62 -1 SD~M (WNL) 62 -1 SD~M (WNL)
10 30 Less than-2 SD (LD) 43 Less than-2 SD (LD)
11 79 -1 SD~M (WNL) 83 -1 SD~M (WNL)
12 35 Less than-2 SD (LD) 44 Less than-2 SD (LD)
13 41 Less than-2 SD (LD) 60 -1 SD~-2 SD (LDD)
14 44 -1 SD~-2 SD (LDD) 48 -1 SD~M (WNL)
15 53 -1 SD~M (WNL) 54 -1 SD~M (WNL)
16 43 Less than-2 SD (LD) 53 Less than-2 SD (LD)
17 65 -1 SD~-2 SD (LDD) 70 -1 SD~M (WNL)
18 51 Less than-2 SD (LD) 59 Less than-2 SD (LD)
19 2 Less than-2 SD (LD) 4 Less than-2 SD (LD)
20 3 Less than-2 SD (LD) 3 Less than-2 SD (LD)
21 2 Less than-2 SD (LD) 2 Less than-2 SD (LD)
22 26 Less than-2 SD (LD) 27 Less than-2 SD (LD)
23 2 Less than-2 SD (LD) 2 Less than-2 SD (LD)
24 22 Less than-2 SD (LD) 22 Less than-2 SD (LD)
25 3 Less than-2 SD (LD) 3 Less than-2 SD (LD)
26 19 Less than-2 SD (LD) 18 Less than-2 SD (LD)
27 56 -1 SD~-2 SD (LDD) 64 -1 SD~M (W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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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언어발달지연 정도(‘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에 따른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수행력 차이

수용 어휘력검사에서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검사 매체 간 어휘 원

점수, 검사 매체 간 총 반응시간 및 검사 매체 간 문항별 평균 반응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언어발달지연 정도에 

따라 매체 간 어휘 원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혼합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004, p= .949). 검사 매체 간(컴

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어휘 원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25) =14.171, p= .001) (Figure 1). 언어발달

지연 정도(‘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에 따라 어휘 원점수를 비

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25) =1.355, 

p= .255)(Figure 1).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매체의 주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총 반

응시간을 비교하였다.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발달

지연 정도와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25) = .004, p= .951).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25) =  

4.573, p= .042). 언어발달지연 정도(‘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

에 따라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F(1, 25) = .091, p= .766) (Figure 2).

언어발달지연 정도에 따라 매체 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

교하기 위하여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발달지연 정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receptive vocabulary raw scores 
(RS), total response time (TRT), and mean item response time (MIRT) for media 
type (paper vs. tablet) and group (LDD vs. LD) in receptive vocabulary test

Measures Media type
LDD (N= 15) LD (N= 12)

M SD M SD

Raw score Paper-based 30.40 17.87 21.92 20.31
Tablet-based 36.87 17.27 28.17 23.24

Total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293.73 123.37 280.76 165.68
Tablet-based 238.03 79.58 228.21 89.39

Mean item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4.16 2.27 5.40 4.84
Tablet-based 3.79 2.18 4.28 1.65

Figure 1. Comparison of mea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scores i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according to language development 
severity (Language development delay (LDD) vs. Language disorders (LD)) and media type (paper vs. 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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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total response time i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according to language development severity (Language develop-
ment delay (LDD) vs. Language disorders (LD)) and media type (paper vs. tablet).

M
ea

n 
to

ta
l r

es
po

ns
e 

tim
e 

(se
c)

40

30

20

10

0

 LDD LD

Paper-based receptive vocabulary test
Tablet-based receptive vocabulary test

M
ea

n 
to

ta
l r

es
po

ns
e 

tim
e 

(se
c) 50

40

30

20

10

0

 LDD LD

Paper-based expressive vocabulary test
Tablet-based expressive vocabulary test



https://doi.org/10.12963/csd.20719220    https://www.e-csd.org

Ji Suk Park, et al.  •  Tablet-Based REVT in Children with Language Development Delay

도와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383, p= .541).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문항별 평

균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F(1, 25) =1.500, p= .232), 언어발달지연 정도(‘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에 따라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25) = .831, p= .371)(Figure 3).

한편, 표현 어휘력검사에서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검사 매체 간 

어휘 원점수, 검사 매체 간 총 반응시간 및 검사 매체 간 문항별 평

균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언어발달지연 

정도에 따라 매체 간 어휘 원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혼합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매체 효과 간 상호작

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235, p= .632). 검사 매

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어휘 원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1, 25) =10.224, p= .004) (Figure 1), 

언어발달지연 정도(‘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에 따라 어휘 원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25) =  

.805, p= .378).

언어발달지연 정도에 따라 매체 간 총 반응시간을 비교하기 위하

여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005, 

p= .943).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F(1, 25) = 9.161, 

p= .006), 언어발달지연 정도(‘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에 따

라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25) = .572, p= .457)(Figure 2).

언어발달지연 정도에 따라 매체 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

교하기 위하여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발달지연 정

도와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445, p= .511).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 25) =  

6.667, p= .016), 언어발달지연 정도(‘언어발달지체’ vs. ‘언어장애’)

에 따라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25) =1.523, p= .229)(Figure 3).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expressive vocabulary raw scores 
(RS), total response time (TRT), and mean item response time (MIRT) for media 
type (paper vs. tablet) and group (LDD vs. LD) in expressive vocabulary test

Measures Media type
LDD (N= 15) LD (N= 12)

M SD M SD

Raw score Paper-based 32.33 22.19 24.5 23.66
Tablet-based 36.07 23.93 27.25 26.89

Total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293.73 123.37 280.76 165.68
Tablet-based 238.03 79.58 228.21 89.39

Mean item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350.32 188.47 306.54 163.03
Tablet-based 285.69 126.64 244.94 125.2

Table 5. Comparison of receptive vocabulary raw scores (RS), total response 
time (TRT), and mean item response time (MIRT) according to integrated lan-
guage age and media type in receptive vocabulary test

Measures Media type
Before 3 years 

(N= 15)
After 3 years  

(N= 12)

M SD M SD

Raw score Paper-based 12.73 7.49 44.00 14.03
Tablet-based 17.40 7.37 52.50 12.24

Total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293.73 123.37 280.76 165.68
Tablet-based 238.03 79.58 228.21 89.39

Mean item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256.54 154.04 327.25 117.01
Tablet-based 220.75 85.30 249.81 79.60

Figure 3. Comparison of average response time per question i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according to language development severity (Lan-
guage development delay (LDD) vs. Language disorders (LD)) and media type (paper vs. 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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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언어연령(‘3세 이전’vs. ‘3세 이후’)에 따른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수행력 차이

수용 어휘력검사에서 통합언어연령과 검사 매체 간 어휘 원점수, 

검사 매체 간 총 반응시간, 검사 매체 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다.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매체 간 어

휘 원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언어연령과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F(1, 25) =1.357, p= .255).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

반) 어휘 원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F(1, 25) =16.013, p= .000), 통합언어연령에 따라(‘3세 이전’ vs. ‘3

세 이후’) 어휘 원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F(1, 25) =82.383, p= .000).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매체 간 총 반응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언어연령과 매체 효과 간 상

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696, p= .412).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1, 25) =5.142, p= .032), 통합언

어연령에 따라(‘3세 이전’ vs. ‘3세 이후’)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25) =1.857, p= .185).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매체 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언어연령과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988, 

p= .330).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문항별 평균 반

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F(1, 25) =1.122, p= .300), 통합언어연령에 따라(‘3세 이전’ vs. ‘3세 이

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1, 25) =1.270, p= .271).

표현 어휘력검사에서 통합언어연령과 검사 매체 간 어휘 원점수, 

검사 매체 간 총 반응시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Table 6과 같다.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매체 간 어휘 원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

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언어연령과 매체 효과 간 상호

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25) =20.281, p= .000). 

통합언어연령과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으로 통합언어연령 내 검

사 매체의 어휘 원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3세 이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t = -.459, p= .653), 통합언어연령이 ‘3세 이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4.615, p= .001).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매체 간 총 반응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언어연령과 매체 효과 간 상

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1.838, p= .187). 검

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 25) =10.854, p= .003), 통합언

어연령에 따라(‘3세 이전’ vs. ‘3세 이후’) 총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25) =15.660, p= .001).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매체 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언어연령과 매체 

효과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5) = .141, 

p= .711). 검사 매체 간(컴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문항별 평균 반

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 25) =  

6.008, p= .022), 통합언어연령에 따라(‘3세 이전’ vs. ‘3세 이후’) 문

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F(1, 25) =11.995, p= .002).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검사와 종이 기반 검사

가 REVT에서 검사 매체의 변화가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검사 수행

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 연령이 만 3-7세인 언

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연 정도의 

중증도와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검사 매체 간 수행력을 비교 분석

하였다. 

REVT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우리말의 수용 및 표현어휘

력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언어발달순서에 근거하여 문항에 적합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개발

되었으며, 그림 자료를 사용한 어휘력 검사 도구이다(Kim, Hong, 

& Kim, 2009). REVT는 피검사자가 4개의 그림 자료 중 목표 어휘

를 나타내는 그림을 지적하거나, 제시되는 그림을 보고 목표 어휘

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방법의 특성 

Table 6. Comparison of expressive vocabulary raw scores (RS), total response 
time (TRT), and mean item response time (MIRT) according to integrated lan-
guage age and media type in expressive vocabulary test

Measures Media type
Before 3 years 

(N= 15)
After 3 years  

(N= 12)

M SD M SD

Raw score Paper-based 11.80 10.53 50.17 13.80
Tablet-based 12.07 9.92 57.25 11.69

Total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293.73 123.37 280.76 165.68
Tablet-based 238.03 79.58 228.21 89.39

Mean item response  
   time (sec)

Paper-based 240.76 151.67 443.48 136.99
Tablet-based 201.73 115.39 349.89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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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총 문항 반응 시간과 평균 문항별 반응시간은 검사에 대한 아동

의 집중력이나 지루함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어발달지연 정도의 중증도(‘언어발달지체’ vs. ‘언

어장애’)에 따른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검사와 종이 기반 검사 간 

REVT중 수용어휘력 검사의 수행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검사 매

체에 따라 수행력의 차이를 보였으며, 언어발달지연 정도의 중증도

는 수행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검사 매체의 효과에서는 수용 

어휘력검사의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을 제외하고 컴퓨터 기반(태블

릿 PC)에서 원점수, 총 반응시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은 수행력을 보였다. 즉, 컴퓨터 기반 검사에

서 언어발달지체아동군과 언어발달장애아동군 모두 원점수가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총 반응시간에서 두 집단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를 

진행할 때 수용 어휘력검사에서 제시된 4개의 그림을 보고 치료사

가 이야기하는 그림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 집단에서 중증도에 상관없이 컴퓨터 기반(태

블릿 PC) 매체에 대한 높은 흥미와 집중으로 인해 검사 전체 시간

뿐 아니라 문항별 반응 시간도 짧게 소요되었으며, 이는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친 결과로 여겨진다. 흥미로운 것은 검사 시간뿐 아

니라 어휘 원점수의 변화로 인해 어휘 발달의 진단 결과의 변화가 

있었으며, 수용 어휘는 전체 연구 대상자 중 25.93%로 본 언어발달

지연 아동 참여자 중 약 1/3에 해당하는 아동 7명이 수용 어휘 진단 

결과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22.22%는 어휘능력 발달지체에서 유

의요망이나 정상발달로, 유의요망에서 정상 발달범주로 바뀌는 경

우도 7.40%였으나, 대상자 중 1명만이 반대로 유의요망에서 어휘능

력 발달지체로 더 나쁜 수행력을 보였다. 이 아동의 경우, 부모의 보

고에 의하면, 평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미디어에 노출이 적

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다른 대상자보다 낮은 관심도와 흥미로 

생긴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한편, 표현 어휘의 경우에도 매체에 따라 원점수, 총 반응시간, 문

항별 평균 반응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언어발달지연 정

도의 중증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현 어

휘의 경우도 어휘 발달의 진단 결과 변화가 있었고 전체 연구 대상

자의 5명인 18.52%가 표현 어휘 진단 결과 변화를 보였다. 이는 태

블릿 PC를 사용하여 검사한 경우 대부분 유의요망에서 정상발달 

범주로 좋아지는 경우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기반(태

블릿 PC) 매체를 검사에서 사용하였을 때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집중이나 흥미를 유발하여 검사 상황에서 긍정적 태도로 인해 언

어 수행력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언어연령에 따른(‘3세 이전’ vs. ‘3세 이후’) 검사 매체 간(컴

퓨터 기반 vs. 종이 기반) REVT의 언어 수행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 어휘력검사에서는 검사 매체에 따라 원점수, 총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컴퓨터 기반 검사에서 통합언어연령 3세 

이전 집단과 3세 이후 집단 모두 원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

며, 총 반응시간도 두 집단 모두 컴퓨터 기반 (태블릿 PC)에서 유의

하게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문항별 반응시간은 두 집단 모두 

컴퓨터 기반(태블릿 PC)에서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3세 이전과 3세 이후 집단 간 원점수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세 이후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REVT의 최고한계선은 8개 중 6개 문항이 틀려야 하고 검사를 

종료하게 되는데 통합언어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문항을 계속해서 

맞추다 보면 통합언어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검사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3세 이후 집단이 좀 

더 길어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도 

3세 이후가 더 짧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현 어휘의 경우, 검사 매체에 따라 원점수는 통합언어연령 3세 

이전은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매체에서 좀 더 높았으나, 유의미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통합언어연령 3세 이후는 검사 매체에 

따라 특히,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매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

수를 보였다. 따라서, 표현 어휘력검사에서는 통합언어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컴퓨터 기반 검사가 어휘 원점수, 총 반응시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총 반응시간

과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은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매체에서 유

의하게 더 좋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컴퓨터 기

반(태블릿 PC) 매체가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어 수용 어

휘뿐 아니라 표현 어휘 수행력에 영향을 주고, 반응시간에도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언어 검사가 통

합언어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흥미를 유도하고 집중력을 높임으

로써 아동의 최대 수행력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합언어연령이 3세 이후인 집단에

서 검사 매체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합언어연령이 높은 아동에게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검사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언어문

제를 보이는 아동에게 태블릿 PC기반 검사의 활용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언어발달지연이나 장애를 보이는 

아동에게 임상 현장에서 컴퓨터 기반의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아동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반응시간을 줄이고 어휘 수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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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초기 아동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임상에서 아동의 언어능력 및 잠재력

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컴퓨터 기반 검사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의 언어 재활 임상 현장에서는 언어 평가

를 위한 태블릿 PC기반 검사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는 추후의 PC기반 언어평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어발달문제를 보이는 모든 아동 집단

에서 매체 유형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검사에 사

용되는 매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즉, 컴퓨터 기반

에서의 높은 수행력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지연아동의 진단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종이 기반 검사의 규준을 그대

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블릿 PC기반 REVT검사의 신

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 검사 결과를 종이 

기반 검사의 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기반 검사 규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며, 컴퓨터 기

반 REVT검사를 개발할 때 연령대 별로 컴퓨터 기반에 맞는 규준

점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im, Hong과 Kim (2009)은 한국 아동 및 성인의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REVT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를 분

석하기 위해 1차에서 3차에 걸쳐 총 6,800여 명의피험자를 대상으

로 전국단위로 표준화를 실시하여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REVT 

검사 실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한 결과,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는 .823과 .855로 비교적 높게 산출되었으

며, 검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반분검사 신뢰도 지

수는 각각 .884와 .940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Kim과 Lee 등 

(2009)은 4-6세 해당하는 언어발달지체 아동 20명과 생활연령 및 

성별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개발중인 REVT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 간 집

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나 

장애를 보이는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종이 매체 검사

와 컴퓨터 기반 검사의 수행력만을 비교하였으므로, 추후의 연구

에서는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성별과 생활연령을 일치

시킨 아동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컴퓨터 기반 REVT의 타당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적은 수를 대상으로 중복장애가 없는 

언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추후의 연구

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정상아동에 있어서도 검사 매체에 따른 언

어 수행력 및 반응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REVT검사 외에 아동의 언어발달을 평가하는 다른 언어 검

사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언어장애군(자

폐, 지적장애, ADHD 등)에게 확대하여 언어발달지연 외에 다른 언

어장애군에서도 수행력의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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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컴퓨터 기반 검사와 종이 기반 검사의 수용 및 표현어휘 수행력 비교 

박지숙1·최성희1,2·이경재1,2·최철희1,2

1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보건산업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대학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한국판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에서 컴퓨터 기반(태블릿 PC) 매체와 종이 기반 매체를 

이용하여 매체의 변화가 아동의 언어 수행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생활 연령이 만 3-7세의 언어

발달지연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각각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

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검사를 실시하고 매체를 다

르게 하여 무작위 순서로 수용 · 표현 어휘력검사(REVT)를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다. 원점수, 총 반응시간, 문항별 평균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검사 매체 간 차이를 살펴 보았으며, 언어발달지연 정도와 통합언어연령에 따라 검사 매체 간 수행력에 대해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REVT검사 결과, 수용 및 표현 어휘 원점수 모두 종이 기반 검사보다 컴퓨터 기반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한편, 언어지연 정도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컴퓨터 기반 검사에서는 표현형 어휘검사에서 총 반응시간과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았지만, 수용형 어휘검사에서는 총 반응시간만 현저히 짧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

서는, 모든 언어 발달 지연 아동군에서, 검사 결과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컴퓨터 기반 검사는 언어 발달 아동의 집중도

를 유지하며 반응 시간을 줄이고 어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각 매체 검사의 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에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핵심어: 언어발달지연, REVT, 언어 수행력, 총 반응시간, 문항별 평균 반응시간, 컴퓨터 기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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