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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7권, 제1호, 1- 12. 본 연구는 2세- 5세의 학령전기 정상아동 80명을 대상으로 그림

카드 보고 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아동의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보았다. 이름대기에 사용한

낱말들은 언어발달 및 언어발달장애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정상아동 및 성인에 대

한 예비검증과정을 거친 후 본검사 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름대기과제에 대한 각 아동의

반응정확도를 측정하는 한편, 이름대기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난 오류유형을 분석하였다. 반

응정확도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 오류유형은 음운적 오류를 제외한 의미적 오류와 시각적 오류, 비연관 오류, 기타 오류에

서 연령별로 오류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적 오류보다는 의미적 오류의 빈

도가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이름대기능력에 대한 후속연

구가 더 필요하다.

핵심어 : 이름대기능력, 반응정확도, 오류유형

Ⅰ. 서 론

이름대기(naming)란 한 물체와 구체적인 단어를 연결지어 말하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

이나 대화에서 적절한 낱말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면에서 볼 때 의미와 연관된 것

이며 동시에 표현 언어의 한 측면이다.

이름대기는 비교적 언어발달 초기에 습득되며 매일 수행하게 되는 기능으로 성인기까

지 지속되고, 기본적인 언어의 사용에 매우 중요한 기술로 연구에 따라 단어발견(word find-

ing), 어휘찾기(lexical look- up), 어휘인출(lexical retrieval), 단어회상(word recall)과 같은

여러 다른 용어로 지칭되어 왔다(Fried- Oken, 1987). 이름대기에 문제를 가진 경우 보이는

주요한 증상으로는 현저하게 긴 쉼(pause), 대용어의 사용, 반복, 간투사 등과 함께 이름대기

오류(naming error ) 등이 있다(Snyder & Godley, 1992). 이름대기 문제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며 듣는 사람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게 하고 혼동을 일으키며 대화

자로서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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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상과 언어장애를 구분지어 줄 수 있는 언어처리(language processing )의 한

측면으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읽기장애 또는 실어증 아동이

나 성인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보고 되고 있다(German, 1987; McGregor &

Leonard, 1989)

이름대기에서의 중요한 지표(index)로는 반응정확성, 반응시간, 오류유형을 들 수 있다.

반응시간과 반응정확도의 경우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읽기장애, 실어증을 보이는 대상군

이 모두 정상군보다 수행력이 떨어졌으며 심지어 해당 단어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을

때조차 정작 그 단어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Wiig & Semel, 1980).

하지만 Kail (1994)이나 Lahey & Edwards (1996)에 의하면 일반사물그림에 대한 이름

대기의 속도가 느린 것은 언어적 처리(linguistic processing)보다는 비언어적 처리(nonlin-

guistic processing)와 더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언어적 처리과정은 이름대기의 속도

가 아니라 정확성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부분 이름대기에 대한 연구는 오류유형의 차이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되어 왔다. 하지만 오류유형의 경우 이름대기에서의 문제가 다각적인 경로를 거쳐야 하는 정

보처리 과정(information processing)의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상발달아동과 언어장애아동의 이름대기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휘-의미적 체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미적 착어를 보일 수 있고 의

미 표상에는 적절하게 접근하지만 음운적 처리나 음운표상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면 음운적 착어를 보일 것이다.

영어권의 경우 1960년대부터 언어장애아동의 이름대기 장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

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이름대기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어장애아동에 대한 이름대기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읽기장

애나 언어장애 아동들이 정상아동보다 반응정확성이 떨어지며, 이름대기 검사들이 언어장애

에 대한 선별검사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유미, 1992; 장선아ㆍ김향

희, 2000; 이윤경·김영태, 2001). 또한 오류유형의 경우 최유미(1992)의 연구에서는 정상 아

동은 기타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읽기장애아동은 의미적인 오류유형이 차지하

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이윤경·김영태(2001)의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

이나 정상아동의 오류유형패턴은 유사했으며 의미적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이름대기에서의 어려움은 언어장애아동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아동들의 언

어발달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정상아동들은 이름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사소통 장애를 겪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언어장애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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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대기의 어려움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언어장애아동들의

이름대기결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상아동들에 있어서의 이름대기능력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정상아동의 이름대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자극을 이용

했으며 언어적인 처리와 연관이 있는 반응정확성과 정보처리 과정(information processing)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시사해 줄 수 있는 오류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세, 3세, 4세,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 연령 당 20명씩,

총 80명을 선정하였고 남여의 성비는 1:1로 하였다. 정상아동은 (1)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에서 수용어휘연령이 생활연령에서 - 1 표준편차이상 지체되지 않았으며 (2) 그림자

음검사(김영태, 1994)에서 발음의 문제가 없었으며 (3) 기타 행동, 정서, 청력 및 기질적인 문

제가 없는 아동으로 정했다.

2 . 검사도구

가 . 낱말표현 검사

낱말표현 검사는 현재 영어권 이름대기 평가도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림자극을 이용했다. 검사낱말은 이름대기 문제를 가졌

을 경우 가장 어려운 단어가 명사였다는 것을 참고로 모두 보통명사로 정했고(German,

1984), 아동 대상의 어휘 연구인 이상금 외(1972), 이연섭ㆍ권경안ㆍ정인실(1980), 이응백ㆍ

이인섭ㆍ김승열(1982)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용이하며 본 검사 이전에 실시하는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와 그림자음검사(김영태,

1994)의 목표 단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목표 단어에 대한 이해 검사를 고려해서 음운적으로

나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있는 보통명사 어휘들로 선정했다. 또한 6명의 언어치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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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 정상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어휘들은 제외시켰다(<표 - 1> 참조). 천정효

과(ceiling effect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외된 어휘들 중에서 10개를 추가해서 총 49개의 목

표단어를 선정했다. 목표단어들은 15 × 10 cm 크기의 종이에 흑백의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부분을 말해야 하는 경우 그 부분을 굵고 진한 선으로 표시했고, 검사시 그 부분을 손가락으

로 짚어주었다.

<표 - 1> 검사낱말

가면

낙타

달팽이

목

벌

왕관

청진기

가시

네모

도끼

문

변기

운동

초

거북선

넥타이

등대

문어

붓

유모차

태극기

계단

놀이터

로케트

바나나

비늘

인어

톱

고드름

눈사람

마늘

바둑

삽

조개

필통

고추

다리미

마이크

박쥐

손

주사위

하모니카

낚시

달력

마차

버섯

옷걸이

지팡이

혀

나 . 이해검사

아동이 이름대기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 해당 낱말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목표단어에 대한 이해검사를 실시했다. 이해검사는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와 동일한 형식으로, 네 개의 그림 중에서 검사자가 말하는 낱말을 지적하도록 했다. 목

표단어와 함께 목표단어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낱말, 음운적으로 유사한 낱말, 그리고 관련

없는 낱말로 구성하였다.

3 . 연구절차

검사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다른 아동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하였다. 단, 2세 아동들은 어린이 집 선생님이나 어머니와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 선생님이나

어머니에게 단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후 함께 있도록 하였다. 검사는 당일에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으나 2세 아동들의 경우 한꺼번에 모든 검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주

일 이내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모든 아동의 반응은 녹음기로 녹음하면서 즉시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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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하였다.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검사낱말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아동이 5초 이내에

말하지 않거나 5초 이후에 말한 것은 오류로 기록했으며, 아동이 스스로 맞게 수정한 문항이

나 동의어(예. 혀 혓바닥)에 대해서는 맞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름대기 검사 후 오류를

보인 문항에 대해서 이해검사를 실시하였다.

오류유형은 김향희ㆍ김은연ㆍ나덕렬(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오류유형을 Lahey &

Edwards (1999)의 오류유형을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크게 의미적, 음운적, 시각

적, 비연관, 기타로 나누어 분석했다(<부록 - 1> 참조).

전체 자료의 20 %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언어치료사 1인에게 정반응 여부와 큰 범주

의 오류유형에 대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정반응은 100 %, 오류유형에 대해서는

93.4 %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4 .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 반응정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했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는 분산에 대해서는 Scheffé 검사로 사후 검정하였다. 각 연

령에 따른 이름대기 오류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에 따른 각 오류유형에 대한 오류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이름대기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 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 2>와 같다. 이름대기

총점은 49점이 만점으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름 대기에 대한 총점 평균도 증가되었다.

이름대기 총점의 평균은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3 , 76 ) = 100.586, p < .05)

를 보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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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총점* 분포

연령 남(10명) 여(10명) 계

2세

3세

4세

5세

계

4.30 ± 3.80

14.90 ± 4.58

23.40 ± 6.04

29.80 ± 5.67

18.10 ± 10.85

7.50 ± 4.33

12.20 ± 3.19

21.00 ± 4.76

31.00 ± 4.83

17.93 ± 9.99

5.90 ± 4.29

13.55 ± 4.08

22.20 ± 5.43

30.40 ± 5.16

18.01 ± 10.36

* 평균 ± 표준편차

2 . 오류유형 비교

네 연령집단에서 산출된 오류반응은 5개의 오류유형(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음운적

오류, 비연관 오류, 기타오류)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부록 - 1> 참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오류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간에는 오류유형에 유의한 차

이가 있으나(F (3 , 76 ) = 101.301, p < .05), 성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어떤 오류유형들이 연령에 따라 오류수에서 차이를 보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운적 오류를 제외한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비연관 오류, 기타 오

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3> 참조).

<표 - 3> 이름대기 오류유형의 점수분포*

2세 (20명) 3세 (20명) 4세 (20명) 5세 (20명) F

의미적

시각적

음운적

비연관

기타

6.45 ± 3.68

8.25 ± 3.88

1.15 ± 1.66

5.40 ± 4.11

21.85 ± 11.56

11.00 ± 2.81

9.05 ± 2.44

1.15 ± 0.99

5.70 ± 3.59

8.55 ± 5.10

7.45 ± 5.21

5.10 ± 2.53

1.80 ± 1.94

1.90 ± 1.71

10.55 ± 5.75

6.90 ± 3.85

4.10 ± 2.59

1.25 ± 1.25

1.25 ± 1.21

5.05 ± 3.47

5.432**

13.460**

.860

12.544**

20.615**

* 평균 ± 표준편차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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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연령별 오류유형

각 연령별로 아동이 산출한 오류유형의 출현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2세는 기타, 시각적,

의미적, 비연관, 음운적 오류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3세는 의미적, 시각적, 기타, 비연관, 음운

적 오류의 순서로 나타났다. 4세는 기타, 의미적, 시각적, 비연관, 음운적 오류의 순서로 나타

났다. 5세는 의미적, 기타, 시각적, 비연관, 음운적 오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 1> 참조).

오류를 보인 문항에 대한 이해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도 이름대기에서 오류를 보였다.

분산분석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온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비연관

오류, 기타 오류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을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

했다.

<표 - 4>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에 대한 사후 검정

3세 4세 5세

2세
의미*

기타*

시각*

비연관*

기타*

시각*

비연관*

기타*

3세

시각*

비연관*

의미*

시각*

비연관*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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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오류는 2세와 3세, 3세와 5세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시각적 오류의

경우 2세와 4, 5세, 3세와 4, 5세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비연관 오류의 경

우 2세와 4, 5세, 3세와 4, 5세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기타 오류는

2세와 3, 4, 5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오류유형에서 4세와 5세 사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 4> 참조).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이 2세, 3세, 4세 및 5세인 정상아동의 이름대기 및 오류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름대기 총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총 49문항에서 2세

아동은 평균 5.90개(12.04 %)의 정반응을 보였으며, 3세 아동은 평균 13.55개(26.65 %)의 정반

응을 보였다. 4세 아동은 평균 22.20개(45.31 %)의 정반응을, 5세 아동은 평균 30.40개(62.04

%)의 정반응을 보였다. 이는 연령에 따라 이름대기 능력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Ratner &

Myers, 1981; Wiegel- Crump & Dennis, 198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름대기 능력이 발달하는 것은 Nippold (1992)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이 성숙해감에 따라

저장(storage)과 인출(retrieval)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단어지식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저장이 향상되며, 단어회상을 돕는데 사용되는 책략(예. 단어를 범주

적으로 구조화시키거나 외부적 단서를 사용하는 것 등)이 증가하면서 인출 또한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상아동의 전체적인 오류유형의 출현순서를 살펴보았을 때 기타 오류,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비연관 오류, 음운적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유미(1992)의 연구

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들(Wiegel- Crump & Dennis, 1986;

Lahey & Edwards, 1999)도 있었다. 이런 차이는 대상자의 연령, 선택 어휘, 검사방법의 차

이, 오류유형 범주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

만 본 연구를 포함한 네 연구 모두에서의 공통점은 정상 아동의 경우 음운적 오류가 가장 출

현이 낮았으며 음운적 오류보다는 의미적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정상아동의 이름대기 오류는 음운적 처리나 음운표상에서보다 어휘-의미적 체계에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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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전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름대기 총점이 증가했

으며, 오류유형에 있어서도 연령간 출현순서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음운적 오류보다는

의미적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어이름대기 검사가 외국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언어발달장애의 조기 진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시사하며, 이름대기 오류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오류유형 분석이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휘선정이나 검사도구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수의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겠다.

또한 소아실어증 등 다양한 언어장애아동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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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오류유형

오류유형 정의

의미적 오류

상위오류
목표낱말의 의미보다 상위범주의 낱말로 대치
예: 거북선 배

대등오류
목표 낱말과 같은 의미범주로 대치
예: 하모니카 피리

하위오류
목표 낱말보다 하위범주의 낱말로 대치
예: 운동 축구

연관오류
목표 낱말과 연관이 있는 낱말로 대치
예: 붓 물감

의미적 보속
목표 낱말과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전에 보여줬던 낱말로
대치

정확한 설명
목표 낱말을 정확하게 설명
예: 옷걸이 옷 거는 거요

부정확한 설명
목표 낱말을 애매하게 설명하는 경우
예: 청진기 치료하는 거

시각적 오류

부분/전체
그림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보고 지칭
예: 손 손가락

시지각
오류설명

자극 자극과 유사하게 생긴 사물 설명
예: 붓 이거 청소할 때 쓰는 건데...

연관
자극 그림과 유사하게 생긴 사물로 대치
예: 고드름 뿔

시각적 묘사
자극 그림을 눈에 보이는 대로 서술하듯 설명
예: 운동 수영하구 스케이트

음운적 오류

음소착어
음소적으로 50 % 이상 일치되게 생략, 대치를 보이거나 목표
낱말의 순서가 교차되는 경우 예: 고추 고..., 마이크 이마크

다른 단어로
대치

음소적으로 50 % 이상 일치되는 기존 낱말이 있는 경우 예: 주사위
주사기

비연관 오류

무관오류
목표 낱말과 관련 없는 낱말을 말하는 경우
예: 문 세탁기

무관설명
목표 낱말과 관련이 없는 설명을 하는 경우
예: 유모차 아빠 오오 뛰어

무관보속
목표 낱말과 의미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전에 보여줬던 낱말을
말하는 경우

자기중심
자기 경험 등에 비추어 말하는 경우
예: 낚시 우리 집에 있는데...

기타 오류

무반응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모른다 모른다고 반응하는 경우

대용어
목표 낱말 대신에 대용어를 말한 경우
예: 조개 그거요

비단어
실제 없는 단어로 목표 낱말과 50 % 미만으로 음소가 일치되는
경우 예: 달력 가비

기타
말없이 행동을 하는 경우 등 위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오류를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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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ing deficit has been defined as a problem in generating a specific word in any given

situation. Children and adults with oral and/ or written language impairments are often in-

accurate when naming objects. Therefore, naming ability has been examined repeatedly in an

effort to understand normal and disordered language behav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naming ability of 80 normal Korean children aged 2, 3, 4, and

5 years and to investigate the error types of naming.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in the

experiment : (1) The accuracy of naming increased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age: 12.04 %

for the 2-year- olds, 26.65 % for the 3-year - olds, 45.31 % for the 4-year - olds, and 62.04 %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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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e- mail: pes1234@yumc.yonsei.ac .kr
신지철(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e- mail: jcsevrm @yum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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