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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limited social-emotional ability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hildren’s can affect language u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use of mental state 
words in school-aged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HF-AS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 school-aged children with HF-ASD, 10 typically devel-
oping children matched for chronological age with the HF-ASD children (CA group), and 
10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atched for language age with the HF-ASD children (LA 
group). Language samples were collected through an individual interview procedure us-
ing ADOS-2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2) questions. The total number of 
words (TNW), 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and TNW and NDW according to the type 
of mental state word per utterance were measured. Results: The HF-ASD grou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NW and NDW of mental state words compared to the CA group; 
and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LA group in both. Regarding the TNW 
and NDW by subcategories of mental state word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
tween the HF-ASD group and the CA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on-
firmed that the limited use of mental state words is maintained even after the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enter school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language and social communic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school-aged chil-
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Keywords: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HF-ASD), Mental state word, Total 
number of word (TNW), Number of different word (NDW)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신 혹은 타인의 마음에 대해 이

야기한다. 이 때, 사람들은 믿음, 의도, 동기 바람처럼 눈으로 관찰

할 수 없는 정신상태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때 

화가 났어.”, “제 주위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등 감정

이나 생각과 같은 표현들이 의사소통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바람, 의도, 믿음 또는 여러 종류의 정서나 동

기와 같은 사람의 심리적, 내적 상태를 설명해주는 어휘를 정신상

태용어(mental state word)라고 한다(Miller & Aloise, 1989).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정신상태용어를 2세 말부터 산출하기 시

작하여 3세에는 산출 빈도가 상당히 증가한다(Bretherton & 

Beeghly, 1982; Shatz, Wellman, & Shilber, 1983). 이후에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신상태용어 사용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4, 5

세경에 아동들은 정신상태용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능숙하게 사

용할 수 있게 된다(Gwon, & Lee, 2009; Hughes & Dunn, 1998).

이러한 정신상태용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인지적, 사

회-정서적 발달,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론 능

력과 관련된다(Lee, Lee, & Shin, 2004; Lee, &, Lee, 2006). 마음이

론은 다른 사람의 정신상태를 파악하거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Lee et al., 2004)하는 것으로 이 능력은 

정신상태용어 습득이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다

(Lee et al., 2004). 따라서 정신상태용어 사용 능력은 마음이론 능력

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달하게 되고, 반대로 아동들은 정신상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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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서

로 상호적인 영향을 갖는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주된 결

함을 가지며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거

나, 정서, 생각 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Seo, 2002; Kim, 

& Han, 2005).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보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성은 정신상태용어 사용과 같은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폐스펙트럼장

애 아동이 의사소통상황에서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일반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하였다

(Park, & Lee, 2001; Tager-Flusberg, 1992). Tager-Flusberg (1992)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정신상태용어 사용 특성을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을 일치한 다운증후군 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운

증후군 아동과 비교한 이유는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지지만 특히 사

회-정서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기 때문이었다. 이 연

구에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하여 발화를 수집하였

고 수집된 발화에서 정신상태용어를 ‘바람, 지각, 정서, 인지’ 네 가

지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바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표현하

는 어휘들로 ‘원하다, 희망하다’와 같은 어휘가 포함되었으며, 정서

는 ‘울다, 안다, 웃다’와 같은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어

휘들과 ‘화나다, 좋다, 행복하다’와 같이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

들이 포함되었다. 지각은 5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들로 ‘듣다, 보

다’와 같은 어휘가 포함되었으며, 인지는 사고나 생각을 표현하는 

어휘들로 ‘믿다, 생각하다’와 같은 어휘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자

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에서는 다운증

후군 아동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범주 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바람 영역에서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유의하게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 (2001) 연구에서는 정신 연

령이 5-6세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정신상태용어 사용을 언

어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서는 마음이론 중재에서 사용된 4장면의 글자 없는 그림자료 10가

지를 사용하여 발화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발화에서 사용된 정

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와 다른 낱말 수를 측정하였다. 정신상태

용어는 Tager-Flusberg (1992) 연구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

말 수와 다른 낱말 수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

에서 하위 범주는 차이 검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네 가지 범주 모

두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정신상태용어를 더 적게 사용하였고 

바람 범주에서 제일 큰 차이를 보고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운증후군 아동

과 비교한 Tager-Flusberg (1992)에서는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에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하위 범주 중 바람에서만 자폐스

펙트럼장애 아동이 더 많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Park과 Lee (2001) 연구에서는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와 다른 

낱말 수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더 적은 어휘를 사용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의 사회-정서적인 결함이 실질적으로 정신상태용어 사용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고한 연구들은 주로 7세 이전의 어린 아동이나 기

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자

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문제는 이 시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며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언어문제는 기능 수준이 낮은 아동만이 아니

라 기능 수준이 높은 아동들에서도 사회적 맥락에서 계속 그 차이

들이 보고되고 있다(Tager-Flusberg, Paul, & Lord, 2005). 또한 정

신상태용어는 인지, 사회-정서적인 발달과 관련됨으로 해당 어휘

의 습득 시기로 알려진 4-5세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 시기 이후나 기능 수준이 높은 

아동들의 정신상태용어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을 배경으로 학령기에 있는 고기능 자폐스펙

트럼장애 아동이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데 일반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일

반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10명,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0명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0명으로 총 30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중에

서 지능과 언어 능력이 정상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대학 병원

이나 종합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

단받거나 의심된다고 보고된 아동 중에서 Autism Diagnostic Ob-

servation Schedule-Second Edition (ADOS-2; Lord, Rutter, Di-

Lavore, Risi, Gotham, & Bishop, 2012) Module 3과 사회적 의사소

통 설문지(SCQ; Yoo, 2008) 검사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해당하

는 아동으로 하였다. ADOS-2 검사의 경우, 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

을 갖춘 검사자가 평가 및 채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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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ADOS-2 심화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검사자에 의

해 평가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지능은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2 (K-

CTONI-2; Park, 2014)에서의 지능지수가 80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

으며, 언어 능력은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중 

표현어휘력 검사 결과가 10 백분위수 이상에 해당하고, 학령기 아

동 언어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dren, LSSC; Lee, 

Heo, & Jhang, 2015) 중 ‘단락듣기 이해’, ‘문법 판단 및 수정’ 문항 

검사의 결과가 환산점수 10점 내외(-1 SD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으

로 하였다.

일반 아동은 부모와 주 양육자 및 교사에 의해 발달이 정상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보고된 아동 중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SCQ; Yoo, 2008) 검사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으로 하였으며, 지능은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2 (K-CTONI-2; 

Park, 2014)에서 지능지수가 80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언어 능력

은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et al., 2009) 중 표현어휘력 

검사 결과가 10 백분위수 이상에 해당하고,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

(LSSC; Lee et al., 2015) 중 ‘단락듣기 이해’, ‘문법 판단 및 수정’문항 

검사의 결과가 환산점수 10점 내외(-1 SD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으

로 하였다. 이 중에서 생활연령 일치 아동 집단은 고기능 자폐스펙

트럼장애 아동과 일대일로 대치시켰을 때, 같은 학년에 속하는 아

동이었으며, 언어연령 일치 아동 집단은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일대일로 대치시켰을 때, REVT 표현어휘 검사 결과 등가 연

령이 일치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선별하는 검사에서 고기능 자폐스펙

트럼장애 아동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아동 집단 및 언어연령 일치 

아동 집단은 모두 SCQ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고

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아동 집단의 

생활연령과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집단과 언어연령 일치 

아동 집단의 REVT로 측정한 언어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연구 대상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자료 수집 도구 

자료 수집 도구는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Sec-

ond Edition (ADOS-2; Lord, et al., 2012) Module 3의 절차에서 포

함된 인터뷰 질문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DOS-2

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의심되는 아동을 위해 아동의 사회적 또는 

의사소통적 행동 관찰을 위한 표준화된 검사이다. 이 검사의 인터

뷰 질문에는 아동의 심리 상태를 묻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신상태용어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사

용하였다. ADOS-2의 인터뷰는 크게 3가지의 영역 ‘감정’, ‘사회적 

어려움과 괴로움’, ‘친구/관계/결혼’ 영역과 각 영역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질문에 감정의 의미를 정의하

거나 타인의 감정 혹은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정신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HFASD (N= 10) CA (N= 10) LA (N= 10) p

Chronological age (mo) 120.10 (22.06) 122.10 (19.19) 107.00 (16.18) .184
Age range 7;8-12;6 8;0-12;2 6;9-10;10 -
Grade range 2-6 2-6 1-5 -
Autism diagnostic test
   SCQ 21.60 (4.62) 1.30 (0.94) 1.60 (1.26) .000
   ADOS-2 total score 13.40 (3.59) - - -
Language test
   REVT-R language age (mo) 129.80 (37.46) 150.20 (44.29) 123.90 (30.11) .279
   REVT-E-language age (mo) 127.50 (30.51) 156.90 (41.41) 126.90 (31.90) .109
   LSSC USP standard score  9.40 (3.30)  10.80 (1.47)  10.70 (2.05) .362
   LSSC GEL standard score  9.10 (2.23)  11.50 (1.43)  11.30 (1.41) .008
   LSSC GER standard score  8.80 (1.39)  10.70 (2.16)  10.60 (2.11) .062
Intelligence test
   K-CTONI-2 96.60 (10.75) 101.70 (13.22) 105.80 (16.10) .32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HFASD= high 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A= chronological age-matched; LA= language age-matched; ADOS-2=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sec-
ond edition (Lord et al., 2012); 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LSSC=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ee et al., 2014); USP=  
understanding spoken paragraph; GEJ= grammatical error judgement; GER= grammatical error revision; K-CTONI-2= Korean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
telligence second edition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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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용어 하위 범주가 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질문에 하위 질

문을 보완하였다. 보완된 내용은 언어병리학 박사 2명에게 적절성

을 확인 받았다. 수정한 인터뷰 질문이 아동의 수준에 적절한지 판

단하고 수집되는 발화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일반 아동에게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연구를 진행한 결과, 

얻어진 발화 수가 매우 적거나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거나,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에 대한 영역과 ‘사회적 어려움과 괴로움’ 영역 

중 ‘놀림과 괴롭힘’, ‘친구/관계/결혼’ 영역 중 ‘친구’에 해당하는 주

제만 인터뷰 질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질문은 Appen-

dix 1에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HIRB-2019-037). 연구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

페 등에 대상자 모집 안내를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모

집된 아동의 가정 및 언어발달센터를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자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대상

자와 일반 아동이 연구 대상자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SCQ; Yoo, 2008)는 아동의 부모님에게 작성법을 설명한 후 검사지

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ADOS-2 (Lord et al, 2012)는 최근 1-2년 

이내에 검사를 받았던 결과가 있는 7명의 아동은 검사를 생략하였

고, 검사 결과가 없는 3명의 아동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

의 지능이 80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2 (K-

CTONI-2; Park, 2014)를 실시하였고, 언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et al., 2009)와 학령기 아동 언

어검사(LSSC; Lee et al., 2015)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기본 검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판단

된 아동 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아동

이 오랜 시간의 검사로 피로해 보이는 경우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이제 선생님

이 00이의 기분이나, 친구들에 관련해서 질문할 거에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주면 돼요.”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절차를 설명한 후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동이 절차를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연구자

는 정서와 관련된 영역부터 아동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아동

이 말하는 동안에는 “응, 그래”와 같이 중립적인 반응으로 반응하

였다. 각 질문에서 아동이 끝맺는 말을 하거나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이 없다는 행동을 보이면 다음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 전사 및 분석

본 검사 자료는 모두 녹음전용 MP3 (ICD-UX533F)를 사용하여 

녹음 하였으며, 자료 수집 후 연구자가 1주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

사 완료 후, 전체 전사자료 중에서 아동의 불명료한 발화의 경우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발화는 Kim (1997)의 발

화 구분 원칙에 따라 구분하였다.

정신상태용어는 Tager-Flusberg (1992)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

하여 4가지의 범주와 각 범주 별 하위 범주를 분석하였다. 정신상

태용어의 4가지 범주는 바람, 지각, 정서, 인지였다. 각 범주에 대한 

정의는 Bartsch와 Wellman (1989), Bretherton과 Beeghly (1982)를 

참고하였다. 바람은 대화적 사용, 정신상태, 기타의 하위 범주로 나

누었고, 지각은 5가지 감각을 언급하는 지각과 주의, 기타로 하위 

범주를 나누었다. 정서는 행동, 의향, 감정적 상태, 기타로 하위 범주

를 나누었고, 인지는 관용적 표현, 대화적 사용, 정신상태, 기타로 

하위 범주를 나누었다. 정신상태용어의 분류 및 조작적 정의는 Ap-

pendix 2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측정

분석된 자료에서는 아동이 산출한 정신상태 용어의 총 낱말 수

(TNW), 다른 낱말 수(NDW), 하위 범주 별 총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를 측정하였다. 세 집단 간 아동들 간에 발화

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모든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 수가 

동일하지는 않았으므로 각 아동 별로 발화 수를 분모로 총 낱말 수

(TNW)와 다른 낱말 수(NDW)를 측정하였다. 세 그룹의 발화량은 

Table 2와 같다.

정신상태용어가 아동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상태를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 경우만을 측정에 포함하였으며, 검사자의 말을 확

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풀이 한 경우는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아동이 무의미하게 같은 어휘를 반복한 경우에는 한 번만 측정

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발화당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

발화에서 아동이 사용한 정신상태용어의 전체 빈도로 아동이 

사용한 전체 정신상태용어를 전체 발화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Table 2. Number of utterance of the three groups

HFASD (N= 10) CA (N= 10) LA (N= 10) F

Number of utterance 98.9 (53.34) 74.5 (46.64) 81 (21.27) .4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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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당 정신상태용어의 다른 낱말 수(NDW)

발화에서 아동이 사용한 정신상태용어의 전체 어휘 유형 수로 아

동이 사용한 전체 어휘 유형 수를 전체 발화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발화당 하위 범주 별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

하위 범주인 바람, 지각, 정서, 인지에서 아동이 사용한 정신상태

용어의 전체 빈도로 각 범주 별 아동이 사용한 정신상태용어를 전

체 발화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발화당 하위 범주 별 정신상태용어의 다른 낱말 수(NDW)

하위 범주인 바람, 지각, 정서, 인지에서 아동이 사용한 정신상태

용어의 총 어휘 유형 수로 각 범주 별 아동이 사용한 어휘 유형 수

를 전체 발화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신뢰도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일치도로 측정

하였다. 평가자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으며, 신뢰

도를 측정하기 전에 검사 절차, 기록 방법,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1명의 자료로 연습하였다.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불일치한 항

목은 연구자와 다시 확인하고 조정하여 최대한 일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연습이 끝난 후에 연구자는 전체 자료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하게 하였다. 

신뢰도는 연구자와 평가자가 분석한 내용에서 일치한 반응의 수를 

일치한 반응의 수와 일치하지 않은 반응의 수의 합으로 나누어 100

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일치도는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는 95%, 정신상태용어의 다른 낱말 수(NDW)는 98.3%

로 측정되었으며, 하위 범주 별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

를 측정하였을 때, 바람 범주는 100%, 지각 범주는 96%, 정서 범주

는 92.5%, 인지 범주는 96.7%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하위 범주 

별 정신상태용어의 다른 낱말 수(NDW)를 측정하였을 때, 바람 범

주는 100%, 지각 범주는 100%, 정서 범주는 100%, 인지 범주는 

91.7%로 측정되었다.

통계처리

아동 집단 간의 정신상태용어 산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Version 25)를 활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

VA)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 경우 Scheffe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상태용어의 발화당 총 낱말 수(TNW) 및 다른 낱말 

수(NDW)

정신상태용어의 발화당 총 낱말 수(F=7.043, p= .003)와 다른 

낱말 수(F=5.990, p= .007)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정신상태용어의  발화당 총 낱말 수(TNW)와 다른 

Table 3. TNW and NDW per utterance of mental state words among the three 
groups

HFASD (N= 10) CA (N= 10) LA (N= 10) F

TNW per utterance 0.37 (0.15) 0.73 (0.30) 0.51 (0.14) 7.043**
NDW per utterance 0.17 (0.70) 0.33 (0.13) 0.28 (0.88) 5.99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HFASD = high 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A = chronological age-
matched; LA = language age-matched; TNW = total number of words; NDW =  
number of different words.
**p < .01.

Figure 1. TNW per utterance of mental state words among the three groups. 
TNW= total number of word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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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DW per utterance of mental state words among the three groups.
NDW= number of different word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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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수(NDW) 모두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 간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p< .05).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와 다른 낱말 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Figure 1, Fig-

ure 2에 제시하였다. 

정신상태용어의 하위 범주 별 발화당 총 낱말 수(TNW) 및 

다른 낱말 수(NDW)

정신상태용어의 하위 범주 중 정서 범주의 발화당 총 낱말 수

(F=5.773, p= .008)와 다른 낱말 수(F=5.990, p= .007)에서만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 범주의 발화당 총 낱말 수

(TNW)와 다른 낱말 수(NDW) 모두 집단 간 차이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장애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 간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

났다(p< .05). 그러나 바람, 지각, 인지 범주의 발화당 총 낱말 수

(TNW)와 다른 낱말 수(NDW)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Table 4, Figure 3, Figure 4).

논의 및 결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정신상태용어 사용에서 제한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신상태용어를 습득하는 시기인 4-5세 아동이나 기능 수준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정신상태용어는 습득된 

이후에도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

용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상태용어 사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 및 다른 낱말 수(NDW)

먼저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이 사용한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 및 다른 낱말 수(NDW)를 전체 발화수로 나누

어 언어연령 일치 집단,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신상태용어의 발화당 총 낱말 수(TNW)에서 고기능 자폐스펙

트럼장애 아동은 생활연령 일치 아동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어휘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연령 일치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경우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까지도 같은 연령의 또래에 비해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정신상

태용어 사용을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과 비교한 선행연구인 

Table 4. TNW and NDW per utterance of mental state word according to 
word subtype among three groups

HFASD (N= 10) CA (N= 10) LA (N= 10) F

TNW per utterance
   Desire 0.01 (0.02) 0.01 (0.01) 0.02 (0.02)  .341
   Perception 0.04 (0.02) 0.08 (0.04) 0.07 (0.03) 3.342
   Emotion 0.17 (0.07) 0.39 (0.21) 0.27 (0.08)  5.773**
   Cognition 0.13 (0.15) 0.25 (0.16) 0.14 (0.08) 2.232
NDW per utterance
   Desire 0.00 (0.00) 0.00 (0.01) 0.01 (0.01)  .692
   Perception 0.02 (0.01) 0.03 (0.01) 0.03 (0.001) 3.125
   Emotion 0.10 (0.05) 0.22 (0.12) 0.17 (0.05)  5.990**
   Cognition 0.03 (0.02) 0.06 (0.02) 0.05 (0.03) 1.84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HFASD = high 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A = chronological age-
matched; LA = language age-matched; TNW = total number of words; NDW =  
number of different words.
**p < .01.

Figure 3. TNW per utterance of mental state word according to word subtype 
among the three groups.
TNW= total number of word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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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DW per utterance of mental state word according to word subtype 
among the three groups.
NDW= number of different word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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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과 Lee (2001)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Park

과 Lee (2001)는 정신연령이 5-6세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연

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정신상태용어 사용을 살펴보

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연령이 어리고 기능 수

준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있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신상태용어의 사용은 연령이 어리고 기능 수준이 낮

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만이 아니라 학령기에 해당하고 기능 수

준이 높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도 지속적으로 결함을 가진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 일치 집단 아동과의 비교에서만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언어연령 일치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언어연

령 일치 집단의 정신상태용어 사용 빈도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세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했던 REVT (Kim et al., 2009)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이 언어

연령 일치 집단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 그러나 어휘력이 아닌 

다른 언어영역을 살펴본 LSSC (Lee et al., 2015)에서는 자폐스펙트

럼장애 집단이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언어연령 일치 집단보다 더 낮

은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력에

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Choi, Oh, & 

Lee, 2015; Tager-Flusberg et al., 2005).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전반적인 어휘에서는 좋은 수행을 보일 수 있

으나,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어

휘력보다는 다른 언어능력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는 결과일 수 있다.

정신상태용어 사용은 인지나 사회-정서적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

되며, 특히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려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각

이나 관점, 믿음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Lee et al., 2004; Lee & 

Lee, 2006). 하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흔히 마음이론 능력

에서 제한을 보이고(Seo, 2002; Kim & Han, 2005), 사회적 의사소

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인 결함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2013). 본 연구에서도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보인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마음이론 능력에서 결함을 보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특성이 정신

상태용어를 사용하는 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상태용어의 발화당 다른 낱말 수(NDW)에서도 발화당 총 

낱말 수(TNW)와 마찬가지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생활연령 일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낱말 수(NDW)는 아동이 한 발화에서 같은 어휘를 여러 번 중복

해서 사용했더라도 한 번만 측정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정신상

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는 아동이 정신상태 용어를 얼마나 자

주 사용하는가를 반영한다면 다른 낱말 수(NDW)는 아동이 사용

한 낱말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반영해준다(Lee & Heo, 2013).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신상태용어의 발화당 총 낱말 수

(TNW)와 마찬가지로 발화당 다른 낱말 수(NDW)에서도 아동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정신상태용어가 단순히 사용 

빈도만 적은 것이 아니라 동일 연령의 또래에 비해 제한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화당 총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 모두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언어수준

이 비슷한 아동에 비해서도 더 적은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어휘 자체가 부족하거나, 정신상태 어휘를 어휘집(lexicon)에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할 때에는 제한된 어휘 만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정신상태용어의 발

화당 총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모두 생활연령 일

치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으며, 기술통계 결과에서 

언어연령 일치 일반 아동보다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정신상태용어를 습

득한다고 보고된 연령 이후에도 언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신상

태용어를 제한되게 사용하고, 사용하는 어휘 목록도 또래에 비해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 주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제한된 사

회-정서 능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상태용어의 하위 범주 별 발화당 총 낱말 수(TNW) 및 

다른 낱말 수(NDW)

세 집단 아동이 사용한 정신상태용어를 바람, 지각, 정서, 인지 

네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하위 범주 별로 사용된 발

화당 총 낱말 수(TNW)는 바람, 지각, 인지 범주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 범주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정서 범주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생활연령을 일

치시킨 아동에 비해 정서에 관한 어휘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범주 이외의 범주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지각, 바람 순서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정신상태용어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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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정서, 인지 네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에서 Tag-

er-Flusberg (1992)는 다운증후군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바람 범주

에서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어휘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 아동과 비교한 Park과 Lee (2001)연

구에서는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서만 바람 범주에서의 차이가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더 적은 어휘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Tager-Flusberg (1992) 연

구와 Park과 Lee (2001) 연구에서 모두 바람 영역에서만 두드러진 

차이를 보고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정서 범주의 어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여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

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선행연구들에 비

해 연령이 높은 학령기 아동이었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기

능 수준도 선행연구보다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언어 의사소통 발달에서는 나이가 어리거나 기능 수준

이 낮은 아동의 경우 정서나 인지를 나타내는 표현보다는 욕구나 

바람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용어를 사용한다(Lee & Lee, 2016). 선

행연구들에서는 언어 수준이 취학 전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람을 표현하는 어휘에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능 수준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 비해 정서나 인지 어휘의 사용이 많았을 

수 있고 따라서 정서 어휘의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ager-Flusberg (1992)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초기

에 발달하는 단순한 정서나 이를 표현하는 어휘 사용에서는 차이

가 없을 수 있으나 이후에 습득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서에서

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이나 

발달연령이 영유아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비해 연령이 높고 지능 및 언어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복잡한 인지적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에서는 제한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상태용어의 하위 범주 별 다른 낱말 수(NDW)에서도 하위 

범주 별 총 낱말 수(TNW)와 마찬가지로 바람, 지각, 인지 범주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 범주에서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에 비해 

다른 낱말 수(NDW)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 범주 

별 총 낱말 수(TNW)와 마찬가지로 하위 범주 별 다른 낱말 수

(NDW)에서도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동일 연령의 또래

에 비해 정서 범주의 어휘를 적게 사용할 뿐 아니라 제한된 어휘를 

반복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어휘 유형 수(NDW)와 마찬가

지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정서 어휘 자체를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정서 어휘를 어휘집(lexicon)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

라도 실제 사용할 때에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정신상태용어 사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보인다는 결과

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고기능 자폐스

펙트럼장애 아동은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에 비해 더 적

은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였고, 사용하는 어휘 유형 수도 적게 나

타났다. 또한, 정신상태용어 중에서도 바람, 지각, 인지 범주보다 정

서 범주 어휘를 더 적게 사용하였으며, 사용하는 어휘 유형 수도 적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결함을 갖고 감

정 표현이나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의 특성이 아동의 어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와 달리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도 지속적으로 정신상태용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

상태용어가 습득되는 시기 이후의 연령에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정신상태용어 사용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상태용어의 전체 사용 빈도

와 어휘 유형 수만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정신상태용어의 

하위 범주에 따라서 산출되는 어휘 유형 수에서도 아동의 기능 수

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

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 정신상태용어의 하위 

범주 용어 사용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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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제 질문

친구 1. 친구 있어요?

2.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3. 그 친구는 00(아동이름)이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4.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5. 그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6. 그 친구가 왜 00(아동이름)이 친구라고 생각해요?

7.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요?

8. 친구랑 뭐 하는 걸 좋아해요?

9. 그 친구랑 얼마나 자주 만나요?

10.  그럼 그냥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00(아동이름)이가 
친구라고 말하는 그 친구는 뭐가 달라요?

Appendix 1. ContinuedAppendix 1. 인터뷰 질문

인터뷰 주제 질문

감정

   행복 1. 행복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2. 언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3. 행복하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 같아요?

4.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그렇게 하면 왜 행복해져요?

6.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7. 다른 사람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두려움 1. 두려움을 느낀 적 있어요?

2. 언제 두렵다고 느꼈어요?

3. 두렵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 같아요?

4. 두렵다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5. 두려움을 느낄 때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6. 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져요?

7.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낄까요?

8. 다른 사람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화남 1. 화났다고 느낀 적 있어요?

2. 언제 화난다고 느꼈어요?

3. 화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 같아요?

4. 화가 났다고 느낄 때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5. 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져요?

6. 다른 사람들도 화난다는 걸 느낄까요?

7. 다른 사람들은 언제 화가 난다고 느낄까요?

   슬픔 1. 슬프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2. 언제 슬프다고 느꼈어요?

3. 슬프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 같아요?

4. 슬프다고 느낄 때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5. 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지나요?

6. 다른 사람들도 슬프다는 걸 느낄까요?

7. 다른 사람들은 언제 슬프다고 느낄까요?

   외로움 1.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2. 언제 외롭다고 느꼈어요?

3. 외롭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 같아요?

4. 외롭다고 느낄 때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5. 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지나요?

6. 다른 사람들도 외롭다는 걸 느낄까요?

7. 다른 사람들은 언제 외롭다고 느낄까요?

   편안함 1. 편안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2. 언제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3. 편안하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 같아요?

4.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그렇게 하면 왜 편안해져요?

6.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다고 느낄까요?

7. 다른 사람들은 언제 편안할까요?

사회적  
어려움과 
괴로움

1.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2. 왜 놀림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3. 친구가 놀리거나 괴롭힐 때 어떻게 했어요?

4.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5.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 00이가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혔던 적 있어요? 

7.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Continued to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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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정신상태용어의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및 예시

바람 자신의 바람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측정한다. 

   -  대화적 사용: 바람을 나타내는 용언이 사용되었으나 그 대상이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예: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해요”, “커피 마시면서 하고 싶은 
거 할 때”)

   -  정신상태: 바람을 나타내는 용언이 사용되었고 그 대상이 명백하게 표시된 경우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예: “일본 가고 싶다”)

   -  기타: 용언이 사용되었으나 위의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각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의 5가지 감각기를 통해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측정한다.

   -  지각: 감각을 표현하는 용언이 해당 감각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예: “엄마, 아빠랑 축구 볼 때요”)

   -  주의: 감각을 표현하는 용언이 감각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예: “봐봐요”, “내 말 들어봐” 검사자의 주의
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기타: 감각을 나타내는 용언이 사용되었으나 위의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속이 아프다”, “엄마 말을 잘 듣자”)

정서 인과적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측정한다.

   -  행동: 정서를 표현하는 용언이 그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사용된 경우(예: “기분이 나아지려면 울어요”, “웃어야 해요”)

   -  정서 어휘의 한정적 사용: 정서를 표현하는 용언이 사람 또는 사물을 묘사하거나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예: “행복한 얼
굴”, “불편한 사람”, “지루한 친구에요”)

   -  정서 어휘의 서술적 사용: 정서를 표현하는 용언이 인과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예: “엄마가 얘기 안 들어줘
서 슬펐어요”)

   -  기타: 정서를 나타내는 용언이 사용되었으나 위의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기분 좋은 거”, “무섭다는 거요”)

인지 믿음, 지식, 상상, 꿈, 기억에 관한 정신적 상태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측정한다. 

   -  관용적 표현: 인지를 표현하는 용언이 관용적으로 사용된 경우(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  대화적 사용: 인지를 표현하는 용언이 추측을 위해 사용된 경우(예: “물 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완전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화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예: “거기 키즈카페 새로 생겼잖아요, 알죠?”), 자신이나 타인의 말을 명료화 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예: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의
미였어요”)

   -  정신상태: 인지를 표현하는 용언이 문맥에서 화자, 청자 또는 제 3자의 기억이나 지식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나쁜 사람들은 기억 못 해요”)

   -  기타: 인지를 나타내는 용언이 사용되었으나 위의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여기는 별로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건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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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초등학생의 정신상태용어 사용 특성 

양은진1·이윤경2

1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제한된 사회-정서적 능력은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정신상태용어 사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에는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10명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아동 10명, 언어연령 일치 일반아동 10명, 총 30명이 참여하였다. 정신상태용어 확인

을 위해 인터뷰 절차를 통해 언어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발화당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

(NDW)를 측정하였고, 발화당 하위 범주 별 총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를 측정하였다.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은 

정신상태용어의 총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에서 모두 생활연령 일치 일반아동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언어연

령 일치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상태용어의 하위 범주 별 총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에서는 정서 

범주에서만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아동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

하여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정신상태 용어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어휘 평가 및 중재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신상태용어, TNW, NDW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9R1A2C20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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