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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낱말 표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표준
화하는 과정에서 검사도구가 갖는 타당도와 신뢰도 및 평가 규준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학령기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때 어휘력은 매우 중요하며, 단어를 아는지
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 단어 의미와 관련된 의미론적 자질에 관한 지식을 평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문헌연구와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 낱말의미
표현검사(KWT)’ 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2014-2015년 서울,
부산, 광주 지역의 초등학생 600명으로 대상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타당도와 더불어, 문항 내적일치도를 포함한 신뢰도 측정하였으며 규준작성을 위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타당도와 더불어 문항 내적일치도와 반분신뢰
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로 살펴본 KWT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WT가 학령기 아동의 낱말표현 능력을 평가하고 의미발달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 도구의 최종
규준 작성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변별적인 규준 제작이 필요한 것이 지적되었
다.
« 주제어: 학령기, 낱말의미 표현검사, 표준화, KWT

Ⅰ

. 서 론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검사 도구
가 사용된다. 언어장애 유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간편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
으며, 어휘를 비롯해 문법과 화용 등의 다양한 언어구성 요소 모두가 포함된 전반적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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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언어 결함과 현재 언어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영역별 세부 평가를 위해서는 심층 검사도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동의 언어 특
성을 잘 드러내주는 자발적 발화 자료를 통한 준거 참조 형식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언어표현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
제약이 따른다. 언어표현과 언어이해, 그리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집합체인 언어의
역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하나의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아동의 전체적인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 아동의 언어 수준에 대한 평
가와 더불어, 언어장애 아동의 초기 진단과 중재 후 평가를 모두 고려한다면 신뢰도
와 타당도를 제대로 갖춘 다양한 언어 영역의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지겠지만, 어휘력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는 아마도 학령기일 것이다. 학령기 아동은 대화보다는 읽기를 통해
새로운 어휘와 저빈도 어휘를 습득하게 되며, 이 시기 동안 읽기와 언어 능력은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발달을 이루어간다(Ludden, 2016). 즉, 학령기 아동의 언어능
력을 평가할 때 어휘력은 아동의 읽기 이해나 학습수행 능력, 더 나아가 다양한 배경
지식에 대한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
국내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언어검사 도구가 비교적 근래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학령기 아동의 언어발달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은 제한적이었다. 학령기의 언어문제는 학습은 물론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 또한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이중언어 아동의 급증 등 언어 환
경이 점차 다양해지는 국내 상황에서 이들 아동의 언어 능력을 여러 영역에서 진단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수용어휘에 덧붙여 상
위 언어 능력에 기반한 표현 어휘력 측정이 매우 중요한 언어 평가 요소로 추천되고
있으며(Owens, 2012), 낱말 표현 전반의 영역들은 단어 연관성, 의미의 수준별 분류,
다중 의미 파악, 비유적 언어의 이해 등 매우 다양하므로 보다 세부적인 평가가 요구
된다(Paul & Nurbury, 2012). 국외 검사 가운데 ‘The word test’는 표현 어휘의 이러
한 특징들을 대체로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오랫동안 학령기 아동의 표현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인정받고 있다(Huisingh et al., 1990; Huisingh, Bowers,
LoGiudice, & Orman, 2004, 2005). 우리나라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실시할 수 있는 어
휘 검사로 수용·표현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와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김향
희, 나덕렬, 2007)가 있으며 대체로 그림을 보고 이름을 대거나 말하여진 어휘에 해
당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어휘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검사들은 빠른 시간 내
에 아동의 어휘력을 측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어휘력에 대한 직절인 이해와 표현 능
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문해력과 어휘력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표현 어휘력 검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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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령기 아동의 낱말 어휘 표현력을 보다 심층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령기 아동 낱말의미 표현검사(Korean Word Semantic
Expressive Test for School Age Children, 이하, KWT) 개발을 위하여 최종 타
당도와 신뢰도 분석, 그리고 규준 작성을 위한 기초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
의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standardization)연구에서는 각 연령대
별로 충분한 표본 수를 갖추고, 검사 대상자들의 수준이 비슷하게 반영되어야 하
며,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해 대표성을 갖춘 표집 집단에서 추출된 대상자로부
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Paul & Norbury, 2012). 또한 검사하고
자 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의미하는 다양한 유형의 타당도와 더불어, 일
정하고 정확하며 오류가 적은 측정치로써의 신뢰도 역시 여러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학령기 아동 낱말의미 표현검사의 하위검사를 살펴보면
우선, 낱말 정의하기는 상위언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아동의 어휘 지식
(vocabulary knowledge)과 의미처리 과정의 전반적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측정치로 알려져 있다(Corthals, 2010). 또한 이러한 정의하기는 동음이의어 단어 설
명하기로도 평가할 수 있다. 동음이의어 단어 정의하기를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아동이 충분한 어휘 양과 어휘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단어 이해와 표현에서 융통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낱말의
연관성 찾기는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지식으로 의미자질과
범주 관련 지식에 기반한 언어 능력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Read,
2004). 이와 더불어 의미상 오류 찾기 과제는 문장을 읽고 의미적으로 모순이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 표현하는 과제이므로, 단어의 의미를 포함해 전체 문장의 의미
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 낱말의미 표현검사는 1차 연구를 통해 최종 검사 문항을 확정
하였으나, 검사 도구를 실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집단의 광범위한 검
사 대상자에게 진행한 자료 표집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검사 문항
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낱말의미 표현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1-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별 검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집단에 따른 규준 마련을 위
한 분석과 더불어 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등의 신뢰도 검정을 진
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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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의 표준화를 위해 국내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부산, 광주 세 지역에서
아동을 표집하였다. 지역 별 인구 수에 대비한 표집에는 비교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학년별 1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모든 학년에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지만, 총
6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표준화 검사에 참여한 대상 아동의 분
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외 성별 분포는 남자가 296명(49.3%), 여자가 304명
(50.7%)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동들이 속한 사회 경제적
수준은 약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나 학원은 검사 대상에서 가능한 배제하였다.
KWT

<표 1> 대상 아동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광주
59
42
44
22
21
26
214

서울
28
36
42
16
31
8
161

부산
29
37
40
37
34
49
225

합계
116
114
126
75
86
83
6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표준화하고자 하는 학령기 아동 낱말의미 표현검사는 문항의 변별도
와 난이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살핀 바 있는 신문자, 이
희란(2015)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낱말 정의하기(16문항), 낱말 연관성 찾기(10문항), 의미상
오류 찾기(16문항), 그리고 동음이의어 설명하기(15문항)의 4개 하위 검사의 항목들을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1-6학년 모두 5면으로 인쇄된 동일한 검사지로 검사를 실
시하였다. 검사 실시 후 4개 하위 검사의 모든 검사항목은 채점 기준에 따라 0-2점

학령기 아동 낱말 의미검사의 표준화 연구 407

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 검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낱말 정의하기

낱말 정의하기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자가 말로 제시하는 한 개의
단어(예, ‘집’)를 듣고 그 뜻을 설명하는 과제로, 명사와 동사 등의 여러 품사를 포함
하며 단어의 의미자질에 관한 관찰과 분석, 표현 능력을 반영하여 정의를 했을 때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나.

낱말 연관성 찾기

낱말 연관성 찾기는 총 10문항으로 4개의 단어를 듣고(예, ‘삼촌, 선생님, 의사, 소
방관) 서로 관련이 없는 한 개의 낱말을 찾아 나머지 세 개의 낱말과 관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로 단어가 속한 범주와 의미자질 관련 지식, 추론 능력이 반영
되는 어휘 표현력을 평가한다.
다. 의미상

오류 찾기

의미상 오류 찾기는 총 16문항으로 문장을 듣고(예, ‘나는 식물원에서 코끼리를 보
았다’) 의미적으로 잘못되거나 이상하여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여 바르게
수정하는 과제로 문장 전체의 의미와 핵심 단어의 의미 자질 간의 불일치를 이해하
여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음이의어 설명하기

라. 동

동음이의어 설명하기는 총 15문항으로 검사자가 들려주는 동음다의어(예, ‘병’)를
듣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로 한 단어의 여러 의미 특성을 아는지를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표준화하려는 KWT는 사전 연구 과정에서 검사 문항의 개발과 하위
검사 구성을 위한 예비검사(신문자, 최숲, 2013)를 기초로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의
변별도와 난이도 분석을 포함한 1차 연구를 (신문자, 이희란, 2015) 통하여 학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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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언어 수준에 따른 하위검사와 검사 항목을 고려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낱말 정의하기, 낱말 연관성 찾기, 의미상 오류 찾기, 그리고 동음이의어
설명하기의 네 가지 하위 검사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가. 검사 실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검사 내용과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고 사전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 전공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검사자로 참여하였다. 검사 대상 아
동들이 속한 학교와 학원, 성당 등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검사를 실시하
였다.
대상 아동과 검사자는 조용한 공간에서 마주 앉아 각 하위검사마다 연습문항을 실
시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낱말 정의하기 검사를 예로 들면, ‘선생님이 낱말을
들려 줄 거예요. 잘 듣고 낱말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동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뒤 답하게 하였다. 연습 문항 시에는 만약 아동
이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특징에 대한 단서를 주고 설명하도록 촉진해
주었다(예, ‘바퀴가 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개의 하위 검사는 연령과 학년에 관계 없이 모두 1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
지 실시하였다. 연습 문항 이후의 본 검사 문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동이 요구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검사 낱말이나 지시를 다시 말해주었
다. 전체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이었다. 검사 결과는 녹화와 즉각 기록을 병
행하였으며, 채점에 대한 사전 훈련을 받은 2명의 대학원생들이 검사 후 1주일 이내
에 1차 채점 후 교차 채점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가자 간 신뢰도를 높였다.
통계 처리를 위한 결과 코딩 과정에서 채점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이 1차 코딩 후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채점 방법은 사전 연구에서 내용타당도 검정을 거쳤으
며, 본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수정과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방법으로 실시
하였다. 전체 검사 결과는 통계 분석을 위해 엑셀에 코딩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으
로 분석하였다.
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및 검사의 규준 작성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표준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학년별 표집 대상자들에게 검
사를 진행하여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 외, 2009)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점수와의 공인타당도, 그리고 모
든 하위검사와 전체 점수 간 상관을 통한 구인타당도를 최종적으로 검정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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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검정을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대표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Chronbach a를
통한 내적일치도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한 반분신뢰도와
Pearson correlation을 통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하위검사와 전체 점
수에 대한 기술 통계와 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사도구로써의 규준
개발을 위한 기초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하위 검사들마다의 문항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각 하위 검사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한 후 그에 따른 표준편차와 백분위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준 산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

1.

연구 결과

타당

도

먼저,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본 검사와 REVT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KWT 총점과 REVT 수용어
휘력, 표현어휘력 검사 점수는 각각 .771과 .752로 p<.01 수준에서 높은 상관을 보
였다. KWT의 각 하위 검사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낱말 연관성 검사가 REVT 수
용어휘력 점수와 .578, 낱말 정의검사가 REVT 표현어휘력 점수와 .574로 보통 수
준의 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p<.01에서 .598∼.701 사이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2> KWT와 REVT 점수 간의 공인타당도
REVT
수용(N=591)
REVT 표현
(N=553)

낱말
낱말
의미상 동음다의어
정의하기 연관성 찾기 오류 찾기 이해하기

총점

.598**

.578**

.701**

.616**

.771**

.574**

.612**

.647**

.603**

.752**

**p <.01

KWT 전체 총점과 하위 검사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구인타당도
를 검증하였다(<표 3> 참조). 모든 하위 검사들이 p<.01 수준에서 .79∼.86으로 전체
총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각 하위 검사들 간에도 p<.01 수준에서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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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WT의 전체 총점과 하위 검사의 상관분석

낱말 연관성 찾기
의미상 오류 찾기
동음다의어 이해하기
총점

낱말
정의하기

낱말
의미상 동음다의어
연관성 찾기 오류 찾기 이해하기

.553**
.561**

.573**

.520**

.493**

.614**

.799**

.775**

.860**

.820**

**p <.01

또한 아동의 학년에 따라 KWT 수행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점과
각 하위검사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4>의 기술통계 결과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점을 비롯하여 각 하위 검사들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의 수행 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KWT가 학년 간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분산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검사에서는 F(5, 594)= 32.109였으며, 낱말정의 F(5,
594)=37.390, 낱말연관성 F (5, 594)=42.326, 의미상 오류 F (5, 594)=42.326, 동음다의어 F (5,
594)=88.499로 하위 검사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 간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
체 검사에서 고학년과 저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3학년과 4학년, 그리고
고학년의 인접 학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각 하위 검사들 간에서도
검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학년 간에는 학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표 4> 학년에 따른 UW-SET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낱말 정의하기 낱말 연관성 찾기의미상 오류 찾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8.80 3.97 8.76 4.05 17.87 5.66
11.24 5.06 10.64 4.31 21.46 5.28
14.38 4.42 13.12 3.74 26.60 5.28
14.86 4.85 14.26 3.36 27.84 3.41
15.98 4.69 14.47 3.80 28.08 4.52
15.00 4.83 15.04 3.58 28.77 2,88

동음다의어
설명하기
평균 표준편차
18.62 6.21
18.90 5.87
23.07 5.02
23.37 5.53
25.33 3.93
25.12 4.21

총점
평균 표준편차
53.06 15.32
62.26 15.73
77.19 13.55
80.34 12.87
83.88 12.13
83.94 11.03

(과제 별 원점수 총점: 낱말 정의하기 32점, 날말 연관성 찾기 20점, 의상 오류 찾기 32
점, 동음다의어 설명 30점, 총점 1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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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뢰

신

도

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5>와 같이 Chronbach a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뢰도가 .919로 매우 높았고, 각 학년 별 내적 일치도 역시 .812~.905로 높았다.
하위 검사 역시 각 학년 별 내적일치도가 .744~.846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WT

<표 5> 내적일관성 신뢰도
낱말 정의하기
낱말연관성 찾기
의미상
오류
찾기
동음다의어
설명
합계

1학년
.697
.701
.728
.856
.895

2학년
.801
.742
.693
.820
.905

3학년
.682
.627
.642
.790
.850

4학년
.719
.540
.569
.826
.867

5학년
.693
.649
.383
.705
.812

6학년
.711
.615
.520
.740
.919

합계
.783
.744
.744
.846
.919

각 하위 항목별 검사 문항을 균등하게 두 개로 나누어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는 반분신뢰도를 분석하였을 때, KWT는 전체 점수의 Spearman-Brown 계수가 .832로
비교적 높았으며, 하위검사 총점 역시 .730 ~ .738로 반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
었다(<표 6> 참조).
<표 6> 반분 신뢰도

1학년
낱말 정의하기 .724
낱말연관성 찾기 .651
의미상
.626
오류
찾기
동음다의어
.732
설명
합계
.762

2학년
.734
.715
.682
.658
.616

3학년
.725
.554
.692
.679
.797

4학년
.725
.554
.692
.679
.797

5학년
.592
.590
.384
.670
.691

6학년
.622
.734
.598
.614
.653

합계
.730
.737
.738
.731
.832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차 검사 후
1-2주 이내 2차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점수 간에 .94의 매우
높은 측정치를 보였으며, 하위 검사들 역시 .822~.969 사이로 매우 높은 검사-재검사 신
뢰도를 보였다(<표 7> 참조).

4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6)

<표 7>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
14.20(5.922)
10.30(5.314)
21.20(6.613)
19.20(5.653)
64.90(21.538)

낱말 정의하기
낱말연관성 찾기
의미상오류 찾기
동음다의어 설명
합계

재검사
13.20(6.356)
12.20(3.521)
22.90(6.208)
20.70(5.100)
69.00(19.143)

평균(표준편차)
합계
.926**
.822**
.969**
.881**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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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의

규 작
준

초

성을 위한 기

분석

는 낱말 정의하기(16문항), 낱말 연관성 찾기(10문항), 의미상 오류 찾기(16문항),
동음다의어 설명하기(15문항)의 총 4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검사의 문
항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위 검사 별 원점수의 총점 역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규준 작
성을 위해 K-WISC-III(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의 분석 기준을 참조하여 평균 10,
표준편차가 3인 값으로 각 하위 검사의 원점수를 환산 점수로 변환하여 표준점수를 산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KWT에서는 각 하위 검사의 환산 점수들을 합산함으로써 표준점수를 산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때 표준점수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분포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 85
와 115는 각각 평균과 비교해 –1 표준편차 또는 +1 표준편차에 해당한다. KWT는 기
존 지능 검사들이 따르는 심리측정 방식의 이론적 분포에 기초하여 표준점수 80에서
120 사이에 82%가 해당하도록 통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표준 점수 별 규준 자료
를 해석 지침에 자세히 제시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또한 KWT는 아동이 수행한 점수를 표준 점수화하여 그에 따른 백분위와 표준편차
를 제공하여, 아동의 표준점수가 학년 집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하위검사 결과 역시
표준점수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여 하위검사에 따른 아동의 수행 역시 비교할 수 있도
록 규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WT

Ⅳ

.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낱말 의미에 대한 표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학령
기 낱말의미 표현검사(Korean Word Semantic Expressive Test for School Age Children,
KWT)의 표준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신문자, 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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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자, 이희란, 2015)에서 제작된 검사 문항들을 기초로 자료 표집 과정을 거쳤
으며, 각 학년 표집 대상자로부터의 검사 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및 검사 도구 제작을 위한 규준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과 지역을 고려
하여 대상자를 표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총 6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
다. 특히, 검사자 및 채점자 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검사자 훈련과 더불어 2차에 걸친
교차 채점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구 결과, 첫째, 타당도가 높은 검사도구로 알려진 REVT(김영태 외., 2009)와의 공
인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KWT 총점과 REVT 수용어휘력과는 .771, 표현어휘력과는
.752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KWT 전체 총점과 하위 검사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 검사들이 .79∼.86으로 전체
총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각 하위 검사들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이 있었다. 이로써 KWT가 아동의 표현 어휘를 평가하는 데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임
을 입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검사가 학령기 아동의 표현어휘력을 평가하고 의미론
적 특성을 진단하는 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KWT 검사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내적 일치도와 더불어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모두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Chronbach a로 측정한 KWT
의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19로 매우 높았으며, 하위 검사 별 내적일치도 역시
.744~.816으로 높았다. 학년 별로 살펴본 전체 점수 신뢰도 역시 .812~.905로 높았다. 반
분신뢰도 검정에서는 점체 점수 신뢰도가 .832로 매우 높았으며, 하위 검사 별로 분석
한 결과 역시 .730~.738의 분포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에서
는 전체 점수에 대한 상관계수가 .822~.969로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KWT
가 아동의 표현 어휘를 평가하는 데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다른 표준화된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5인 분포
에 기초하여 표준점수를 제시함으로써 검사 대상 아동들이 학년 집단 내에서 어떤 위
치에 해당하는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규준 작성에 앞서 학년 간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저학년
과 달리 고학년에서는 인접 학년 간 점수 차는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고학년
들의 표집 수가 저학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그리고 고학년 간에 차이를 보
일 만큼 어휘들이 민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 최종
규준 작업에서는 규준의 단위를 변별력 단위로 재조정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학년에서 학년 간 표현어휘 발달 차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주의 깊게 접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의 어휘 성장은 대체로 4학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다고 알려져 있지만(Owen, 2012), 이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지를 표현을 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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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가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Hoff(2014) 역시 Anglin(1993)이 학령기 아동의 어
휘 크기를 추정한 고전적인 연구를 인용하면서, 학령기 어휘 성장과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지식의 발달을 1~3학년과 4~5학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고학년의 학
년 간 미세한 발달 차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 기존 연구들에서도 논의의 중심에 있으므
로, 이들 아동의 어휘력 평가를 위해서는 연령 간 차이를 보다 잘 반영하는 민감한 어
휘 목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종 규준 작업에서는
규준의 단위를 변별력 단위로 재조정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KWT의 개발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진단 시 형식, 내용, 사용의 영역 가운데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 영역에
서 단어 지식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Paul & Norbury(2012)는 의미 영역의 평가에서
단어지식과 더불어 사물과 사건에 대한 개념의 표현과 이해, 의미 관련 표현과 이해, 특
히 어휘적 모호성이나 중다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산출은 아동의 언어 능력 평가에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KWT는 이러한 표현 어휘력 평가의 중요
성을 그대로 반영한 검사도구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표준화될 KWT 검사는 학령기 아동의 문해력을 고려한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단어 인출과 더불어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이 보이는 어휘 결함과 의
미 특성들을 해석함으로써 보다 기능적이며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중재 목표를 결정하
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부, 2016)’이 2008년 공포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 언어재활사의 학교 교육현장 배치와 더불어 학령기 학습장애 아동의 적
절한 교육적 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검사는 아동의 의미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평가 자
료 제공과 함께 중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사 도구의 개발 과정에서 규준의 산출 대상이 되는 표집 집단의 대표
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Maxwell & Satake, 2006). 또한 검사 도구의 표준화 과정에서
대표성 있는 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와 더불어 편향성이 모두 고려되어
야 한다(이윤경, 허현숙, 장승민, 2015). 본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전국 규모로 계획하
였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각 지역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나 집단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광주 지역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인구 수에 대비한 지역별 아동 표집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연구의 제한
점으로 밝힌다. 또한 저학년과 달리 고학년에서 표현 어휘력의 발달적 측면을 잘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최종 검사 개발에서는 고학년 언어발달의 차이
를 반영할 수 있는 검사 문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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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Word Semantic Expressive
Test for School Age Children

Shin, Moon Ja(Chosun University)
Lee, Hee Ran(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e present study examined ways to develop a standardized semantic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school-aged children, the Korean Word Semantic Expressive
Test(KWT). In preliminary studies four subtests were developed including word
definitions, associations, semantic absurdities, and flexible word use. Six hundred
typically developing Korean children in Grades 1-6 participated in this standardizing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1) The reliability was measured by Chronbach a,
test-retest and split-half correlation. It was highly reliable.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KWT and REVT scores. (3) We analyzed the norm for using as a
standardized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WT was a valid and reliable test for
measuring expressive semantic ability for school-aged children. The results were
suggested to be modified in order to develop the comprehensive and precise final
version of KWT.
Key words: Korean Word Semantic Expressive Test for School Age
Children, KWT,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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