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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관형절의 첨가위치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격표지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경도 지적장애아

동의 언어이해 평가와 아동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중재계획과 실행을 위한 임상적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언어연령 5∼6세인 경도 지적장애아동 20명과 일반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검사문장과 검사그림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선택 과제를 통한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첫째, 관형절의 첨가위치 단서에 따른 이해특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왼쪽 분지문의 이해도가 가운데 내포문의 이해도보다 높았다. 둘째,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격표지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이해양상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격표지 기능이 병행인 경우가 병행이 아닌 경우의 이해도보다 더 

높았다. 논의 및 결론: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 증진을 위한 효율

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관형절 자체가 지니는 구문적 특성과 아동이 지니는 이해특성을 파악하

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456-469.

핵심어:  경도 지적장애아동,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첨가위치 단서, 병행기능 단서

Ⅰ. 서 론

지적장애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그간의 수많은 

연구들은 지체와 차이의 명제에 근간하여 일반적으

로 발달하는 아동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이해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에서의 다양

한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그간의 연구에 근거하였을 때 지적장애아동의 언

어능력은 일반적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말하기와 언어

이해 능력에 있어 심각한 지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

고 있으며(Warren & Abbeduto, 1992), 특히 화자의 

말을 폭넓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언어정보의 

이해에 어려움을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Abbeduto 

& Rosenberg, 1992, Koul & Hester (2006)에서 재

인용). 또한 수용언어능력인 언어이해가 토대가 되지 

못하면 표현언어능력인 의사전달도 한계를 지니게 

된다(신종호․이강희, 2002)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였을 때 지적장애아

동의 전반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구체적 언어이

해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아동과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발달을 비

교 연구함에 있어 복문가운데에서도 절이 포함된 내

포문은 중요한 언어적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

반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그간의 여러 연구들은 일

반아동의 경우 4∼5세가 되면 모국어에 필요한 기

본적인 통사구문지식을 갖추게 되고(정동빈, 1994), 

4∼5세가 지나면서 구나 절이 포함된 비교적 복잡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단순한 구조의 이

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하였다(김영태․

성태제․이윤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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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문장이해를 위해서는 문장 내 단어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구조적 표상, 문장의 구문

구조에 대한 처리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김애화․황민아, 2008), 언어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복문가운데에서도 관형절은 명사를 수식

하는 불완전한 절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문장

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형절 안팎의 의미

적, 구문적 정보의 통합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형절 

이해발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이현진(1983)은 선행

연구들(Brown, 1971; deVilliers & deVilliers, 1978; 

Sheldon, 1974; Tavakolian, 1981)을 정리하는 과정

에서 통사구조에 대한 지식과 인지능력의 발달로 일

반아동의 경우 5세 이후가 되면서 관형절 이해가 가

능해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의 통사처리

적 측면을 한국어의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해 볼 수 

있는데, 한국어의 특성을 영어권 연구와 대비시켜 생

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왼쪽 분지언어라는 첨가위치에 

따른 이해측면과 격표지가 외형적으로 출현하여 의

미관계를 직접적으로 체제화하여 준다는 측면이다. 

우선 관형절의 이해를 첨가위치 단서에 초점을 두

어 이루어진 연구들과 제시된 언어이해모형에 있어 

관형절의 첨가위치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

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첨가위치 변인에 따른 

문장이해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한국어 관형절의 경

우에는 관형절의 위치가 가운데보다 왼쪽에 첨가되

는 경우 즉, 가운데 내포문보다 왼쪽 분지문에서, 그

리고 영어 관형절 내포문의 경우에는 가운데보다 오

른쪽에 첨가되는 경우 즉, 가운데 내포문보다 오른쪽 

분지문에서 더 높은 이해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

형절 첨가위치에 대한 기저모형으로 Slobin (1973)

은 ‘조작원리(operating principle)’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관련이 있는 부분이 문장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향이 커진다”는 

보편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조작원리에 근거하

였을 때 관형절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경우 주절의 

주어와 술어간의 표면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러

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해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방해가설(interruption hy-

pothesis)’, 또는 ‘내포가설(embedded hypothesis)’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

에 있어 방해되는 부분 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각적으로 이해처리가 이루어져야 이해가 좀더 용이

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형절의 첨가위치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를 이상의 가설에 적용하여 볼 때 방해

의 유무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처리 가능성

에 따라 영어의 경우 오른쪽 분지문이, 한국어의 경

우 왼쪽 분지문이 가운데 내포문보다 이해도가 더 높

아진다고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통사처리적 측면

을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격표지 기능과 관련지

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경우 어순이 

고정적이고 어순에 의해 격이 결정되는 것에 반해, 

한국어는 어순의 자율성을 지니며 격조사에 의해 

격이 결정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조사의 외형

적 출현은 의미관계를 직접적으로 체제화하여 준다

(김영진․조명한, 1981). 이러한 격표지 기능에 있어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주절과 관계절에서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할 때의 경우, 즉 병행기능(parallel 

function)일 경우와 병행이 아닌 경우에서의 문장의 

이해도의 차이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형절의 이해를 연구함에 있어 관형절이 수식하

는 명사의 기능과 관련지어 Sheldon (1974)은 ‘병

행기능가설(parallel function hypothesis)’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좀더 문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주절과 관형절에서의 명사의 기능은 “원숭이를 안

은 토끼가 너구리를 밀어요”의 문장에서와 같이 관

형절이 수식하는 명사 “토끼”가 주절과 관형절에서 

모두 주어의 역할을 하는 SS, “너구리가 원숭이가 

안은 토끼를 밀어요”에서와 같이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 “토끼”가 주절과 관형절에서 모두 목적어의 역

할을 하는 OO, “토끼가 안은 원숭이가 너구리를 밀

어요”에서와 같이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 “원숭이”

가 주절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관형절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SO, 그리고 “너구리가 토끼를 안은 원

숭이를 밀어요”에서와 같이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 

“원숭이”가 주절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관형절에서

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OS와 같이 4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병행기능가설에 의하면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주절과 관형절에서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할 때의 경우가 문법적 기능이 다를 

때의 경우보다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고 한다. 즉, 동

일한 문법적 기능을 지닌 SS, OO가 문법적 기능이 

다른 SO, OS보다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격표지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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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일 경우 관형절 문장의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에 있어 Sheldon

(1974)의 연구에 있어 병행기능을 지닌 SS, OO 구

조가 병행이 아닌 경우인 SO, OS 구조보다 더 높은 

이해도를 나타내었다. 조명한(1985)도 한 단어가 지

니는 문법적인 역할을 한번 부호화하여 처리한 후 다

시 다른 역할로 부호화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처리 

부담이 요구되며, 따라서 통사 처리 부담의 경제성을 

병행기능 처리가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한 구성성

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통사해독이 이루어지고 난 후, 

다시 그 구성성분을 포함하여 다른 통사 해독이 이

루어지는 경우 처리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김영진, 

1985), 병행기능적 처리가 어려워질 때 처리 부담이 

가중되게 되며, 따라서 격표지 기능이 병행일 경우 

관형절 문장의 이해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를 설명함에 

있어 관형절의 첨가위치 단서, 격표지 기능 단서의 

변인을 인지적 처리부담의 측면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모형으로 Gibson (1988, 

강흥모(2004)에서 재인용)과 Miller & Isard (1964) 

등이 제시한 ‘기억부담가설’을 들 수 있다.

첨가위치에 따른 이해양상을 기억부담과 관련된 

인지적 처리능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어휘나 구를 입력하였을 때 곧 뒤이은 성분과 연결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을 단기기억에서 쉽게 지워버릴 

수 있다. 그러나 관형절이 가운데 위치할 경우 이전

의 성분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하고 이것 자체가 

인지적 기억에 부담을 주게 된다(김영진․조명한, 

1981). 따라서 하나의 단위로 형성될 수 없는 요소를 

기억에 유지시켜야 하기에 기억 부담을 증가시키고 

처리과정에 있어 혼동을 주게 되며 인지적 자원을 더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의 기억유지 

부담가설을 지적장애아동의 인지적 처리능력과 관련

된 언어이해처리 특성과 관련성을 두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문장의 구조와 길이 면에 있어 인지

적 부담을 주게 되는 관형절 문장에 있어 첨가위치에 

따라,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제한된 작업기억 능력과 느린 처리속도, 총체적 정보 

통합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적장애아동의 문

장처리에 있어 인지적 자원을 더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른 처리부담을 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처리 부담 면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간의 관형절 유형

에 따른 이해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두 집단의 문장이

해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관형절이 내포된 복문에 대해 완전한 정확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절과 관형절의 각 동사에 대한 

명사 선택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또한 격표지에 대한 

반응의 정확성이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정확반응을 각 모형에 따른 이해도에 적용

하여 검증해 볼 때,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관형

절 첨가위치단서에 따른 문장구조에 있어 동일한 이

해양상을 나타낼 경우 ‘조작원리’, 혹은 ‘방해가설’에 

따라 의미단위이해에 방해가 없는 왼쪽 분지문이 가

운데 내포문보다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격표지의 병행

기능 단서에 따른 문장구조에 있어 동일한 이해양상

을 나타낼 경우, 즉, 문장이해에 있어 격표지에 따른 

격조사처리를 하게 될 경우, 문법적 기능에 초점을 

둔 ‘병행기능가설’에 따라 관형절이 수식하는 논항이 

주절에서 하는 기능과 관형절에서 하는 기능이 같은 

문법적 기능을 지닌 SS와 OO가 문법적 기능이 다른 

SO와 OS보다 통사적 처리 부담이 덜하여 문장 이해

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에 관하여 

그간 일반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김영진․조명한, 1981; 김윤주, 2002; 

엄성윤, 2003; 이현진, 1983; deVilliers & deVilliers, 

1978; Slobin, 1973; Tavakolian, 1981)가 있었으며, 

관형절의 인지적 처리기제에 중점을 둔 연구(강흥모, 

2004)가 있었던 것에 반해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문의 이해와는 

달리 복잡한 이해과정이 요구되는 관형절의 특성상 

언어적, 인지적 한계점을 고려해야 하는 지적장애아

동들의 발달수준과의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이 중요

한 이유 중 하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적장애아동 집단의 경우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이질성(heterogeneity)을 지니고 있으며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적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연

구함에 있어 일반성을 도출해 내는 데에 있어 어려움

이 있게 된다. 따라서 지적장애아동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언어발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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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평가와 중재계획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적장애아동 집단 내

에서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연구함에 있어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문장정보 통합능력과 이해 전략

을 파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아동의 문

장정보 통합능력을 살펴본 국외연구(Merrill, 1985)

에 있어 일반아동의 경우 지능과 연령에 따라 문장의 

총체적 표상을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에 반해 

지적장애아동은 문장의 정보통합능력과 융통성이 부

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표상을 요구

하는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에 대한 지적장애아동의 

이해특성과 전략을 살펴본 국내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관형절의 첨가위치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격표지 기능의 병행여부 

단서에 따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간의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관형절이 포함된 내

포문의 이해에 있어 총체적 문장정보 통합 능력과 이

해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전의 선행연구와 대상을 달리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

는 결과적 차이와 통사처리의 일반성을 살펴보고 더

불어 같은 주제의 연구를 다른 실험방식으로 접근하

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적 차이와 보편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언어이해능력과 특

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이해 평가와 아동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

한 중재계획과 실행을 위한 임상적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언어연령 5∼6세인 경도 지적장애아동 20명(남: 12

명, 여: 8명)과 언어연령이 동일한 일반아동 20명(남: 

11명, 여: 9명)으로 총 40명으로 하였으며, 성차는 통

제하지 않았다. 지적장애아동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언어치료실에서, 일

반아동은 경기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

는 아동 중 대상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을 선정하였다. 

연령일치기준에 있어 생활연령일치 집단이 아닌 언

어연령일치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시행한 것

은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능력이 생활연령이 

같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다는 상대적 정보보다는 아

동의 언어발달수준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절대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신종호․이

강희, 2002)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아동의 경우는 (1) 생활연령이 8∼10세(평

균: 9세 7개월)로, (2)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 받거나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EDI-WISC)(박경숙 외, 1991) 혹은  

한국판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III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ISC-III)
(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를 실시한 결과, 전

체 지능점수가 55～70에 속하며, (3)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이하 PRES)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로 측정한 결과, 통

합언어연령이 5, 6세에 속하며, (4) 약물을 복용하거

나 다른 신체적 장애(예: 시각장애, 청각장애, 기타 

감각장애)를 수반하지 않은 아동으로 하였다. 언어연

령을 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아동의 구문발달에 

있어 모국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사구문지식이 갖

추어지는 시기와 절이 포함된 문장의 이해가 가능한 

시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김영태, 2003; 정동빈, 

1994)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1) 생활연령이 5∼6세(평균: 

5세 7개월)로, (2) 부모보고나 유치원 교사에 의해 언

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정상이라고 보고되었으며, (3) 

PRES로 측정한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5～6세에 속하

는 아동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아동들의 집단별 

구성 특성은 <표 - 1>과 같다. 

<표 - 1> 연구 상 아동의 집단별 구성 특성

사례수

(남,여)

지능

평균

(표 편차)

생활연령

평균a)

(표 편차)

언어연령

평균a)

(표 편차)

지 장애

아동

20

(남 12, 여 8)
67.95 (.16) 9;7 (.59) 5;9 (.17)

일반

아동

20

(남 11, 여 9)
5;7 (.24) 6;0 (.21)

a)세;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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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통제를 검증하고자 t - 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활연령(t = -27.247, p < .001)에 있어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언어연령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검사 도구

가.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는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 측정

을 위해 본 연구자가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관형절

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의 측정을 위한 검사 문장은 다

음의 두 가지 특성에 의해 변화시켰는데, 두 가지 단

서특성은 (1) 관형절의 첨가위치를 주절의 주어의 위

치에 배치한 ‘왼쪽 분지 첨가’와 목적어의 위치에 배치

한 ‘가운데 내포 첨가’의 ‘첨가위치’ 단서, (2) 관형절

이 수식하는 명사의 기능이 병행인 경우와 병행이 아

닌 경우의 ‘병행기능’ 단서였다. 각 단서를 고려하여 

문장구조를 모두 4가지를 만들었으며, 한 문장구조 당 

검사문장은 8문장으로 전체 문장은 모두 32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검사문장은 선행연구(김윤주, 2002; 엄성

윤, 2003; 이현진, 1983)에서 사용되었던 검사문장을 

참조하고, 10년 이상 현직 언어임상가로 활동 중인 전

문가 2인의 조언을 함께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가지 문장구조에 따른 문장 작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고려된 조건은 (1) 어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각 검사 문장에 사용한 

어휘는 피험자 연령에 친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

로써(Tomblin & Zhang, 2006), (2) 명사는 의미 요

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재적 성향이 비슷한 

동물로써, 주어와 목적어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선

정하였으며, (3) 동사는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 동

사로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김광해(2003)의 1, 

2 등급 어휘와 박현숙(2003)의 전산화된 읽기 평가

-교수도구(C-RIC) 중 1학년 어휘목록을 참조로 하

여 검사문장을 구성하였다. 사용된 명사는 “원숭이, 

토끼, 너구리, 염소, 강아지, 고양이, 다람쥐, 오리, 병

아리, 하마, 소, 돼지”의 12가지의 동물명이었고, 관

계절 내에 사용된 동사는 “안다, 업다, 묶다, 붙잡다”

의 4가지였으며, 주절의 동사는 “밀다, 때리다, 물다, 

쓰다듬다”의 4가지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4가지의 

각 문장구조마다 해당 명사와 동사가 각각 2번씩 사

용되었으며, 각 문장은 5어절로 구성되었다. 각 검사

문장은 명사와 동사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의 사용에 

있어 주격조사의 경우 ‘가’가, 목적격조사의 경우 ‘를’

이 사용되었다.

검사문장의 예는 <표 - 2>에, 전체문장은 <부록

-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 2> 검사문장의  

첨가

치  
격표지 기능 문장 

왼쪽

왼쪽

가운데

가운데

SS

SO

OS

OO

원숭이를 안은 토끼가 구리를 어요.

토끼가 안은 원숭이가 구리를 어요.

구리가 토끼를 안은 원숭이를 어요.

구리가 원숭이가 안은 토끼를 어요.

각 검사세트 내에서 실험문장은 하나의 단서조건

이 3회 이상 연속되지 않고 같은 명사와 동사가 겹치

지 않도록 유사무선배열(quasi random order)하였

다. 또한 4개의 연습문장은 검사문장에 포함되지 않

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를 위한 검사방법으

로는 ‘이해 연출 과제’, ‘그림 선택 과제’, ‘반응시간 측

정 과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선택 과제를 통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언어이

해 평가방법은 최소한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어 산출이 없고 시각적 주시 등의 간단한 방법이 

적합할 것이라는 Golinkoff et al. (1987)의 연구에 근

거한 것이다. 그림 선택에 있어서는 피험자의 우연적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

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그림카드의 크기는 아

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210mm × 

297mm 사이즈의 크기로 하고 그림은 모두 흑백으로 

하였다. 그림구성에 있어서는 해당문장과 일치하는 

그림 이외에 한 컷은 주절에서의 행위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다른 한 컷은 관형절에서의 행위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머지 한 컷은 주절과 관형절 

모두에서의 행위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합한 

4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연구 절차

검사문장과 선택그림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차례의 예비실험을 통해 그림의 수정 및 보완을 

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험자가 검사문장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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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명사와 동사

에 대한 확인 단계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명사

와 동사를 각각 나타낸 그림을 제시하고 검사자가 지

시하는 어휘를 아동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어휘의 이해에 대한 확인 후 우선, 연습 문장을 통하

여 피험자의 검사이해를 확인하였다. 연습문장은 

<표 -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 3> 연습문장 

문장 

원숭이가 토끼를 안아요.

강아지가 구리를 어요.

돼지가 하마를 붙잡아요.

오리가 다람쥐를 쓰다듬어요.

연습시행을 통해 피험자에 대한 검사이해를 확인

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장을 들려줄 때에는 

초분절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어절

을 일정한 강도와 속도로 들려주었다. 검사자는 아동

의 반응에 정, 오 관련 피드백을 주지 않았으며, “그

렇구나”,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

야” 등의 중립적이며 자연스런 격려로 검사를 진행

하였다. 반응시간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아동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아동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문장을 한번 더 반복하여 읽어주었다. 그림선택

에 있어서 아동이 너무 빨리 선택을 하는 경우 4개의 

그림을 모두 잘 보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아동이 초기 반응 후 자발적으로 다른 답으로 

수정 시 수정 반응한 것을 답안으로 반영하였다. 검

사도구는 전체 검사문장 32개를 A, B 2개의 세트로 

나누어 역균형통제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실

시순서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4. 자료평가 및 분석

가.  자료 평가

그림선택과제를 통한 정반응유형 분석에 있어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총 정반응수와 점수를 기

록하고, 각 문장 유형에 따른 총 정반응수와 점수를 

기록하였다. 각 문장유형 분석에 있어서는 정반응을 

나타낸 경우는 1점, 오류를 나타낸 경우에는 0점을 

할당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네 가지 문장유형별 각

각 8문장씩 총 32문장에 있어 한 피험자의 총점이 

32점이면 그 피험자는 모든 문장에 있어 정반응을 나

타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점이 0점이면 모든 문장

에 있어 오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자료 분석

자료 설계에 있어서 SPSS for window (ver.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정반응에 대하여 집

단(2) × 첨가 위치(2) × 병행기능(2)의 3요인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처리에 있어서 정반응 점수가 

반영되었다.

Ⅲ. 연구 결과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두 집단 간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이해의 전체 정반응과 단서별 정반응 

점수의 평균을 <표 - 4>에 제시하였다.

<표 - 4> 집단별 첨가 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문장유형별 정반응 수의 평균

단서유형
집단

지 장애아동(n=20) 일반아동(n=20)

첨가

치

격표지 

기능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왼쪽

SS 5.00 0.97 7.30 0.73

SO 3.65 1.14 5.90 1.62

Total 4.32 1.25 6.60 1.43

가운데

OS 1.75 0.79 3.75 1.94

OO 2.30 1.03 4.55 1.82

Total 2.03 0.95 4.15 1.90

Total Total 3.18 1.60 5.38 2.08

<표 - 5> 집단, 첨가 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문장이해 반응의 분산분석 결과

단서유형 SS df MS F

집단 193.600 1 193.600 109.314***

첨가 치 225.625 1 225.625 127.396***

병행기능  42.025 1 42.025 23.729***

집단 × 첨가 치   0.225 1  0.225 0.127

집단 × 병행기능   0.225 1  0.225 0.127

첨가 치 × 병행기능   4.900 1  4.900 2.767

집단 × 첨가 치 
× 병행기능

  0.100 1  0.100 0.056

오차 269.200 38  1.77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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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간 관형절이 포

함된 내포문 이해에 있어서의 첨가위치, 병행기능 단

서에 따른 문장이해 양상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

반응 점수에 대하여 집단(2) × 첨가위치(2) × 병행기

능(2)의 3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표 - 5>에 제시하였다.

정반응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F =

109.314, p < .001)에 따라, 첨가위치(F = 127.396, 

p < .001)에 따라, 병행기능(F = 23.729, p < .001) 

단서에 따라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을 포함한 상호작용으로는 집단 × 첨가위치, 집단 

× 병행기능, 첨가위치 × 병행기능, 집단 × 첨가위치 

× 병행기능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집단, 관형절의 첨가위치, 격표지의 병행기능 단

서의 주효과를 통하여 아동의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

문 이해가 집단에 따라, 관형절의 첨가위치에 따라, 

병행기능 단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제시된 관형절 내포문 이해에 있어 지적장

애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첨가위치 단서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

는데, 이러한 첨가위치 단서에 따른 두 집단의 문장

이해양상비교에 있어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집단

의 경우 모두 왼쪽 분지문의 경우가 가운데 내포문에 

대한 이해보다 더 높은 이해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정반응 점수에 따른 양적인 측면에 있어 왼쪽 분

지문의 경우 지적장애아동 집단의 평균은 4.32(8점 

만점), 일반아동 집단의 평균은 6.60로 일반아동 집

단의 이해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운데 

내포문의 경우 지적장애아동 집단의 평균은 2.03, 일

반아동 집단의 평균은 4.15로 일반아동 집단의 이해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표지 기능의 동일성 여부에 따른 병행기능 

단서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이러한 병행

기능 단서에 따른 두 집단의 문장이해양상비교에 있

어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의 경우 모두 병행

기능의 경우가 병행이 아닌 경우에 대한 이해보다 더 

높은 이해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반응 점수에 

따른 양적인 측면에 있어 병행기능의 경우 지적장애

아동 집단의 평균은 3.65, 일반아동 집단의 평균은 

5.93으로 일반아동 집단의 이해점수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병행이 아닌 경우 지적장애아동 집단

의 평균은 2.70, 일반아동 집단의 평균은 4.83으로 일

반아동 집단의 이해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유형별 이해도에 있어, 두 집단 모두 SS 구조

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SO, OO, OS 구조에 

대한 이해순을 나타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형절의 첨가위치, 관형절이 수식

하는 명사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특성에 있어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

반아동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간의 관형절의 첨가위치 단서에 따른 관형절

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양상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

두 왼쪽 분지문의 이해도가 가운데 내포문의 이해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형절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경

우 주절의 주어와 술어간의 표면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러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의미단위의 이해

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방해가설(Slobin, 1973)과 통

사적 단위에 있어 하나의 단위로 형성될 수 없는 성

분을 기억에 유지시켜야 하기에 기억용량에 부담을 

주게 되고 통사적 처리에 있어 통합부담을 주게 된다

는 기억부담가설(Gibson, 1988)을 지지해주는 것으

로, 일반아동과 이중언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첨가

위치단서에 따른 관형절의 이해특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결과(엄성윤, 2003; 이현진, 1983)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문의 이해양상을 검증하는데 있어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정보처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를 검증한 

연구들(Merrill, 1985; Merril & Mar, 1987; Kail, 

1992; Rice, 1983; Sperber et al., 1983)은 대부분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문장의 이해에 있어 제한된 작

업기억(working memory)으로 인해 언어적 정보의 

투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정

보인출의 속도에도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문장의 정

보 통합에 있어 총체적인 표상을 어렵게 하고 일상

적 발화의 이해에 어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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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처리능력에 관한 연구에 있

어 Rice (1983)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작업기억 등

의 정보처리체계의 제한으로 인하여 구어메시지의 

이해에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Merril 

& Mar (1987)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문장이해의 

의미 분석 처리과정에 있어 처리속도의 차이뿐 아니

라 이들 처리과정의 의미적 표상에 있어 질적인 차이

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ail (1992)은 경

도 지적장애아동은 전반적인 이해처리반응 메커니즘

에 있어 처리속도에서의 차이, 즉 양적인 면에서의 

느린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효율적 전

략을 보다 덜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는 제한된 처리자

원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문장이해의 정보처리

적 측면과 관련지어 검증해 보았을 때 경도 지적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간에 동일한 이해양상을 나

타낸 것은 질적인 이해처리반응에 있어 유사한 양상

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리속도 측

면에서의 검증 또한 이후 연구에 있어 보완 검증되어

야 할 중요한 측면일 것이다.

둘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간

의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양상에 있어서 두 집

단 모두 동일한 격표지 기능, 즉 병행기능을 지닌 경

우의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격표지 기능

을 지닌 경우의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주절과 

관형절에서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할 때의 경우, 즉 병

행적 기능을 할 때의 경우가 문법적 기능이 다를 때

의 경우보다 이해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병행기능

가설(Sheldon, 1974)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일반아

동과 성인, 이중언어 사용 아동 등을 대상으로 병행

기능 단서에 따른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특

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김영진, 1985; 엄성윤, 

2003; 이현진, 1983)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관형

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문장이해비교에 있어 동일한 문장이해 양상을 

나타낸 결과는 경도 지적장애아동 또한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조사처리가 전제된 병행기능적 이해처

리, 즉 관형절이 수식하는 논항이 주절과 관형절에서 

하는 기능이 동일한 경우 통사적 처리부담이 덜하여 

문장이해도가 높아지게 된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일반아동의 문장이해발달에 있어 4, 5세가 

지나면서 문법형태소의 기능처리로 인해 절이 포

함된 비교적 복잡한 문장의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

(김영태, 2003)과 마찬가지로 경도 지적장애아동 집

단 또한 관형절이 포함된 복문의 이해를 위한 기저요

소인 격조사 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

동 집단의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에 있어 관

형절의 첨가위치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병행

기능 단서에 따른 이해양상에 있어 보편성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경도 지적장애아동 또한 동일 맥락에서

의 이해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관형절의 첨가위치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이해양상 모두에 있어 

정확반응 점수정도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가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저조한 이해수행정도를 나

타내었다. 

또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라는 동일한 

주제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실험방식으

로 접근한 선행연구(엄성윤, 2003; 이현진, 1983)와 

본 연구의 결과적 차원 검증에 있어 동일한 이해양상

을 나타내었다. 즉,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

로 검증하였을 때 동일한 이해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의 일치성을 통해 관형절의 첨가위치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관

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에 있어 보편성을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형절의 첨가위치와 관형절이 수

식하는 명사의 병행기능 단서에 따른 이해양상결과

에 있어 각 문장구조에 따른 정반응 비율을 보다 세

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SS, SO, OS, OO의 

네 가지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에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정반응 점수

비율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해점수에 있어 보다 저조한 수행을 나타낸 OS, OO

의 문장구조에 대한 정반응 비율에 있어 일반아동의 

경우 OS구조에 대한 정반응 비율이 47%, OO 구조

에 대한 정반응 비율이 57%를 나타낸 것에 반해, 지

적장애아동의 경우 OS 구조에 대한 정반응 비율은 

22%, OO 구조에 대한 정반응 비율은 28%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두 문장구조에 대한 지적장애아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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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우연확률

에 근접한 수행가능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표면적 특성에 있어 두 집단 간 관형절의 

첨가위치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병행기능 단

서에 따른 문장이해양상에 있어 전반적으로 동일한 

이해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좀더 저조한 이해수행을 

나타낸 문장구조의 경우 지적장애아동에게 과제의 

부담으로 인한 처리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우연확

률에 의한 수행결과를 나타내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형절 이해에 영향을 주는 단서들의 

통합적 측면을 단서 간에 가산적 영향이 작용하게 된

다는 가산모형(조명한, 1985) 측면과 관련지어 해석

해 볼 수 있다. 즉, 관형절 문장의 이해분석에는 인지

적 기억부담모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처리모형, 

병행기능적 처리모형 등에 근거한 여러 통사이해처

리 기제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기제들

의 적용에 따라 가산적인 영향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

이다. 이는 지적장애아동의 관형절 이해특성에도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부분적인 단서의 영향

과 더불어 통합적인 단서기제의 가산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임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의 이해특성에 있어 경도 

지적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의 차이가 아닌, 양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는 것을 중재를 통한 양적인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장애아동의 구문구조의 규칙을 습득

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한 보편적 가능성과 더불어 제

한된 인지적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전략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보편적 문

장이해양상과 더불어 문장구조에 따른 과제부담의 

증가로 인한 처리부담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듯이 지

적장애아동의 개별적 수준을 고려한 과제의 난이도 

조정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으로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형절 구조적 특성에 따른 풍부한 예문

을 통한 자극제시, 과제의 질, 제시방법, 복잡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노출과 연습, 목록화

(grouping)와 같은 효율적 전략의 반복 학습을 통한 

자동화된 훈련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

적이고 체계적인 중재전략은 지적장애아동의 제한된 

인지적 처리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성

화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형절이 포함된 내포문 자체가 지니는 구

문적 특성, 아동이 지니는 이해특성과 전략, 효율적

인 중재전략의 상호보완을 통한 중재를 통하여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능력을 촉진하고 활성화시

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표집 크기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어

떠한 연구주제에 있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표집 

하였을 때 그것은 역으로 그러한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논리성을 지녀야 한다는(Clark, 1974, 

Tomblin & Zhang (2006)에서 재인용) 논의에 근거

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경도 지적장애아동 모집단

으로 일반화하여 적용 해석하기에 미흡함이 있을 것

이다. 둘째, 표집에 있어 지적장애아동의 조기학습의 

유무가 고려되지 않았다. 조기학습의 유무에 따라 지

적장애아동의 발달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선

행연구(Meisels & Shonkoff, 2000, 최성규(2004)에

서 재인용) 논의에 근거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 해석

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조기교육 

경험 유무기준에 따른 경도 지적장애아동으로 대상

을 확장하여 동일 주제를 연구해보는 것 역시 임상적

으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준거에 있어서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이해를 평가함에 있어 통합적 언어 연령을 준거

로 하였으나, 언어능력 평가준거에 있어서도 의미론

적, 구문론적, 화용론적 능력 등의 다양한 언어적 자

질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언어능력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언어적 수준을 준거

로 한 비교연구가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을 제

안한다. 넷째,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발달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한 체계적 자

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지적장애아동 종단연구 자료를 통한 보다 구

체적인 언어이해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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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검사문장

번호 계  문장 치 격표지기능 검사문장

1 왼쪽 SS 원숭이를 안은 토끼가 구리를 어요.

2 가운데 OS 고양이가 강아지를 업은 염소를 때려요.

3 왼쪽 SO 오리가 묶은 다람쥐가 병아리를 물어요.

4 가운데 OO 병아리가 다람쥐가 묶은 오리를 물어요.

5 왼쪽 SS 하마를 붙잡은 소가 돼지를 쓰다듬어요.

6 왼쪽 SO 강아지가 업은 염소가 고양이를 때려요.

7 가운데 OS 구리가 토끼를 안은 원숭이를 어요.

8 왼쪽 SS 다람쥐를 묶은 오리가 병아리를 물어요.

9 가운데 OS 병아리가 오리를 묶은 다람쥐를 물어요.

10 가운데 OO 돼지가 하마가 붙잡은 소를 쓰다듬어요.

11 왼쪽 SS 염소를 업은 강아지가 고양이를 때려요.

12 가운데 OO 구리가 원숭이가 안은 토끼를 어요.

13 왼쪽 SO 소가 붙잡은 하마가 돼지를 쓰다듬어요.

14 왼쪽 SO 토끼가 안은 원숭이가 구리를 어요.

15 가운데 OS 돼지가 소를 붙잡은 하마를 쓰다듬어요.

16 가운데 OO 고양이가 염소가 업은 강아지를 때려요.

17 왼쪽 SS 소를 안은 돼지가 하마를 때려요.

18 가운데 OS 염소가 고양이를 묶은 강아지를 쓰다듬어요.

19 왼쪽 SO 구리가 붙잡은 토끼가 원숭이를 물어요.

20 가운데 OS 원숭이가 구리를 붙잡은 토끼를 물어요.

21 왼쪽 SO 돼지가 안은 소가 하마를 때려요.

22 가운데 OO 다람쥐가 오리가 업은 병아리를 어요.

23 왼쪽 SS 강아지를 묶은 고양이가 염소를 쓰다듬어요.

24 가운데 OO 원숭이가 토끼가 붙잡은 구리를 물어요.

25 왼쪽 SS 오리를 업은 병아리가 다람쥐를 어요.

26 가운데 OO 하마가 소가 안은 돼지를 때려요.

27 왼쪽 SS 토끼를 붙잡은 구리가 원숭이를 물어요.

28 가운데 OS 하마가 돼지를 안은 소를 때려요.

29 왼쪽 SO 병아리가 업은 오리가 다람쥐를 어요.

30 가운데 OS 다람쥐가 병아리를 업은 오리를 어요.

31 가운데 OO 염소가 강아지가 묶은 고양이를 쓰다듬어요.

32 왼쪽 SO 고양이가 묶은 강아지가 염소를 쓰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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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검사그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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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Clause Sentence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Cues of Additional Position and Parallel 

Function

Ju Hye Parka
․Young Wook Kimb,§

a Samyook Rehabilitation Center, Gwang-ju, Korea
b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 Correspondence to

  Prof. Young Wook Kim,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126 Jukjeon-dong, Suji-gu, 
Yongin-si, Kyeonggido, Korea
e-mail: kyw2914@dankook.ac.kr
tel.: + 82 31 8005 3803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ir ability to comprehend relative clause 
sentences, depending on additional position and function cues of parallel function. We 
aimed to obtain data to design effective intervention plans for these children, with 
consideration for the level of their language comprehension. Methods: We surveyed 20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se language age was between 5 and 
6-years-old and 20 non-disabled children. We collected data using test pictures and test 
sentences prepared by the researcher to determine ability of each child to understand 
relative sentences through the sentence-picture verification test. Results: First, with 
respect to positional cues, both groups appeared to be better at understanding left 
branching sentences than center-embedded sentences. Second, the use of parallel function 
cues resulted in better understanding than when different case-marker function cues were 
used.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activate language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through complementary strategies involving the efficient arbitration strategy, 
the children’s characteristics of understanding, and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relative 
claus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456-469)

KeyWords: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relative clause, additional position 
cue, parallel function 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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