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폐증 아동의 조기인식 요인

남 민

(일본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과)

남 민 . 자폐증 아동의 조기인식 요인 . 언어청각장애연구 , 199 9 . 제4권 , 10 3- 118 . 자폐

증을 조기에 인식하고 정확하게 진단내리는 것은 치료와 향후 예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들의 적응과 대처방법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정환경, 임신 및 출

산시의 문제, 자폐증의 임상양상, 발달영역별 기능수준의 비교를 통해 조기인식의 요인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부모가 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처음 인식하게 된 시기, 자폐증평정척도, 산모

의 늦은 나이, 저체중, 타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놀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상력이 필요한

놀이, 상동적인 신체동작, 물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 제한된 관심의 영역, 지각

영역과 대근육영역, 인지언어능력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기존 진

단기준에는 어린나이의 아동에게 부적합한 임상증상 항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으

며, 이 경우 별개의 진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Ⅰ. 서 론

자폐증은 1943년에 Kanner에 의해서 발표되어 처음 알려지게 된 후, 오랜 기간동안

개념적으로 많은 혼돈이 있었다. 자폐증이 보고된 초기에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정신병의 한

형태로 취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발달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DSM - III (1980)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반적 발달장애 (perv a siv e dev elopm ent al

disorder s )라는 진단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진단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어떤 특이적인 진단방법이나 검사법이 없는 상황에

서 단지 어떤 종류의 행동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가지고 진단하려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되기도 하였다(Rapin , 1991).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내려왔으나(Stone, 1987, 1988), DSM - IV와 ICD- 10에서는 자폐증을

비정상적인 사회적 상호관계, 대화 및 인지발달의 장애, 행동상에서 제한된 관심이나 상동적

인 행동을 반복하는 특수한 형태의 발달지연이나 왜곡 등의 특성을 보이는 복합적인 임상증

후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광범위한 임상양상과 유형을

보이며, 사회적 기능손상의 범위나 정도도 다양하다. 또한 아직까지 이 질환은 원인적 배경

등도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초기에 한때 인정받던 정신분석학적 개념

의 질환은 아니며 다만 대뇌체계의 생리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Rapin ,

1991), 복잡하고 불분명한 특성의 매우 이질적인(heterogeneous )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자폐증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 진단이 늦어지

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Siegel et al., 1988; Stone, 1988; Volkmar , Cohen & Paul, 1986).

그 이유는 이 질환 자체가 이질적인 질환이라는 사실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요인들도 존

재한다. 즉, 나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Rutter , 1978) 정신지체, 언어발

달 지연의 아동들과 심지어는 현재 한창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상당수의 유아들에서도 자폐

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해서 진단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 결과 임상에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지 못하여 많은 자폐증아동들이

치료적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자폐증은 특히

조기에 인식하고 정확하게 진단내려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치

료와 향후 예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비정상적인 행

동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며(Lovaas , 1987; Roger s & Lewis, 1989), 가족들의 적응과 대처방법

등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Stone et al., 1994)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

림없다.

자폐증 아동들이 각기 다른 광범위한 임상양상과 유형을 보이며, 사회적 기능손상의

범위나 정도도 다양하다보니 아동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부모나 임상가 모두에게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부모들은 아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에 있어서 비전문적이고, 아

동들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부딪쳐야 하며, 아동들의 문제에 따른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를 겪

어야 하고, 그날그날 즉시 아동들의 호소를 해결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자폐

증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문제를 받아들이기가는 분명 힘들 것이다(Wakschlag & Leventhal,

1996). 또한 임상가들에게는 비록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을 실제 생활 속에서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환경구조에서 기껏해야 1- 2시간 동안

의 아동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 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 환아와 정신지체 환아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이들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가를 파악하고, 자

폐증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조기인식의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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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1993년 8월부터 1998년 7월 사이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외

래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정신과 외래로 내원한 환아 중 자폐증의 진단이 내려진 환아

55명과, 비교대상으로는 생물학적 나이와 성별을 고려한 정신지체(발달지연 포함)환아 52명

을 선정하였다. 자폐증 아동 중 32명이 전형적인 자폐증 환아였고, 23명이 비전형 자폐증(전

반적 발달장애, 비특이형 포함) 환아였다.

2 . 연구방법

가 . 자폐증 및 정신지체의 진단

연구대상 환아들의 임상적인 진단은 저자에 의해 약 1시간 정도의 놀이면담 및 부모면

담, 병력조사 등을 통해 내려졌으며, DSM - III- R (APA , 1987)의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평가,

연구되어졌다. 자폐증은 총 16항목 중에서 최소한 8항목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진단을 내

렸는데, 사회적 상호관계 항목 중에서 5개의 진단기준 중 2개 이상, 대화 및 인지발달의 항목

중에서 6개의 진단기준 중 1개 이상, 행동과 흥미 항목 중에서 5개의 진단기준 중 1개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전형적 유아 자폐증(autistic disorder )으로 진단내렸다. 그러나 전반적 발

달장애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전형적 유아 자폐증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전형 자폐증(atypical autism ,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 not otherwise specified

포함)으로 진단하였다.

정신지체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며, 언어발달, 인지발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이지만 사회성 영역과 행동상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의 아동을 선정하였다. 대상아동들의 나이가 지능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어린

나이이어서 발달연령 평가로 대체하여 진단내렸다.

나 . 환아의 평가 및 연구도구

자폐증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을 평가하고 발달연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2가지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먼저 Schopler and Reichler (1971)의 교육심리적 평가방법인 Psycho- Educational

Profile (이하 PEP로 약함)을 시행하였는데, 이 도구는 미국의 북케롤라이나대학의 Chapel Hill

분교의 정신과 의료팀의 아동 연구계획에서 개발된, 자폐증 및 발달장애아를 위한 평가도구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부혜(197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자폐증아동들을 검사하는 데 있

어서 내포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검사는 불균등하고 기묘한 학습양상을 식별하도록 고안된 행동과 능력의 검사도구

로서 개별화된 교육심리학적 평가도구로서도 적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검사항목들은 모방,

지각, 소근육운동, 대근육운동, 눈- 손협응, 인지수행, 인지언어 등 발달기능에 관한 7가지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리항목에서는 대인감정, 사람과의 관계성, 놀이 및 물체와의 관계,

감각이상, 언어병리 등 5가지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발달기능은 검사기구를 활용하며,

병리성 영역은 검사 중에 이루어지는 행동관찰 목록이다. 또한 발달기능에 대한 채점은 합격

(passing ), 싹트기 반응(emerging ), 불합격(failing )으로 하고 있으며, 합격을 하는 경우 1점으

로 평가하였다. 병리성 영역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정도나 양에 따라서 없음(absent ),

경함(mild), 심함(severe)으로 나누어 채점하는데, 이 영역은 검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기타 타 연구들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기능

에 대한 결과만 분석하였다.

둘째, 자폐증의 행동특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써, Schopler et al. (1986)에 의

해 제작된 아동기 자폐증 평가척도(CARS :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를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이 척도는 취학전 아동을 포함하여 전 연령군에서 사용가능하며, 자폐증과 기타

발달장애를 구별하고 자폐증의 정도를 구분하도록 고안된 척도이다. 각 문항당 1- 4점 척도이

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자폐증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

며, 기준치(cutoff score)는 30점 이상이었다.

셋째,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은 DSM - III- R (APA, 1987)의 진단기준에 따라서 총 16

항목을 확인하였는데, 일단 부모의 정보제공과 진료실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종합하

였다. 두 상황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성 항목에서

는 진료실에서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한다고 부모가 보고한 경우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되면 존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3 . 통계분석

본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은 두 집단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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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Student t - test를 시행하였고, 두 집단간의 백분율 차이에 대해서는

Chi- Square test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환경 비교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환경 비교는 <표 - 1>과 같다.

자폐증 아동의 연령 분포는 29- 46개월 사이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36.7 ± 8.4개월이었으

며, 정신지체 아동의 연령 분포는 24- 48개월 사이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36.6 ± 7.9개월

이었다. 대상 아동들의 성별은 자폐증 아동이 남아가 47명(85.5 %), 여아가 8명(15.5 %)으로

나타나 남녀의 성비는 5.9:1이었고, 정신지체 아동은 남아가 42명(80.8 %), 여아는 10명(19.2

%)으로 남녀의 성비는 4.2:1이었다. 두 집단간에는 평균연령과 성별 비율은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 1>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환경의 비교

특성
자폐증 아동(N = 55) 정신지체 아동(N = 52)

N ( % ) N ( % )

성별

남

여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독자

양육자

엄마

친인척

보모

47 (85.5)

8 (14.5)

20 (36.4)

14 (25.5)

2 ( 3.6)

19 (34.5)

34 (61.8)

14 (25.5)

7 (12.7)

42 (80.8)

10 (19.2)

17 (32.7)

12 (23.1)

8 (15.4)

15 (28.8)

33 (63.4)

16 (30.8)

3 ( 5.8)

0.42

0.16

0.09

4.31*

0.40

0.03

0.38

1.53

(표 계속)



사회경제적 지위

하

중하

중

중상

상

가족력

자폐증

정신지체

기타 발달장애

3 ( 5.5)

12 (21.8)

25 (45.5)

10 (18.2)

5 ( 9.1)

4 ( 7.3)

4 ( 7.3)

7 (12.7)

4 ( 7.7)

15 (28.8)

22 (42.3)

8 (15.4)

3 ( 5.8)

3 (5.8)

9 (17.3)

10 (19.2)

0.21

0.69

0.11

0.15

0.41

0.13

2.46

0.84

Mean ± SD Mean ± SD t- value

나이(개월)

문제가 처음 인식

된 나이(개월)

CARS

36.7 ± 8.4

21.4 ± 6.6

34.7 ± 4.1

36.6 ± 7.9

26.2 ± 9.3

26.0 ± 3.9

0.35

3.06* **

11.04* ** *

* p < .05, * * * p < .001, * * * * p < .0001
CARS: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자폐증의 부모가 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처음 인식하게 된 조기인식 시기는 평균 21.4 ±

6.6개월이었다. 그러나 정신지체 아동은 26.2 ± 9.3개월로 자폐증 아동에 비해서 부모가 인식

하게 된 시기가 의미있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아동들의 CARS 점수도 자폐증

아동에서는 34.7 ± 4.1로 정신지체 아동의 26.0 ± 3.9보다 의미있게 높았다(p < .05).

가정환경에서는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 사이에 사회경제적 위치, 가족력, 양육자

등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출생순위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은 셋째에 해당하

는 아동들이 8명으로 전체 대상군의 15.4 %를 차지하여 자폐증 아동의 3.6 % (2명)에 비해 의

미있게 많았다(p < .001).

2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비교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의 비교는 <표 - 2>와 같

다. 임신기간 동안의 사고, 감염병력, 임신 1기 때의 약물 복용여부, 주산기, 출생시 비정상적

위치, 출산시 태변 착색, 출산 후 호흡곤란, 황달 등의 항목에서는 두 군간에 의미있는차이는

없었으나, 산모의 늦은 나이와 저체중아의 항목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이 의미있게(p < .05)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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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비교

요인
자폐증 아동 (N = 55) 정신지체 아동 (N = 52)

N ( % ) N ( % ) 2

출산 전

산모나이

임신시 외상

감염력

저체중

임신초기 약물사용

조산

둔위 및 기타 이상분만

출산시 요인

양막액의 태변 착색

신생아 특성

울음지연/호흡곤란

빌리루빈과잉혈증

7 (12.7)

3 ( 5.5)

4 ( 7.3)

10 (18.2)

14 (25.5)

10 (18.2)

5 ( 9.1)

3 ( 5.5)

4 ( 7.3)

14 (25.5)

16 (30.8)

3 ( 5.8)

4 ( 7.7)

19 (36.5)

14 (26.9)

15 (28.8)

9 (17.3)

6 (11.5)

8 (15.4)

15 (28.8)

5.09*

0.01

0.04

4.49*

0.02

1.68

1.58

1.23

1.17

0.16

* p < .05

3 .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 비교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들에서 나타나는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 비교는 < 표 -

3 >과 같다. 자폐증 아동에서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 중 진료상황에서 관찰하여 가장 빈번

하게 보여주는 증상은,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를 제대로 못해내고(85.5 %), 사회적 놀이가 없

으며(81.8 %),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76.4 %)는 증상이었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

들에서는 모방능력이 부족하며(67.3 %), 사회적 놀이가 없으며(55.8 %), 또래친구와 관계에

문제가 있다(51.9 %)는 증상이었다.

정신지체 아동과 비교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p < .001), 사회적 놀이(p < .01), 비

언어적 의사소통(p < .01), 상상력이 필요한 놀이(p < .0001), 상동적인 신체행동(p < .001), 물

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p < .01), 제한된 관심(p < .001)의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 - 3>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 간의 행동특성 비교

특성

자폐증 아동
(N = 55)

정신지체 아동
(N = 52)

N ( % ) N ( % ) 2

사회적 결함

타인에 대한 인식 부족

성인의 접근에 대한 비정상적 태도

모방결함

비정상적 사회적 놀이

또래 친구 사귀기의 결함

34 (61.8)

7 (12.7)

40 (72.7)

45 (81.8)

37 (67.3)

16 (30.8)

5 ( 9.6)

35 (67.3)

29 (55.8)

27 (51.9)

10.16* * *

0.26

0.38

8.38* *

2.59

의사소통 결함

의사소통 수단의 부재

비정상적인 비구어 의사소통

상상(상징)놀이의 부재

비정상적인 말 산출

비정상적인 말의 내용

대화기술의 결함

33 (60.0)

42 (76.4)

47 (85.5)

10 (18.2)

7 (12.7)

3 ( 5.3)

22 (42.3)

26 (50.0)

25 (48.8)

8 (15.4)

8 (15.4)

9 (17.3)

3.29

7.91* *

16.64* * * *

0.15

0.16

3.71

제한적인 활동 및 관심

상동행동

사물의 부분에 대한 지나친 관심

변화에 대한 거부

일상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제한적인 관심 영역

27 (49.1)

30 (54.6)

12 (21.8)

10 (18.2)

29 (52.7)

10 (19.2)

16 (30.8)

9 (17.3)

7 (13.5)

7 (13.5)

10.37* * *

6.09* *

0.35

0.45

18.14* * * *

* p < .05, * * p < .01, * * * p < .001, * * * * p < .0001

4 . 발달영역별 기능수준의 비교

교육심리적 평가표(Psycho- Educational Profile)로 측정한 발달영역별 기능수준의 비

교는 <표 - 4>와 같다. 전체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영역에서 지각영역과 대근육

영역(p < .05), 인지언어능력(p < .0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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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 간의 PEP 점수 비교

특성
자폐증 아동 (N = 55) 정신지체 아동 (N = 52)

Mean ± SD Mean ± SD t

발달적 기능

모방

지각

소근육 운동력

대근육 운동력

눈- 손 협응력

인지적 수행력

인지적 언어

2.93 ± 1.82

6.32 ± 2.94

3.73 ± 2.26

5.88 ± 2.41

4.37 ± 2.77

2.14 ± 1.68

1.26 ± 0.87

3.37 ± 1.91

7.44 ± 2.27

3.52 ± 1.95

6.77 ± 2.89

4.41 ± 2.84

2.35 ± 1.83

2.01 ± 1.35

0.72

2.21*

0.52

1.72*

0.07

0.62

3.39* * *

* p < .05, * * * p < .001
PEP : Psycho- Educational Profile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폐증 아동들

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가를 파악하여, 자폐증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조기인식의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자폐증은 진단적 개념의 불확실성이나 혼돈과 더불어 자폐증의 증상과 문제성으로 여

겨지는 발달의 결함이 각각의 아동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각기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

게 평가하고 진단내릴 수 없다는 것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자

폐증은 시간이 갈수록, 즉 아동이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 확실하게 진단이 명확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단내리는 것을 지연해도 되거나 늦은 나이에 진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자폐증은 특히 조기에 인

식하고 정확하게 진단내려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치료와 향후

예후에 결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폐증의 조기인식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요소들을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폐증 질환 자체의 문제, 아동의 발달 특성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아동

을 보호, 관찰하는 부모와 이들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전문가의 문제로 나누어 진다.

먼저 자폐증이라는 질환 자체의 문제에서 본다면, 앞서 기술한 것처럼 자폐증 자체는



개념적 불확실성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불분명한 특성의 매우 이질적인 질환이라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에 따라서, 각 전문가들마다, 또는 사회문화적인 환경마다 차이

가 존재하는 현실때문에 정확한 조기인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동의 문제에서 본다면 첫째, 아동들 각각이 발달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 그러다보니 어떤 아동이 선천적으로 가족력상 발달이 느리게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면서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타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진

단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진다. 둘째, 자폐증의 증상은 3세 이전에 사회성, 언어발달, 상징놀

이 등에서 비정상적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정신지체, 언어발달 지연의 아동들과 심지어는

현재 한창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상당수의 유아들에서도 자폐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

우가 흔히 있다. 즉 발달의 특성상 특히 언어발달과 상징놀이 등의 항목은 다른 질환들에서

도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자폐증의

증상들이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하거나(Rutter , 1978), 사회성 문제는 자폐증의 조기인

식과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라고 주장하는(Rogers & Dillala, 1990) 등 나이에

따라 진단적으로 다른 진단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아동의 발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36개월 이전의 아동들에서 사회

성이나 상징놀이를 가정에서 부모들이 파악하거나 문제로 인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요소들

임에는 틀림없다. 거기다가 몇개월 정도의 발달지연은 발달상에서 정상이라고 파악되고, 그

럴 경우에 조기발견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동을 보호, 관찰하는 부모와 이들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전문가의 문제는 이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한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흔한 문제가, 많은 부모와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자폐증 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심

한 낙인(stigma)을 찍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Rapin, 1991).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되면 부정하고 회피함으로써 치료와 교육을 지연시키고, 전문가들

은 신중함과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한계를 들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

다. 그러다보니 외국의 경우에서도 흔히 이들 아동들을 정서장애 라고 하거나 발달장애 라

고 부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사자폐증 또는 자폐증 끼 가 있다는 말로

표현함으로서 조기인식에 실패하거나 애써 외면해버려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정상아동과 자폐증 아동을 비교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파악하여 자폐증과 가장 감별이 힘든 정신지체 아동을 비교하였다. 크게 이들의 사회환경적

인 요인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요인,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 발달영역별 기능수준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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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으로써 이들에게서 구분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자폐증아동과 정신지체 아동

은 여러가지 면에서 발달지연이라는 공통된 요인을 매개로 연관되어 있다. 다만 특히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정신지체의 아동은 물론

48개월 미만의 아동들이다. 따라서 정신지체로 진단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게 사실이

다. 즉 발달단계에 놓여져 있는 아동을 정신지체로 진단함으로써 섣부른 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진단체계로 볼 때, 정신지체는 진단 기준에서 18세 이하라는 제한만

있으며,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동이 처해있는 환

경과 일상생활에서 적응행동의 문제가 있으며, 유의하게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능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발달평가를 통해 진단하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한 정신지체는 현재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발달지

연 아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발달지연은 진단명에 속하지 않으므

로 정신지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의 부모가 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처음 인식하게 된 조기인식 시

기는 평균 21.4 ± 6.6개월이었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은 26.2 ± 9.3개월로 자폐증 아동에 비해

서 부모가 인식하게 된 시기가 의미있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와같은 사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나 또래관계, 상징놀이 등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보이는 자폐증 아동에 비

해 발달단계에서 보여주는 지연을 단순히 느리다고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로 드러

났다. 본 연구자의 개인 경험으로 본다면, 특히 자폐증처럼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고

단순한 발달지연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기인식이 늦춰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흔

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서 이들의 관여로 인해 조기인식이 늦춰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늦되는 아이가 나중에 더 잘되더라 부모중 누

가 그랬으니 더 있어봐라 등의 충고로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음을 흔히 본다.

가정환경에서는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 사이에 사회경제적 위치, 가족력, 양육자

등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출생순위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은 셋째에 해당하

는 아동들이 8명으로 전체 대상군의 15.4 %를 차지하여 자폐증 아동의 3.6 % (2명)에 비해 의

미있게 많았다(p < .001). 이와같은 현상은 셋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산모의 나

이가 높아질 수 밖에는 없는데, 정신지체의 위험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산모

의 나이라고 볼 때에 일치되는 소견이다. 또한 이와 같은 추론은 <표 - 2>에서 정신지체 아

동들에서 산모의 늦은 나이와 저체중아의 항목에서 의미있게(p < .05)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의 비교는 <표 - 2>와 같



았다. 임신기간 동안의 사고, 감염병력, 임신 1기 때의 약물 복용여부, 주산기, 출생 시 비정

상적 위치, 출산시 태변 착색, 출산 후 호흡곤란, 황달 등의 항목에서는 두 집단간에 의미있

는 차이는 없어서 자폐증과 관련된 임신 및 출산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산모

의 늦은 나이와 저체중아의 경우라면 정신지체를 나타났다. 그러나 Bryson et al. (1988)은 산

모의 늦은 나이가 자폐증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Finegan and Quarrington

(1979)은 저체중과 자폐증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본 연구와는 달랐다.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들에서 나타나는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 비교는 <표 -

3>과 같았다. 자폐증 아동에서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 중 부모가 빈번하다고 보고하고 있

으면서 진료상황에서 관찰하여 확인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풍부한 상상력을 필

요로 하는 놀이를 제대로 못해내고(85.5 %), 사회적 놀이가 없으며(81.8 %), 비언어적 의사소

통에 문제가 있다(76.4 %)는 증상이었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들에서는 모방능력이 부족하며

(67.3 %), 사회적 놀이가 없으며(55.8 %), 또래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51.9 %)는 증상이

었다. 역시 자폐증 아동에서는 사회성의 문항에서 가장 빈번한 이상을 나타냈는데, 정신지체

아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흥미로웠다.

정신지체 아동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3가지의 증상들이 언어발달의 문제나 행

동문제가 아닌, 자폐증 아동에서 특징적이라고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항목이라는 점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모방능력의 부족, 사회적 놀이가 없고, 또래친구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상들이 정신지체에서 가장 빈번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대상 집단의 아동들이 48

개월 이하의 아동들이어서 아직까지 사회성이 발달이 안된 연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Stone (1994)의 연구에서도 일부 일치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증상이 역시 사회적 놀이가 없다는 점이었

고, 모방능력의 부족 항목도 3번째로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3가지 증상 중 2가지가 사회성 문제였는데, 이는 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 보고

나 임상가의 관찰소견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또한 가장 적게 나타나는 증상항목들은 적절하게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하고(5.5 %), 말

의 형태나 내용이 이상하고(12.7 %), 적절한 방법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12.7 %), 말하는

것의 현저한 이상을 보이며(18.2 %), 판에 박히게 일상적인 것을 유지하려는(18.2 %) 증상들

이었다. 즉, 5가지의 항목 중에서 언어발달과 관련된 항목들이 3가지나 속해있어서, 이와같은

사실은 어린나이에 발견하게 되는 자폐증 증상에는 언어관련 항목들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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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리적 평가표로 측정한 발달영역별 기능수준의 비교는 <표 - 4>와 같았다. 전체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영역으로 볼 때, 지각영역과 대근육영역(p < .05), 인지언어

능력(p < .0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PEP검사를 자폐증아동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수준을 보기보다는 각 항목별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반응성애착장애 아동과 자폐증 아동을 비교한 윤현숙 외(1992)의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CARS검사에서도 자폐증 아동

은 34.7 ± 4.1, 정신지체 아동은 26.0 ± 3.9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두 검

사 모두 자폐증 아동의 검사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자폐증만큼 특히 조기인식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고 강조되는 질병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시기에 진단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기준이나 검사도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대략적인 진단과 불투

명한 용어의 사용으로 많은 혼돈을 초래해 왔으며, 치료에만 매달려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진단기준으로서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

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아동의 나이에 따른 진단기준을 다르게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성 발달과 언어발달 항목들 중에서 몇가지들은 분명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환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성이 없는 항목들도 있으며, 나이

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자폐증 아동을 비전형 자폐증 아동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비교 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대상 아동을 늘려서 별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폐증 증상의 임상양상을 비교할 때 부모보고와 임상의사의 관찰사이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임상상황에서는 관찰 할 수 없었지만 부모보고 상에서 신뢰가 간다

고 생각한 항목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객관성에 문제를

야기시켰을 가능성이 다소 있어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V. 결 론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자폐증의 진단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유아 자폐증 환아를 조기인식

할 수 있는 중요한 증상으로 비정상적인 사회적 놀이, 모방능력의 결여 등의 항목이었다.

자폐증은 비정상적인 사회적 상호관계, 대화 및 인지발달의 장애, 행동상 특수한 형태



의 발달지연이나 왜곡을 보이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이다. 자폐증의 증상과 문제성으로 여

겨지는 발달의 결함은 이렇듯 매우 다양하고 개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에 놓여있

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자폐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적으로 많은 어

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폐증을 조기에 인식하고 정확하게 진단내려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치료와 향후 예후에 결정적인 요인로 작용하며, 아울러 가족들의 적

응과 대처방법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정환경, 임신 및 출산시의 문제, 자폐

증의 임상양상, 발달영역별 기능수준 비교를 통해 조기인식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전체 결과들은 부모가 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처음 인식하게 된 조기인식 시기, 자폐증

평정척도, 산모의 늦은 나이와 저체중,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사회적 놀이, 비언어적 의사소

통, 상상력이 필요한 놀이, 상동적인 신체동작, 물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 제한

된 관심의 영역, 발달영역별 기능수준에서는 지각영역과 대근육영역, 인지언어능력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기존의 진단기준으로는 어린나이의 아동에서 해당되지 않는 임상증상

항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따라서 별개의 진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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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아동의 조기인식 요인

ABST RACT

F act or s Relatin g t o E ar ly Recognit ion of Autism

M in N am , M .D .*1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Kohnodai Hospital,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Japan)

T he diagnosis of autism or early - onset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in very young

children is difficult for both families and clinicians. T his study is to facilitate early

recognition of autism by identify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mily environment ,

prenatal and perinatal factors on mothers,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that are most

apparent at young ages.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tricted activities and interests

were evaluated using standard diagnostic criteria for autism. Results suggested that the

areas of lack awareness of others, social play, nonverbal communication, imaginative play,

stereotyped body movements, parts of objects and range of interests are more prominent

than young child with mental retardation. Also, birth order, age on recognition, score of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maternal age, birth weight and part of Psycho-Educational

Profile appear to detect different aspects of characteristics in this sample. In this study,

a few symptom variables may represent on conversation skill, speech production and

content . This result suggests that different criteria of autistic symptoms are recommend

on recognition of autism in early age.

* e-mail: psy543@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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