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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 for Preschoolers (KS-SL-P) that uses pictur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sentence recognition 
test, which is used in evaluating listening skills of pre-school age children (3 to 5 years of age) in everyday life. The KS-SL-P have four 
lists, each consisting of 10 sentences, and are made of 11 picture boards including one for practice. Each picture board is consisted of 
four test sentences and two non-test sentences. The number of words used in each sentence varies from 2 to maximum of 5 words. 
The sentenc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criteria for vocabulary and sentence structure that are understandable by a 3 year old child, 
and the naturalness and familiarity of the sentences were verified through the sentence naturalness test. The degree of difficulty for 
each sentence list was made to vary evenly through the analysis of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 phoneme composition, frequency 
characteristics and psychometric function. Frequency characteristics and psychometric function revealed significant equivalency among 
the lists. We highly expect these sentence lists to be used effectively as a useful testing device for evaluating pre-school age children’s 
listening skills of everyday life in clinical settings. 
 
KEY WORDS：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 for preschoolers (KS-SL-P)·Sentence 

recognition test·Speech audiometry. 

 
 

INTRODUCTION 
 

유소아기 청력손실은 언어습득 및 언어발달, 학습 및 정

서심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조기에 발견

하고 중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음청각검사

를 통하여 어음인지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를 도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음인지도(spe-
ech recognition score)는 듣기에 가장 적절한 강도로 어

음을 제시하였을 때 정확히 확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28)으로 일상생활의 듣기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

라 청력손실 병변 부위, 보장구의 선택 및 적합, 재활의 평

가 및 계획, 중추청각처리장애의 평가 및 재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청각장애를 가진 유소아 및 아동에

게 그 임상적 의의가 매우 크다.39) 

유소아용 어음인지도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극어음 선

정과 자극제시 방식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37) 자극어음 

선정은 아동의 수용 언어 수준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34)37) 자극제시 방식의 경우, 일반

적인 어음인지도 검사는 조용한 상황이나 소음상황에서 단

어나 문장 전체 또는 문장 내 목표단어를 따라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지만 유소아를 대상으로 어음인지도 검사

를 실시할 때 언어발달 및 언어표현의 제한이나 검사의 집

중력과 흥미유발을 위하여 그림판이나 장난감 등을 이용하

여 검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3)32-34)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영어권에서는 학령전기 유소

아들을 위한 어음인지검사들이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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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유소아들의 어음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되는 단어인지도 검사들은 Word Intelligibility by Picture 

Identification(WIPI) Test35)와 Northwestern University 

Children’s Perception of Speech(NU-CHIPS) test35) 

등이 있으며, 문장인지검사에는 Pediatric Sentence Intelli-
gibility(PSI) 검사32)가 있다. 국내에서도 유소아용 그림판 

단어인지도 검사도구들3)12)이 개발되어 왔지만 표준화된 검

사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유소아를 위한 문장표의 

개발이 전무한 실정으로 문장인지도 검사는 청각장애 유소

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의 듣기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청능 

및 언어재활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학령전기 유

소아를 위한 그림판 검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진 문장인지검사들은 늦은 학령

기 이상의 연령에 적합한 어휘수준으로 구성된 문장표를 사

용하여 조용한 상황과 소음상황에서 문장 전체 또는 문장 

내 목표단어를 따라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 어음인

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들7)10)27)로 학령전기 유소아에게 사

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어의 

특성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인지검사를 위하여 한국표

준 학령전기용(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 for Pre-
schoolers, KS-SL-P) 문장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ATERIALS AND METHODS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듣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인

지검사를 위한 한국표준 학령전기용(만 3~5세) 문장표의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문장표 선정기준 

문장인지검사를 위한 한국표준 학령전기용 문장표의 선

정기준은 일반용과 학령기용에서 기준으로 한 CID 일상생

활 문장검사에서 채택한 문장선정기준을 기반으로29)31)38) 학

령전기의 연령적 특성 및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어휘 및 

문장구조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문장에 사용한 어휘선정기

준은 연령을 고려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고빈도의 어휘

로 구성하였고.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단어(고유명사 제외)

를 포함하였으며, 낱말의 길이는 음절수를 기초로 조절하였

으며, 검사에 사용되는 전체 어휘의 음소빈도분포는 자국어

의 상용빈도 분포와 유사하도록 구성하였다. 품사는 유소아

기에 형용사의 비율이 약 3~8%까지 나타나나 그림판 선

택 시의 확률과 그림 표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형용사

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명사와 동사의 출현율이 70% 이상

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26) 명사와 동사만을 사용하

였다. 조사는 출현빈도가 높은 은/는, 이/가, 에/에서, 로/으

로, 와/과만 사용하였다.13) 

문장구조 선정기준은 그림 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

문만 사용하였다(목적어+서술어 40%, 주어+목적어+서

술어 60%). 주어+서술어는 유소아가 사용하는 주어(보통 

명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배제하였다. 문장 형태는 한

국어 문장종결법의 산출빈도를 고려하여 서술문(60%), 의

문문(10~20%), 명령문(20%), 기타(0~10%)의 비율로 구

성하였다.2)9) 종결어미는‘-다’,‘-요’,‘-라’,‘-거야’,

‘-자’,‘-어’,‘-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문장길

이는 4세 아동의 경우 7개의 낱말로 된 문장을 따라하게 했

을 때 90% 이상의 정답율을 보이므로11) 낱말의 수에 조사

를 포함하여4-6)13) 2개부터 최대 5개로 제한하였다. 

문장표의 목록 간 난이도의 동질성을 위하여 어휘 및 문

장구조를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일상적인 회

화음을 대상으로 음소별 빈도수를 정리한 자료15)를 이용하

여 목표 음소 빈도를 결정하여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목록간의 난이도는 각 문장의 주파수 특성과 심

리음향기능(psychometric function) 분석을 통하여 각각

의 목록을 균등하게 구성하였다. 

 

문장표 선정 과정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듣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인

지검사를 위한 한국표준 학령전기용(만 3~5세) 문장표는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4개의 목록으로 그림판과 함께 개

발하였다. 문장표와 그림판의 선정과정은 다음 4단계를 거

쳐 이루어졌다(Fig. 1). 

 

1단계. 어휘 선정 

어휘 선정은 어휘 빈도 연구자료, 유소아용 방송 어휘, 2~ 

6세 아동의 표현 언어목록 등을 참고하여 만 3세에서 출

현하는 어휘까지 사용하였다.17-25) 학령전기의 경우, 책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동물에 관한 어휘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므로 어휘목록에 동물을 포함시켰다. 3세 유아의 수용과 

표현 어휘 목록 총 512개를 선정하였다. 

 

2단계. 후보문장 선정 

3세 유아의 수용과 표현 어휘 목록 총 512개를 제공하

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간단하고 3세 이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을 언어청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

학원생들 20명에게 추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53권의 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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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 동화책에서 752문장, 기존 논문에서 57문장을 추출

하였다. 이를 문장선정기준에 의거하여 2~3개의 낱말로 구

성된 총 500개의 후보문장을 다시 정리하였다. 이 문장을 

5명의 언어청각학 전공자가 문장의 자연성검사를 1(전혀 

자연스럽지 않다)에서 5(아주 자연스럽다)까지의 평가척도

로 실시하였으며 평균 3점 미만인 문장은 수정하거나 새로

운 문장으로 대치하였다. 

 

3단계. 1차 문장목록 시안 및 그림판 제작 

선정된 500개의 후보문장들은 문장길이, 문법구조, 문장

형태 및 문장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각 목록으로 나누었고 

목록간 음소 및 난이도의 동질성을 고려해 다시 수정하거

나 새로운 문장으로 대치하였다. 

총 4개 목록에 10개의 문장씩 총 40개의 문장과 그림판

에 사용될 예비문장 20문장을 선택하였으며, 이 문장들에 

대한 자연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장이 3.6이상으로 

평균점수 4.26±1.21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런 60개의 문

장들은 국어학자의 자문을 거쳐 1차 문장표 시안으로 보

완, 채택하였다. 

1차로 선정된 목록은 동화책 전문 삽화가에게 의뢰하여 

그림판으로 제작하였다. 각 그림판마다 4개의 검사 문장과 

2개의 비검사 문장의 그림으로 구성하였다. 2개의 비검사 

문장은 검사문장에 대한 임의의 선택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어휘와 문장구조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림판은 각 

줄마다 검사문장이 2개씩, 비검사 문장이 1개씩 들어가도

록 그림을 3개씩 2줄로 배치하여 6개의 그림이 너무 어려

운 경우 위나 아래 줄의 그림만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문장의 난이도와 그림판의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이과적 

병력이 없고 정상청력을 가진 3~5세의 아동 10명(남：5, 

여：5)을 대상으로 그림판을 보여주고 들은 문장의 그림을 

지적하도록 하여 문장 및 그림판의 적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40개의 문장에서 평균 96.5%의 정반응율을 보여 적

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단계. 최종 문장표 선정 

선정된 40개의 문장들과 20개의 예비문장들의 난이도는 

심리음향곡선, 주파수 특성 및 음소 빈도 분포를 분석하므

로 측정하였다. 문장들의 심리음향곡선은 이과적 병력이 없

고 정상청력(15 dBHL 이내)을 가진 10명의 3~5세 아동

을 대상으로 -10 dBHL에서부터 30 dBHL까지 10dB 간

격으로 문장을 들려주고 그림을 지적하도록 하여 각각의 강

도에서 측정하였다.  

심리음향곡선에서 50%에 해당하는 역치와 정답률에 대

한 logistic regression 결과의 기울기를 분석하여 각각의 

난이도를 비교하였다. 주파수 특성 분석은 Kay Electrics

사의 Computerized Speech Lab(CSL)을 이용하여 목록 

간의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음소 빈도 분포는 한국어의 발

음 음소별 빈도 기준15)에 각 목록의 음소별 빈도수가 최대

한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절하므로 회화어음과 음성학적 분

포의 동일성을 조절하였다. 문장표는 목록간 음소의 동질성 

확인과 더불어 심리음향곡선분석의 동질성범위내에서 재 조

절하였다. 이 과정에서 10개의 예비문장을 추가하여 40개

의 검사 문장과 20개의 비검사 문장을 최종 문장표로 선정

하였다. 선정된 최종 문장표에 따라 그림판을 수정, 보완하

였다. 

 

문장표 CD 제작 

1차 문장표 시안과 최종 문장표는 현재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화자 및 남성화자에 의해 Cool Edit Pro 2.1을 

이용하여 녹음하였고, 44,100 sample rate에서 16 bit ana-
log to digital converter로 디지털화하였으며 digital to 

analog converter로 출력하였다. 문장표는 0 VU meter에 

고정된 1,000 Hz의 calibration tone과 함께 compact disc

에 옮겨졌다. 

 

통계 분석 

통계처리는 SPSS 12.1을 사용하였다. 문장표의 목록간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음소빈도수, 문장의 주파수 분석, 

및 심리음향기능곡선의 50%에 해당하는 자극강도와 정답

률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결과의 기울기에 대하여 일

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은 0.05의 유

의도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1단계. 어휘 선정 

2단계. 후보 문장 선정 

문장구조 및 내용 / 자연성검사 

3단계. 1차 목록 시안 

문장구조/빈도분석/자연성검사 

1차 CD음원 및 그림판 제작 및 국어학자 자문 

4단계. 최종 목록 선정 

심리음향기능 / 주파수 / 빈도분석 

최종 CD음원 및 그림판 제작 

Fig. 1. 문장인지검사를 위한 학령전기용 문장표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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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문장인지검사를 위한 한국어 학령전기용 문장표 

 

학령전기용 문장표 및 그림판의 구성 

문장인지검사를 위한 학령전기용 문장표는 10개의 문장

으로 구성된 4개의 목록으로 개발하였으며(Appendix 1) 

1개의 연습용 그림판을 포함하여 11개의 그림판으로 제작

하였다(Appendix 2). 각 그림판은 4개의 검사용 그림 문

장과 2개의 비검사용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장의 단어 

수는 조사를 포함하여 2개부터 최대 5개로 평균 어절 수는 

3.90±1.06, 평균 음절수는 7.60±2.63개였다. 학령전기

용 문장표의 전체문장의 어절수 및 음절수와 품사별 분석은 

Table 1과 같다. 음절수 중 2음절과 3음절이 가각 41%, 

39%를 차지하였다. 

 

학령전기용 문장표의 목록별 음소 빈도 분석 

각 목록을 한국어의 회화체 음소별 빈도를 기준으로 하

여 초성, 중성, 종성으로 빈도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각 목록의 모든 음소 빈도율이 기준 빈도율에 최대한 근접

되어 있고 목록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05). 

 

학령전기용 문장표의 목록간 주파수 및 심리음향기능 분석 

학령전기용 문장표 4개 목록의 난이도의 주파수 특성 및 

심리음향기능분석 결과, 각 목록간의 주파수 특성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심리음향기능곡선

(Fig. 3)에서 50% 역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8.04±4.05 

dBHL, 기울기 평균과 표준편차는 10.77±2.32 %/dB이었

다(Table 2). 

목록 간의 역치와 기울기를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사

용하여 분석한 결과, 0.05의 유의미수준에서 목록 간의 평

균 역치(p>0.05)와 평균 기울기(p>0.05)에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DISCUSSIONS & CONCLUSIONS 
 

한국표준 문장표는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문장

인지검사인 일상생활 문장(CID Everyday Sentences) 검

사29)31)38)의 문장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연령별 및 한국어 특

성을 고려하여 문장인지검사를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문장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용 및 학령기용 한국표준 문장

표의 문장선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연령별 특성

을 고려하여 학령전기용 일상생활 문장인지도 검사의 문장

표를 개발하였다. Olsen & Matkin(1979)37)은 수용어휘수

준의 자극어음의 선정,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는 자극제시방

식, 적절한 강화의 활용이 유소아의 어음인지검사의 신뢰도

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라고 하였다. 이 문장표

는 학령전기 유소아에게 적합한 자극어음과 제시방식을 고

려하였다. 즉, 연령에 따른 수용언어능력을 고려하여 구성

하고자 3세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문장으로 구성하

였으며, 그림으로 표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였다.30)32) 

영어권에서 유소아를 위해 개발되어진 문장인지도 검사

는 3~6세의 유소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Pediatric Sen-
tence Intelligibility(PSI) 검사32)로 이 검사는 Northwe-
stern Syntax Screening Test (NSST)에서 표집한 단어

와 10개의 문장을 사용하는데 이를 대상아동의 수용언어 

수준에 따라 단어와 2개의 Format(I, II) 즉, Format I은 

수용언어 연령이 낮을 경우(예：Show me a rabbit painting 

an egg.), Format II는 수용언어 연령이 높을 경우(예：A 

rabbit is painting an egg.)로 나누어 사용한다. 각 Format 

당 5개의 문장씩을 1개의 그림판에 제시하고, 아동에게 들

은 문장에 해당하는 그림카드를 고르도록 하여 반응을 얻

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의 차이가 

어음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아동

의 수용언어능력에 따라 자극어음을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

도록 개발된 검사로 유소아의 문장인지검사로서 그 타당성

이 검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장표의 어휘

를 3세의 표현어휘에 기초하여 선택하였고 문장구조 역시 

3세 발달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에 따른 아동의 수용언어능

력의 차이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심리음향기능 분석결과 모

든 목록이 20 dB의 제시강도에서 90% 이상의 높은 문장

인지도를 보였고 각 대상아동의 심리음향기능 분석결과 각 

제시강도에 따른 대상 아동간의 편차가 적으므로 문장표가 

만 3세부터 5세까지 사용할 때 수용언어연령에 따라 영향

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판을 이용하는 

어음청각검사는 유소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음청각검

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고심도의 청각장애를 가진 대상, 

발달상 어려움을 보이는 대상 및 조음문제를 가진 대상들

Table 1. 문장인지도 검사를 위한 학령전기용 문장표의 전체문장의

어절수 및 음절수와 목표단어의 음절수 및 품사별 분석 
전체문장의 단어 

/음절수 단어의 음절수별 단어의 품사별 
목록 

어절수 음절수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명사 동사 

1 39 76 4 9 13 0 16 10 
2 39 76 3 13 09 1 16 10 
3 39 78 3 11 12 0 16 10 
4 39 74 6 10 08 2 16 10 

평균 03.90 07.60 4.00 10.75 10.50 0.75 16.00 10.00 
SD ±1.06 ±2.63 ±1.41 ±1.71 ±2.38 ±0.96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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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용한 검사임을 감안할 때36) 후속연구에서 본 문장

표를 다양한 대상자에게 실시하므로 이 문장표의 임상적 유

용성에 대한 검증과 수정 및 보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표준 학령전기용 문장표는 유사한 문장길이와 문장

구조를 포함한 PSI 검사와는 달리 다양한 문장길이와 문장

구조를 포함하였고 각 목록에서 상용 어음 빈도수를 조절

하였으며, 난이도가 조절된 더 많은 목록을 제시하여 재검

사에 따른 학습효과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각 목록

마다 음소빈도, 어휘와 문장구조, 주파수 및 심리음향분석 

등을 통하여 검사 목록 간 난이도를 동등하게 조절하였다. 

주파수 특성 분석 결과 목록간 편차는 5 dB 이내의 높은 

일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심리음향기능 분석결과 목록간 50% 역치와 기울기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어떠한 목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의 경우, 잉여성으로 인

하여 문장의 반복사용을 통한 학습효과가 검사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검사 일에 

동일한 목록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하여 그

림판의 사용은 이전 검사의 시각적 기억이 후속 검사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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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문장인지검사를 위한 학령전기
용 문장표의 초성 (A), 중성 (B), 종
성 (C)의 음소별 빈도율；한국어 회
화체의 음소별 빈도율 (Target)과 학
령전기용 문장표의 각 목록별 및 평
균 빈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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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검사 일에도 될 수 있으

면 이전 검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후속 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검사목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28) 

본 문장표는 CD 음원으로 제작하였으므로 검사 시 육성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검사실간 또는 검사자간의 불일치

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주므로 임상적 유용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장표가 임상현장에

서 유소아의 일상생활의 듣기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보장구평

가 및 재활을 위한 유용한 검사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문장인지검사·일상생활 문장·어음청각검사·

학령전기용 한국표준문장표·그림판 문장인지검사. 
 
이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번호 : 10028016)
에 의한 기술개발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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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문장인지검사를 위한 학령전기용 문장표의 4개 목록의 심리음
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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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인지검사를 위한 학령전기용 문장표의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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