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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선천적 기형으로, 

1866년에 John Langdon Dow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다운증후군은 8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지적장애라고 알려

져 있다(Antonarakis et al., 2004; Kazemi et al., 2016; 

Leonard & Wen, 2002; Lyle et al., 2009; Wahab et al., 

2006). 

다운증후군은 정신지체, 심장질환, 언어발달 등에서의 지체를 

나타내며 특히, 인지 수준이 동일한 또래와 비교했을 때 수용

언어와 표현언어의 결함을 나타낸다(Burgoyne et al., 2012; 

Chapman et al., 1991; Chapman et al., 1998; Robert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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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또한 다운증후군 아동들은 모국어 음운체계를 습득할 

때 동일한 생활연령의 아동들보다 느리고 이로 인해 또래 혹은 

성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미 있는 말을 산

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 어휘 습득에도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Stoel-Gammon, 2001). 특히 다운증후군 아동은 수용언

어, 인지, 사회적 능력보다 표현언어 및 구문에서 더욱 더 느린 

발달을 보이며 또래 일반 아동과 비교했을 때 표현언어를 산출

하는 시기도 늦은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표현언어에서 느린 

발달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운증후군 아동의 이해와 인식 능력

과 연관되어 있으며(Berglund et al., 2001; Chapman & 

Hesketh, 2001; Chapman et al., 1991; Hart, 1996) 다운증후

군 아동의 표현언어의 느린 발달은 아동이 사회에서 또래 혹은 

성인과의 의사소통 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한되거나 의

사소통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Miles & Chapman, 2002). 따

라서 다운증후군 아동의 느린 언어발달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운증후군 아동의 언어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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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어휘 습득을 위한 중재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중재에 관한 국내 연구

로는 구강 및 이야기 활동을 통한 언어중재, 책읽기 및 노래 

부르기를 통한 조음음운중재, 요리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개선 

등이 연구되었다(Kim & Shin, 2012; Kim et al., 2014; Kwon 

et al., 2005). 특정 주제를 세우고 각 주제마다 구강 활동, 이

야기 활동을 포함하여 진행한 총체적 언어중재가 9;9~13;2세 

다운증후군 아동의 발화의 자율성과 의사소통 의도, 전반적 언

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won et 

al., 2005). 또한 생활연령이 6~7세인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

으로 단어단위 분석법에 의해 목표어휘를 설정하고 해당하는 

목표어휘를 아동의 흥미를 고려해 책읽기, 게임 활동, 노래 부

르기를 통해 조음음운중재를 실시하였을 때 다운증후군 아동의 

자발화에서 모음 및 자음 정확도가 개선되었음을 밝혀냈다

(Kim & Shin, 2012).

또한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중재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읽기 중재, 놀이 기반 중재를 통한 표현언어 습득, 책

읽기 및 단어를 통한 언어중재가 있다(Burgoyne et al., 2012; 

Cologon et al., 2011; Goetz et al., 2008; Wright et al., 

2013). Goetz 등(2008)에서는 8~14세 15명의 다운증후군 아

동을 대상으로 읽기 중재를 연구하였다. 읽기 중재는 두 그룹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집단1은 16주 동안, 집단2는 8주 동

안 매일 40분씩 중재를 진행하였다. 읽기 중재가 진행되는 동

안 연구자는 아동이 목표 음소를 개별적으로, 자음-모음 및 모

음-자음 조합으로, 그리고 단어로 발음하도록 지도하였다. 연

구 결과 16주의 기간 동안 중재를 받은 집단이 8주 동안 중재

를 받은 그룹에 비해 초기 문해 능력인 글자 소리 지식, 조기 

단어 인식 영향에서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중재가 완료된 후 5개월 동안 문해력 측면에서 진전을 유

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logon 등(2011)에서 2~10

세 다운증후군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읽기와 음운인식을 바탕으

로 한 읽기 중재를 실시하였다. 각 아동은 12개월 동안 네 번

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재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중재는 36개의 그림을 보고 연구자가 말하는 그림을 가리키도

록 하였으며, 음소 합성 중재를 위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해당하는 이름을 주어진 글자카드를 통해 만들도록 하였다. 예

를 들면,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고 c, a, t가 적힌 글자카드를 

제공한 후 아동이 그림을 본 뒤 알파벳 글자카드를 조합하여 

‘cat’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다운증후군 

아동은 읽기 중재를 통해 읽기와 음운인식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중재가 끝난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진전을 유지하

였다. 또한 Wright 등(2013)에서 23~29개월의 다운증후군 아

동에게 놀이중재가 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으며 

중재는 주 2회 실시되었다. 놀이중재는 장난감을 활용한 아동

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실시됨에 따라 아동이 놀이를 시작

하고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기 전에는 성인이 아동에게 

구어와 손짓의 표현을 제공하지 않고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였

다. 아동이 의사소통 의도를 드러내며 연구자와 의사소통하기 

시작하면 연구자가 아동에게 장난감에 대한 질문을 건네거나 

아동이 놀이를 지속하도록 말하며 의사소통하였다. 이러한 놀

이를 통해 연구자는 구어와 짝을 이루는 32개의 손짓을 중재하

였다. 연구 결과 놀이중재는 아동의 단어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urgoyne 등(2012)에

서는 책읽기 및 단어 활동을 통해 언어 및 문해 중재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책을 읽으며 목표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였고 단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고 여러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단어 읽기, 음소 혼합, 

표현어휘에서 중재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한 진전을 보였

다. 위 선행 연구 결과 책읽기 중재와 단어 활동 중재가 다운

증후군 아동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다운증후군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 및 조음음운 

능력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졌으나 다운증후군 아동의 어휘력을 위

한 언어중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

으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어휘력 증진을 위한 중재의 필요

성이 대두된다.

다양한 언어중재 방법 중 성인과의 책읽기가 아동의 어휘 습

득 및 읽기, 쓰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가 다수 보고되었다. 성인과의 책읽기가 아동의 어휘 학습에 

효과적인 이유는 성인이 아동에게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책을 읽게 될 때 아동의 참여를 유

도하여 아동이 책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lley, 1989). 이러한 성인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책을 읽는 

방식을 통해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가 발달한다고 보고되었

다(Feitelson et al., 1986; Hargrave & Sénéchal, 2000; Mol 

et al., 2009; Yim & Kim, 2019; Yim et al., 2021).

Elley(1989)에서는 초등학교의 7개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7살 

아동 168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듣기를 통한 어휘 학습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정해진 이야기만을 읽

는 방식과 정해진 이야기와 부가적인 교사의 설명이 제공되는 방

식으로 구분되었다. 연구 결과 교사의 설명 없이 이야기만 들은 

경우에는 15%의 어휘 향상을 보였으나 이야기를 들은 후 교사의 

설명을 들은 경우에는 40%의 어휘 향상을 보였다. 즉, 성인과 함

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책을 읽으며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 어휘 학습에 더 효

과적임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인과의 책읽기 시 책읽

기 전략에 따른 일반 아동 및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어휘 습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Blewitt et al., 

2009; Justice et al., 2002; McGinty et al., 2012; 

Whitehurst et al., 1994; Yim & Kim, 2019). 

성인과의 책읽기 전략 중 질문하기를 직접적 질문하기와 간접적 

질문하기로 구분지어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의 어휘 학습에 직접적 질문하기보다 간접적 질문하기가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질문하기 전략과 진술하기 전략을 비교하

였을 땐 수용어휘 학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표현어휘

에서는 진술하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Ard & Beverly, 

2004; Walsh & Blewitt, 2006). 이때 질문하기 전략은 성인이 

아동에게 질문을 하면 아동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아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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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et al., 2002). Walsh와 Blewitt(2006)의 연구에서는 

질문하기 전략을 직접적 질문하기와 간접적 질문하기로 구분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문사를 포함한 질문을 통해 아동이 목

표어휘를 산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직접적 질문하기로, 연구자

가 목표어휘가 포함된 질문을 건네는 방식을 간접적 질문하기

로 정의하였다.

또한 Yim 등(2021)에서는 3~6세의 언어발달 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책읽기 전략에 따른 아동의 어휘 학습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자는 세 가지 책읽기 전략(직접

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중 하나에 배치되어 

10회기 동안 연구자와 책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

들은 목표어휘를 8개의 비단어로 설정하였으며 10회기의 책읽

기가 종료된 시점에 아동의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수행력에 대

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이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보다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수행력이 높았으며 특히 직접

적 질문하기 전략이 수용어휘 학습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다운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책읽

기를 통한 어휘 습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책읽기 전략이 표현어휘와 수

용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운증후군 아동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간(다운증후군 아동, 일반 아동) 책읽기 

전략 별(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수용어휘 학

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다운증후군 아동, 일반 아동) 

책읽기 전략 별(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표현

어휘 학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6세 다운증후군 

아동 10명(M=62.60, SD=17.85), 일반 아동 11명(M=60.55, 

SD=12.19), 총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

은 어린이집, 다운증후군 부모 카페에서 모집되었으며 모든 아

동은 선별 검사 및 과제를 실시하기 전 아동 부모에게 연구 참

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운증후군 아동은 (1)염색체 21번 이상

으로 병원에서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아동, (2)한국 카우프

만 아동용 지능검사(Korea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Moon & Byun, 2003) 중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 85(-1SD) 이하이고, (3)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결과 수용 및 표현 어휘력 모두 백분위 점수 10%ile 

이하이고, (4)교사 또는 양육자로부터 청각, 시각, 정서, 행동 

및 기타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 아동은 (1)한국 카우프만 아동용 지

능검사(Korea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Moon & Byun, 2003) 중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 

85(-1SD) 이상이고, (2)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 및 표현어휘력 모두 백분위 점수 10%ile 이상이고, 

(3)교사 또는 양육자로부터 청각, 시각, 정서, 행동 및 기타 신

경학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및 일반 아동 집단 아동들은 세 가지 책

읽기 전략(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중 하나의 

전략에 무선 배치되었다. 각 전략에 무선 배치된 일반 아동 집단 

및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간 생활연령, 어휘력, 비언어성지능의 기

술통계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Group
Age

(month)
REVT-r REVT-e K-ABC

Eliciting
question

TD
(n=4)

63.25
(11.59)

65.00
(22.21)

65.00
(10.03)

126.00
 ( 9.45)

DS
(n=4)

67.50
(13.92)

21.50
(19.81)

24.00
(27.90)

 49.00
 (23.47)

Non
-eliciting 
question

TD
(n=4)

57.25
(16.99)

60.50
(20.07)

59.75
(21.29)

131.00
 (10.71)

DS
(n=3)

57.33
(22.50)

 7.67
( 8.02)

12.33
(21.36)

 51.67
 ( 6.81)

Comment

TD
(n=3)

61.33
( 8.39)

65.67
( 9.70)

72.00
(20.52)

124.33
 (15.14)

DS
(n=3)

61.33
(23.35)

 9.33
(14.47)

 8.67
(14.15)

 40.67
 (18.23)

Note. The values are as mean (SD). TD=typically developed; 
DS=Down syndrome; REVT-r=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K-ABC=Korean-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Moon & Byun, 2003).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책읽기 중재를 진행하기 전 연구자는 아동의 가정 혹은 어린이

집에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조

음검사, 그림책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름대기 검사를 진행하였다. 

조음검사와 동물 이름대기 검사 모두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Yim & Kim, 2019). 그 후 사전에 무선 배

치된 책읽기 전략에 따라 책읽기 1회기를 진행하였다. 조음검사는 

연구 대상 아동들의 조음 문제로 인해 어휘 학습 수행력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책읽기 중재를 진행하기 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목표어휘에 사용된 모든 음절에 대한 조음 검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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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조음 검사는 음절 따라 말하기 검사로, 연구자가 아

동에게 목표어휘를 1음절씩 말해준 뒤 아동이 따라서 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동물 이름대기 검사 또한 연구 대

상 아동이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

으로 인해 어휘 학습 수행력을 측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책읽기 중재 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동물 목록에 대해 이름대기 검사를 사용

하였다. 본 검사는 연구자가 아동에게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동

물을 보여주며 동물의 이름을 말하도록 요구하였고 아동이 동

물의 이름을 바르게 발한 경우에는 정반응한 것으로, 다른 동

물의 이름을 말하거나 무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오반응으로 간

주하였다.

책읽기 중재의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는 연구자가 아동의 가정 

혹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동과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

며 책읽기 2~9회기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줌

(https://www.zoom.us/)을 통해 주 3회씩 독립된 공간에서 일

대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책읽기 중재 시 사전에 아동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아동이 혼자 책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부모가 아동의 옆에서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아

동에게 단서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

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개입하여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

휘 학습 수행에 도움을 준다면 해당 목표어휘의 점수는 0점으

로 처리하였다. 또한 책읽기의 경우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스

크립트를 적용하여 책을 읽음으로 중재 시간을 통제하고자 하

였다.

매 회기 책읽기 전후에 목표어휘에 대한 표현, 수용어휘에 대한 

수행력을 측정하였으며 수행력 측정 시 표현어휘 검사를 먼저 진

행한 후 수용어휘 검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책을 동일하게 사

용하였다(Yim & Kim, 2019). 선정된 그림책은 ‘앤서니 브라운

의 마술 연필(Browne, 2010)’로 어휘 습득 능력을 살펴보기 위

해 가상낱말과 삽화를 활용한 내용으로 수정되어 글자가 없는 

그림으로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어휘는 선

행연구(Yim & Kim, 2019)와 동일하게 ‘뿌미’, ‘미보’, ‘뚜삐’, 

‘푸바’, ‘머배’, ‘바뚜’, ‘패무’, ‘마띠’ 총 8개의 비단어를 선정하였

다. 목표어휘는 조음산출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세에 숙달되는 음소인 /ㅁ, ㅂ, ㅍ, ㄸ, ㅃ/를 선택하

였다(Kim & Pae, 2005). 또한 선정된 5개의 자음과 6개의 모

음(/ㅏ, ㅐ, ㅣ, ㅗ, ㅜ/)을 ‘자음+모음+자음+모음’ 조합으로 임

의로 조합하였다. 목표어휘 목록과 그림책 예시는 Appendix 1 

및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3) 책읽기 전략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책읽기 전략별 다운증후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의 책읽기 전략인 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

기, 진술하기를 사용하였다(Yim & Kim, 2019).

첫 번째 책읽기 전략인 직접적 질문하기는 연구자가 아동에게 

주어진 스크립트를 읽어주고 그 후, ‘무엇’, ‘누구’ 등의 의문사 질

문을 사용하여 아동이 직접 목표어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곰돌이가 마술 연필로 뿌미를 

그렸어요. 뿌미로 휘리릭! 여우를 지웠어요. 여우 없다!” 라고 

스크립트를 읽은 뒤 아동에게 “곰돌이가 뭘로 여우를 지웠지?”

라고 질문을 한다. 이 때 정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연구자가 “응 

맞아”와 같이 답을 하지만, 아동이 오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연

구자가 “뿌미야”하고 이야기한다. 즉, 아동이 연구자의 질문에 

정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연구자를 통해 목표어휘가 두 번 노출

되고, 아동을 통해 한 번 노출된다. 반면, 아동이 연구자의 질

문에 오반응을 보이면 연구자를 통해 목표어휘가 세 번 노출된

다.

두 번째 전략인 간접적 질문하기는 연구자가 아동에게 주어진 

스크립트를 읽어준 뒤 목표어휘가 포함된 질문을 하는 전략이

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곰돌이가 마술 연필로 뿌미를 그렸어

요. 뿌미로 휘리릭! 여우를 지웠어요. 여우 없다!”라고 스크립

트를 읽은 뒤, 아동에게 “곰돌이가 뿌미로 누구를 지웠지?”라고 

질문을 한다. 이때는 이미 연구자가 목표어휘를 산출하였기 때

문에 아동의 반응에 관계없이 모두 “응, 맞아”와 같이 답한다. 

즉.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반응에 관계없이 간접적 질문하기 

전략에서는 연구자를 통해 목표어휘가 세 번 노출된다.

세 번째 전략인 진술하기는 직접적 질문하기와 간접적 질문

하기와는 달리 연구자가 아동에게 주어진 스크립트를 읽어준 뒤 

목표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다시 한 번 들려주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곰돌이가 마술 연필로 뿌미를 그렸어요. 뿌미로 

휘리릭! 여우를 지웠어요. 여우 없다!”라고 스크립트를 읽은 뒤, 

아동에게 “곰돌이가 뿌미로 여우를 지웠구나”와 같이 연구자가 

직접 목표어휘를 산출하는 전략이다. 즉,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반응에 관계없이 진술하기 전략에서는 연구자를 통해 목표어휘

가 세 번 노출된다. 

3. 자료 분석

각 전략에 따른 책읽기 중재가 끝난 뒤 실시되는 중간 검사 및 

사후 검사 시 아동의 반응은 모두 반응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들은 모두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수용 및 표현어휘의 총점은 각 8점으로 계산

되며 아동이 사후 평가에서 얻은 총점을 수용 및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으로 처리하였다.

 

4. 신뢰도 

책읽기 중재 목표어휘 학습 수행력의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

하기 위해 검사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사후 검사의 평가와 

점수 기재는 연구자가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구자

와 함께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 3명을 선정하

여 검사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가 평가 기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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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한 뒤 연구자가 채점한 검사지와 영상을 대조하여 독립

적으로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

한 검사지와 영상의 30%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에서

는 연구자와 평가자 3명이 채점한 점수 중 서로 일치한 점수를 

전체 문항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그 결과 학

습 수행력의 신뢰도는 98.21%였다.

5. 결과 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ver.26을 사용하여 통계적 처리를 실시하

였다. 책읽기 중재 후 집단 간 책읽기 전략에 따라 각 과제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검정

(Mann-Whitney U-test)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다운증후군 아동, 일반 아동) 책읽기 전략 별 수

용어휘 학습 수행력 비교

책읽기 전략 별 일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기술통

계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책읽기 전략에서 일반 아동 집단

(M=7.27, SD=.91)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M=5.30, SD=2.95)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일반 아동 집단은 직접적 질문하기

(M=7.75, SD=.50), 진술하기(M=7.67, SD=.58), 간접적 질문하기

(M=6.50, SD=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은 직

접적 질문하기(M=6.50, SD=3.00), 간접적 질문하기(M=6.33, 

SD=2.08), 진술하기(M=2.67, SD=2.5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Reading strategies Group
Expressive word score

M (SD)

Eliciting question
TD (n=4) 7.75 ( .50)

DS (n=4) 6.50 (3.00)

Non-eliciting
question

TD (n=4) 6.50 (1.00)

DS (n=3) 6.33 (2.08)

Comment
TD (n=3) 7.67 ( .58)

DS (n=3) 2.67 (2.52)

Note. TD=typically developed; DS=Down syndrom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performance of receptive
vocabulary acquisition by reading strategy group

일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의 책읽기 전략 별 수

용어휘 학습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맨-

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3, Figure 1과 같다.

Reading 
strategies 

Group M IQR Z p

Eliciting 
question

TD (n=4) 7.750  .250
-.189 .850

DS (n=4) 6.500 4.500

Non-eliciting
question

TD (n=4) 6.500 1.500
-.185 .853

DS (n=3) 6.330 4.000

Comment
TD (n=3) 7.670 7.000

-1.993 .046*

DS (n=3) 2.670 0

Note. TD=typically developed; DS=Down syndrome.
*p<.05

Table 3. Mann-Whitney U-test on the performance of 
receptive vocabulary acquisition by reading strategy group

일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간 책읽기 전략 별 수

용어휘 학습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직접적 

질문하기(Z=-.189, p=.850), 간접적 질문하기(Z=-.185, p=.853)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진술하

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 아동 집단이 수용어휘 

학습 수행력에서 중위수 7.67점, 사분위수 범위 7점으로 다운증후

군 아동 집단의 중위수 2.67점, 사분위수 범위 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Z=-1.993, p=.046).

2. 집단 간(다운증후군 아동, 일반 아동) 책읽기 전략 별 표현

어휘 학습 수행력 비교 

책읽기 전략 별 일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기술통

계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책읽기 전략에서 일반 아동 집단

(M=4.73, SD=2.87)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M=1.90, SD=2.92)보

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일반 아동 집단은 직접적 질문하

기(M=6.00, SD=1.83), 진술하기(M=5.00, SD=3.00), 간접적 질문

하기(M=3.25, SD=3.59)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은 직접적 질문하기(M=2.75, SD=3.78), 간접적 질문하기(M=2.00, 

SD=3.46), 진술하기(M=.67, SD=1.1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Note.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DS=Down syndrome.

Figure 1. Receptive vocabulary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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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trategies Group
Expressive word score

M (SD)

Eliciting question
TD (n=4) 6.00 (1.83)

DS (n=4) 2.75 (3.78)

Non-eliciting
question

TD (n=4) 3.25 (3.59)

DS (n=3) 2.00 (3.46)

Comment
TD (n=3) 5.00 (3.00)

DS (n=3)  .67 (1.16)

Note. TD=typically developed; DS=Down syndrome.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performance of expressive
vocabulary acquisition by reading strategy group

일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의 책읽기 전략 별 수

용어휘 학습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맨-

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5, Figure 2와 같다.

Reading 
strategies 

Group M IQR Z p

Eliciting 
question

TD (n=4) 6.000 3.500
-.132 .189

DS (n=4) 2.750 6.750

Non-eliciting
question

TD (n=4) 3.250 6.750
-.734 .463

DS (n=3) 2.000 0

Comment
TD (n=3) 5.000 2.000

-1.798 .072
DS (n=3)  .670 0

Note. TD=Typically Developed; DS=Down Syndrome.

Table 5. Mann-Whitney U-test on the performance of expressive
vocabulary acquisition by reading strategy group

Note.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DS=Down syndrome.

Figure 2. Expressive vocabulary acquisition

일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간 책읽기 전략 별 표

현어휘 학습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직접적 

질문하기(Z=-1.315, p=.189), 간접적 질문하기(Z=-.734, p=.463), 

진술하기(Z=-1.798, p=.07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및 일반 아동 집단의 어

휘 습득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책읽기 전략을 직

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총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각 아동 집단 간 전략 별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학습 수

행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직접적 질문

하기, 간접적 질문하기의 책읽기 전략에서의 수용어휘 습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진술하기 전략에서는 일반 아

동 집단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

다. 즉, 일반 아동 집단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보다 진술하기 전

략에서 수용어휘를 더 많이 습득하였다.

둘째,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직접적 질문

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전략에서의 표현어휘 습득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책읽기 전략 별 수

용어휘 학습 수행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책읽기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책읽기 전략 별 수용어휘 학습 수행력에 있어 직접적 질

문하기와 간접적 질문하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술하기 전략의 경우 일반 아동 집단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에 

비해 많은 어휘를 습득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세 가지 책읽기 전략 중 진술하기 전략으로 책을 읽은 경우 

일반 아동 집단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어휘를 

습득한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 질문하기와 간접적 질문하기 전략에서는 다운증후군 아

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시각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그림이 삽입된 책을 통해 중재를 했을 때 다운증후군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Chapman, 2003; Hick et al., 2005). 또한, 다운증후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수용어휘 학습 수행력에 있어 질문하기 전략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질문하기 전략이 다

운증후군 아동의 수용어휘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세 가지 전략(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이 

아동의 수용어휘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말하며 특히 직접적 질문

하기 전략이 수용어휘 학습을 가장 빠르게 촉진하는 전략이라고 

말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Yim & Kim, 2019). 또한 일반 

아동, 언어발달지연 아동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 아동에게도 질문

하기 전략이 수용어휘 학습에 효과적인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진술하기 전략의 경우 일반 아동이 다운증후군 아동에 비해 유

의하게 더 많은 수용어휘를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질문하기 및 간접적 질문하기 전략이 아동의 주의를 목표어휘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르게 진술하기 전략은 성인

이 목표어휘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식이며 이러한 진술하기 

전략이 수용어휘 학습에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Y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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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1). 또한, 다운증후군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Antonarakis & 

Epstein, 2006; Roizen & Patterson, 2003). 즉, 진술하기 전

략은 직접적 질문하기 및 간접적 질문하기 전략보다 목표어휘

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운증후

군 아동의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목표어휘에 대한 주의 집중 

제한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하기 

전략에서 일반 아동 집단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수용어휘 학습 수행력을 보인 결과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아동 집단은 직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간접적 질

문하기 순으로 수용어휘 학습 수행력이 높았으며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은 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순으로 수용

어휘 학습 수행력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모두 아동이 성

인의 질문을 듣고 스스로 목표어휘를 말할 수 있었던 직접적 질문

하기 전략이 수용어휘 학습 수행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책읽기 전략 별 표

현어휘 학습 수행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책읽기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책읽기 전략 별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에 있어 직접적 질

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전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책은 글이 없는 그

림책으로 주로 동물이 등장하고 책의 내용이 단순하게 진행된다. 

일반 아동의 경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책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다운증후군 아동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짧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글이 없는 그림책에 흥미를 보

였고 회기를 거듭할수록 익숙해진 내용에 더 큰 흥미를 보이며 연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Burgoyne 등(2012)에서는 다운증후군 아동 54명을 대상으

로 책읽기가 포함된 언어중재를 통해 다운증후군 아동의 언어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책읽기가 포함된 언어중재

를 받은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의 언어 능력이 향상됨을 보였

다. 위 선행연구를 통해 다운증후군 아동이 책읽기 중재를 통

해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

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간 표현어휘 학습 수행

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술하기 전략의 경우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에서 

다운증후군 아동의 수행력과 일반 아동의 수행력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다운증후군 아동 및 일반 아동 집단 간 수용어휘 및 표현어

휘 학습 수행력의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수용어휘에서는 집

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표현어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술하기 전략에 

배치된 일반 아동 중 온라인 상황에서 책 읽는 환경을 낯설어

하고 중재에 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던 한 아동이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 점수 2점으로 다른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획득하고 이로 인해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책읽기 중재 시 집중하지 못하였던 한 

아동이 어휘 습득에 어려움을 겪어 결과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

득한 것이 진술하기 전략의 일반 아동 집단 점수에 영향을 주

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 및 일반 아동 집단 간 책읽기 전략 별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 아동 집

단이 다운증후군 아동에 비해 더 많은 표현어휘를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w와 Edwards(2015)의 연구에서 어휘집의 

크기가 작은 아동이 단어재인, 의미 처리 효율성이 낮음을 밝

혔다. 또한 낮은 어휘력을 보이는 아동들이 어휘력이 높은 아

동에 비해 어휘 학습 수행에 있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Cain 

& Oakhill, 2006; Penno et al., 2002). 따라서 일반 아동 집단

보다 낮은 어휘력을 보였던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이 표현어휘

를 더 적게 학습한 이유는 다운증후군 아동의 낮은 어휘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아동 집단은 직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간접적 질

문하기 순으로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이 높았으며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은 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순으로 표현

어휘 학습 수행력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 직접적 질문하기 전략에서 가장 많은 표현

어휘 학습 수행력을 보였다. 표현어휘 학습 수행에 직접적 질문하

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적 질문하기 전략이 일반 아동 집단과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의 표

현어휘 학습 수행력에 효과적인 전략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책읽기 전략 별 다운증후군 아동 및 일반 

아동 집단 간 수용 및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을 보고자 마지막 회

기에 아동이 획득한 수용 및 표현어휘 점수로 아동의 수행력을 보

았다. 집단 간 수용 및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에는 진술하기 전략

에서 수용어휘 학습을 제외한 책읽기 전략의 수요 및 표현어휘 학

습 수행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각 

집단 간 어휘 학습 수행력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해 책읽기 1회기와 

10회기를 제외한 나머지 2~9회기를 온라인 줌을 사용하여 진

행하였으나 사전에 온라인 줌을 통한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있

는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시 온라인 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사전

에 온라인 줌에 대한 경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책읽기 중재를 통해 다운증후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목표어휘는 

모두 비단어로 설정하였다. 목표어휘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통

제한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아동이 비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적

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운

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책읽기 중재 연구를 실시할 때 실제 

어휘를 사용하여 비단어 학습 수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어떤 책읽기 전략에서 실제 어휘 학습이 효과적이었는지 살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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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target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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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Example of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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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전략에 따른
다운증후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어휘 습득

오수진1, 임동선2*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
2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책읽기 전략(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별 다운증후군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수용 및 표현어휘 학습의 수행력을 알아봄으로써 다운증후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어휘 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책읽기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방법: 다운증후군 아동 10명, 일반 아동 11명을 세 가지 책읽기 전략(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 중 하나의 전략에 무선배치 하였다. 각 전략에 배치된 모든 아동은 총 

10회기의 책읽기를 통해 8개의 목표어휘에 노출되었으며 매 회기마다 수용 및 표현어휘 평가 

점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첫째, 수용어휘 학습 수행력에서는 진술하기 전략에서만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전략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술하기 전략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일반 아동 집단이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에서는 세 가지 전략인 직접적 

질문하기, 간접적 질문하기, 진술하기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수행력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모두 수용 및 

표현어휘 학습 수행력에 있어 직접적 질문하기 전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결론: 위와 같은 결과는 수용어휘 학습에 있어 아동의 집중을 더 요구하는 진술하기 전략보다 아동이 

목표어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하기 전략이 어휘 학습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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