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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일반아동들의 감각처리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

연구목적 고자 하였으며, 언어지연의 정도와 감각처리 능력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을 치료에 적용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만 6세-11세 아동 61명을 대상으로 언어지연과 감각처리과정의 관계를 파
연구방법 악하기 위해 아동의 성별, 연령, 조산 여부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작업치료사는
감각프로파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언어치료사는 어휘력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를 분석하였다.
언어지연 아동의 감각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감각처리능력과 언어 어휘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현언어와 다감각처리능력, 활동수준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 조절능력 항목에서 상관관계가
연구결과 나타났으며. 수용언어는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는 감각입력 조절과 시각입력 조절 능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감각처리 요소와 어휘력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표현언어는 부주의/산만
함 항목과 유의하게 관계가 있으며, 수용언어는 감각추구 항목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론
주제어

언어 발달 지연 아동과 감각통합 능력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언어 지연 아동의 언어
수준과 관련이 있는 감각영역과 감각요인을 파악하여 문제항목에 대한 중재전략과 계획을 설정하
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감각통합, 감각프로파일, 언어지연

Corresponding author: Park, Su-Jong(sujongego@hanmail.net/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Received 5 November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8 November 2016; Accepted 4 December 2016

Ⅰ. 서 론

(Kim, 2005; Peterson et al., 1987; Shevell et al., 2003).
발달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발달이란 개인의 보다 복잡한 생동, 사고, 정서를 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각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르

해하고 경험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켜 환경

게 정의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발달기 이전에 여러

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키는 상대적으로 영속적인 변화

가지 원인에 의해 중추신경계 이상 혹은 인지, 언어,

와 성장 과정이며, 영유아기 발달은 인간 발달의 기초

사회성 및 운동능력 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상태를 총

를 이루는 결정적 시기이다(Overton, 2006; Valsiner,

칭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2006). 그러나 이시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언어, 인지,

발달지연 영유아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빈번

사회성, 대동작, 소동작, 개인⋅사회성, 일상생활 등의

한 증상은 언어발달 지연으로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발달지연이라고 한다

전체 소아의 2-19%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6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제8권2호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2006). 언어지연은

의 감각처리 능력을 비교한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이

언어의 발달속도는 늦으나 진행 방향은 정상적인 경

루어지고 있으나 언어지연 아동의 감각처리 능력에

우를 말한다. 18-23개월에 10개 이하의 알아들을 수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언어지연 아동

있는 단어를 산출하거나, 24개월경의 영아가 50단언

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

이하를 사용하거나 두 단어 사용의 결함이 있을 경우

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발달에

언어발달 지연이라 한다(Paul, 1991; Reacorla, 1989).

지연이 있는 일반아동들의 감각처리 수준을 알아보고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에 들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간 후 여러 형태로 언어문제가 지속되거나, 읽기나

언어지연의 정도와 감각처리 능력의 상관성에 대해

쓰기 등의 학습에 어려움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고 하

알아보고 이것을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며, 이런 문제들은 흔히 사춘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되

하고자 한다.

기도 한다(Schum et al., 2007).
언어지연은 언어 장애와는 구별되나 언어의 음운,
구문, 형태, 의미, 화용과 같은 측면에서 정상 아동에

Ⅱ. 연구방법

비하여 발달이 지연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지연
은 정상 아동의 언어발달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다소
늦다는 점 외에 특이한 발달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언어지연 아동의 언어 발달이 정상적인
단계를 따라간다고는 하나, 정상 아동에 비해 언어 능
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처리능력의 차
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Kim, 2014). 아동은 신체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감각을 처리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발달의 영역을 충족시
켜 나가는데 이러한 감각통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어발달의 지연이 나타나기도 한다(Ayres, 1989).
여기서 감각통합이란, 자신의 신체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들을 조직화하고 그 환경 속에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학적 과정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구미시에 위치한 아동발달센터에 내원
중인 아동 중 만 6세-11세 아동 61명의 평가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아동들은 소아과 및 재활의학
과에서 언어 지연 의심으로 언어 평가를 의뢰 받았으
며, 언어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진단받았다.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
은 후 실시하였다.

2. 연구설계

말한다(Ayres, 1972). 감각통합의 초기 연구 중에는 언
어 장애 아동에게 감각통합 치료를 적용 하였더니

본 연구는 2016년 3월-6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아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Ayres &

동발달센터에 내원 중인 아동의 언어지연과 감각처리

Mailloux, 1981). 또한 일반 아동 그룹과 장애 아동 그룹

과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지를

의 언어능력과 감각운동 과제 수행 능력을 비교한 결
과, 두 그룹 모두에서 두 단어 발화 아동이 한 단어 발
화 아동보다 감각운동 과제 수행 능력이 높았다고 보
고 하여 언어 발달 정도와 감각 운동 과제 수행 능력이
관계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Folger & Leonard, 1978).
발달장애아동에게 감각통합 치료 적용 후 언어 능
력 향상에 대한 연구와 장애아동 간 혹은 비장애 아동

사용하여 아동의 성별, 연령, 조산 여부와 같은 일반
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감각통합 치료를 담당
하고 있는 작업치료사가 감각프로파일 평가를 실시하
였다. 또한 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언어치료사를 통
해 어휘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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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및 방법
1) 감각프로파일(Sensoroy profile/SP)

Dunn(1999)이 개발한 Sensory profile은 3-10세의 아
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방법으
로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작업수행과 관련된 감각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검사 문항은 총 125문항이
며 응답시간은 평균 30분이 소요된다. 검사 항목은 크
게 감각영역과 감각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
치도는 Cronbach’s α계수는 0.47∼0.91, 본 연구에서는
감각프로파일의 국내적용을 위해 번역 연구를 거친
Park & Yoo(2009)의 번역본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2) 어휘력 평가(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

Kim, Hong & Kim(2009)에 개발된 수용⋅표현 어휘
력 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
용 및 표현 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언어 지연 아동 61명이었다. 성별
은 남자 44명(72.1%), 여자 17명(27.9%)이었다. 대상자
의 연령은 만 6세 73.8%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언
어적 주요 문제로는 표현 어휘력 42.7%, 수용 어휘력
11.5%이었고, 42.6%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출산 시 어머니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6∼
30세와 31∼35세에서 각각 45.9%, 32.8%로 가장 많았
으며, 조산유무는 대다수가 아니라고 답하였다(93.4%).
대상자의 언어 문제가 있는 가족은 있음(19.7%), 없음
(80.3%)이었다. 아동의 출생 순위로는 첫째(67.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

M

44

72.1

여 동일한 생활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상대적인 어휘

F

17

27.9

발달 수준을 제시하며, 품사별, 의미 범주별 수행 분

6

45

73.8

7-8

10

16.4

9-10

3

4.9

표현어휘력검사의 재검사 신뢰도가 각각 .83과 .86로

11

3

4.9

비교적 높으며, 내용타당도는 수용어휘검사 및 표현

expressive vocabulary

26

42.7

receptive vocabulary

7

11.5

dysphemia

2

3.3

combined

26

42.6

Yes

4

6.6

No

57

93.4

Yes

12

19.7

No

49

80.3

First

41

67.2

second child

16

26.2

Third

4

6.6

이 검사는 대상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를 제공하고, 어휘 발달수준을 백분위 점수로 제공하

Gender

석을 통하여 치료 진행시 목표 어휘의 선정과 치료 효
과를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수용어휘력검사 및

Age

어휘검사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에 각각 3.63점과
3.51점으로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Main Problem

4. 자료 분석 방법
Preterm birth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으며, 언어지연과 감각처리과정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sensory profile은 기초 통계를 이용하여

Family of a
speech defect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19.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Birth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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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각처리 요소별 수행능력 분석

2. 언어지연 아동의 감각처리 능력

감각처리 요소별 수행능력 분석 결과는 정적임 항
1) 감각처리 영역별 수행능력 분석

목에서 정상범주에 속하는 아동이 90.2%로 가장 많았

언어지연아동의 감각처리 영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고, 구강감각 민감성의 정상범주가 85.2%, 감각추구

감각처리 영역에서는 시각처리항목이 정상범주에 속

항목의 정상범주가 83.6%, 등록저하 항목의 정상범주

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활동수준에 영

가 83.0% 순으로 많았다. 언어지연 아동들이 가장 많

향을 주는 움직임 조절 능력이 86.9% 전정감가처리가

은 문제를 보인 항목은 정서적 반응과 부주의/산만함

83.6%, 촉각처리는 82.0%, 구강감각처리는 82.0% 순

이 각 12명(19.7%)로 가장 많았고, 미세운동/지각 항목

으로 정상적 각각 처리 아동이 많았다. 그러나 정서반

에서도 총21명(34.4%)의 아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에 영향을 주는 감각입력 조절능력, 감각처리에 대

나타났다(Table 3).

한 행동반응에서는 수행 범주가 의심되거나 문제가
확신되는 아동이 많았다. 특히, 감각처리에 따른 문제
확신이 되는 아동은 총 21명(32.8%)로 감각처리의 행
동결과 영역에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2. Section Summary
Section
Auditory Processing
Visual Processing
Vestibular Processing
Touch Processing
Multisensory Processing
Oral sensory Processing
Sensory Processing
Related to Endurance Tone
Modulation Related Body
Position and Movement
Modulation of Movement
Affecting Activity level
Sensory input Affecting
Emotional Responses
Visual input Affecting
Emotional Responses and
Activity level
Behavioral Emotional
Responses
Behavioral Outcomes of
Sensory Processing
Items Indicating Thresholds
for Responses
TP: Typical Performance
PD: Probable Difference
DD: Definite Difference

TP
41
58
51
50
41
50

%
67.2
95.1
83.6
82.0
67.2
82.0

43 70.5

Result
PD % DD %
9 14.8 11 18.0
3 4.9
0 0.0
4 6.6
6 9.8
6 9.8
5 8.2
11 18.0 9 14.8
6 9.8
5 6.6
5

8.2

13 21.3

42 68.9

12 19.7

7 11.5

53 86.9

5

3

35 57.4

12 19.7

14 21.3

47 77.0

11 18.0

3

39 63.9

12 19.7

10 16.4

32 52.5

8 13.1

21 32.8

48 78.7

8 13.1

5

8.2

4.9

4.9

Table 3. Factor Summary
Section

Result
TP

%

PD

%

DD

%

Sensory seeking

51

83.6

4

6.6

6

9.8

Emotionally Reactive

39

63.9

12

19.7

10

16.4

Low Endurance
Tone

42

68.9

6

9.8

13

21.3

Oral Sensory
Sensitivity

52

85.2

5

8.2

4

4.9

Inattention
Distractibility

35

57.4

12

19.7

14

23.0

Poor Registration

50

83.0

4

6.6

7

9.8

Sensory Sensitivity

50

82.0

7

11.5

4

6.6

Sedentary

55

90.2

5

8.2

1

1.6

Fine Motor Perceptual

34

55.7

6

9.8

21

34.4

TP: Typical Performance
PD: Probable Difference
DD: Definite Difference

3. 언어 지연 아동의 감각프로파일과 언어 어휘력의
상관관계
1) 감각처리 영역과 언어 어휘력 상관관계

감각처리 영역과 언어 어휘력 점수의 상관관계를

6.6

분석한 결과, 표현언어 점수와 다감각처리능력(p<.01),
활동수준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 조절능력(p<.05) 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언어 점
수에서는 감각프로파일의 하위영역 중 정서반응에 영
향을 주는 감각입력 조절(p<.05), 정서반응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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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시각입력 조절(p<.05) 능력에서 유의하한 상관관

Table 5. Sensory processing factor and correlation vocabulary

계가 나타났다(Table 4).
SP factor
Table 4. Sensory processing and correlation vocabulary
Expression
score
.22
.05
.15
.16
.36 ⃰ ⃰
.16

receptive
score
.22
.04
.14
.25
.26
.01

.23

.24

Modulation Related Body
Position and Movement

.15

.20

Modulation of Movement
Affecting Activity level

.31 ⃰

.19

Sensory input Affecting
Emotional Responses

.22

.29 ⃰

SP section
Auditory Processing
Visual Processing
Vestibular Processing
Touch Processing
Multisensory Processing
Oral sensory Processing
Sensory Processing Related to
Endurance Tone

Expression
score

receptive
score

Sensory seeking

.19

.35 ⃰ ⃰

Emotionally Reactive

.17

.18

Low Endurance Tone

.20

Oral Sensory Sensitivity

.11

Inattention Distractibility

.27 ⃰

.24

Poor Registration

.20

.23

Sensory Sensitivity

.02

.04

Sedentary

.17

.06

Fine Motor Perceptual

.17

.17

.19
-

.06

* ρ< 0.05, **ρ< 0.01

입력 조절능력, 감각처리에 대한 행동반응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아동의 감각
처리기술과 언어발달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Ha(2008)
의 연구에서도 학령전기 아동에서 감각처리에 대한

Visual input Affecting Emotional
Responses and Activity level
Behavioral Emotional Responses
Behavioral Outcomes of
Sensory Processing

.21

.32 ⃰

.14

.04

.19

.20

련이 있다고 하였고, Ayers(1972)는 언어발달과 청각

Items Indicating Thresholds for
Responses

.25

.25

기억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전정계자극과 정위반

* ρ< 0.05, **ρ< 0.01

행동반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서 보듯 Ha(2008)의 연구에서는 전정계와 언어가 관

응, 평형반응과 같은 자세반사의 정상화 훈련을 적용
하였더니 아동의 문제점들이 감소되어, 전정계 자극

2) 감각처리 요소와 어휘력 점수의 상관관계

감각처리요소와 어휘력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현언어 점수는 부주의/산만함 항목과 유의하
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수용언어
점수는 감각추구 항목을(p<.01)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는 크게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과 같은 감각통합치료가 발성 및 언어 유창성에 관련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어지연 아동의 감각처리 요소의 패턴을 살펴보면
미세운동/지각, 부주의/산만함, 저긴장성과 같은 항목
에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아동의 감
각처리기술과 언어발달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Ha(2008)
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이것은 감각
처리능력의 감각요인 중 소근육 지각에서 나나난 상
관성은 Ayres(1972)의 주장처럼 말, 언어의 발달과 운

Ⅳ. 고 찰

동 발달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며,
Magrun et al.,(1981)도 운동 기술 발달은 언어 습득을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들의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감각처리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감각처

언어 지연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표현 언어능력의

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언어지연 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감각 처리, 활동수준에 영

동의 감각처리 능력은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는 감각

향을 주는 움직임 조절능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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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전정계와 언어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도시 및 지방 아동의 감각처리 능력을 비교 연구하

들을 살펴보면, Week(1979)는 소리를 인식하고 말을

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비장애

산출하는 것은 전정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자

아동에 대한 감각프로파일 표준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폐아동들의 발성을 증진시키려면 전정계와 관련이 있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언어문제에 따른 감각프로

다고 하였다. 또한 1958년 De Quiros 또한 언어 발달

파일의 특성을 연구하여 언어 문제를 가진 많은 아동

이 전정계의 기능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들을 위한 감각통합 치료적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가

계속 이어져 왔다(Stilwell et al., 1978). 하지만 본 연구

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치료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야

의 결과에서는 청각처리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찾아볼

할 것이다.

수 없었다.
수용언어 능력과 감각처리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는 감각입력 조절과 시

Ⅴ. 결 론

각입력 조절에서 유의하게 상관성이 나타났다. 발달
장애아동의 감각처리기술과 언어발달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Ha(2008)의 연구에서는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
는 감각입력 조절과, 청각처리, 촉각처리, 근긴장도와
관련된 영역에서 상관성이 나타났다.
감각처리 요소와 표현 언어능력에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주의집중/부주의 항목이 상관성이 있었으며 수
용 언어능력의 경우 감각추구 활동에서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 이것은 학령전기 아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로 Dunn(1999)의 연구 결과 정상 전학령기 아동
에게서도 나타는 문제점으로 언어지연 아동만의 특징
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들의 민감성의 저하 또
한 집중력과 부주의의 원인으로 그 결과 과잉행동으
로 나타나게 날 수 있다. 언어연령과 감각요인과의 상
관관계에서 나타난 부주의함은 아동은 신경학적으로
낮은 역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극에 대하여 과잉행동
을 보인다. 이러한 아동은 어떤 사물, 사건 등을 간과
하거나 과제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Dunn(1999)이 설
명하였다.
본 연구는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일반아동들의 감
각처리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언어지연의 정도와 감각처
리 능력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을 치료에 적
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상
자의 표본수가 적고 대상아동의 지역이 대구로 국한
되어 연구 결과의 보편적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본 연구는 언어발달 지연 아동의 언어 장애를 언어
자체의 문제로 해석하기 보다는 감각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감각처리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조
사된 감각영역, 감각요인과 아동의 언어연령과의 상
관성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 감각처리능력과 언
어 어휘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현언어와 다
감각처리능력, 활동수준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 조절
능력 항목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수용언어는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는 감각입력 조절과 시각입력
조절 능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감각처
리 요소와 어휘력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표현언어
는 부주의/산만함 항목과 유의하게 관계가 있으며, 수
용언어는 감각추구 항목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의 정도와
감각통합 능력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언어
지연 아동의 언어수준과 관련이 있는 감각영역과 감
각요인을 파악하여 문제항목에 대한 중재전략과 계획
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언어
문제에 따른 감각프로파일의 특성을 통하여 언어문제
에 적합한 치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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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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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ensory Processing Skills in Children with Language Delayed
Lee, So-Mi*, Lee, Man-Ho*, Kim, Seol-Hwa*, Kim, Na-young*,
Kim, Jeong-Ki*, Park, Su-Jong*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Health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nsory processing level of a typical children there is a
delay in language development, and let’s take a look at the features that appear in these
persons, Learn more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language delays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61 children aged between 6 to 11 years old. By using a
questionnaire it was examined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Occupational therapists
who are responsible for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ensory profile evaluation was carried out.
In addition, a speech therapist that children are receiving treatment,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ea as an analytical material.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P section analysis of the language area vocabulary scores and
correlation, the raw score was found to be expressed in the sub-region of Multisensory
Processing, Modulation of Movement Affecting Activity level differ significantly and two
different items of sensory profile, the raw score accommodate sensory profile of the
sub-region in the Sensory input Affecting Emotional Responses, Visual input Affecting
Emotional Responses and Activity level 2 different items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appeared to be. SP factor analysis results of region and language vocabulary scores and
correlation, the raw score express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region of
Inattention Distractibility entry in the sense of the profile, : the raw score accommodate
other items except Sensory seeking item in the sub region of the sensory profile was found
not greatly significant.

Conclusion : In the future to study the properties of the sensory profile according to a language problem
set the basic guidelines for sensory integration therapeutic approach for many children with
language problems, it will have to be applied in the treatment.
Key Words : Sensory integration, Sensory profile, Language de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