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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정신지체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는 상위언어능력 발달과 연결되어 의사소통 기술 

부족, 어휘 선택하기, 농담하기에서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8세 경도 정신지체 아동 15명, 언어연령 일치아동 15명, 생활연령 일치아동 15명을 대상으

로 상위언어능력을 살펴보았다. 방법:  상위언어능력 과제는 음운, 의미, 구문에 오류가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오류 여부 판단 및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세 집단의 상위언어

능력은 일요인 분산분석으로 비교하고,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준 후의 향상률을 살펴보

았다. 결과:  상위언어능력에 있어 경도 정신지체 아동은 언어연령이 동일한 5세 일반아동집단

과 생활연령이 동일한 8세 아동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음운, 의미영역에서는 경도 정신

지체 아동집단이 8세 일반아동집단, 5세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낮고, 구문영역에서 정신지체 

아동집단과 5세 일반아동집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맞는 문장에 대한 인식에서 세 집단 

모두 맞는 문장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두 가지 자극에 대한 아동들의 오류인식과 

수정 능력은 세 집단 모두 상위언어능력, 각각의 구성요소인 음운영역, 의미영역, 구문영역에

서 향상됨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정신지체 아동집단이 언어연령이 동일한 

집단에 비해 상위언어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결과는 정신지체 아동을 치료할 

때 상위언어능력을 증진시켜 의사소통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147-159.

핵심어:  경도 정신지체, 상위언어능력, 언어자극, 그림 시각자극

 

Ⅰ. 서 론

언어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

이다. 언어의 형태와 의미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능

력은 점차 발달해가고 이와 함께 상위언어능력도 발

달하게 된다. 상위언어(metalinguistic)의 정의를 살

펴보면 1930년대 폴란드의 논리학자 Alfread Tarski

가 고안한 말로 ‘대상언어’보다 수준이 높고, 언어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전성기, 1996), 상위

언어는 상위언어능력, 상위언어인식, 상위언어기능, 

초언어능력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왔다. 이러

한 상위언어능력을 이루는 구성요소인 음운, 의미, 구

문영역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언어능력의 구성요소인 음운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는 초기에는 언어의 형식적 특징에 관

심을 두기 보다는 의미에 집중하며 성장하면서 음운

형태에 관심을 갖게 되며, 단어가 음소로 구성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운인식에 어려움을 보인다

고 하였다(김선옥․조희숙, 2004).

둘째, 상위언어능력의 구성요소인 의미영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언어의 단위로 단어를 인식하고 단어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 7, 8세 아동은 아동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문장 속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형태를 찾는 것보다 낯선 문장 속에서 문법적으로 틀

린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하였다(Sutter & 

Johnson, 1990).

셋째, 상위언어능력의 구성요소인 구문영역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단어순서와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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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문장의 오류 판단과 수정 능력을 비교하였는

데, 그 결과 형태소 오류를 판단하고 수정하는 과제보

다 단어순서의 오류를 판단하고 수정하는 과제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Tsang & Stokes, 2001).

우리나라의 상위언어능력에 관한 연구는 유아교육

학과 아동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중언어와 

관련된 연구(남혜경, 2002; 신귀련, 2002)와 언어능력

과 관련된 연구(공숙자, 1995; 심혜숙, 2007; 한유미, 

1998)가 있다. 언어장애 집단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위언어능력 분석에서 이윤경(1996)은 상위언어

능력을 상위언어인식으로 정의하여 살펴보았으며, 언

어장애아동의 상위언어인식 결함은 언어능력과 관련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언어발달의 문제

를 보이는 정신지체 아동들은 대화상황을 촉진하는 

상위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적합한 화제거

리, 어휘선택, 유머이해, 농담하기 능력이 떨어질 것이

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아동 중 경도의 경우는 성인이 되면 지역사

회에 살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학령기에는 기초 

학업 기술과 직업 전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도 정신지

체 아동들의 성장과 함께 이들의 언어특성에 대해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사소

통 상황에서 말 주고받기, 학습, 읽기, 쓰기에서 선행

되어야 할 상위언어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정신지체 아동의 언어자극 

조건, 시각자극 조건과 기억에 관한 연구에서 김선영

(2000)은 자극-유형을 언어-그림으로 제시하였을 때

와 언어로만 제시하였을 때 두 조건에서 기억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윤경(1996)은 

언어장애아동, 일반아동 모두 그림조건에서 더 높은 

과제수행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신귀련

(2002)도 시각자극이 오히려 아동들의 과제수행에 혼

란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영미(2008)는 언어

자극 조건과 시각자극 조건을 함께 제시했을 때 인공

와우이식 아동의 구문 메타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여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

도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자극 조건에서의 

상위언어능력을 살펴보고, 언어-시각자극을 함께 제

시했을 때 집단 특성에 따라 상위언어능력 점수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언어자극 조건하에서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 

언어연령일치 아동집단,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 

간 상위언어능력과 각 하위요소들에서 차이가 

있는가?

2.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 언어연령일치 아동집

단,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의 특성에 따라 시각

자극 단서 제시 시 상위언어능력에서 향상을 보

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정신지체 3급이며 생활연령이 8세인 경도 

정신지체 아동,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5세 일반아동, 

그리고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8세 일반아동 각각 15명

씩 총 45명이었다.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약 4세경에 

이르면 상위언어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Hakes, 1980)

는 근거 하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정신지체 집

단은 언어연령 5세, 생활연령은 8세, 정신지체 3급으

로 진단받은 아동들이며 그 특징은 <표 - 1>과 같다.

<표- 1> 상아동들의 특성

연령
집단

CAa)(개월) LAb)( )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5세 일반아동(n = 15)
    남(5) : 여(10)

50.6 ± 2.7 21.5 ± 5.9

8세 일반아동(n = 15)
    남(3) : 여(12)

86.0 ± 4.4 50.0 ± 2.4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남(8) : 여(7)

88.2 ± 3.7 21.6 ± 3.8

a)
CA: Chronological Age, 생활연령

b)
LA: Language Age-matched, 구문의미이해력으로 측정한 점수

2. 검사도구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는 만 4세에

서 9세 수준의 구문의미 이해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과 생

활연령이 동일한 8세 일반아동집단, 언어연령이 동일

한 5세 일반아동집단의 언어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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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서 정신지체 3급의 기준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

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보건복지부, 2008). 그

리고 일반적으로 Grossman (1983)이 제안한 IQ(Intel-

ligence Quotient) 검사결과에 기초한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의 분류를 주로 사용하는데, 경도 정신지

체는 대략 IQ 점수가 50～55에서 70정도까지를 말한

다(이소현․박은혜,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

학병원, 개인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정신지체 3급으로 

진단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경도로 분류하였다. 

상위언어능력 검사 문항은 이윤경(1996)이 일반아

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운, 의미, 구문에 오류가 

있는 문항을 제시하여 문장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 상위언어능력이 있다고 하였

던 과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 의미, 구

문영역에서 각각 오류가 있는 문장 5개로 이루어진 

15문항과 오류가 없는 문장 5개로 총 20문장을 구성

하였다. 20개의 검사문장을 무작위로 섞어 구성하였

으며, 상위언어능력 검사 문항의 예는 <부록 - 1>에 

제시하였다.

그림 시각자극은 이윤경(1996)이 사용한 그림 시각

자극 조건 중 20개 문장의 언어자극 조건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17개의 그림 시각자극을 사용하였

고, 3개의 그림 시각자극은 타당도 검사를 통하여 보

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그림에 대한 타당도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10월 6일

과 10월 7일에 걸쳐 5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시각자

극인 그림자극의 타당도를 검사하였다. 그림조건에 

대해 아동들이 언어조건에서 제시한 문장과 같이 말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개의 그림 장면을 제시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녹음해 모두 400개의 문장을 

전사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그림 장면 중 3개의 그림 

장면에서 ‘빵’을 ‘사과’ 혹은 ‘고구마’로, ‘우유’를 ‘물’ 

혹은 ‘쥬스’로, ‘세수하는 장면’을 ‘코 풀어요’ 혹은 ‘기

침해요’로 부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그래서 ‘말할 수 있

어요’(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9)에 나오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 장면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

다. 그림 시각자극의 예는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3. 연구절차 

예비연구에서 상위언어능력에 대한 연구과제의 

사용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아 1명(50개월), 남아 

1명(45개월) 일반아동 2명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26일

에 1차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Ricciardelli

(1993)가 상위언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를 

한유미(1998)가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이 음운인식과 단어인식에서 어려워하고, 구문 

및 의미인식에서 문장이 길어질 경우 혼란스러워하였

다. 따라서 2008년 8월 28일에 2차 예비연구에서는 이

윤경(1996)이 상위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결과 이 검사문항에 대해서는 아

동들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오류인식과 수

정하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 연구 과제 도구로 사용하

였다. 2008년 3차 예비연구는 10월 8일과 10월 9일에 

걸쳐 일반아동 2명, 정신지체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진행상 어려움은 없었다.

대상자 선정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

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1곳, 유치원 1곳, 

방과 후 교실 3곳, 언어치료실 9곳에서 아동들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본 검사 실시 전에 일반아동과 정신지

체 아동에게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

개월 이내의 검사결과가 있는 아동들은 별도의 언어

능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였

다.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 대학병원, 개인병원의 정신

과 의사에게 정신지체 3급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대상

으로 하였다. 

검사는 아동과 연구자가 마주 본 상태에서 실시하

고, 아동과 연구자의 발화를 MP3(애플 iPod Touch)

에 녹음하였다. 검사방법은 상위언어능력 검사에 앞

서 아동에게 4회의 시범(음운․의미․구문영역의 오

류 문장과 맞는 문장)을 보여주고 아동에게 연습 기회

를 2회 주었다. 아동이 연습문제를 바르게 수행하면 

실험요령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본 실험을 실시하였

다. 모든 아동에게 문장을 2회 들려주고 아동이 오류

를 인식하고 수정할 경우 다음 문항을 진행하였다. 그

러나 아동이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류를 

인식하였으나 수정하지 못할 경우 언어자극과 함께 

그림 시각자극을 보여주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 시 녹음된 아동들의 발화를 모두 전사한 

뒤 채점하였으며, 음운, 의미, 구문의 문장 오류를 인

식하고 적절하게 고쳐 응답할 경우 1점을 주며, 오류

를 인식하나, 수정하지 못할 경우, 오류인식이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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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0점을 주었다. 맞는 문장에 있어서는 맞다고 

응답할 경우 1점, 틀렸다고 응답할 경우 0점을 주었다. 

언어자극에서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틀린 것을 

수정하지 못하는 문항에 있어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하여 오류를 인식하고 적절히 고칠 경우 1점, 

그렇지 못할 경우는 0점을 주었다. 맞는 문장에 있어

서는 시각자극 후 맞다고 수정 할 경우 1점, 틀렸다고 

하거나 올바른 문장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0점을 

주었다.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전체 자

료의 20%를 무선 추출하였으며, 1평가자는 연구자이

고 2평가자는 임상경험이 5년 이상인 언어치료를 전

공한 석사학위 소지자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일치

된 평가수치를 일치된 평가수치와 불일치된 평가수치

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였는데 97%의 일치도를 보

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Version 12.0, SPSS Inc., 2001)를 이용하

였고, 세 집단 간 상위언어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검정하였다. 언어조건

에서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언어

조건과 시각조건을 함께 제시하여 상위언어능력의 향

상률을 보았으며, 향상률은 ‘(언어자극 +시각자극에

서의 정반응수)/(전체문항) - (언어자극시 정반응

수)/(전체문항)’으로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상위언어능력 

8세 정신지체 아동의 평균(±표준편차)은 9.53(±

2.03), 5세 일반아동의 상위언어능력의 평균은 14.27 

(± 2.18), 8세 일반아동의 평균은 18.27(± 0.88)로 세 

집단 간 상위언어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42) = 88.79, p< .001), 그 결과는 <표 -

2>와 같다.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Turkey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언어능력은 8세 정신지체 아

동집단이 5세 일반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8세 일반아동집단은 5세 

일반아동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결과는 <표 - 3>과 같다. 

<표-2> 집단에 따른 상 언어능력에 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
평균±
표 편차

F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9.53 ± 2.03

88.79
***5세 일반아동(n = 15) 14.27 ± 2.18

8세 일반아동(n = 15) 18.27 ± 0.88 

합계(n = 45) 14.02 ± 4.01

***p< .001

<표- 3> 상 언어능력에 한 집단 간 사후분석 결과

집단
8세 

정신지체 
아동

5세 
일반
아동

8세 
일반
아동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 ***

5세 일반아동(n = 15) *** ***

8세 일반아동(n = 15) *** ***  

***p< .001

2. 상위언어능력 구성요소별 점수

상위언어능력 구성요소에 대한 세 집단의 점수는 

<표 - 4>이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확인하고자 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4> 상 언어능력 구성요소별 기술통계 결과

구성
요소

집단
평균±
표 편차

음운
역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n = 15)  2.20 ± 0.86

5세 일반아동집단(n = 15)  3.73 ± 1.22

8세 일반아동집단(n = 15)  4.53 ± 0.51

합계(n = 45)  3.49 ± 1.32

의미
역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n = 15)  2.07 ± 1.58

5세 일반아동집단(n = 15)  4.00 ± 0.53

8세 일반아동집단(n = 15)  4.13 ± 0.51

합계(n = 45)  3.40 ± 1.37

구문
역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n = 15)  0.80 ± 1.01

5세 일반아동집단(n = 15)  2.20 ± 1.61

8세 일반아동집단(n = 15)  4.87 ± 0.51

합계(n = 45)  2.62 ± 2.03

맞는 
문장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n = 15)  4.47 ± 0.74

5세 일반아동집단(n = 15)  4.33 ± 0.72

8세 일반아동집단(n = 15)  4.73 ± 0.45

합계(n = 45)  4.51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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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 언어능력 구성요소별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음운
역

집단-간  42.17  2  21.08 25.25***

집단-내  35.06 42    .83  

합계  77.24 44   

의미
역

집단-간  40.13  2  20.06 19.75***

집단-내  42.66 42   1.01  

합계  82.80 44   

구문
역

집단-간 128.04  2  64.02 49.30***

집단-내  54.53 42   1.29  

합계 182.57 44   

맞는 
문장

집단-간   1.24  2    .62   1.45

집단-내  18.00 42    .42  

합계  19.24 44   

***
p< .001

집단 간 각 하위영역 중에서 음운영역(F(2,42) =

25.25, p< .001), 의미영역(F(2,42) = 19.75, p< .001), 

구문영역(F(2,42) = 49.30, p< .001) 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보기위해 Turkey 사후분석한 결과 

음운영역, 의미영역, 구문영역은 8세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이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으며 그 결과는 <표 - 6>, <표 - 7>, <표 - 8>과 

같다.

<표- 6> 음운 역에 한 집단 간 사후분석 결과

집단
8세 

정신지체 
아동

5세 
일반
아동

8세
일반
아동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 ***

5세 일반아동(n = 15) ***

8세 일반아동(n = 15) ***  

***
p< .001

<표- 7> 의미 역에 한 집단 간 사후분석 결과

 집단
8세 

정신지체 
아동

5세 
일반
아동

8세 
일반
아동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 ***

5세 일반아동(n = 15) ***

8세 일반아동(n = 15) ***  

***
p< .001

<표- 8> 구문 역에 한 집단 간 사후분석 결과

 집단
8세 

정신지체 
아동

5세 
일반
아동

8세 
일반
아동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 ***

5세 일반아동(n = 15) *** ***

8세 일반아동(n = 15) *** ***  

***
p< .001

3.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한 후 

상위언어능력의 향상률

2회의 언어자극 후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기 어려

운 경우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하였다. 상

위언어능력에 관한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

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집단의 향상률은 <표 - 9>와 

같으며 각 집단은 12.0%, 6.0%, 5.0%의 향상률을 보

였다.

<표- 9>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후 상 언어
능력 향상률

 집단
평균±
표 편차

향상률(%)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2.47 ± 1.84 12.0

5세 일반아동(n = 15) 1.20 ± 1.08  6.0

8세 일반아동(n = 15) 1.00 ± 0.55  5.0
 

4.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한 후 

상위언어능력 구성요소별 향상률과 

아동반응의 예

2회의 언어자극 후 오류 인식과 수정이 어려운 경

우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하였다. 

가.  음운영역

음운영역에 관한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

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집단의 향상률은 <표 - 10>

과 같다.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할 경우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

집단은 음운영역에서 각각 22.6%, 15.0%, 14.2.%의 

향상률을 보였다. <표 - 11>, <표 - 12>, <표 - 13>

에서 언어자극 조건, 언어자극 +시각자극을 준 후 아

동 반응을 예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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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정신지체 아동 중 오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류를 인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 11>과 같다. 언어자극 조건에서 음운영역

의 오류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틀렸다고 부정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모두 맞다는 반응을 보였

다. 5세 일반아동 중 음운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류를 인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 12>와 같다. 언어자극 조건

에서 음운영역의 오류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의미

에 초점을 두어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8세 일반아

동 중 음운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류

를 인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

는 <표 - 13>과 같다. 언어자극 조건에서 음운오류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문장이 틀렸다고 부정하면서 

문맥 속에서 음운보다는 문장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더 명확하게 수정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표 - 10>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후 음운
역의 향상률

 집단
평균 ± 
표 편차

향상률(%)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1.13 ± 0.99 22.6

5세 일반아동(n = 15) 0.75 ± 0.75 15.0

8세 일반아동(n = 15) 0.71 ± 0.48 14.2

<표- 11> 8세 정신지체 아동의 음운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연필로 동가미를 
그려요.

아동 1: 맞아요. 틀렸어요, 동그라미요.

아동 2: 네, 맞아요. 틀렸어요, 동그라미.

아동 3: 맞아요. 맞아요. 

<표- 12> 5세 일반아동의 음운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연필로 동가미를 
그려요.

아동 1: 틀렸어요. 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동가미 맞아.

아동 2: 맞아요. 아니야, 동그라미야.

아동 3: 틀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동그라미인데. 

<표- 13> 8세 일반아동의 음운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연필로 동가미를 
그려요.

아동 1: 틀렸어요. 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틀렸어요, 동그라미 그려요.

아동 2: 틀렸어요. 연필로 
공그림을 그려요.

틀렸어요, 공을 그려요.

아동 3: 틀렸어요. 연필로 
씨 써요. 

틀렸어요, 동그라미. 

나.  의미영역

의미영역에 관한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

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집단의 향상률은 <표- 14>와 

같다.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할 경우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

집단은 의미영역에서 각각 17.3%, 3.0%, 10.0%의 향

상률을 보였다. <표 - 15>, <표 - 16>, <표 - 17>에

서 언어자극 조건, 언어자극 +시각자극을 준 후 아동 

반응을 예로 제시하였다. 

8세 정신지체 아동 중 오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류를 인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 15>와 같다. 언어자극 조건에서 의미영역

의 오류를 인식하기 어려울 경우 문장의 오류를 찾기 

위한 고민과 부정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사고 내에

서 문장을 왜곡해서 듣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5세 일반아동 중 의미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류를 인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 16>과 같다. 언어

자극 조건에서 의미영역의 오류를 인식하여 ‘틀렸어

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아동이 알고 있는 단어가 결합

하여 그 의미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8세 일반아동 중 

의미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류를 인

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 17>과 같다. 언어자극 조건에서 의미영역의 5문항 

중 ‘엄마가 머리를 씻어요’ 문항에서만 오류를 인식하

고 수정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들은 문장 내에 적합

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맥락을 통해 의미를 이

해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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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4>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후 의미
역의 향상률

 집단
평균±
표 편차

향상률(%)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0.87 ± 0.99 17.3

5세 일반아동(n = 15) 0.15 ± 0.37  3.0

8세 일반아동(n = 15) 0.50 ± 0.52 10.0

<표- 15> 8세 정신지체 아동의 의미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엄마가 머리를 
씻어요.

아동 1: 맞아요. 맞아요.

아동 2: 아니, 얼굴에다 
세수해.

머리 감는거 맞아.

<표- 16> 5세 일반아동의 의미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엄마가 머리를 
씻어요

아동 1: 틀렸어요. 머리 
샴푸해요

아니야, 머리는 
샴푸하는거야.

아동 2: 틀려요, 머리 
비 칠해요

맞아요.

아동 3: 아니야, 집에서 
씻어요

맞아요.

<표- 17> 8세 일반아동의 의미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엄마가 머리를 
씻어요.

아동 1: 맞아요. 머리 
씻어요.

틀렸어요, 머리 감아요.

아동 2: 틀렸어요, 머리 
빗어요.

틀렸어요, 머리 감아요.

다.  구문영역

구문영역에 관한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

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집단의 향상률은 <표 - 18>

과 같다.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할 경우 8

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아동집단, 8세 일반아

동집단은 구문영역에서 각각 5.33%, 2.67%, 0.00%의 

향상률을 보였다. <표 - 19>, <표 - 20>, <표 - 21>

에서 언어자극조건, 언어자극 +시각자극을 준 후 아

동 반응을 예로 제시하였다. 

8세 정신지체 아동 중 구문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

거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19>

와 같고, 5세 일반아동 중 구문영역에서 오류를 인식

하기 어렵거나, 오류를 인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

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 20>과 같다. 언어자극 

조건에서 5문항 중 한 문항도 맞추지 못한 아동은 전

체 15명 중 4명이었고, 이들은 시각자극을 주어도 오

류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다. 8세 일반아동 중 구문

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류를 인식하

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예는 <표 -

21>과 같으며 언어자극 조건에서 오류가 있는 5문장

을 들려주었을 때 15명 아동 중 14명의 아동이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기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구문의미이

해력 검사결과 학년규준 95%ile로 우수한 편이고, 신

중하고 꼼꼼한 성격인 여자 아동 1명이 구문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표 - 18>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후 구문
역의 향상률

 집단
평균±
표 편차

향상률(%)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0.27 ± 0.59  5.33

5세 일반아동(n = 15) 0.13 ± 0.35  2.67

8세 일반아동(n = 15) 0.50 ± 0.52  0.00

<표- 19> 8세 정신지체 아동의 구문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학교를 공부를 해요.

아동 1: 맞아요. 학교에 공부해요. 네, 맞아요.

아동 2: 맞아요. 학교 공부를 해요. 맞아요.

<표- 20> 5세 일반아동의 구문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학교를 공부를 해요.

아동 1: 맞아요. 공부해요 네, 맞아요.

아동 2: 맞아요. 맞아요.

<표- 21> 8세 일반아동의 구문 역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학교를 공부를 해요.

아동 1: 아니에요. 친구들이 
공부를 해요.

틀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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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맞는 문장

맞는 문장에 관한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

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집단의 향상률은 <표- 22>와 

같다.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할 경우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

집단은 맞는 문장에서 각각 4.00%, 20.0%, 20.0.%의 

향상률을 보였다.

8세 정신지체 아동에게 맞는 문장을 들려주었을 때 

<표 - 23>과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행동관찰 시 문

장의 오류를 찾기 위해 고민하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맞아요’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목욕탕

에서 세수를 해요’라는 맞는 문장을 듣고 3명의 아동

은 각각 ‘틀렸어요, 세숫대야에서 세수해요, 물에 들어

가요’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거나, 어휘를 한

정시켜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5세 일반아동에게 

맞는 문장을 들려주었을 때 <표- 24>와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언어자극 조건에서 맞는 문장의 경우 자신

의 경험을 말하면서 오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8세 일반아동에게 맞는 문장을 들려주었을 때 <표 -

25>와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검사시 오류를 지적하

려고 민감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 22>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후 맞는 
문장의 향상률

 집단
평균±
표 편차

향상률(%)

8세 정신지체 아동(n = 15) 0.20 ± 0.41   4.00

5세 일반아동(n = 15) 1.00 ± 0.70 20.0

8세 일반아동(n = 15) 1.00 ± 0.00 20.0

<표- 23> 8세 정신지체 아동의 맞는 문장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목욕탕에서 세수를 해요

아동 1: 틀려요. 맞아요.

아동 2: 세수 야에서 세수를 해요 맞아요.

아동 3: 물에 들어가요. 맞아요.

<표- 24> 5세 일반아동의 맞는 문장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엄마가 책을 읽어요.

아동 1: 틀려요. 애들이 읽어요. 맞아요.

아동 2: 틀려요. 책을 읽어줘요. 맞아요.

아동 3: 틀려요. 엄마가 책을 읽어줘요. 맞아요.

<표- 25> 8세 일반아동의 맞는 문장 반응 

언어자극 언어자극+시각자극

검사자: 엄마가 책을 읽어요.

아동 3: 틀려요. (망설임)모르겠어요. 맞아요.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8세 정신지체 아동집단과 이들과 언

어연령을 일치시킨 5세 일반아동집단, 생활연령을 일

치시킨 8세 일반아동집단 간의 상위언어능력을 살펴

보고, 언어자극과 함께 시각단서를 제공할 경우 상위

언어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언어자극 조건하에서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 언

어연령일치 아동집단,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 간 상

위언어능력을 살펴본 결과,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

은 생활연령이 동일한 8세 일반아동집단, 언어연령이 

동일한 5세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정신지체 아동은 언어를 듣고 

주의 집중하기, 이해하기,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 

해야 하는 등 처리 부담이 증가하므로 언어능력은 동

일하더라도 상위언어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생활연령이 8세인 일반아동의 상위언

어능력이 5세 일반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위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공숙자, 1995; 조희숙․

신귀련, 2003)결과와 일치한다. 

상위언어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음운, 의미, 구문

영역에서의 잘못된 문장과 올바른 문장을 제시하여 

각 영역에 따른 아동의 인식과 수정 능력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영역에서 경도 정신

지체 아동집단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8세 일반아동

집단,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5세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윤경(1996)이 

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연령을 일치시켰을 

때 음운영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고 한 결과

와 일치한다. 연령에 따라 음운영역에서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신귀련, 2002)

가 있으며, 음운인식에 관한 연구들(신영주, 2007; 

윤미정, 2003; 홍성인, 2001)은 생활연령이 증가하면

서 음운인식의 과제별, 수준별로 수행률이 각 연령에

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8세 일반아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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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음운영역 평균 점수가 5세 아동집단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는 않았지만, 8세 일반아동집

단이 더 높은 경향은 보였다. 본 연구에서 8세 일반아

동집단과 5세 일반아동집단의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고, 음소 합성, 분리와 같은 과

제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음운영역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상위언어 

판단과제 검사문항의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문장 

속에서 의미적 단서 없이 음소의 분리와 합성 과제를 

사용했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둘째, 의미영역에서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은 생

활연령을 일치시킨 8세 일반아동집단, 언어연령을 일

치시킨 5세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8세 일반아동집단이 5세 일반

아동집단에 비해 점수는 높지만, 집단간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은 없었다. 의미발달에 관해 

Bowey & Tunmer (1984)는 나이가 어릴수록 의미

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언어의 형태보다는 언어가 전

달하는 의미에 집중하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인식이 

먼저 발달하고 음운과 문장에 대한 인식은 후에 발달

한다고 하였다(심혜숙(2007)에서 재인용). 그리고 정

신지체 아동이 어휘력의 확장속도가 느리고, 다양한 

의미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구문영역에서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 5세 

일반아동집단은 8세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오류를 인

식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윤경

(1996)은 다른 영역에 비해 구문영역이 언어형태에 

집중해야 하므로, 언어의 형태보다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문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진다고 하였다. Liles, 

Schulman & Bartlett (1977)은 언어장애아동집단이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구문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 아동들의 이해력 부족, 

일반아동보다 인지 기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amhi & Konieg (1985)에서 재인용). 이런 선행연

구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정신지체 아동집단의 상위

언어능력에는 이해력의 부족과 낮은 지능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넷째, 맞는 문장에 대한 인식에서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5세 일반아동집단, 생

활연령을 일치시킨 8세 일반아동집단에서 각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세 집단 모두 맞는 문장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Bialystock & Mitterer

(1987)의 연구에서 문법과 의미가 모두 옳은 문장

(GM)이 판단하기가 가장 쉽고, 문법이 틀리더라도 

의미가 옳은 문장(gM)은 판단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집단 모두 음운, 의미, 구문적으로 

옳은 문장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가장 쉬웠다고 사료

된다.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께 제시할 경우 정신지

체 아동집단, 5세 일반아동집단, 8세 일반아동집단의 

상위언어능력과, 각각의 구성요소인 음운영역, 의미

영역, 구문영역에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윤경

(1996)의 연구에서 언어장애아동, 일반아동 모두 그

림조건에서 더 높은 과제수행을 나타내지는 않았으

며, 신귀련(2002)의 연구에서도 시각자극이 오히려 

아동들의 과제수행에 혼란을 주었다고 하여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한편, 최영미(2008)는 인공와우

이식 아동과 정상청력 집단의 구문영역에 대한 상위

언어능력을 비교한 결과 청각 및 시각 자극을 동시에 

제시할 경우 인공와우이식 아동군이 상위언어판단 및 

수정과제의 수행력이 상승하여 시각자극이 효과가 있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자극과 시각자극을 함

께 준 경우 정신지체 아동집단은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제시했을 때 음운, 의미, 구문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

고 수정하는 능력이 5세 일반아동집단에 비해 향상되

는 결과를 보였다. 주혜정(1997)은 학업성적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메타인지 단서 제시와 비제시 간의 학

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학업성적 수준

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메타인지 단서를 제시할 경우 

학업 성취도가 더 높으므로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음운영역에 있어 음운오류의 인식이 어렵거나, 오

류를 인식하였으나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의미에 초점을 두어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

미영역에 있어 의미오류의 인식이 어려운 경우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오류를 인식하는 것

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구문영역에서 8세 일반아

동 15명 중 1명만이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 아동이 또래 아동보다 언어능력이 우

수함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기 어려

운 것은 과제의 오류를 인식하기 위해 지나치게 민감

하게 반응한 성격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맞는 

문장에 있어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 문장의 오류를 찾

기 위해 고민하기 보다는 다른 영역에 비해 즉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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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맞아요’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

사소통 특성상 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언어자극에서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문항에 있어

서 선별적으로 시각자극을 주었을 때 구문영역의 향

상률이 낮은 것은 아동들이 시각적으로는 그림자극에 

집중해야하고, 청각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잘못된 조

사사용을 듣고 오류를 인식하여 수정해야하는 이중적

인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상위언어능력 

연구를 위한 검사상황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은 자신이 

맞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고, 오류를 인식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기보다 타인의 말에 

쉽게 동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도 

정신지체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상위언어능력을 알아

보았고, 언어-시각자극 제시 시 상위언어능력이 향상

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Rosenberg, Spradlin & Mabel (1961)이 정신지체 

아동은 언어적 능력이 자신과 유사한 청자와 짝이 되

었을 때 행동보다 구두적 언어를 더 많이 산출한다(김

경은(1991)에서 재인용)고 말한바와 같이 또래와의 

상황에서 음운, 의미, 구문영역에서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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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 언어능력 검사지  

아동명(성별):         (남/여)   생년월일(나이) :         (  /  )   언어연령:       지능:

번호 검사문장 역 채 아동반응 채 시각자극 후 아동반응

연습1 곰이가 잠을 자요. 구문

연습2 친구가 바마마를 먹어요. 음운

1 오빠가(형이) 다덩거를 타요. 음운

2 언니( 나)가 빵을 마셔요. 의미

3 친구가 우유를 마셔요. OK

-상위언어능력 검사지 출처: 이윤경(1996)에서 인용

<부록- 2> 시각자극 그림 

-시각자극 그림 출처: 이윤경(1996)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199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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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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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Mentally retarded children suffer from language development 
problems connected with metalinguistic abilities. They present with improper responses to 
selected vocabulary words and often fail to grasp verbal hum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talinguistic abilities of 15 eight-year-old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as 
compared to 15 language age-matched (i.e., five-year-old)  children with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15 chro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with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thods: The evaluation consisted of test items containing errors, the detection of which 
requires phonological competence, semantic competence, an understanding of syntactic 
structure and pragmatic competence. The children were asked to judge whether each sentence 
was correct or incorrect, and were asked to correct any errors they found. The metalinguistic 
abilities of the three groups were compared by one-way ANOVA, and a development ratio was 
determined after both a language and picture visual condition were provided. Results: The 
metalinguistic ability of the mentally retarded childre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s. In the areas of phonological and semantic competence, the score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two normal groups. In the area of syntactic 
structure, bo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performed less 
competently. When correct sentences were presented, all three groups answered correctly. The 
children’s error awareness and ability to make corrections in two kinds of stimulations indicated 
that all groups improved in the components of metalinguistic ability: phonological and 
semantic competence, and syntactic structure. Discussion & Conclusion: There are few 
studies on metalinguistic ability,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metalinguistic ability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It was concluded that the metalinguistic abilitie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were less developed than those of children with a similar level of languag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147-159)

Key Words: mildly mentally retarded, metalinguistic ability, language condition, picture 
visual condition

 

 

REFERENCES

Bialystock, E., & Mitterer, J. (1987). Metalinguistic differences 
among three kinds of 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2), 147-153.

Bowey, J. A., & Tunmer, W. E. (1984). Word awareness in 
children. In W. E. Tunmer, C. Pratt & M. L. Herriman 
(Eds.), Metalinguistic awareness in children. Berlin: 
Springer-Verlag.

Choi, Y. M. (2008). Meta-linguistic ability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Chun, S. K. (1997). Metalanguage, linguistics, metalinguistics.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Grossman, H. J. (1983). Classif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ency.



Choi & Choi / Mildly Mental Retarded Children’s Metalinguistic Ability

159

Hakes, D. T. (1980). The development of metalinguistic abilities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Verlag.

Han, Y. M. (1998). Relationships among language ability, foreig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and metalinguistic ability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
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Hong, S. I. (2001). The development of phonological awareness in 
Korea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Jo, H. S., & Shin, G. L. (2003). Predictors of metalinguistic 
ability in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1, 19-37.

Ju, H. J. (1997). The learning-effects of hypermedia according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metacognitive c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amhi, A. G., & Konieg, L. (1985). Metalinguistic awareness 
in language-disordered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199-210.

Kim, K. E. (1991). A comparative study of presupposition ability 
between normal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 Unpub-
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S. O., & Jo, H. S. (2006). The effects of children’s 
phonological processing, letter knowledge and language 
ability on their reading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1(1), 123-148.

Kim, S. Y. (2000). A study on the memory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ng, S. J.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bility and metalinguistic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Lee, S. H., & Park, E. H. (2006). Education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Seoul: Hakjisa.

Lee, Y. K. (1996). Comparison study on the meta-linguistic 
awareness between normal and language-disorder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iles, B., Schulman, M., & Bartlett, S. (1977). Judgement of gram-
maticality in normal and language-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2, 199-210.

Nam, H. K. (2003). According to bilingual experience and meta-
linguistic ability of 3-year-old and 4-year-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ae, S., Lim, S. S., Lee, J. H., & Chang, H. S. (2004). Korean 
Oral Syntax Expression Comprehension Tes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Ricciardelli, L. A. (1993). Two components of metalinguistic 
awareness: Control of linguistic processing and analysis 
of linguistic knowledge. Applied psycholinguistic, 14, 
349-367.

Rosenberg, S., Spradlin, J., & Mabel. S. (1961). Interaction 
among retarded children as a function of their relative 
language skills.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3, 402-410.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1999). I can speak. 
Seoul: Author.

Shim, H. S. (2007). Relationships among verbal ability, metalin-
guistic ability and young children’s crea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myoung University, Daegu.

Shin, G. R.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bility and metalinguistic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Shin, Y. J. (2007). A study of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depending on level of children’s language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Sutter, J. C., & Johnson, C. J. (1990). School-age children’s 
metalinguistic awareness of grammaticality in verb form.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3(1), 
84-9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Welfare for the 
disabled regulations. Seoul: Author.

Tsang, K. K., & Stokes, S. F. (2001). Syntactic awareness of 
Cantonese-speaking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28(3), 703-739.

Yoon, M. J. (2003). The effects of intelligence, short-term memory 
and phonological awareness on read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