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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K-WISC-IV 프로파일을 통해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아동의 인지적인 특성을 확
인하여 고기능 ASD 아동의 진단에 도움을 주며, 임상 및 교육 장면에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있다. 이에 6~16세의 고기능 ASD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K-WISC-IV의 전체 IQ, 지표 점수와 소검사 환산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점수들이 규준 집단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단일 집단 t 검정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처리속도 지표, 작업기억 지표에서 고기능 ASD아동이 규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고, 소검사 수준에서는 이해, 공통그림찾기, 빠진 곳찾기, 순차연결, 산수, 동형찾기, 기호쓰기에서 유의미하게
부진한 수행을 보였다. 다시 말해, K-WISC-IV 프로파일을 통해 고기능 ASD 아동들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사회
적 판단력이 부족하며 비언어적인 자극을 빠르게 포착하거나 시각 자극의 핵심적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K-WISC-IV, 지능, 융합적 적용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tinguish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from the norm group by identifying their Intelligence with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urth Edition (K-WISC-IV) profile analysis. The article were administered to 90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SD (6-16) years and has surveyed the average of the Full scale IQ , index
scores, and subtest scores of K-WISC-IV. Also, this study has conducted a single-subject T-test in order
to verify whether Full scale IQ, index scores, subtest scor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norm group.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SD achiev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Processing Speed Index, compared to the norm group. Furthermore, their scores in Comprehension, Picture
Concept, Picture completion, Coding, and Symbol Search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norm
group. It is likely that what have turned out to be the cognitive weaknesses of high-functioning ASD
children by K-WISC-IV analysis, including slow process speed, low social judgement, and difficulty in
visual stimuli in everyday life are interrelated to their uniqu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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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결손, 제한된 관심사

와 반복된 행동을 핵심 증상으로 한다[1]. 스펙트럼장애

라는 진단명이 시사하듯, 자폐 아동들은 핵심 증상은 공

유하되 ASD 아동의 지적 수준이나 증상의 정도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임상 장면에서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기준으로 지능 지수가 70 이상이면고기능 ASD,

70 미만이면저기능 ASD로분류하기도한다[2]. 이는 공

식적인 진단명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

게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3].

ASD 유병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에서도[4],

특히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고기능 ASD 아동들의

증가가 뚜렷하며[5], 전체 ASD 아동 중 고기능 ASD의

비율이대략절반정도를차지할정도로높은만큼이들

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6]. 단순히 고기능과 저기능

ASD를 구분하는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ASD의 경우

아동의 지적인 수준이 이들의 증상의 심각도, 이에 따른

예후와높은관련이있고[7], 향후개입전략을계획할시

아동의 기저수준(baseline)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능수준과인지적특성에대한정보를얻는것은반드

시필요하다. 또한임상가들은 K-WISC-IV의결과를통

해특정임상그룹아동이갖는고유의특성과인지적인

강점과약점을살펴볼수있다[8]. 지능 프로파일과개인

의 인지적 강, 약점에만 의존하여 아동에게 진단을 내릴

수는없으나유사한표현형을나타내는아동들을감별하

고진단적인가설을점검하는과정에서도움을줄수있다.

뿐만아니라 ASD 아동의지능과 K-WISC-IV의지능

프로파일과같은정보를교육현장에융합적으로적용하

여특수교육의필요성여부나학교입학자격의기준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아동의 고유한 능력

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계획하는데 유용하다. 따

라서 아동의 지능 프로파일을 분석하는 것은 임상가 뿐

아니라교사에게도교육적인정보를제공하고아동을이

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기에중요한과정이다[9]. 요약

하면, 임상장면에서ASD 아동들의지능수준과지능프

로파일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1) 지능이 고기능

ASD의 예후하는 강력한 인자이며, 2) 지능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개입의 종류가 달라지며, 3) 각 아동의 주요한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11]

이와같이고기능ASD 아동의인지기능을아는것이

중요하며, 이를위해임상장면에서가장널리쓰이는도

구는웩슬러아동지능검사(WISC: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이다[12]. WISC-IV로 개정된 이후에

정신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인지적 특성을 평가한 연구

는아직부족하나, 몇몇연구에서기존의WISC-III를 사

용한연구와유사한결과가관찰되었다. Mayes와Calhoun[13]

가 고기능 ASD 아동들을 대상으로 WISC-IV 프로파일

을 분석한 결과, 언어이해 지표와 지각추론 지표에 비해

작업기억지표와처리속도지표에서상대적으로낮은수

행을보였으며, 숫자, 순차연결, 동형찾기, 기호쓰기의점

수가상대적으로저조하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Oliveras-Rentas

[14]에서 고기능 ASD 아동 56명을 대상으로 WISC-IV

프로파일을 살펴본 결과, 지표 수준에서는 처리속도 지

표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행렬추리, 공통성 소검사가 인

지적인 강점인 반면, 이해 소검사는 인지적 약점으로 나

타났다. 국내에서는K-WISC-IV를통해고기능ASD 아

동들의인지적특징을살펴본조정숙등[15]이 유일하며,

고기능 ASD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아스퍼거 장애군의

프로파일을일반집단과비교하였다. 아스퍼거장애군은

정상집단에 비해 전체 IQ 및 모든 지표점수가 낮았으며,

소검사 수준에서 이해, 빠진곳찾기, 행렬추리, 순차연결,

기호쓰기, 동형찾기소검사에서유의미하게부진한수행

을 보였다. 하지만 Oliveras-Rentas[14]는 WISC-IV로

개정되면서비언어적인추론을살펴보기위해새로도입

된검사인공통그림찾기와작업기억능력을살펴보기위

한 순차연결 검사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WISC-IV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적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실제 임상 장

면에서는 주요 소검사를 포함하여 아동의 전체 지능을

추론하며, 특히 WISC-IV에서 유동적 추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통 그림 찾기 소검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나조정숙등[15]도 지각추론지표내주요소

검사인공통그림찾기를포함하는대신보충소검사인빠

진곳찾기로 대체하여 지각추론 지표의 점수를 도출하였

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K-WISC-IV의 10개의주요소검사를모두포함하고 보

충 소검사인 상식, 산수, 빠진곳찾기 검사까지 포함하여

고기능 ASD 장애군에서 보이는 인지적 특성에 대해 확
인하고자한다. 본연구결과를통해고기능ASD 아동들

이지닌고유의인지적특성에따라진단적특성을확인

하고 임상 장면에서 치료적 함의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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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될뿐아니라고기능ASD이속한교육장면에서이들
이지닌인지적특성을융합하여적용될것으로기대한다.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 소재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환아들 중,

소아정신과 전문의로부터 DSM-5 기준에 의해 ASD로

진단 받은 아동들 중에서 K-WISC로 지능 측정이 가능

한 6세에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이 중 전체

지능지수(Full scale IQ: FSIQ)가 70 이상인대상자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능 지수는 평균 수준에

못 미치나 비범한능력을지니고 있는 savant syndrome

을 보이는 대상자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대상

자의 연령 평균은 9.84세(SD=3.14)였다. 전체 대상자 중

84명(93.3%)이 남아였으며, 이는 ASD의 유병률이 여자

에비해남자가 4배이상많은점에기인한점과관련있

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9명(10%), 초

등학생이 58명(65.6%), 중학생이 22명(24.4%), 고등학생

이 1명(1.1%)으로 나타났다. 본연구대상자의성별과연

령등인구통계학적정보를표 1에제시하였다. “본연구

절차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연구심의

의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2.2 측정 도구 
2.2.1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ur Edition, K-WISC-IV)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아동용 4판[12]을 사용하여

인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K-WISC-IV는 6세에서 16세

11개월까지의아동의인지적능력을평가하기위한도구

로, 아동의전체적인인지능력을나타내는전체 IQ 지수

와언어이해지표, 지각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

도지표에해당하는 4개의합산점수(평균=100, 표준편차

=15)로 구성된다. 합산 점수들은 유사한 인지 능력을 측

정하는소검사(환산점수평균=10, 표준편차=3)들의조합

으로 이루어진다. 소검사는 10개의 주요소검사와 5개의

보충 소검사의 총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10개의주요소검사와보충소검사인상식, 산수, 빠

진곳찾기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 of participants
Character n(%)

Sex
male 84(93.3)
female 6(6.7)

Age

6 17(18.9)
7 12(13.3)
8 10(11.1)
9 7(7.8)
10 6(6.7)
11 8(8.9)
12 9(10.0)
13 4(4.4)
14 7(7.8)
15 9(10.0)
16 1(1.1)

2.3 자료분석
고기능 ASD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K-WISC-IV의 전체 IQ, 지표 점수와 소검사 환산 점수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기능

ASD 아동집단에서측정된전체 IQ 점수, 지표점수, 소

검사환산점수가규준집단의평균과유의한차이가있

는지확인하고자단일집단 t 검정을수행하였다. 자료처

리 및 분석은 SPSS/PC+ version 18.0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전체지능과 지표점수 수준에서의 비교
고기능 ASD 아동을대상으로 K-WISC-IV을 시행한

후 전체 IQ의 차이와 지표 수준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규준 집단과의평균차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규준 집단의 평균 점수(평균=100)와 고기능 ASD집단의

전체 IQ의 평균점수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9)=-6.02,

p<.001). 고기능 ASD 집단의 언어이해 지표, 지각추론

지표는 규준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Table 2> Mean difference of K-WISC-IV Index score 
M SD t

FSIQ 90.60 14.82 -6.02***
VCI 96.83 16.70 -1.80
PRI 96.59 17.30 -1.87
WMI 95.69 17.00 -2.41*
PSI 80.60 13.42 -13.71***

VCI:Verbal Comprehension Index, PRI:Perceptual Reasoning Index,
WMI: Working Memory Index, PSI: Procession Speed Index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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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작업기억 지표(t(89)=-2.41, p<.05).와 처리속도 지표

(t(89)= -13.71, p<.001)에서는 고기능 ASD 집단이 규준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3.2 소검사 수준에서의 비교
고기능 ASD 집단의 인지적 특성을 소검사 수준에서

살펴보면, 언어이해 지표에 속하는 이해(t(89)=-6.20,

p<.001)소검사와 지각추론 지표에 해당하는 공통그림찾

기(t(89)=-3.67, p<.001), 빠진곳찾기(t(89)=-4.33, p<.001)

소검사 점수가 규준집단의 평균 점수(평균=10)에 비해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작업기억

지표에 속하는 산수(t(89)=-3.29, p<.005), 순차연결

(t(89)=-2.56, p<.05)과 처리속도지표에해당하는기호쓰

기(t(89)=-13.01, p<.001), 동형찾기(t(89)=-11.40, p<.001)

소검사 점수 역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공통성, 어휘, 상식, 토막짜기, 행렬추론, 숫자소검사에서

는 규준집단의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Mean difference of K-WISC-IV Subtest 
score

Mean SD t

VCI

Similarities 9.92 3.48 -.21
Vocabulary 10.30 3.36 .85
Comprehension 8.06 2.97 -6.20***
Information 10.18 3.66 .45

PRI

Block Design 10.28 3.48 .76
Picture Concept 8.84 2.99 -3.67***
Matrix Reasoning 9.37 3.41 -1.76
Picture Completion 8.43 3.26 -4.33***

WMI

Digit Span 9.32 3.77 -1.71
Letter-Number
Sequencing

9.23 2.84 -2.59*

Arithmetic 8.76 3.59 -3.29**

PSI
Coding 6.43 2.60 -13.01***
Symbol Search 6.84 2.63 -11.40***

VCI:Verbal Comprehension Index, PRI:Perceptual Reasoning Index,
WMI: Working Memory Index, PSI: Procession Speed Index
*p<.05, **p<.01, ***p<.001

4. 논 의
본연구는고기능 ASD 아동들의인지적특성을알아

보기 위해 K-WISC-IV 프로파일을 지표점수와 소검사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고기능 ASD의전체 IQ는규준집단에비해유의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이해 지표, 지각추론 지표

에서는규준집단과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은반면, 작

업기억 지표와 처리속도 지표가 규준 집단에 비해 유의

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들의

처리속도 지표는 ‘평균 하’ 수준에 속하였으며, 처리속도

지표가낮은점이전체 IQ 점수가낮아진것을야기한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고기능 ASD 아동의언어이해및지각

추론 지표에서 대체로 평균 수준의 수행을 보였음에도

이해와 공통그림찾기, 빠진곳찾기 소검사에서 규준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해 소검사는

아동이지니고있는관습적지식수준을반영하며사회적

지능과관련이있다고알려져있으며[16], 빠진곳찾기검

사는 일상적인 시각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처리

하는능력과관련있다. 고기능 ASD 아동들이사회적인

판단력과실용적인정보를자신의경험에적용하여활용

하는것이부진한 점을볼때, K-WISC-IV 프로파일중

이해 및 빠진곳찾기 소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ASD 아동들이 지닌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을 반

영한것으로보인다. 이는또한고기능 ASD 집단이사회

인지와 관련된 소검사들의 점수가 낮다는 기존 연구 결

과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2, 14]. 특히 ASD

아동들은사물이나사회적상황의중요한부분을간과하

고 물건이나 사람의 특정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된 관심

을나타내는등중앙응집성(central coherence)의 결함을

보인다[9]. 이처럼 고기능 ASD 아동들의 약한 중앙응집

력이친숙한자극의핵심적인측면과비핵심적인측면을

변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빠진곳찾기에서의 낮은 수행

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사료된다. WISC-III에서

K-WISC-IV로 개정되면서 빠진곳찾기 소검사가 보충

소검사로 수정됨에 따라 지능 검사 시 빠진곳찾기 검사

수행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이 검사에 의뢰된 사

유에 맞게 심리검사를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바, 추후고기능 ASD 아동을대상으로심리평가를진행

할 때 빠진곳찾기 소검사를 포함하는 것이 고기능 ASD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공통성, 어휘, 상식 소검사에서 규준집단과 비슷

한 수행을 보여 고기능 ASD 아동들이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규준 집단과 유사하

게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상기특성을고려히여교

육 장면에서 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

는데, 예를 들어, 교사들은 고기능 ASD아동이 또래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 습득한 어휘의 뜻과 일반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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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을일상적인의사소통내에서어떻게적용하는지알

려주고반복적으로연습할수있도록기회를만들어주

는 역할을 하면서 고기능 ASD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지각추론지표에서공통그림찾기소검사점

수가 규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저조하였으며, 이는

Mayes & Calhoun[13]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공통

그림찾기소검사는비언어적인정보를추상화하는능력

과범주적추론 능력을측정하기 위해WISC-IV에서 새

로추가된검사이다. 하지만WISC-IV에서각지표를구

성하는 소검사들의 요인 분석을 실시한 Wechsler[17]에

서 공통그림찾기 소검사가 지각추론 지표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요인중에서부하량(loading)이 비교적크지않

은 소검사임을 언급했던 것으로 볼 때, 공통그림찾기 소

검사가 비단 유동적 추론 능력과 비언어적 개념 형성을

측정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인지적인 영역과도 관련이

있을가능성이고려된다. 특히공통그림찾기검사에서는

기하학적인 시각 자극이 아닌 일상에서 친숙한 그림을

식별하고 핵심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18]. 비언어적인자극을구별하지못하는점은사회적인

장면에서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미묘한 어투의 변화와

뉘앙스 등을 놓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같은 능

력의결핍으로인해ASD아동들은실제생활에서또래와

의 상호작용에 문제를 보인다. 이를 종합할 때 공통그림

찾기 소검사가 사회 인지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겠다. 한편, 토막짜기와행렬추리에서는규준집단과차이

를보이지않았으며, 이는 고기능 ASD 아동들의기계적

인시각자극을다루는능력이유지되고있는것을나타

낸다[18].

고기능 ASD 아동은 규준 집단에 비해 처리속도에서

유의하게부진한결과를보였고동형찾기와기호쓰기소

검사에서도규준집단에비해유의하게낮은점수를보였

다. 이는기존의많은선행연구들과맥락을같이하며[13,

14], 고기능 ASD 아동이 보다 느린 문제 해결을 보이거

나서툰행동양상과운동능력을보일수있음을알려준

다[19]. 처리 속도는 아동이 과제를 새로운 정보를 학습

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학교 장면에서

적응 기능과 실행 기능의 발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

이다[20]. 또한 처리속도지표는일차적으로는시각협응

능력과 기민한 시각 정보 처리를 측정하는 지표이지만,

유사한모양의비언어적인자극을정확하게변별해야하

는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서 비언어적인

단서를신속하게구별해내고이를이해하는비언어적상

호작용능력과의사소통능력과관련이있다[21]. 따라서

느린처리속도는고기능ASD 아동들의사회적장면에서

빠르게 변하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신체적인 움직임(ex.

제스처)등 미묘한 비언어적 단서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14].

작업기억 지표에서도 본 연구 대상과 규준집단의 평

균점수간차이가있었으며, 순차연결과산수소검사에

서 규준집단과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고기능 ASD 아동들이작업기억능력이일반아

동들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던 Mayes&

Calhoun[13]과 유사한 결과이다. 순차 연결 소검사에서

는숫자와언어적정보를함께다루어야하며, 산수소검

사에서도 기계적인 사칙 연산을 문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탕으로 하며 상황적인 맥락이 함께 문

제로 제시된다. 때문에 규준 집단에 비해 언어적인 맥락

을파악하는능력이부진한고기능 ASD아동들이산수와

숫자 연결 소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였던 것으로 고

려된다. 다만 K-WISC-IV로 개정되면서 보충 소검사로

속하게 된 산수 소검사를 포함한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바, 추후고기능 ASD 아동의인지적프로파일에서산수

소검사의 수행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숫자 소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점은 고기능 ASD 아동들의 즉각적 회상능력과

작업기억능력의발휘에서큰어려움을보이지않는다는

Oliveras-Rentas와 동료들[1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고

기능 ASD 아동중주의력의문제가함께시사되는경우

아동의 인지능력에 대한 명확한 탐색을 위해 주의력과

관련된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고기능ASD 아동군과정상아동혹은다양한임상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작업기억 지표와 관련된 인지적 특

성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고기능 ASD의 인지적 능력을 지능검

사의 지표수준과 주요 소검사 수준에서 살펴본 것에 비

해, 본 연구에서는 K-WISC-IV의 10개의 주요 소검사

모두와 일부 보충 소검사를 포함하여 고기능 ASD 아동

의 인지적 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간 유동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고려되었던

공통그림찾기소검사가사회인지와관련될수있어보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7호346

며, 본연구에서는이와관련한추후연구에대한시사점

을 제공하였다.

또한지능프로파일을통해나타난고기능 ASD 아동

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입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의언어적, 지각적추론능력이규준집단과유사

한 수준임에도 낮은 처리속도로 인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을 미루

어볼때, 고기능 ASD 아동에대한교육적개입시, 과제

를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목표를잡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고기능 ASD 아동들

이 일상적인 비언어적인 자극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인

지능력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기에일상생활에서도사

회적 자극들의 공통점과 핵심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도

록 지침을 주거나 사회적 장면에서 보편적인 요소들을

찾고이를실제상황과연합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정신장애와 관련된 융합 연구는 매우 적는데

[22], 본 연구 결과는 지능검사가 아동의 정신장애에 대

한 진단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고기

능 ASD 아동의 치료적 및 교육적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초적인 자료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교육 장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고기능 ASD 아동의 인지적 강점과 약점에 기

반한프로그램의개발에통합적인적용이가능할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표집 된연구대상의 수가 적어서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추후 연구에 있

어서는 더 많은 수의 연구 대상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준 집단과의비교만을통하여 ASD의 인지특성

을살펴보았으므로, 보다다양한임상군이나정상집단과

의비교를통하여인지적특성과 ASD 증상에대한이해

를해보는것이필요하겠다. 셋째, 측정 도구와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폐 진단 관찰 척도(ADOS)나 자폐진단

면담지(ADI-R)와 같이 ASD 공식진단도구를사용하지

않았던 바, 추후 이와 같은 검사 도구를 포함한 연구가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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