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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란․김 태․이승복. 고기능 자폐아동의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 처리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 제12권, 제2호, 199-214. 배경  목 :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 자폐아동의 제하기와 련된 

능력인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세 장의 그림카

드에 한 선택과제를 이용하여, 주어진정보(행 ), 주어진정보(행 자), 그리고 새로운정보(동

사)의 낱말 선택에 따른 두 집단 간(고기능 자폐아동집단과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은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과 비교하 을 때, 

‘새로운정보’ 낱말 처리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 다. 즉,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은 새로운정보(동사)

보다는 주어진정보(동사)를 더 많이 선택하 다. 둘째, 두 집단의 아동 모두 행 자와 동사가 모두 

주어진 정보인 경우, 동사보다는 행 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두 집단 간에

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논의  결론: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의 새로운정보 선택에 한 이러한 어려

움은 과제의 복잡성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 으며, 언어  맥락으로 제시되는 경우 고기

능자폐아동의 제하기 방식의 변화에 하여 논의하 다. 

핵심어: 고기능자폐아동, 제능력, 주어진 정보, 화용능력, 언어습득

 

Ⅰ. 서 론 

자폐아동이 발달과정에서 갖는 가장 심 인 문제는 무엇보다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이다. 사

회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이나 기 발달과정에서 화상 방이나 주양육자와의 계에서 형성되

어야 하는 함께 주의하기(joint attention)의 결함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제한은, 정상 인 화자로서

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반 인 인 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Bartak & Rutter, 1976).

1) 본 논문은 제1 자의 박사학 논문(2007)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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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 자폐아동들은 특징 으로 언어이해와 표 에서 어려움을 보이지만, 특히 화수 에서 

화용 인 결함을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고기능 자폐아동들의 언어  특성에 한 여러 

근들을 요약하자면, 이러한 자폐아동의 언어발달에서의 비정상성에 하여 Kanner (1943)는 사회-

정서  기능에서의 결함에 한 부차 인 상으로 해석한 반면, Rutter (1978)는 자폐성 장애가 언어

장애의 일차 인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짓기도 하 다. 이에 해 Baltaxe (1977)는 사회  정서

 기능에서의 장애를 화용  결함과 배타 으로 정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 으며, 최근에 

Baron-Cohen, Tager-Flusberg & Cohen (1993)은 마음이론(theory of mind)과 같은 높은 인지능

력에서의 결함으로 자폐아동의 언어와 의사소통장애를 연결짓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 것은 

자폐성장애와 고기능자폐 아동이 개별 으로 보이는 다양한 언어와 의사소통 특성에서의 강 과 약

에 한 변별 인 로 일의 작성일 것이다.

일반 인 화상황에 요구되는 효과 인 의사소통을 해서는 화용 인 능력 가운데에서 제 능

력을 들 수 있다. 제는 화 상 방과 화 상황에 한 고려, 화 주제와 주제의 연결을 한 문법 

장치 등이 모두 포함된 요한 의사소통 장치로 고기능 자폐아동들에게는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제란 일반 으로 ‘어떤 행동, 의도, 표 , 발화 등이 타당한 의미를 가지기 하여 배경이 되는 가정’이

란 뜻으로 쓰이지만, 화용론에서는 ‘언어표 으로 드러나는 것 에서 부정 검증과 같은 특정 언어 텍스

트에 의해 추출될 수 있는 화용  추론이나 가정’이라는 의미로 제한되어 쓰이기도 한다(임천택, 2003). 

Keenan (1971)에 따르면 제란 하나의 문장이 정확한 의미를 지니기 하여 사 에 충족되

어져야 하는 조건들이다. 이러한 조건들에는 문장이 갖는 진리 조건  의미와 같은 논리  제에 

덧붙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의 양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Paul (2005)

은 제에 해서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알기를 원하는 것에 한 가정이 정확한지를 아는 

것’이라고 언 하고 있다. 즉, 화에서 듣는 사람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의 양을 제공하기 한 

화  마음읽기(mind-reading)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이를 해서는 화를 방해하는 정도로 

정보가 어서도 곤란하며,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화 상 방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정보와 주어진 정보를 구체 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Twachtman (1995)은 화용  이해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해에 한 어려움을 제능력, 담화

에서의 규칙, 사회 정서  표  능력의 세 가지 역에서의 결함과 연결 짓고 있다. 화용  이해와 

가장 큰 련은 듣는 사람의 요구에 한 제  단(presuppositional judgments)에서 시작된다. 

복잡한 사회 문화  이해가 필요한 상황  요구나 화자의 스타일에 한 응력이 그것이다. 이러

한 부분에서의 결함은 자폐아동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듣는 사람이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나 형태

에 한 단은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지식, 즉, 같은 정보에 해서도 개인

마다 서로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를 들어, Twachtman (1995)은 자신의 다

리에 있는 을 보고는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노래를 부르는 여자 아이에 주목하 다. 일반 아

동은 “내 다리에 있는 이 꼭 남아메리카 지도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상 방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해서는 더 많은 배경정보를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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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폐 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다리에 난 이 “남아메리카”라는 것만 말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자폐아동은 특히 특정 주제를 말할 때, 화 상 방과의 공통 배경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제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Roth & Spekman (1984)은 자폐아동의 화용능력을 의사소통의도, 제능력, 그리고 담화상에

서의 사회  조직화(사회  상호작용)의 세 부분으로 나 어 평가하기를 권장한다. 이 가운데 제하

기 기술은 자폐아동에게서 특히 결함으로 계속 지 되어오고 있다. 제하기 기술(presuppositional 

skills)은 의사소통 맥락의 여러 양상과 하게 련되어 있으며, 타인에 한 추론능력이나 사회  

조망 수용능력, 타인의 요구(need)를 가정하는 정도나 자아 심  행동의 정도를 반 한다. 이러한 

제능력의 발달을 해서는 화 맥락 내에서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 간의 변별과 화자로써의 

역할(role-taking skills)이 요구된다. 한 지시어(deictics), 정/부정 사의 사용, 다양한 결속장치

(cohesive devices)의 사용도 고려되어야 한다(Roth & Spekman, 1984). 

새로운정보와 주어진정보의 처리는 Clark & Haviland (1977)가 제안한 고 인 틀에 기 하

고 있다. 제되는 정보는 문장이 제시되는 맥락에서 이미 참조 기능을 한 내용이다. 주어진정보

(given information)와 새로운정보(new information)의 구분에서 주어짐은 이미 이 에 참조된 내

용이며, 화 상 방은 그 정보가 무엇인지에 해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부정문 이해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어진정보가 다시 제시되기보다는 새로운정보가 무엇인지의 처리가 건이다(이승복, 1987). 

즉, 주어짐-새로움에 한 정보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의 측정은 부정문 이해 수 을 가늠하는 척

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표상에 요구되는 제기술 가운데 하나인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처리과정을 밝히는 것은 통사론  지식에 한 재 뿐만 아니라, 고기능 자폐아동의 화자로서의 

능력, 즉 반 인 화용능력 재에 요한 용을 가져다  수 있을 것이다. Myers, Myers & 

Abramoski (1981)는 특징 인 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같은 요소로 구성된 그림 을 보고 

실험자가 제시하는 단어들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과제를 통

해 학령 기 아동의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처리 과정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험 를 참조하여 고기능 자폐아동의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처

리 략을 살피기 하여 모두 10개의 그림 을 제작하 다. Myers, Myers & Abramoski (1981)에

서는 제시되는 그림 의 가 “고양이가 침  에서 자는 그림”과 “고양이가 침  에 서있는 그

림”에서처럼 주어진정보(고양이와 침 )와 새로운정보(‘ ’과 ‘서 있다’)가 두 가지씩이었지만, 자폐

아동을 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를 한 가지씩으로 하 다

( : ‘고양이가 자요’/‘고양이가 먹어요’). 첫 번째 그림에 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한 아동의 경우, 

두 번째 주어지는 그림의 설명을 해서는 반복되는 정보에 해 다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에 한 설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즉, 아동들에게 두 번째 그림의 설명을 해 가장 합한 

단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달하는 것과 련된 아동의 제하기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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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은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과 비교하 을 때, ‘새로운정보’ 낱말 처리에

서 차이를 보이는가? 

2)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은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과 비교하 을 때, ‘주어진정보’의 두 낱말(행

자, 행 ) 처리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생활연령이 6;0～8;11세 사이인 고기능 자폐아동 20명을 실험집단으로 하 으며, 

이들과 구문의미이해력검사 결과 유사한 수 ( ± 2 )에 속하는 정상발달아동 20명을 통제집단으

로 하여 이루어졌다. 고기능 자폐아동은 Tsai (1992)와 APA (2000)의 기 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들로 선정하 다. (1) 소아정신과 는 신경정신과에서 DSM-IV (APA, 2000)

의 진단기 에 입각하여 자폐(autism) 는 비 형 자폐(PDD-NOS)로 진단받고, (2) 구문의미이해

력검사(배소  외, 2004) 수가 언어연령 5세 수 인 25  이상인 아동이며, (3) KEDI-WISC 는 

K-WPSSI 결과에 의해 5가지 동작성 소검사(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기호쓰기)의 측정 

결과 동작성 지능 수가 70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 다.

언어능력일치아동의 경우는 (1) 부모나 교사에 의해 언어능력이나 지 능력이 정상이라고 보

고 되었으며, (2)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  외, 2004) 결과의 수가 고기능 자폐아동 그룹과 일치

하는 25  이상인 아동이며, (3)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와 정서, 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

으로 선정하 다. 두 집단의 통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비교하기 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기

능 자폐아동집단과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 간에는 구문의미이해력검사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 = 2.02, p > .05). 각 집단의 연구 상 아동의 언어정보는 <표 - 1>과 같다.

<표 - 1> 연구 상 아동 정보

고기능 자폐아동집단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 t

평균 생활연령(표 편차) 90.5개월(9.96) 68.05개월(3.01) 93.06

평균 언어 수(표 편차) 31.85 (5.19) 33.40 (3.79) 2.02

언어 수: 구문의미이해력검사의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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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10가지 그림 의 20가지 문장은 Myers, Myers & Abramski (1981)에서 사

용된 그림  문장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실제 한국의 취학  아동들의 표 에 맞게 비검사를 

통하여 수정하여 그림 카드로 다시 제작하 다. 검사문장의 제작에서는 취학  는 학년 아동들

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를 선정하기 하여 국립국어연구원(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와 등

학교 1학년과 2학년 읽기, 쓰기 교과서를 참조하 다. 검사문장은 가능한 ‘행 자-행 ’ 는 ‘행 자-

상-행 ’의 문장이면서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용이하고, 행 의 조가 분명하도록 구성하 다. 

비검사과정에서 총 20가지 문장을 5세부터 9세까지의 정상발달아동 10명에게 들려주고 이해정도를 

평가하여 어휘  문장을 수정하 다.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사용된 그림 의 문장과 그림, 그리

고 검사에 이용된 단어 은 <부록 - 1>에 제시하 다

3. 차 

기 검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 선정된 아동들을 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 다. 체 과제의 

제시 순서는 순서 효과를 방지하기 해 사 에 교차균형화(counter-balanced order)로 계획하여 실

시하 으며,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총 10분을 과하지 않았다. 

실험은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언어치료실이나 유치원의 조용한 교실 는 가정에서 모든 피험자

에게 개별 으로 실시하 다. 먼  아동과 곰인형을 가림 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하고 검사자는 

아동과 각선 방향에 앉아 실험을 진행하 다. 아동에게 “곰곰이랑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할거야. 

곰곰이도 랑 같은 그림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곰곰이한테 가르쳐 주자～”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림카드를 아동에게 제시하며 ‘이 그림에서 가 뭘 하고 있는지 곰곰이한테 말해

래?’ 라고 요청하여 그림카드를 설명하게 한다( : ‘고양이가 자요’). 그런 다음, 아동에게 “그래 잘했

어, 곰곰이도 와 같이 그림카드를 찾았네～”라고 말해주고, 이어서 두 번째 그림카드를 아동에게 

제시하여 그림을 설명하게 한다( : ‘고양이가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곰곰이가 두 번째 그림카드

를 못 찾았구나～. 그럼 곰곰이가 두 번째 그림을 알게 해주려면 이 세 가지 단어 카드 가운데 어떤 

카드 하나를 말해주면 좋을까?”라고 말해주고, 세 가지 단어카드를 제시하여 읽어주고 선택하게 한다. 

세 단어 카드를 제시할 때는, 아동들이 씨를 읽을 수 있더라도 검사자가 읽으면서 지시하 다. 아동에

게 제시되는 세 단어 카드의 순서는 모두 교차균형화(counter-balanced order)된 형태로 제시하 다.

4. 자료분석

고기능 자폐아동집단과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 각각에 하여 선택낱말의 정보 유형인 주어진

정보(행 /행 자)와 새로운정보(행 )의 선택낱말수를 비교하 다. 한 주어진정보의 행 와 주어

진정보의 행 자 선택에 한 두 집단 간 차이를 선택낱말수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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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타당도 

어휘와 문장 과제들이 연구 상 아동들의 주어진정보/새로운정보 단과 련된 제능력을 측

정하기에 합한지에 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세 명의 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에 한 평

가를 받았다. 세 명의 문가는 모두 (1) 언어병리학 석사 이상의 학  소지자이며, (2) 3년 이상의 언

어치료 장경력이 있으며, (3) 한국언어치료 문가 회의 1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고

기능 자폐장애를 상으로 하는 제능력 연구에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 다. 내용타당도 검

증 결과 검사에 사용된 어휘와 문장의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내용타당도의 평가지는 <부록 - 2>

에 수록하 다.

6. 자료의 통계처리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낱말 선택에 한 집단(고기능 자폐아동, 언어능력일치아동)간 차

이를 주어진정보(행 )와 주어진정보(행 자), 새로운정보(동사)의 세 선택낱말 유형에 따라 비교하

다. 이러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 집단( 상자간 변인(between-subject))에 따른 일요인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2.0) 로그램을 사용하

여 처리하 다. 

Ⅲ. 연구 결과

1.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선택낱말 비교

아동에게 주어진 그림카드에서 주어진정보와 비교하여 새로운정보만을 화 상 방에서 달

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주어진정보(행 /행 자)와 새로운정보(행 )의 낱말 선택에서 두 집단 아동

들의 반응에 한 기술통계 자료는 <표 - 2>와 같다. 

<표 - 2>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체 선택낱말의 기술통계 

집단
선택낱말 고기능자폐 언어능력일치

GS

GV

NV

0.80 (1.19)

3.65 (3.01)

5.25 (3.42)

0.30 (0.57)

0.70 (1.59)

9.00 (1.83)

GS: 주어진정보(행 자), GV:주어진정보(행 ), NV: 새로운정보(행 )
(숫자는 평균 선택 낱말수, 호 안은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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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모두 세 가지 선택 낱말 가운데 새로운정보의 행 를 가장 많이 선택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에서 보다 더 두드러졌다. 고기능 자폐아동집답은 언어능력일치아동집

단과 비교할 때, 주어진정보의 행 에 해당하는 단어 카드를 더 많이 선택하 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표 -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정보 선택에 한 

집단 간 주효과(F(1, 38) = 17.827, p < .01)가 유의미하 다. 즉,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이 언어능력일치

아동집단보다 새로운정보를 선택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주어진 정

보와 새로운정보 선택낱말의 기술통계 결과는 <그림 - 1>에서 비교하 다.

<표 - 3>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체 선택낱말의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GS 2.5  1 2.5 2.84

GV 87.02  1 87.02 14.98***

NV 140.62  1 140.62 17.82***

오차
GS 33.40 38 .87

GV 220.75 38 5.80

NV 299.75 38 7.88

체
GS 48.0 40

GV 497.0 40

NV 2471.0 40

GS: 주어진정보(행 자), GV: 주어진정보(행 ), NV: 새로운정보(행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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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GV NV

정보유형

정보유형에 따른  선택낱말

고기능자폐아동

언어능력일치아동

GS: 주어진정보(행 자), GV: 주어진정보(행 ), NV: 새로운정보(행 )

<그림- 1> 고기능 자폐아동집단과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의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정보
유형에 따른 선택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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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정보의 선택낱말(행 와 행 자) 비교

고기능 자폐아동집단과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의 주어진정보 내에서의 선택낱말(행 와 행

자)에 따른 비교에서는 <표 - 3>의 분산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어진정보의 행 자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 38) = 2.5, p = .10). 즉, 두 집단 아동 모두 새로

운정보가 아닌 주어진정보를 선택한 경우 행 와 행 자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 자폐아동의 제하기와 련된 능력을 알아보기 하여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두 장면의 그림 에서 반복되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주어질 때, 첫 번째 그림에 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한 아동의 경우, 두 번째 주어지는 그

림의 설명을 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정보에 해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새로운정보에 한 

설명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어진정보(행 ), 주어진정보(행 자), 그리고 새로운정보

(행 )의 낱말 선택에 따른 두 집단 간(고기능 자폐아동집단과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은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과 비교하 을 때, ‘새로운정보’ 

낱말 처리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 다. 즉,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은 세 가지 낱말 선택 가운데 새로운

정보(행 ) 보다는 주어진정보(행 )를 더 많이 선택하 다. 둘째, 고기능 자폐아동집단은 언어능력

일치아동집단과 비교하 을 때, ‘주어진정보’의 두 낱말(행 자/행 ) 처리에서는 언어능력일치아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어진정보(행 )보다는 주어진정보(행 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 자폐아동이 새로운정보의 처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하여 추가 질문을 하 다. 즉, 가상의 화상 방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정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정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한 경우, 검사 과정에서 재상황설명

(debriefing)을 한 질문을 하 다. 를 들어, ‘아기가 자요’(첫 번째 그림 카드)와 ‘아기가 기어가

요’(두 번째 그림카드)라는 검사문장의 선택낱말 단어(자요, 기어가요, 아기) 가운데 아동이 주어진정

보의 행 자에 해당하는 ‘아기’라는 단어 카드를 선택한 경우, “왜 ‘아기’라는 단어를 곰곰이한테 말

해주어야 할까?”라고 질문하 다. 이 경우 한 고기능 자폐아동은 ‘아기는 기어가요를 생각해요’라고 

답하 다. 즉, 검사 차에서 가상의 화 상 방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에

는 검사 맥락이나 질문에 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분의 아동들이 

주어진 정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한 경우에 이어지는 재상황설명(debriefing)에서는 무응답이거

나, 검사자의 질문을 반복하기, 는 그림카드의 내용 정보에만 과잉으로 집착하는 등 자폐 아동들의 

형 인 특성을 그 로 보여주었다( : 고양이가 먹고 있는 그림 카드의 생선 그림을 가리키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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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죽어요’라고 말하기). 

그러나 몇몇 고기능 자폐아동의 경우, 새로운정보에 한 정확한 선택 반응을 한 경우에 “공을 

차요는 도움이 되잖아요”, “곰곰이가 잘 생각해  수 있잖아요” 등으로 히 반응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검사 과정에서 이 진 고기능 자폐아동들에 의한 재상황설명을 통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고려한다면, 새로운정보의 처리와 련된 실험 차가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하기는 화용능력 이외에도 지시어의 사용이나 다양한 문법  장치의 사용 능력과도 연결

되어 언어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결함을 평가하고 재하는 데 유용한 언어 역이다. 본 연구는 제

하기와 련된 평가 방법이나 재 근에 련된 보다 구체 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 이

기는 하나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처리 과정을 통하여 고기능 자폐아동의 제능력에 한 평

가를 시도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새로운정보와 주어진정보의 처리에서 견한 결과는 Clark & Haviland (1977)의 

고 인 틀을 기 한 것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듣는 사람이 제시된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다음 세 단계로 나눠진다. 우선 첫 단계로 문장을 듣고, 그 문장에서 앞서 언 되었거나 함께 지각하

여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주어진정보, 는 제된 정보)를 확인해 내고, 그 다음, 이 제된 정보와 

련된 지식을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찾아낸다. 마지막 단계로는 말하는 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표  정보(새로운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새로운정보와 주

어진정보 처리에서 보여진 고기능 자폐아동의 어려움은 문장 처리 과정에서의 새로운정보에 한 

이해와 더불어 실험 차인 참조 의사소통 과제가 갖는 어려움이 더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새로

운정보의 선택에 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과제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에서는 그림 카드의 반복되는 정보를 제외한 새로운정보만

을 제공하기 해 화 상 방이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정보를 구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림

을 고려하여 그 맥락에서 가상의 화 상 방의 에 한 제 능력을 한 필요로 하는 것이

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과제가 갖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기능 자폐아동의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

의 처리능력이 언어능력일치아동집단과 비교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과제 수행과 

련하여 그림 자료를 카드 형태보다 고기능 자폐아동들이 선호하는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하고, 과

제 맥락을 보다 근이 쉬운 과제로 변경할 경우 이들 아동들의 제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한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구분과 련하여 아동의 언어이해력의 향에 한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자폐아동의 언어 특성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의 의사소통에서의 결함이 다른 사

람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  정보를 이해하고 반

응하는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사회  기술에서 결함을 보인다고 제안하고 있다(Dawson, 1991; 

Sigman & Mundy, 1989). 그러나 이러한 자폐아동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시도를 한 교육  도움

이 이들의 화용능력의 약 을 많이 보완해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Twachtman-Cull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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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서 화 상 방과의 한 소통을 한 사회  정보의 이해에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어

진정보와 새로운정보의 이해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소통 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고

기능 자폐아동의 반 인 화용능력 향상을 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

보의 구분과 련된 재와 더불어 이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연구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배소 ․임선숙․이지희․장혜성(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 .

이승복(1987). 어린이 언어에서 부정문의 이해.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이희란(2007). 고기능 자폐아동의 제능력: 새로운 정보의 처리와 부정문 이해과정을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임천택(2003). ‘ 제’의 기능과 국어 교육  의미. 새국어 교육, 66, 97-11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uthor.

Baltaxe, C. (1977). Pragmatic deficits in the language of autistic adolescents. Journal of Pediartric 

Psychology, 2,  176-180.

Baron-Cohen, S. T., Tager-Flusberg, H., & Cohen, D. J. (1993).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s from aut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rtak, L., & Rutter, M. (1976). Differences between mentally retarded and normally intelligent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Childhood Schizophrenia, 6, 109-120.

Clark, H. H., & Haviland, S. E. (1977). Comprehension and the given-new contract. In R. O. Freedle

(Ed.), Discours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Norwood, NJ: Ablex Publishing.

Dawson, G. (1991). A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on the early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autism.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pp. 207-234).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Kanner, L. (1943). 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 The Nervous Child, 2, 217-250.

Keenan, E. L. (1971). Two kinds of presupposition in natural language. In C. J. Fillmore & D. T.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Rocheste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Myers, F. L., Myers, R. W., & Abramoski, M. (1981). Strategies for processing new versus old 

information by childre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0,  571-579.



이희란․김 태․이승복 / 고기능 자폐아동의 주어진정보와 새로운정보 처리능력

209

Paul, R. (2005).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MO: Mosby.

Roth, F. P., & Spekman, N. J. (1984). Assessing the pragmati abilities of children: Part 1. Organization 

framework and assessment paramet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9,  

2-11.

Rutter, M. (1978). Diagnosis and definition of childhood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Childhood 

Schizophrenia, 8(2), 139-161.

Sigman, M., & Mundy, P. (1989). Social attachments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74-81.

Tsai, L. Y. (1992). Diagnostic issues in high-functioning autism. In E. Schopler & G. B. Mesibov

(Eds.), High functioning individuals with autism. Esten, NY: Plenum Press.

Twachtman, D. D. (1995). Methods to enhance communication in verbal children. In K. A. Quill 

(Ed.), Teaching children with autism:  Strategies to enhance communication and 

socialization (pp. 133-162). New York: Delmar Publishers. 

Twachtman-Cullen, D. (2000). More able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Sociocommunicative 

challenges and guidelines for enhancing abilities. In A. M. Wetherby & B. M. Prizant

(Eds.), Autism spectrum disorders: A transac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Baltimore, MD: Brookes.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12;199-214

210

<부록- 1> 고기능 자폐아동의 제능력 검사문장  

아동명:          집단: N/A         연령:          성별: M/F          검사일:

검사문장  선택 낱말  아동의 선택

<연습문장> 고양이가 자요

            고양이가 먹어요
자요/먹어요/고양이

엄마가 책을 읽어요

엄마가 책을 꽂아요
읽어요/꽂아요/엄마

아기가 자요

아기가 기어가요
자요/기어가요/아기

남자친구가 옷을 입어요

남자친구가 옷을 벗어요
입어요/벗어요/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굴려요

여자친구가 차요
굴려요/차요/여자친구

아빠가 올라가요

아빠가 소리쳐요
올라가요/소리쳐요/아빠

삼 이 뛰어가요

삼 이 워있어요
뛰어가요/ 워있어요/삼

여자친구가 노래해요

여자친구가 불어요
노래해요/불어요/여자친구

동생이 넘어져요

동생이 울어요
넘어져요/울어요/동생

남자친구가 먹어요

남자친구가 씻어요
먹어요/씻어요/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걸어가요

여자친구가 앉아요
걸어가요/앉아요/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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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기능 자폐아동의 제능력 검사 그림자료  

‘엄마가 책을 읽어요/엄마가 책을 꽂아요’의 그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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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고기능 자폐아동의 제능력 검사문장과 그림자극의 내용타당도 
(content validity) 평가지 

본 검사지는 제능력 검사에 사용된 어휘와 문장, 그리고 그림자극의 내용타당도를 살펴보기 

한 평가지입니다. 10개의 문장 각각을 읽어보시고, 아래 항목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수를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척도: 

0 1 2 3 4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검사에 사용된 어휘와 문장, 그림자극에 한 평가>

 평가내용  수

 어휘가 언어연령 5세 수 의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하다.

 문장이 언어연령 5세 수 의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하다.

 그림자극이 언어연령 5세 수 의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하다.

<검사에 사용된 어휘와 문장, 그림자극에 한 제안>

검사에 사용된 어휘와 문장, 그림자극에 하여 교체 는 수정에 한 제안을 해 주시면 보다 

타당성이 확보된 검사문장 제작이 될 것입니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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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uppositional Skills in Children with 
High Functioning Autism: 

Given-New Information Processing2) 

Hee Ran Leea,§, Young-Tae Kimb, Seungbok Leec

a Department of Speech and Hearing Therap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Korea
b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Presuppositional skills are defined as knowing what it is reasonable to 
suppose the listener knows and needs to know. Children with high functioning autism (HFA) are 
known to have difficulties in presuppositional skill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resuppositional skills in children with HFA, and 2) to investigate the 
given-new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s: Forty children (20 children with HFA aged 6;0-8;11 
and 20 normal children with language age[LA]-matched) were involved in the study. Ten pairs of 
sentences, the corresponding picture cards, and three word cards for each sentence-pair were used 
in the study. Ten sets of three word cards consisted of given information of action (e.g., walk) or 
actor (e.g, girlfriend), and new information of action (e.g., sit). The children were to select a word 
card that conveys information regarding a picture card with new information of action that 
communication partner wanted to know. Results: Firstly, the HFA group chose significantly more 
word-cards of given information than the LA controls did. Secondly, as to a given information, the 
HFA group tended to choose the actor than action more than the LA controls did although the 
tendency was not significant. Discussion & Conclusion: Children with HFA may have difficulties 
in presuppositional skills in relation to given-new information process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7;12;199-214).

Key Words: high functioning autism, presuppositional skills, given information, pragmatic ability, 
langu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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