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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언어장애아동의 마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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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나사렛 학교 언어치료학과)

김정미.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마음이론.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 제8권, 제3호, 69-81. 마음이

론은 사회인지의 최근 연구주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각각 독립 인 심  상태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심  상태를 귀인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틀린 믿음과제를 

이용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 16명을 상으로 마음이론발달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생활연령

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16명과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16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그 수행

을 비교하 다. 연구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들 뿐 아니라 언

어능력을 일치시킨 정상아동들보다 틀린 믿음과제 수행에서 유의하게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 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특성에 해 논의하 다.

핵심어: 마음이론, 틀린 믿음과제, 단순언어장애

Ⅰ. 서  론

마음에 한 아동들의 이해에 한 연구는 최근 발달 인 연구에서 활발한 주제로 50년 

 Piaget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로 심리학자들의 심이 되어 연구의 확장을 이루

어오다가 아동들의 마음이론(theory of mind)으로 알려지게 되었다(Astington & Gopnik, 

1991). 마음이론(theory of mind)은 Premack & Woodruff(1978)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각각 독립 인 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심  

상태를 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성숙한 마음이론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 욕구, 공

포와 같은 정신  상태가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고, 실과 어떤 계가 있으며, 행동

을 측하고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Miller, 2001).

Premack & Woodruff(1978)가 그들의 연구에서 침팬지가 마음이론을 갖고 있다고 발

표한 이후, 마음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에 한 많은 논란이 일었다. 

틀린 믿음과제(false-belief task) 패러다임이 제안되었으며 Wimmer & Perner(1983)는 유명

한 Maxi과제를 이용하여 실험으로 이를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의 틀린 믿음에 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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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검사하기 해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주인공이 사물을 A라는 장소에 놓고 나

가버린 후에, 주인공이 없는 사이 다른 사람이 그 사물의 치를 B로 옮겨놓고 나간다는 시

나리오를 아동에게 이야기해 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주인공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공은 그 사물을 찾기 해 어디를 찾아볼 것인가를 질문한다. 만약 아동에게 마음이론이 

있다면, 주인공은 사물의 치가 바  것을 모르기 때문에 A라는 장소에 있다고 믿을 것이라

고 가정할 것이다. 즉, 마음이론을 갖고 있는 아동이라면 주인공이 사물의 재의 치가 아

니라, 사물이 원래 있었던 곳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 

Wimmer & Perner(1983)가 그들의 연구에서 3세 아동들이 마음이론발달에 있어서 개

념 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이후에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틀린 믿음과제를 이용하여 

정상아동들의 마음이론 발달연구를 수행하 다. Perner, Leekam & Wimmer(1987)는 Maxi

과제를 단순화시킨 Smartie과제를 통해 정상아동들을 상으로 한 실험결과, 역시 3세 아동

들은 부분 실패하 다. Mitchell & Lacohee(1991)는 Smartie과제 수행시 3세 아동들에게 

나 에 그들의 틀린 믿음을 생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 다. 그러나 여 히 

3세 아동들은 우연 수  이상으로 수행이 향상되지 않았다. 김혜리(1997)는 Wimmer & 

Perner(1983)의 Maxi과제를 반복연구한 결과, 3세 아동은 부분 주인공은 물건이 새로운 장

소에 있다고 오답하 으며, 4세 아동은 우연수 으로 주인공은 물건이 원래 장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답하 다. Astington & Gopnik(1991)은 정상아동들의 마음이론발달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과제 자료, 조작방법, 질문 그리고 통제 등을 다양하게 변형한 틀린 믿음과제들

을 이용하여 아동들의 마음이론발달을 연구한 결과, 3세 아동들은 개념 인 결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단순언어장애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인지발달이 정상범 에 있고 청각이나 신경학  

결함이 없으며 자폐증과 같은 사회정서 인 문제가 없으며, 언어발달지체가 주요한 장애유형

이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마음이론발달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이루어진 것은 90년 에 

들어와서이다. 이 에는 주로 자폐증이나 아스퍼거증후군과가 같은 반  발달장애들을 

심으로한 연구에 단순언어장애는 통제집단으로 참여하는 수 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서야 

단순언어장애아동들에 한 마음이론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hield et al., 1996; 

Ziatas, Durken & Pratt, 1998; Farmer, 2000; Miller, 2001).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마음이론

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결과들이 일 이지 않다.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사회

인지능력이 생활연령을 일치한 정상아동들과 유사하 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

(Ziatas, Durkin & Pratt, 1998),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아동들보다는 열등하나 언어능력일치

집단의 아동들과 유사한 수행을 보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assidy & Balluramen, 1997;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마음이론

71

Miller, 2001에서 재인용). 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마음이론발달이 생활연령 일치집단의 

아동들 뿐 아니라 언어능력일치집단의 아동들보다 열등하다는 결과도 있다(Farmer, 2000). 

따라서 선행 연구결과들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마음이론발달에 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그리고 연구결과들을 일치하지 않게 하는 연구방법 인 측면의 문제들을 지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 은 피험자의 수이다. 부분의 

연구에는 각 집단에 할당된 아동의 수가 10명 이내이다. 두 번째로는 피험자의 연령이다. 마

음이론을 측정하는 1차 틀린 믿음과제(first-order false-belief task)는 부분 정상아동 4세 

이상의 학령 기 아동에게 합한 과제이다. 따라서 피험자의 연령이 무 높거나 낮을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무의미할 수 있다.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연령이 무 높을 경우 이미 마음

이론을 습득한 후라 비교집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한 단순언어장애아동들

의 연령이 낮을 경우,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비교 집단의 아동들의 연령이 무 낮아 발달상 

아직 마음이론을 습득하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사회인지발달을 살펴보기 해서는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통제집단의 

아동들이 틀린 믿음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학령 기의 아동들

이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 지 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학령 기 단순언어장애아동 16명,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16명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16명의 마음이론발달을 

비교하여, 세 집단이 틀린 믿음과제에서 수행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실험집단으로 6세에서 7세까지의 단순언어장애 아동 16명과, 비교집단으로 

단순언어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6명, 그리고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과 

문장이해력 검사로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6명을 상으로 하 다.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아동들은 단순언어장애아동들과 일 일로 비교하여 생활연령의 차이가 ± 3개월 이내

에 있는 아동들로 선정하 다. 언어능력일치 집단의 아동들은 단순언어장애아동들과 일 일

로 비교하여 문장이해력검사의 수가 ± 5  이내에 있는 아동들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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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았다: (1) 언어치료사(한국언어청각임상

회의 1  언어치료사)에 의해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받고, (2) 표 화된 언어검사인 언어문제

해결력검사(배소 ․임선숙․이지희, 2000)의 결과가 생활연령보다 1년 이상 지체되거나 문

장이해력검사에서 -1 표 편차 이하이며, (3) 지능검사인 K-WPPSI (Korean-Wechsler Pre-

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박혜원․곽 주․박 배, 1997) 는 KEDI-WISC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한국

교육개발원, 1991) 동작성 검사로 측정한 결과, 지능이 85 이상이며, (4) 시각, 청각 등 감각장

애나 정서 는 행동문제를 보이지 않은 아동으로 선정하 다.

나. 생활연령일치 집단

(1) 부모나 양육자가 ‘정상’이라고 보고하고, (2) 언어문제해결력검사(배소 ․임선숙․

이지희, 2000)와 문장이해력검사에서 정상범  안에 있으며, (3) 지능검사인 K-WPPSI (박혜

원․곽 주․박 배, 1997) 는 KEDI-WISC (박경숙 외, 1991)의 동작성 검사로 측정한 결

과, 지능이 85 이상이며, (4) 시각, 청각 등 감각장애, 정서 는 행동문제를 보이지 않은 아동

으로 선정하 다.

다. 언어능력일치 집단

(1) 부모나 양육자가 ‘정상’이라고 보고하고, (2) 문장이해력검사와 낱말이해력검사에서 

정상범  안에 있으며, (3) 지능검사인 K-WPPSI (박혜원․곽 주․박 배, 1997)의 동작성 

검사로 측정한 결과, 지능이 85 이상이며, (4) 시각, 청각 등 감각장애, 정서 는 행동문제를 

보이지 않은 아동으로 선정하 다.

실험에 참여한 단순언어장애 집단, 생활연령일치 집단  언어능력일치집단아동들의 

특성은 <표 - 1>과 같다.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을 t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t = .67, p> .05).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과 언어능력

일치 집단의 평균 문장이해력 수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06,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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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상아동들의 특성

단순언어장애 생활연령일치 언어능력일치

M SD Min Max M SD Min Max M SD Min Max

 연령(개월)

 동작성 지능

 문장이해력검사 

 85.44

101.40

 46.25

 6.43

11.00

 9.02

75.00

85.00

35.00

 95.00

126.00

 63.00

 84.00

111.80

 65.88

 6.90

11.30

 8.95

73.00

98.00

51.00

 93.00

132.0

 77.00

 63.25

110.70

 46.31

8.31

9.27

8.66

55.00

89.00

33.00

 81.00

122.00

 59.00

2. 검사과제

가. 과제구성

아동들의 마음이론을 평가하기 해 Wimmer & Perner(1983)의 Maxi과제를 번안하고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부록 - 1> 참조). 실험을 해 두 가지의 물리  상황(집과 유치

원)에 각각 동 인 이야기와 경쟁 인 이야기 두 가지를 만들어서 아동들이 네 가지의 이

야기를 듣고 수행하도록 하 다.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 은 주인공이 어떤 물건을 A라는 장

소에 놓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B라는 장소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주인공

이 돌아왔을 때 물건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질문한다. 주인공의 틀린 믿음을 표상할 수 있

는 아동들의 경우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옮겨놓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주인공 

자신이 놓았던 장소에 물건이 있다고 잘못 생각할 것이며  그 물건을 주인공 자신이 놓았

던 장소에서 찾을 것으로 측할 것이다.

동 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물건을 갖기 해 제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 을 때 

물건의 장소에 해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제 하에 아동들에게 주인공이 어떻게 말할 것인

가를 질문한다. 그리고 경쟁 인 이야기에서는 그 물건을 원하는 경쟁자가 주인공에게 장소

를 물었을 때 물건의 장소에 해 거짓을 말할 것이라는 제하에 아동들에게 주인공이 어떻

게 답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마음이론과제를 제작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와 비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들에 유

의하 다. 첫째로, 질문에 사용하는 문장의 복잡성이다. Miller(2001)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

의 마음이론에 한 연구를 통해 질문에 사용하는 언어학  복잡성이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수행에 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주인공의 틀린 믿음에 한 질문에서 같은 내용임

에도 불구하고 언어학 인 복잡성이 높은 질문에 아동들의 수행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인공의 틀린 믿음을 묻는 질문에서 가능한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 다. 둘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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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말에서의 ‘찾다’라는 의미는 어에서 ‘look for’와 ‘find’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주인공이 물건을 어디에서 찾을까”라는 질문은 자칫 어디를 찾아볼까라

는 의미 신에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이 인 의미의 혼동을 막기 해 아동들에게 “주인공이 물건을 찾으려고 어디를 볼까”로 

질문하 다.

나. 자료

실험을 해 큰 카세트 통과 작은 카세트 통 각각 3개를 이용하여 숨기는 장소로 사용

하 다. 40 × 30 cm 크기의 하드보드지 양면에 각각 3개의 통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실리콘을 

이용하여 붙 다. 부엌장면의 싱크 로 사용하는 카세트는 빨간색, 란색, 그리고 하얀색의 

색종이를 붙여 구별하 으며, 유치원장면의 책장으로 사용하는 카세트는 록색, 노란색, 주

황색 색종이를 붙여 구별하 다. 그 외에도 주인공을 비롯하여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은 인형을 사용하 다.

다. 자료수집

본 실험은 총 2회기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으며 각 회기의 간격은 2주 이내로 

하 으며 사회인지과제 평가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 다. 

(1) 상선정을 해 지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문장이해력검사를 실시하 다.

(2) 마음이론과제를 실시하 다.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일 일로 진행하 다. 검사자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용에 

하게 작은 인형들을 조작하 다. 각 이야기를 제시하기 에 검사자는 아동들이 각 등장인

물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 으며 이야기를 제시할 때는 순서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후 실험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 다. 

믿음-질문: “경수는 코렛을 찾으려고 어디를 볼까요?” 

실-질문: “지  코렛은 어디에 있지?”

기억-질문: “경수는 코렛을 어디에 두었었지?” 

아동들은 각각의 질문에 하여 세 가지 색깔의 씽크 와 책장  하나를 선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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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라. 자료분석

아동들이 믿음과제에 해서 맞게 반응한 문항에 해서 1 , 틀리게 반응한 문항에 

해서는 0 으로 처리하 다. 그리고 아동들이 실-질문과 기억-질문에 틀리게 반응하는 아

동들은 제외하기로 하 으나 모두 맞게 반응하 다. 

Ⅲ. 연구결과

틀린 믿음과제에 맞게 수행한 세 집단 아동들의 서술통계결과는 <표 - 2>와 같다.

<표 - 2> 틀린-믿음과제 수행의 각 집단별 기술통계

N 평균 표 편차 Min Max

단순언어장애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

언어능력일치집단

16

16

16

1.64

4.00

2.88

1.86

0

1.45

0

4

0

4

4

4

단순언어장애 집단, 생활연령일치 집단  언어능력일치 집단의 평균은 각각 1.64, 4.00, 

2.88로 생활연령일치 집단, 언어능력일치 집단, 그리고 단순언어장애 집단의 순으로 수행이 

높았다. 그러나 표 편차를 살펴볼 때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표 편차가 1.86로 다른 두 집

단에 비해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틀린 믿음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 집단의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의 결과

의 차이가 어느 집단간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기 하여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

과,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 뿐 아니라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아동

들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생활연령을 일치시

킨 아동들 뿐 아니라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아동들보다는 틀린 믿음을 표상하는 능력에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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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연구에서 4세 정도에 틀린 믿음의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언어능력 일치집단의 아동들의 평균연령이 5.3세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균이 2.88로 나타났

다. 각 개인의 수행을 살펴본 결과, 16명의 아동  10명은 100% 맞게 수행하 다. 특히 5세 

이상인 아동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 맞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선행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3> 틀린 믿음과제 수행의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집단간

집단내

합  계

 45.16

 83.50

128.66

 2

45

47

22.58

 1.86

12.17*

*p< .05

<표 - 4> 틀린 믿음 과제 수행의 사후분석

단순언어장애 생활연령일치 언어능력일치

단순언어장애

생활연령일치

언어능력일치

*

*

*p< .001

0

1

2

3

4

맞게 반응한 수

단순언어장애 생활연령일치 언어능력일치

계열1

<그림 - 1> 틀린 믿음과제의 세 집단 수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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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상아동과 비교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마음이론을 살펴보기 해 

틀린 믿음과제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뿐 

아니라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아동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

학교에 배치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 마음이론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Farmer(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수행이 언어능력일치 집단의 아동들의 수행보다 유의하게 열등

하 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화용 인 

기술의 부족은 이들의 언어학 인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기 보다 이들의 마음이론과 련

성이 있을 수 있다. Leonard(1998)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화용 인 능력에 해 기술하면

서 이들의 화용 인 결함은 이들의 언어 인 능력과 련이 있을 것이라고 언 한 바 있다. 

이들의 부족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래 아동들과 부 한 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화용 인 능력의 부족함은 그들의 언

어  능력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마음이론과 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Frith & Happe 

(1994)는 언어와 사회인지를 모두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그러나 개별 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정상아동들보다 틀린 믿음과제에

서 어려움을 보 다는 결과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 언어발달의 문제와 별개로 사회인지능

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deVillers(2000)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 틀린 

믿음의 추론에서의 보인 지체는 자폐아동들이 보인 결함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해서는 안된다고 지 하 다. 그는 언어장애아동들이 보문구조의 언어가 틀린 믿음 추론

을 한 표상 인 도구로 필수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언어지체 아동들이 틀린 

믿음과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둘째로, 마음이론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각각 독립 인 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심  상태를 귀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임연화 외(2000)에 따르면, 심

 상태는 직 으로 찰할 수 없고 행동을 설명하고 측하는데 필수 인 이론  구성개

념으로 물리  표상과 달리 심  표상은 바람, 믿음, 그리고 의도 등 마음상태에 따라서 실제 

사실(reality)과는 다르게 틀린 표상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사람들은 있는 그 로의 진실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며 실수로 틀리게 표상하기도 하고, 혹은 사실과는 다르게 표 하는 냉소

나 비유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의 표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  상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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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회  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사회인지능력과 비유언어의 이해능력과의 계와 더불어 사회인지능

력과 사회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단순언어장애는 일반 으로 배제  기 에 의해 진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 참여한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들이 가진 언어문제들이 동질 이라

고 할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유형을 연구의 목 에 따라 세

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을 음운-구문 

장애  화용-의미 장애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사회인지능력을 연구하 다(Shields et al., 

199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아동을 한 언어평가 도구가 매우 제한 이어서 본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을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언어문제의 유형과 사회인지과제와의 상 연구를 통해 사회인지와 언

어발달과의 계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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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5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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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이야기 1

cooperative 

[벽 에 성냥갑이 높게 붙어있는 장면]

[남자아이 인형; 경수가 엄마를 기다린다]

엄마가 장을 보고 오십니다. 엄마는 잌을 만들려고 코렛을 사왔습니다. 경수는 엄마가 사온 것을 정

리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경수는 엄마한테 “이 코렛은 어디에 둘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 란 

장에”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작으니까 엄마가 들어 께”

엄마는 경수를 들어 주었습니다. 경수는 란장에 코렛을 넣어 두었습니다. [장난감 코렛을 란장에 

넣어둔다] 경수는 코렛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혼자만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는 

코렛을 매우 좋아합니다. 경수는 놀이터에 갔습니다[남자인형을 없앤다]. 엄마는 익을 만들기 시작하고 

란장에서 코렛을 꺼냅니다. 엄마는 반죽 속에다 코렛을 잘라서 넣고, 나머지는 란색 장이 아니고 

빨간색 장에 넣었습니다[장난감 코렛을 란색에서 빨간색 성냥갑으로 옮긴다]. 엄마가 계란 사는 것을 

잊었네요. 계란을 얻으려 집에 갔습니다. 그 사이 경수가 놀이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경수는 배가 고

서 코렛을 먹고 싶어합니다. [남자 인형 다시 나타남] 경수는 코렛을 어디에 두었는지 아직도 기억합

니다. 

[믿음-질문] “경수는 코렛을 찾으려고 어디를 볼까요?”

[표시한 상자는 열어놓는다]

[ 실-질문](열어놓은 상자가 비었을 때만 묻는다)] “ 코렛은 어디에 있죠?”

[기억-질문] “맨 처음 경수가 어디에 코렛을 두었는지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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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ognition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bility of Theory of Mind.  

Jung Mee Kim
(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Nazarene University)

Social cognition means cognition and knowledge about people and their doings. The theory 

of mind is an emerging research area in social cognition. The ability to understand that 

a person has a belief that does not match reality and that he or she may act in accordance 

with that belief is an important milestone of cognitive development. To have a mature 

theory of mind is to understand that human beings possess mental states which are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 the reality and which can be used to predict and explain human 

behaviors. Using false-belief task, this study examined a theory of mind for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were poorer in the ability of theory of mind compared with chronological-age 

matched children as well as with language-ability matched children.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gni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cognition, a theory of mind, false-belief task,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