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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자폐아동의 존대를 통한 의사소통조율 능력 특성  •  이명희 외

Appendix 1. Examples of experimental task

존대법 조율 과제 예시

하대

   형태소 조율(-한테/께)

오늘 지훈이와 친구들은 민수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처음 가는 길이라 버스를 타야 하는지 지하
철을 타야 하는지 몰랐어요. “뭘 타고 가야 하지?” “글쎄, 우리 민수께 전화해 볼까?”

   어휘 조율(밥/진지)

오늘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
었어요. “하영아 오빠한테 진지 먹게 나오라고 하렴.”

존대

   형태소 조율(-(으)시-)

민수는 공룡이 나오는 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공룡책이 맨 위에 꽂혀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께 공룡책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책 좀 꺼내 줘.”

   어휘 조율(데리다/모시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집에 놀러 오시는 날이에요. 민수는 엄마와 할머니를 마중 가기로 했어요. “민수야 할머니 데
리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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