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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에서 잘 진단되지 않던 자폐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더 흔한 장애이
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십수 년에 걸쳐 자폐증으로 진단되
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를 다루는 학회와 연구자 집단, 치
료 기관들이 생겨나고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나 가족이 주축이 된 온, 오프라인 커뮤
니티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고 말해지고 관
리되고 있는 자폐증이라는 실체는 그리 자명하지 않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자폐
증은 훨씬 모호하고 양가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들 아동들은 자폐증이라는 확정적인
범주로 묶이기보다는, 일반 아동과 무언가가 '다른 아이'로 느껴지고 말해지고 돌보
아진다. 즉, 아동에게서 자폐증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의 위험으로 감지되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로 다루어지고, 확고한 진단명에서 벗
어날 수 있다고 기대되고 관리된다. 한국에서 자폐증은 하나의 공고한 대상이라기보
다는, 다양한 실행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것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격렬히 만들어지면서도 유연한 실체인 자폐증의 존재 양식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에 관한 각종 과학 분과의 연
구들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의 발달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부모, 치료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관찰에 기반하여 다-현
장 민족지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에게 내재한 본질적인 '차이'를
상정한 채 그러한 차이를 자폐증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
한 것과 달리, 그러한 차이는 그것에 대한 감각, 지식, 도구, 감정, 그리고 책임의
연합과 함께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보았다. 이렇게 자폐증은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서
그것이 실행될 때 행위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중적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폐증의 네트워크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선,
자폐증에 관한 지식과 정보, 도구로 구성되는데, 이는 주로 자폐증을 다루는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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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만들어진다. 자폐증의 진단과 선별을 앞당기기 위한 연구들 속에서 어린
아동의 자폐증에 관한 언어와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에 기반한
역학 연구들에서는 세계 곳곳에 자폐증 진단 전문가와 진단 도구들, 그리고 새로운
자폐증 인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자폐증에 관한 새로운 치료 방식들이 개발되
고 그 효과와 한계에 관한 정보 또한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폐증은 생물학적인 질환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장애로
간주되며, 이러한 간극을 원동력으로 자폐증을 가능한 빨리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개
입하기 위한 지식과 도구가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폐증에 관한 정보와 도구들을 매개로, 전문가와 부모, 치료사의 감각
과 자폐증이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어진다. 자폐증의 위험 신호는 아이의 특정한 행
동들을 차이로 감지해내는 민감한 엄마와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다
른 사람들의 감각과 중첩되는 가운데 보다 확고한 자폐증의 징후로 거듭난다. 이러
한 징후를 지닌 아동이 자폐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진단 도구와 임상적 전문성
으로 무장한 진단 전문가의 감각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동이 맺는 다양한 관계 속
에서 생성되는 '사회성'을 감지한 결과들이 수렴되지 않으면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은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자폐증이라는 범주로 묶인 아동들은 치료의 실행 속에서 분
산되는데, 다양한 치료들에 관한 각종 정보와 증거들의 다양한 연합들 속에서 서로
다른 자폐증들로 관리된다.
이에 더해, 자폐증의 네트워크들에는 '다른 아이'를 둘러싼 다양한 감정들과 책
임들 또한 연합되어 있다. 자폐증은 진단되기 전부터 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린
아동에게서 미묘한 차이를 감각해내는 능력을 함양할 책임을 수반하는 대상이다. 또
한, 자폐증의 진단은 진단 기준과 도구에 기반한 의학적 실행일 뿐 아니라 진료실에
서의 사회적 관계들과 감정들을 조율하는 정서적 실행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은 진료실 밖에서 이어지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재해석되고 때
로는 폐기되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유지함으로써 자폐증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자폐증에 관한 '좋은' 돌봄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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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은 그것을 감지하고 명명하고 관리하는 지적, 정서적, 윤리적
실천들 가운데 존재하며, 따라서 자폐증을 돌본다는 것은 단지 특정한 증상을 치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의 집합체 전체, 즉 그것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의 관계를
살피고 더 나은 배열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자폐증의 네트워크를 기술하
는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그만큼 자폐증은 다시 한 번 새롭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자폐증(자폐스펙트럼장애), 발달장애, 의학적 실행, 돌봄, 질병의 존재론, 의
료인류학, 다-현장 민족지
학 번: 2009-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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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본 논문은 한국에서 자폐증이 구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자폐증은 그것을 감지하
고 명명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논문은 자폐
증이 존재하는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자폐증에 대한 감각, 지식, 도구, 감정, 그리고
책임이 생성되고 연합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자폐증은 항상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 묶인 채 그것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실행
에 관련된 언어와 도구들,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존재한다. 정신의학 분야에서 자폐
증은 자명한 실체로 간주되는데,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의 최신 개정판에서 자폐증
은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라는 두 가지
증상 영역에서 결함을 보일 때 진단하는 신경발달장애로 정의된다(APA, 2013). 또한,
자폐증은 비록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는 않았더라도 유전적 소인을 강하게 갖는다
는 점이 학계에서 이미 합의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정신질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폐증의 위상과 달리, 한편에서
는 여전히 그 원인과 메커니즘, 진단 기준과 치료 전략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
는 '논쟁적인 질병(contested illness)'이기도 하다(Silverman, 2012). 자폐증은 증상과
그 심각도가 다양한 스펙트럼 장애(spectrum disorder)1 이자 발달의 과정을 거치며 만
들어지는 장애로 간주되며, 따라서 특정한 증상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또 증상의 심
각도가 장애에 도달했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생물학적 질환이지만 생
물학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치료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은 완전히 합의
된 채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항상 그것에 대한 언어와 도구들, 각종

1

스펙트럼 장애(spectrum disorder) 개념은 단일한 하나의 장애로 간주하기보다는 다양한 관련
질환들로 구성된 하나의 증후군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는 정신 장애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로 묶인 질환들은 증상이 유사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기저
의 메커니즘이 동일한 것일 수도 있다. 증상의 종류나 심각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Maser and Akisk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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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증거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연합된 결과로서 실재한다.
이러한 자폐증의 네트워크는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폐 유행병
(autism epidemic)'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지난 반 세기 동안 여러 지역에서 새
로운 자폐증 인구가 생겨나고 있다. 자폐증은 1960년대만 해도 10,000명 중 4~5명
이 지닌다고 알려진 희귀한 장애였지만(Lotter, 1966; Treffert, 1970), 반 세기를 지나
면서 점점 흔한 장애가 되었다(Fombonne, 2003). 미국에서는 자폐증을 지닌 인구가
2002년에는 150명 중 1명, 2009년에는 100명 중 1명, 2014년에는 68명 중 1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증가해왔다(Baio, 2014). 영국의 자폐증 인구는 1978년에는 10000명
당 4명 꼴로 예측되었으나 2009년에는 학령기 아동의 약 1%로 추정되었다(BaronCohen et al., 2009; Wing and Potter, 2002). 이렇게 미국, 영국 등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자폐증에 관한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져 온 몇몇 국가들에서 '급증하는 질병'이 된
자폐증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지고 있다. 그간 자
폐증에 관한 역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호주, 멕시코, 핀란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인도, 베트남, 타이완, 남아프리카, 우간다 등지에서 자폐증의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다(Elsabbagh et al., 2012). 세계 곳곳에서 자폐증이라는 장애는 점점 더
많이 발굴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Bumiller, 2008;
Murray, 2008).
한국에서도 자폐증은 점점 더 흔한 장애이자 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되
어왔다. 우선, 최근 십수 년에 걸쳐 자폐증의 진단 비율이 유례없이 증가했다. 200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당시에는 지금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로 진단될 법한 사
례들이 중증도의 지적장애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로 진단되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정
서 관련 문제로 판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echment Disorder)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내려지지 않는
진단이 유행하기도 했고, 비디오증후군, 유사자폐, 경계성 자폐 등 공식적인 분류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진단명들이 끊이지 않고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진단들은 지난 십수 년에 걸쳐 급격히 사라졌으며, 이제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전
문적인 진단명은 인터넷 상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현재 자폐증의 진단 분야에서 유
명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려면 대체로 1년이 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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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진단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폐증이 점점 더 많이 말해지고 중점적으
로 다루어지는 현상은 진료실에 국한되지 않는데,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를 치료
하고 관리하기 위한 치료 기관과 교육 기관이 속속 생겨나고 많은 아이들이 '사회
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자폐증에 관련된 각종 단체들이 활
발히 생겨났는데, 2006년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라는 명칭으로 자폐증을 지닌 사람
의 권리를 옹호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온라인상
에서는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주축이 된 커뮤
니티들이 개설되었다. 이에 더해, 자폐증에 관해 논의하는 각종 학회와 워크샵이 활
발히 개최되고 있으며, 자폐증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회장에서 전문
가와 부모 사이의 질의응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폐
증은 학계에서도 대중적으로도 흔히 경험되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왔다.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존재하는 자폐증을 어떻게 포착하고 설명할 것인가? 자
폐증의 '사회적 구성'을 보이는 것은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 1980년대만 해도 주
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폐증이 몇몇 국가를 선두로 흔한 장애로 변화해가는
현상은, 여러 사회학자들로 하여금 자폐증이라고 불리는 질환과 그 증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사회적 과정에 주목하게 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몇몇 국가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폐증이 폭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폐증의 '진
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전문성이 마련되고 변화한 것을 지적한다. 먼저, 이
들 연구자들은 자폐증이 1980년 미국정신의학협회의 DSM-III에 "전반적 발달 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래로(APA, 1980), 자폐증의 범주와 그 진단 기준들이 개정되는 과정, 그리
고 그에 맞추어 다양한 진단 기법들과 전문가 집단들이 등장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자폐증이 장애인 교육법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주로 추가되거나 관련
보험 제도가 변화하는 등, 다른 장애에 비해서 자폐증의 진단을 북돋는 방향으로 정
책과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아동의
건강과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이 자폐증을 더욱 눈에 띄게 만들고
자폐증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되었다. 즉, 이들 연구자들은 자폐증
이라는 질병이 실제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여러 문화권에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거
나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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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Eyal, 2010; Grinker, 2007;
Liu et al., 2010; Nadesan, 2005; Shattuck, 2006; Silverman, 2012).
그러나 자폐증 진단과 그것으로 지칭되는 인구 집단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우
리 사회에서 자폐증과 관련하여 곳곳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사건들과 상충되는 실행
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우선, 한국에서 자폐증은 훨씬 격렬히 만들어지고
있는 대상이다. 2011년에 발표된 한 역학 연구에서는 경기도 일산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기반하여 한국의 자폐증 유병률2 이 2.64%로 추정된다고 보고하면
서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Kim et al., 2011). 이 수치는 1999년에 발표된 한국의
자폐증의 유병률 값인 만명당 9.2명을 훌쩍 넘어서는 값이자, 그간의 역학 연구들에
서 추정된 자폐증의 유병률 값인 1~2%를 또 한 번 갱신함으로써 세계 곳곳에 예상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였다. 그런
데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연구에서 북미의 의사와 한국의 의사로부터 동시에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 3분의 2는 그간 자폐증과 관련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아이들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 주위의 의사나 교사는 이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들에게서 자폐증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최신 연구를 계기로 아이의 이모저모를 자폐증으로 느끼
고 명명하고 또 관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이 역학 연구는 자폐증의 유
병률을 계산해내고 더 많은 자폐증 인구의 존재를 암시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한국
의 일산 지역에 자폐증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에서 자폐증은 새롭게, 그리고 급격히 생겨나고 있는 질병으로, 이러한 연구를 매개
로 자폐증과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라는 집단, 그리고 그에 연루된 다양한 행위자들
의 감각과 능력과 책임도 그만큼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느껴지고 말해지고 관리되고 있는 자폐증
이라는 실체는 그리 자명하지 않다. 우선, 한국에서 자폐증의 모습은 양가적이다.

2

유병률(prevalence 또는 prevalence rate)은 전체 인구 중 특정한 장애나 질병 또는 심리신체적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분율(proportion)로서, 어느 시점 또는 어느 기간에 해당 장애
나 질병, 심리신체적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
병률은 주로 만성적이거나 지속적인 장애나 질병의 빈도 또는 분포 등을 추정하는 데 유용
하다. 유병률의 변화를 계산함으로써 장애나 질병의 발생, 회복, 사망 등 미래의 유병 양상
을 예측할 수 있다(안윤옥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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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진료실이나 치료실에서도 자폐증이라
는 단어는 금기시되며 발화되지 않는 경향이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자폐증을 가장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뢰가 몰리고 있다.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
도 '경계'에 있다거나 '전형적인 자폐증은 아니다'라는 말로 진단 범주를 벗어나지만,
진단 결과를 부정하거나 진단 자체를 보류한 채로도 자폐증의 여러 증상들은 적극
적으로 치료되고 관리된다. 정확한 진단은 자폐증을 합리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관문
으로 간주되지만, 정작 자폐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개별 아동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치료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된다.
이에 더해,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은 훨씬 더 모호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아동기
의 자폐증은 더욱 그러하다. 자폐증은 '사회성'의 발달에서의 문제로 간주되는데, 아
동기는 이러한 '사회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어린 아동에게서 자폐증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지니게 될 위험으로
감지되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항상 '만들어지고 있는' 또는 '벗어나고 있는' 상
태로 다루어지고, 확고한 진단명을 넘나들며 매순간 기대되고 또 우려되는 불확실한
대상으로서 관리된다. 이로써 한국에서 자폐증의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은 자폐증이
라는 확정적인 범주로 묶이기보다는, 일반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과 무언가가 '다른
아이'로 느껴지고 말해지고 돌보아진다. '일반 아이와는 다르다'는 표현을 비롯하
여 '자폐 성향이 있다', '자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경계에 있다', '자폐증 진단을 받았지
만 전형적인 자폐증은 아니다' 등의 묘사들로 느슨하게 묶이는 '다른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장애'라는 의학적 범주나 '자폐성 장애'라는 법적 범주가 포괄하지 못하는,
그러나 '자폐증'에 연루된 아동들이다. 즉, 한국에서 자폐증은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
되는 공고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세밀한 설명들이 덧붙고 다채로운 실천들로 채워지
며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것이다.
이처럼 격렬히 만들어지면서도 유연한 실체인 자폐증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서는, 진단명을 중심으로 특정한 의학적 관점이 확산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대신, '다
른 아이'들을 감지하고 명명하고 관리하는 실행들이 이루는 지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폐증은 자폐증에 관한 정신의학 분야의 주류 이론이 확산되고 진단 범주가 지배
적으로 작동하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폐증은 언제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대상이며, 자폐증이 비교적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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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인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실행에서 자폐증은
더욱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
은 더 많이 행해진다. 자폐증에 관한 논쟁이 끝나지 않은 곳에서, 자폐증에 관한 갖
가지 지식들과 감각들과 감정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더 다
양한 종류의 실천이 촉발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폐증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자폐증 진단이 만들어내는 자폐증 인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실행들과 관계들 속에 분포되어 있는 자폐증'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는 자폐증과 관련된 다채로운 실행들을 상세히 기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자폐증
에 관한 각종 과학 분과의 연구들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의 발달 문제를 다루는 전
문가와 부모, 치료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에게 내재한 본질적인 '차이'를
전제로 둔 채 그것을 자폐증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
각, 지식, 도구, 감정, 그리고 책임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았
다. 이러한 차별적인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아동기 자폐증의 네트워크,
즉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게서 자폐증이 감지되고 명명되고 관리된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자들과 어떠한 실천들에 의존하는지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는 자폐증을 돌보는 '좋은' 실천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1.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점

1.2.1 자폐증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
자폐증에 관한 사회학적, 인류학적 분석에서 자폐증의 역사는 가장 활발히 다루
어져 온 주제인데, 특히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첫 번
째는 20세기의 하반기에 걸쳐 자폐증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1980년대 이후 몇몇 국가에서 자폐증의 진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
이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중심축으로 삼아, 많은 선행 연구들이 현재의 자폐
증 개념, 즉 어떤 증상들의 묶음을 자폐증이라는 범주로 명명하고 식별하고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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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한 관점이 형성되고 그에 기반하여 자폐증 인구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적,
사회적 과정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왔다.
먼저, 자폐증의 개념이 처음 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캐너와 아스퍼거의 작업
을 중심으로 당대의 지적, 사회적 배경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
자들은 미국의 정신의학자였던 레오 캐너와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한스 아스퍼
거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1940년대에 자폐증을 '동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맥락을
드러내왔다. 당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자폐증이라는 새로운 질환이 규정될 수 있었던
거시적인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학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아동의 발달
과정과 정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실행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
꼽혔다(Grinker, 2007; Nadesan, 2005). 이에 더해, 캐너와 아스퍼거가 공통적으로 영향
을 받은 학계의 조류, 즉 장애의 원인보다는 장애의 구체적인 증상을 기술하는 데에
치중하는 의학적 전통에 속해 있었다는 점, 또한 소아정신의학이라는 새로운 전문
분야로 탄생하는 시점에 활동했다는 점 등이 이들에 의해 자폐증이 정의되고 탐구
될 수 있었던 맥락으로 제시되었다(Grinker, 2007; Silverman, 2012; 2장 참고).
자폐 과학 분야에서 캐너의 정의가 현재의 자폐증 개념의 시초로서 확고히 자
리매김한 것과 달리, 캐너의 작업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편이다.
이는 캐너의 논의가 자폐증을 소위 '냉장고 엄마'로 표현되는 정서적으로 냉담한 부
모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으로부터 비롯된 정신병리학적 질환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지속시키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캐너는 자폐증의 원인
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자폐증이 선천적인 질환이라는 점과 병
리적인 양육 환경이 초기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동시에 제시했다.
그러나 당대에 조명을 받은 부분은 캐너의 논의 중 정신분석학적 입장과 조화를 이
루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도 자폐증을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심화되는 심인성 정신질환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사그라들지 않았다(Grinker, 2007;
Silverman, 2012). 이러한 캐너의 논의에 이어 브루노 베텔하임의 악명 높은 책이 대
중적으로 '냉장고 엄마 이론'을 유행시키면서, 부모의 죄책감이 심화되고 한편에서는
부모를 아이에게서 떼어놓는 방식의 치료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캐너가 특히 초기의 논의에서 자폐증이 부모에 의해 유발될 수 있
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에 대해 학계의 조류와 당대의 문화를 피해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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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분석하거나(Grinker, 2007), 자폐증에 관한 오해를 지속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한다(Silberman, 2015; 2장 참고).
자폐증이 정신 질환에서 생물학적 장애로 전환되는 과정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
심을 갖고 다뤄왔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을 다루는 연구들은 자폐증의 '유전학화
(geneticization)' 3 에 결집되어 있는 이해관계들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왔다. 몇몇 연구
자들은 유전학적 연구의 '불완전함', 즉 자폐증을 유발하는 단일 유전자가 찾아지지
도 못했고 발병 메커니즘이 밝혀지거나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에 관한 유전학적 설명이 학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우세해진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유전학 연구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약속의 어법, 즉
질병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노력들이 결국 유
사한 결과로 수렴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에 의거하여 더 많은 연구자 집
단, 활동가, 부모 등이 유전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Bumiller, 2009). 이와 상반되게, 오히려 자폐증 연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예컨대
자폐증의 유전적 복잡성이나 자폐증 연구에 내재한 회의감 등이 오히려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폐증을 연구하는 새로운 전략들을 구상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Fitzgerald, 2014). 이에 더해, 자폐증에 관한 유전학적인 설명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연구들도 있다. 당시 유전학 연구를 위시하여 만들어진 생물학적
장애로서의 자폐증 개념이 '냉장고 엄마'라는 낙인을 제거하려는 부모들의 이해관계
와 맞아떨어짐으로써 이러한 자폐증 개념이 지배적이게 되었다는 것이다(Bumiller,
2009; Chamak and Bonniau, 2013; Navon and Eyal, 2014).
자폐증의 역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또 하나의 사건은 자폐증의 진단이 급
격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여러 사회학자들은 몇몇 국가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폐증이 폭증하게 된 원인으로 자폐증의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회적
조건들을 꼽는다. 여러 연구에서 자폐증을 진단하는 다양한 기법과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폐증의 공식적인 진단 범주가 확립되고 그 범주가 점차로 확장
되어 온 과정, 그리고 그러한 진단을 추동하는 교육 및 보험 제도 등이 마련되는 과

3

유전학화는 유전학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구분하려는 추세를 의미하는 용어로, 대다수의 장
애들, 행동들, 또는 신체적 차이들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에서 기인한다고
정의하는 경향이다(Lippman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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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이 상세히 기술되었다(Grinker, 2007; Nadesan, 2005).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전문
가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아동의 교육이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었으며, 실제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분류해내는 작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졌
다는 점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Eyal, 2010; Grinker, 2007). 이렇게 자폐
증의 진단이 증가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학자들은 자폐증이 실제로 늘
어났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폐증을 지닌 사람을 식별하고 진단하는 현대의 제도적 기반들과 실
행들이 자폐적이라고 이해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에 기여했다는 것이
다(Eyal, 2010; Grinker, 2007; Liu et al., 2010; Nadesan, 2005; Shattuck, 2006; Silverman,
201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자폐증 내지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인구 집단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드러내 주었지만, 이러한 이해가 한국에서 이루
어지는 자폐증에 관한 실행들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간 자
폐증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는 몇몇 국가들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적극적으로
관리되어 온 질환이며, 관련 이론들과 진단 기준 및 도구들 역시 미국과 영국 사회
에서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Grinker, 2007). 이러한 장소에서 만들어진 자폐증에 관
한 이론과 진단 도구, 관리 방식 등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논의되어 왔지만, 자
폐증에 대한 관심과 실행들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은 상대적으로 더욱 합의되지 않은 논쟁적인
질환이며, 따라서 자폐증에 관한 각종 기술과 담론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
는 지역들에서와는 다른 실행들이 일어난다. 예컨대, 자폐증 진단을 출발점으로 각
종 지원 제도와 개입 프로그램이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되는 지역에서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 첫 임무는 진단을 받아내는 것일 정도로 자폐증에 관한
전문가 진단이 필수적으로 추구되지만(Singh, 2016), 자폐증 진단을 선호하게 만드는
제도적, 문화적 유인이 없는 장소에서는 전문가로부터 조기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구호가 다른 효과를 지니며 다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함의를 참고로 하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실행들
의 장면 장면 속에서 자폐증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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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자폐증을 다루는 실행에 관한 연구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자폐증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진단 범주가 생겨
나거나 확산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면, 자폐증을 다루는 보다 일상적인
실행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자폐증을 지닌 당사
자의 실천에 대한 분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학철학자 이언 해킹(Ian Hacking)
의 연구가 있다. 그 역시 자폐증의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관심 있게
다루었는데, 이는 진단 범주가 넓어져서 진단 가능한 인구의 범위가 늘어난 것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그 분류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되먹임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킹은 이러한 현상을 '인간종4 의 루핑 효
과(looping effects of human kinds)'라고 개념화하는데, 이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다. 첫 번째 부분은 심리학, 정신의학, 의학 등 소위 인간과학(human sciences)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분류가 그것이 적용되는 개인들의 정체성과 행동 방식을 형성함
으로써 새로운 '사람의 유형(kind of person)'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창조된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묘사된 방식을 그대로 따르거
나 그렇게 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종종 전문가의 기대에 저항하고 분류 자체의
내용을 넘어섬으로써 결국 그들에 대한 진단적 분류와 묘사는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acking, 1995, 2007).
해킹은 이러한 루핑 효과 개념에 의거하여, 자폐증을 지닌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각종 실행들이 자폐증의 진단 범주와 자폐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게 만들
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그는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자폐증 진단 범주 안에
포섭된 고기능 자폐증 5 을 예시로 들어 루핑 효과로 인해 자폐증 인구가 급격히 늘

4

초기 논의에서 해킹은 인간에 대한 분류와 자연에 대한 분류가 그 분류의 대상에게 갖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종(human kinds)'과 '자연종(natural kinds)'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나(Hacking, 1995), 이후 인간종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과 오해
를 방지하기 인간종 대신 '사람의 유형(kind of person, kind of people)'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기
로 한다(Hacking, 2007).

5

고기능 자폐증(high-functioning autism)은 자폐증의 여러 증상들을 갖지만 언어나 지능의 차
원에서는 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기 위해 편의상 쓰이는 용어로, 공식적인
진단 명칭은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기능 수준이 높다는 임상적 소견을 나타내
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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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과정을 설명한다. 자폐증의 진단 범주가 자폐증의 여러 증상들을 보이지만
언어 발달에서의 지연은 나타나지 않는 소위 '고기능 자폐증'의 사례들까지 포함하
는 것으로 넓어지기 전까지는, 고기능 자폐증은 어떤 개인이 삶의 양식을 꾸리기 위
해 참조하는 범주가 아니었다. 그러나 고기능 자폐증이 자폐증의 진단 안으로 포함
되기 시작한 뒤에는, 이는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자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이 되
었다. 이로써 고기능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며 사
회성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다. 자폐증으로 진단된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자폐증의 개념 자체도 변화하게 된다. 일단 그렇게 자폐증으로부터 '회
복된' 사람들이 존재하면 자폐증이라고 진단된 적 없는 다른 성인들도 비슷한 어려
움을 가진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폐증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
을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형성하고, 결국 고기능 자폐증을 지닌 사람의 계
층은 급격히 확장된다(Hacking, 2007).6
한편, 여러 학자들은 자폐증을 지닌 사람을 돌보는 부모나 치료사의 실행을 중
점적으로 분석해왔다. 먼저, 과학기술학자 실버맨(Chloe Silverman)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미국에서 이루어져 온 자폐증에 관한 개입 방식들을 분석하면서, 사랑과 같은
감정이 과학 지식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녀가 사례로 삼은 베
텔하임의 치료법이나 백신과 자폐증에 관한 인과론적 설명, 켈레이션과 같은 생의료
학적 접근 등은 그간 자폐증 분야에서 잘못된 개입 방식들로 악명 높았던 것들인데,

6

이러한 루핑 효과는 어떤 분류가 행동이나 증상이 아니라 더욱 생물학적인 것을 기준으로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작동한다. 예컨대, 자폐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견되어 그러한 생체표지자로 고정된 분류라도 같은 방식으로 루핑 효과가 일어날 수 있
다. 이것은 인간과학에서는 분류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인데,
유전자는 분류가 만들어진 전과 후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겠지만, 사람은 어떤 병과 관련
된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경
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그러한 사람을 분류하는 범
주의 범위나 묘사 방식을 변화하도록 만들 것이다. 즉,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가 지칭
하는 증상이나 사람의 유형은, 그것이 아무리 확고하게 생물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Navon and
Ey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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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이것들을 역사적 유물이나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연루된 사
람들에게 어떠한 논리(logic)와 의미를 가졌는지를 설명해낸다. 특히, 실버맨이 주목
한 사람들은 부모, 치료사와 같은 자폐증과 관련된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주체들인
데, 그러한 치료들을 선택하는 결정이 부모에게는 합리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것이라
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행위성을 드러낸다. 부모와 같은 양육자는 단지 자폐
증 환자 옹호의 역할뿐 아니라 치료의 실행하고 새로운 연구를 구축하고 생물학적
자료들을 모으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사랑에 기반한 노동이 자폐증
에 관한 재현과 개입의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지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Silverman, 2012).
의료사회학자 하트(Brendan Hart) 역시 자폐증을 다루는 치료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일상적 실천이 자폐증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삶의 양식을 공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하트의 논의는 해킹의 루핑 효과 개념에
의존하는데, 해킹이 주목한 진단의 범주나 묘사적 작업과 같이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다루는 실행이 아닌 경우에도 루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해킹이 주로 루핑의
사례로서 분석하는 대상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즉 언어나
문자로 스스로를 묘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컨대 자폐증을 지닌 사람이 자폐증에
관해 쓴 책들을 통해 자폐증의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자폐증을 지닌 저
자들이 그들의 감각 경험에 대해 묘사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
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고 설명한다. 어떤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언어로 표현한 것들은 그러한 유형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인공적 기반(artificial platform)으로 기능하면서 자폐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Hacking, 2009). 반면, 하트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작업뿐 아니라 행동 치료와 같은 일상적인 관리에 쓰이는 평범
한 기술들 또한 인공적 기반이 되어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의 내면과 성격에 관한
더 풍부한 심상을 만들어내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삶의 양식을 공유하며 살아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행동 치료가 적용되는 과정은 장애
(disability)의 의미와 같은 정체성의 문제는 보류한 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는 자폐증의 개념이나 자폐증을 치료하는 것 등과 같은 추상적인 문제들과 무
관하게 일상적인 치료에 가담한다. 하트가 보기에 부모들은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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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발 떨어진 채로 실천에 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아동의 행
동과 발화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가운데 자폐증을 지닌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지면서 자폐증이라는 범주가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다. 즉, 루핑 효과는 진단이나 묘사와 같이 정체성과 연루된 작업뿐 아니라 보다
일상적인 실행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Hart, 2014).
마지막으로, 자폐증에 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분석한 연구
도 있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지식의 생산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온 피츠제럴
드는 자폐증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과학적 실행과 그에 대한 느
낌을 들어보았다. 그가 만난 연구자들은 새로운 뇌영상 기술이나 유전자 분석 기술
등에 기반한 자폐증 연구에서 기존의 것들보다 더 정확한 진단 도구와 치료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뇌영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
는 등 자폐증 연구에서의 모호성이나 불확실성, 복잡성 등을 지적했다. 즉, 이들 과
학자들은 항상 낙관적인 기대에 차 있다기보다는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상태에 있
었다. 피츠제럴드는 이러한 과학자들의 표현을 근거로, 현대 생명과학 분야의 과제
들이 언제나 희망이나 낙관적인 기대에 의해 고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의심이 반복되는 가운데 복잡하고 중요한 과학적 목표가 수용되면서 생산적인 연구
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드러냈다(Fitzgerald, 2014). 후속 연구에서 그는 신경과학자들
의 정서적 노동(affective labor)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는데, 과학자들은 자폐증을 지
닌 연구 참여자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느끼는 갖가지 감정들에 대해 이야
기하며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과학적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편견 없고 객
관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객관성을 지켜야한다는 과학자들의 언술을 일종의 전략
으로 간주하는데, 필연적으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스스로를 그러한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작업
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Fitzgerald, 201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피츠제럴드는
자폐증에 관한 과학자들의 실행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발생하며, 이것이 과학적 결과
물을 도출하는 데에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폐증과 관련된 다양한 실행을 살피는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나 부모나 치료사에 의해 이
루어지는 일상적인 치료나 돌봄, 과학자들의 일상적인 작업에 주목하면, 자폐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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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적 범주나 정신의학적 지식이 발전하는 진보의 서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거
나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다양한 지적, 정서적 실천들이 그 나름의 논리
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들 속에서 자폐증이라는
범주와 자폐증에 관한 생각들이 변화하며, 심지어 어떤 실천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범주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진보하는 방향에 맞춰 실행들을 평가하는 진보의 서사(progressivist
narratives)에서 벗어나, 자폐증을 다루는 다채로운 실행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이다(Cascio, 2014).

1.2.3 자폐증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
좀 더 최근에 들어서는 자폐증의 연구와 관리의 '중심'이 아닌 곳에서 자폐증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어떤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 자폐증의 역사를 연구해 온 차막(Brigitte Chamak)은 미국이나 영국 등지
에 비해 자폐증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이 훨씬 오래 지속되었던 프랑스에서 자
폐증 진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자폐증에 관한 생물
학적인 설명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지배적이게 되고 자폐증 진
단이 늘어나는 기점을 1990년 전후로 보는데(Chamak, 2008), 이전까지는 부모가 자
녀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병원을 데려가도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자폐증 진단을 잘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신 전문가들은 부모가 발견한 아동의 문제들을 축소
하면서 부모의 불안감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생
겨난 행동 문제들로 설명했다. 부모들은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설명보다는 자폐증이
생물학적인 질환이라는 설명을 선호하며 자폐증 진단을 받고 싶어했는데, 이것이 부
모에 대한 낙인이나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폐증 진단이 없이는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교
육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차막은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부모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방대한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자폐증 진단
을 받지 못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무력감, 의심, 불확실성, 죄책감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Chamak and Bonniau, 2013).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 변화하
는데, 이들 연구자들은 특히 부모가 주축이 된 자폐증 관련 연합이 전문가들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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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행을 바꾸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부모 연합은 조기 진단
을 실현하고 확장된 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이고 행동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개
입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관련 정책 개발자들에게 호소했고, 이 가운데 정신분석
학 연구자들의 관행적인 진료 방식이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Chamak, 2008;
Chamak and Bonniau, 2013).
한편, 인류학자 그린커(Roy Richard Grinker)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한국에 새로
운 진단인 자폐증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들의 저항과 그러한 현상의
맥락을 분석했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정상'으로
정의하기를 목표하는 가운데, 자폐증의 증상들을 지니지만 학업적인 성취가 뛰어난
아동들은 자폐증으로 불리기보다는 "경계성 아동"이라고 불린다. 또한 부모들은 자
폐증을 지닌 아이들의 문제를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장애로 보기보다는 특정 영역,
즉 사회성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위치짓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영구적인 질병을 의
미하는 자폐증이라는 이름표에 반대하며 만성적인 질환으로 보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 이러한 긴장들 속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폐증을 아이의 진단으
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그것에 저항하도록 하는 사회적 의미들의 망에 붙잡힌 채
주저하게 된다. 저자들는 이처럼 부모들이 상식적인 정신의학적 지식과 범주에 저항
하는 현상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는데, 우선 한국의 정신의학은 북미, 유
럽의 국가들과 일본 등에 비해 역사가 짧다는 점이 지적된다. 1980년대가 될 때까지
연구와 치료 영역 모두 발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최근으로 올수록 DSM이 정신의
학 분야의 진단 기준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을 그러한
진단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공인된 절차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는 불과 얼
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특수 교육의 요구에 발
맞추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대중적으로는 장애의 개념이 신체적 장애나 심각한 지적
장애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폐증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전문성과
치료를 위한 제도의 부재, 자폐증과 장애에 대한 낙인 등이 부모들로 하여금 경계성
이라는 범주적 불안정성을 제시하는 용어를 이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Grinker,
2007; Grinker and Cho,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자폐증이라는 질병과 그것을 다루는 실행들이 특정한 사회의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린커는 이렇게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자폐증을 연구하는 작업의 가치는 과학적 재현들의 문화적 기반들을 밝혀내고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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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라는 구성물의 사회적 삶을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한다(Grinker, 2015). 그
가 보기에 과학적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차이들이 생물학적 기제의 용어로 설명되면
서 비-사회화되지만 질환이나 장애(disability)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생물학적 표지자와 행동들의 집합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경험
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해도, 그러한 행동들을 '장애(disorder)'로 규정하는 사회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환경 자체가 그러한 장애를 수용하지 못할 때에만 그것이 비로
소 장애(disability)가 되기 때문이다. 즉, 그린커는 질병과 장애가 안정적이고 보편적
이고 자연에 기반한다고 가정하는 생물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재 자폐증의 장애로
서 식별하고 관리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시공간의 의미의 체
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2.4 본 논문의 차별점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은 자폐증이라는 특정한 질병이 출현하고 정의되고 치
료되는 방식은 해당 사회에 존재하는 해석과 가치의 틀과 얽혀 있다는 점을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의 자폐증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자폐증이 지금과 같은 방식
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그러한 집단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적 실행
들, 진단 도구나 기법,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 아동기의 정신 건강이나
교육 문제에 관한 대중적 관심 등 거시적인 차원의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했다. 또한,
자폐증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실행들이나 자폐증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해석하고 묘
사하는 작업과 같은 일상적인 실행들도 현재의 자폐증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실체를 전제하고 그것에 대
한 '인식'이 생겨나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가 생물학적인 질환 자체, 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관련된 생물학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자폐증의 증상이나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 자체는 생물학적
으로 주어진 것으로 상정되는데, 자폐증이라는 범주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일지라
도 그러한 범주가 가리키는 여러 증상들이나 그로 인한 고통이나 괴로움까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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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나데산은 자폐증이라는 것이 특정한
증상들이 질병 분류학적으로 묶인 것이자 임상적, 제도적 실행들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개인에게 나타나는 차이들 자체는 생물학적인 실체로서 주
어져 있다고 간주한다. 나데산의 논의는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한 채, 그러한 차이를 정의하고 해석하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사회적'이라는 점
을 보인다(Nadesan, 2005). 그린커 역시 자폐증이 생물학적 실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증상들 자체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분하
여 분석한다. 자폐증이라는 진단 범주는 사회적 구성물일지라도 증상들 또는 증상들
의 집합은 진단명이 붙기 전에도 실재한다는 것이다. 그린커는 이렇게 특정한 증상
들은 고정된 실체로 두고, 이러한 증상들의 묶음을 하나의 질환으로서 인식하고 규
정하는 생각들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오는 과정을 살펴본다(Grinker and Cho, 2013).
그러나 이렇게 생물학적인 실체로서의 증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폐증에 관한 해석의 세계를 다루는 것에 그치게 한다. 달리
말해서, 자폐증 또는 그것의 증상'에 관한' 범주나 지식, 의미의 체계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자폐증과 그것의 증상 자체, 또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생물학의 영역에
남겨둔 채 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존
재인 사람들에게 자폐증이라는 이름이 붙는 과정은 다룰 수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세상에 생겨나게 되는 과정, 즉 그러한 차이를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만
들어내는 사회-기술적 관계들은 드러낼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의 질병들, 특히 자
폐증이나 그것이 지칭하는 상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실체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관점이나 범주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그러한 실체 자체
를 지탱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폐
증이나 자폐증으로 지칭되는 어떤 차이를 미리 주어진 것으로 두지 않고, 그러한 차
이에 대한 감각, 지식, 도구, 감정, 그리고 책임이 연합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과물
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차별적인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이 감지되고 명명되고 관리된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자들과 어떠한 실천들에
의존하는지, 즉 자폐증의 네트워크를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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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이론적 배경

1.3.1 의료화와 생의료화
자폐증에 관한 다양한 실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사회학자들이 이론
화하여 발전시켜 온 의료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로 올수록 더 넓은 범
위의 인간 경험들이 점점 더 의학적 틀 속에서 정의되고 경험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의료사회학자 콘래드(Peter Conrad)와 동료들은 이처럼 이전에는 의료적 문제로 간주
되지 않던 것이 질병(illness)이나 장애(disorder) 등의 명칭과 함께 의료적 문제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료화(medica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Conrad and Schneider,
1980). 의료화 개념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분야에서 1970년대부터 등장하여 지금
까지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유행시킨 초기의 연구들에서
는 주로 의료적 권위가 일상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하는 역
할을 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Conrad and Schneider, 1980; Zola, 1972). 이들
연구자들은 의료 전문가의 권한과 권위에 초점을 맞춰 위로부터 추동되는 의료화
과정을 분석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의사 집단은 장애, 질병, 일탈 등의 개념을
통해 무엇이 아픈 상태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다. 이러한 의사 집단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일상적인 경험
이나 사회 문제였던 것이 의료 문제로 규정되면 이들 전문가들이 이를 감시하고 개
입하고 판단할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초기에 의료화 논의를 이끈 연구자들
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별 차이나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까지도 의료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장애나 질병으로 정의되고 의학적, 기술적 해결책이 우선시됨으로써 일
반인들의 지식과 실행이 무효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Conrad, 2007; Conrad
and Barker, 2010).
이러한 의료화 논의에서 정신의학적 진단들은 일찍부터 중심 소재로 활발히 다
루어졌다(Conrad, 2007). 정신의학적 진단들이 늘어난다는 점은 그만큼 사회 전체가
의료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진단 범주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질병으로 정의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으로 의
료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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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모형과 알코올 중독(alcoholism)이라는 질환 개념을 통해서 의학적 질환이
되는 과정(Conrad and Schneider, 1992), 활동적인 아동의 행동 문제나 학습 문제가 여
러 증후군을 거쳐 리탈린과 같은 약물로 관리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아
동기의 정신 질환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이후 다시 그 정의가 확장되어 일생 동안의
주의 집중 장애로 개념화되는 과정 등이 있다(Conrad, 2007).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
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PTSD)(Scott, 1990), 사회 불안
장애(social anxiety disorder)(Lane, 2008),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Horwitz and
Wakefield, 2007) 등의 사례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일상적 상태나 문제들이 공식적인
정신질환의 범주가 되어 의학의 관할권으로 도입되고 있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의료화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의료적 문제였던 것이 의학적으
로 정의되고 다루어지는 사회적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는 것으로, 의료화 개념 자체
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지는 않는다(Conrad and Slodden, 2013). 또한,
각 사례별로 의료화가 일어나는 정도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화 개념을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셀리악병(celiac disease)이
라 불리는 만성소화장애는 현재 의료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개발되지 않아 글루텐
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의료화와 비의료화 상
태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화가 진행되는 정도가 사례별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Copelton and Valle, 2009). 또한, 동성애(homosexuality)의 사례처럼 이
전에는

의료적으로

정의되었던

것이

생활

양식의

일종으로서

탈의료화

(demedicalization)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의료화가 항상 일방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Clarke et al., 2010; Conrad, 2007).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과 일
반인 집단 사이에서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논쟁적인 질병
들도 어떤 현상이 의료화 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예시한다(Conrad, 2007).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탈의료화의 빈도수보다는 의료화의 경향이 압도적으
로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화 이론가들은 서구 사회에서는 19세기 초부
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의료화의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Conrad and
Slodden, 2013). 이들 연구자들의 목적은 다양한 일탈 행위나 개별적 차이, 삶의 측
면이나 사회 문제 등이 의료 제도 하에 정의되고 진단되고 관리되는 것을 추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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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들을 발굴하여 현재의 진단 범주와 관리 방식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인
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화 개념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지점은 시간에 따
라 달라져왔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현상 자체가 바뀐 것에 기인하는데, 콘래
드는 의료화를 일으키는 근저의 엔진이 변화해왔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에는 의사
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의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20세기 후반으로 올수
록 약학이나 유전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공학 기술, 제약 산업이나 보험을 중심
으로 창조되는 시장, 그리고 환자와 소비자의 개인적, 집단적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
고 있다는 것이다(Conrad, 2005). 이 가운데 의사들의 역할은 이제 의료화의 "문지
기" 역할을 하는 정도로 크게 약화되었는데(Conrad and Slodden, 2013), 소비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제약 회사의 광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사소한 문제였던
것을 심각한 질환으로 여기도록 하고 특정한 약을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도
록 만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제약 산업이 질병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Conrad, 2007; Moynihan and Cassels, 2006). 또한, 인터넷에 기
반한 정보의 확산이나 환자 운동 역시 의료화(또는 탈의료화)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은 이전에는 의료 전문가들에게만 제한적으
로 주어져 있던 지식과 정보를 얻고 선택지들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스
스로의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비전문가의 지
식은 지배적인 의학적 관점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Barker, 2008; Conrad and
Stults, 2010). 요컨대, 최근으로 올수록 의료화 연구의 초점은 전문가 집단을 넘어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지식 생산자인 환자의 역할이나 그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로 옮겨가고 있다.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의료화의 경향에서 보다 근
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의료화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생
의료화(biomedicalization)라는 용어를 새로이 제시하기도 했다. 생의료화는 2000년대
초반 아델 클라크(Adele E. Clarke)와 몇몇 의료사회학 연구자들이 주창한 개념으로,
미국 의료의 역사에서 나타난 극적인 변화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이다.7 이들 학자들

7

아델 클라크 등은 미국 의료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는 189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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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의료 체계의 구성, 조직, 실천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료화라는 기존의 용어로는 포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술과학적 혁신을 중심으로 건강
과 질병에 관한 연구와 제품이 기업화되고 사유화되면서 새로운 생명정치적 경제가
부상한다. 둘째, 20세기 후반기의 의학에서는 질병뿐 아니라 건강의 위험이 있는 개
인들을 사전에 밝혀내서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위험의 통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
강이 하나의 상품이자 도덕적인 의무가 되고 있다. 셋째, 생의료적 실행과 혁신에서
기술과학이 점점 더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넷째, 생의료 지식의 생산, 정보
관리, 유통, 소비 양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들이 다양한 종
류의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된다. 다섯째, 생의료적 실행은 질병, 질환, 상해에 대한
통제를 넘어, 치료뿐 아니라 향상을 위해 기술과학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초점
이 옮겨가고 있으며, 생의학적 현상에 기초한 집합적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다
(Clarke, 2014; Clarke et al., 2010).
김환석(2014)은 이러한 생의료화 개념에 의거하여, 정신의학 분야 전반에서도
생의료화 이론가들이 제시한 변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우선,
그는 최근으로 올수록 정신장애와 관련된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들과 생리학적 메커
니즘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면서 정신장애를 질환으로 개념화하는 현대
정신의학의 작업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정신장애를 둘러싼 생명정치적 경제
가 부상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이렇게 정신장애에 관한 신경생물학적 모형이 점
점 더 공고해지면서 정신장애가 약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이로
써 제약산업이 유래없이 성장하였다. 둘째로,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예방과 조기 개
입을 중심으로 하는 생의학적 실행들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휴먼게놈프
로젝트 이후에는 유전적 감수성을 측정하는 것이 위험을 예측하고 그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졌으며, 한편에서는 정신질환을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뇌의 구조나

1945년 사이의 기간으로, 이 때에는 서구의 과학적 의료가 들어와 미국 정치경제의 의
료 부문이 뚜렷이 확립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40년에서 1990년의 '의료화' 시기
로, 의료의 관할권이 팽창하고, 과거에는 도덕적, 사회적, 법적 문제들로 간주되던 영역
들이 의료 문제들로 재정의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로, 현대 의료의 구성, 조직, 실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이들 연구자들이 '생
의료화'로 명명한 단계이다(Clarke et al., 2003).

- 21 -

기능적 상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최근으로 올수록 정신의학이 발전
하는 데 있어서 유전학 및 유전체학은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과
학의 영향도 강화되는 등, 기술과학이 생명의료의 실천과 혁신에 있어서 중심이 되
고 있다. 넷째,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써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정신장애와 이를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
를 얻고, 이 가운데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권력은 약화되거나 변형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아닌 정신 기능의 향상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인지적
향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향상을 추구할 여지가 있다(Rose, 2001). 또한, 정신장애에 기초하여 동일한 정체성
을 지니게 된 환자 및 소비자가 등장하고 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생의학적 현상에 기초한 집합적 정체성이 정신장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의료화와 생의료화 논의들이 짚어온 현대의 의료적 실행의 주요 특징들
은 자폐증과 관련한 최신 과학 연구들과 그에 기반하여 새롭게 추동되는 실천들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정신의학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폐 과학 분
야에서도 자폐증의 위험을 예측하고 진단과 개입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와 사회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유전학과 신경학 분야에 걸려 있
는 희망은 분명히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폐증을 실제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실행은 여전히 자폐증의 '표현형'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유전학
및 신경과학 연구에서 자폐증을 '생물학적으로' 진단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획기적
인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자폐증의 식별과 진단은 여전히 자폐증의
증상에 대한 관찰과 평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자폐증의 치료 분야에서도
뇌 수술이나 약물과 같은 생의학적 방법들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주로 행동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폐증이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
이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의료화와 생의료화 연구자들이 주목
했던 엔진들, 예컨대 생명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약산업이나
환자, 소비자 연합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료 분야에서
만들어진 희망이나 그에 기반하는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는 구호는 공유하되, 실제로
그러한 실천을 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기술과학적 수단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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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자폐증과 관련된 실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bio)' 접두사가 붙은 최신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뿐 아니라 보다 단순한 기술들과 비
주류 전문가들, 일상적인 실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Hart, 2014;
Silverman, 2012). 의료화와 생의료화 논의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재 자폐증이라
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지향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자
폐증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병과 관련된 일상적인
실천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개념틀이 필요한 것이다.

1.3.2 질병의 사회적 구성과 질병의 존재론
질병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질병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illness)'이
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의료사회학 논의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Brown, 1995;
Conrad and Barker, 2010). 의료사회학 연구자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널리 여겨졌던 현
상의 문화적, 역사적 측면들을 드러내주는 개념적 틀로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social constructionist approach)을 질병에 적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실증주의적 사
고에 대항하고자 한다. 질병은 시기나 장소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생물학
적인 실체로서의 질환(disease)이 그저 체화(embodiment)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힘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실재로서 만들
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질병의 사회적 구성을 다루는 의료사회학 논의는 몇 가지 갈
래로 나뉠 수 있는데, 몇몇 연구자들은 연구 초점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기준으
로 '의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medical knowledge)'과 '질병 경험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illness)'에 대한 논의들을 구분한다(Brown, 1995;
Conrad and Barker, 2010).
우선, 질병 경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다루는 연구자들은 주로 미
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질병을 경험하는 과정을 다루어 왔다. 여기서는
질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점과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춰 질병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질병을 관리하는 실행에 대해 분석해왔다. 질병 경험을 다룬 초기 사회학 연
구들에서는 질병 경험이 환자로서의 경험, 즉 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
들어지는 환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었다(Parsons, 1951; Suchman, 1965). 그러나 이후
의 연구들에서는 환자 역할을 넘어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질병 경험과 실행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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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기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질병을 지닌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질병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질병을 관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일상적
인 삶을 조정하는 전략과 과정,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해왔다(Barker, 2009; Bell, 2000; Bury, 1982; Charmaz, 1993; Strauss, 1975). 질병
경험에 대한 사회학 연구들에서는 특히 만성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연구들이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와는 구분되는 일반인으로서의 환자의 관점과 경험,
일반인 지식(lay knowledge)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Banks and Prior, 2001; Brown et
al., 2004; Kroll-Smith and Floyd, 2000). 즉, 질병 경험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
질병을 지닌 개인은 그저 특정한 질환을 몸에 체화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또 세계를 향해 행위하는 존재로서, 질병의 경험을 특정한 방향으로 창조하
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일반인의 질병 경험과 전문가의 관점이 상반되는 지점만
강조되지만, 실제로 질병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료 체계 속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의학 지식과 기술은 질병 경험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의료사회학 연구자들은 전문가들의 믿음과 진단의 기원
을 추적하는 것을 중요한 작업으로 여기며 의학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
을 연구해왔다. 여기에 속한 과학기술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들에서는 의학자들이나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지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앎의 방식이나 증거의 기준, 질환
의 정의 등이 그것이 개발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협상되고 해석된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의학 지식이 자연에서 찾아지는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논쟁과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드러내왔다(Epstein, 2007; Joyce, 2008; Timmermans,
2007). 또한, 앞서 설명한 의료화의 논의들도 여기에 속하는데, 특정한 진단이 개발
되고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환자의 문제를 정의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추동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을 드
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특히 진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회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이 차후의 질병의 구성에서 중심적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논쟁적인 진단의 사례는 의료적 경험에서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
주는 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사례에 초점을 맞춰 질병의 구성 과
정을 분석해왔다(Brown, 2007; Dumi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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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질병의 사회적 구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어떤 질병 경험이 형성되는 과
정에서 의료 전문가나 환자의 역할, 또는 기술적 도구나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생물학적 실
체로서의 질환과 그것의 경험과 의미인 질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작 질
환 자체에 대해 고려할 여지는 남겨두지 않는다. 과학기술학자 안네마리 몰
(Annemarie Mol)에 따르면, 그간의 의료사회학 연구들에서는 질병에 대한 환자의 해
석과 의미는 의사의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들이 대상으로 삼
은 것은 생물학적인 실체인 질환과는 구분되는, 그것의 경험과 의미에 국한되었다.
여기서 질환은 진리로, 질병은 의미로 간주되며 상반된 물리적 사실이 되고, 사회학
연구자들은 의미의 세계, 즉 몸과 질환에 대한 해석만 다룰 뿐 몸의 물리적 실재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게 된다. 즉, 의료사회학 연구들에서는 어떤 질환에 대한 해석
만 다루어 왔을 뿐, 막상 그 질환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존재론적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Mol, 2002).
그렇다면 질병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질병에
대한 해석이나 경험뿐 아니라 질병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학자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를 위시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연
구자들의 연구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투르는 몸을 지닌 주체와 그와 동떨어
진 채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언어가 그 사이의 연결을 수립
한다고 상정하는 주체-객체 모형에서 벗어나, 감각의 매체와 감각되는 세상이 동시
에 생산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의 예시로,
라투르는 향수 산업에서 각종 향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코'를 갖기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한다. 그에 따르면, 일주일의 훈련 기간에 훈련을 받는 학생
들은 향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법(to be affected)'을 배우게 되는데, 훈련 이전에는 다
양한 화학 물질로부터 서로 다른 향기를 구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향기 키트, 전
문가,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서로 다른 향을 구분해낼 수 있
는 '코'를 갖게 된다. 여기서 민감한 코라는 것은 학생 개인의 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기 키트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러한 감각을 매개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
위자들의 집합체, 즉 차이를 구분해내는 일종의 감각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향과 구별되는 특정한 향기라는 것은 이러한 인공적인 집합체가 구성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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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마침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Latour, 2004). 이러한 라투르의 논의는 어떤 것이 실체로 인식되는 것은 인공적
이고 물질적인 연합들의 결과이자 그러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안정 효과임을 드러내
준다. 어떤 과학적 대상이 세상으로 확산되었다면, 그것은 실험실 바깥에 이러한 과
학에 연합된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이지, 과학이 그 자체로 인식론적 권위를 갖기 때
문이 아니라는 것이 라투르의 주장이다(Latour, 1993, 1999; 라투르 등, 2010).
안네마리 몰 역시 라투르와 마찬가지로, 질병과 같은 의학적 대상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이 연루된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분석한다. 몰에 따르면, 의학적 실행에서의 존재론은 특정한 장소와 상황
에 묶여 있는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실행 속 사건(events-in-practice)에서 질병
이 상연(enactment)된다.8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조화(coordination)가 일
어날 수밖에 없는데, 환자는 의사를 방문하기 전까지 그 질병을 상연하지 않았던 것
이고, 환자 없이는, 또 환자의 몸 없이는 의사는 진단을 만들 수 없다. 또 질병은
그것을 가진 환자나 진단하는 의사와 같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에게도
의존하는데, 예컨대 병리학자에게 어떤 질병이 가시적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미
경, 칼, 염료, 테크닉 등이 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물질적 실체로서
의 질병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식별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실행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질병을 연구한다는
것은 순간 순간의 실행들에서 상연되는 모든 대상들과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몰은 의료적 실행에 대한 자신의 민족지적 작업을 '실행기술
학(praxiography)'이라고 일컫는다(Mol, 2002: 31).
라투르에게서 한 발 더 나아가 몰은 이러한 실행기술학적 접근을 통해 질병이
라는 실체가 다중적(multiple)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라투르가 주로 하나의 네트워크,
또는 과학의 집합체(the collective body of science)가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
다면(Latour, 2004), 몰은 훨씬 다채로운 네트워크'들', 즉 다양하게 행해지는 질

8

몰은 실행과 상연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실행이라는 단어 대신 상연이라는
단어를 특히 사용하는 이유는 무대 뒤에 감춰진 진짜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행
된 것이 실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Mo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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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을 살피고자 했다. 9 몰의 논의가 이전의 의료사회학 논의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이유는 이러한 다중성이 해석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유연성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
서 그렇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질병이라는 실재, 또는 가능성의
조건은 각 실행들마다 달라지며, 이 때문에 그 존재 또한 다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에서의 빈혈과 아프리카에서의 빈혈은 각각의 장소에서 다른 방식
으로 진단된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실행들에 의존하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Mol and Law, 1994), 병리학적 동맥경화는 임상적 동맥경화와 다른 분과의 전문가들
에 의해 다루어지면서 서로 다른 장소와 상황에 묶여 있는 다양한 동맥경화'들'이다
(Mol, 2002). 이러한 실재들은 이전과는 특정한 관점을 지닌 몇몇 전문가에 의해 '구
성'된 것일 뿐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
로 '실행'된 것으로, 몰은 이러한 실행 속의 모든 대상들과 사건들을 따라가 봄으로
써 질병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을 넘어 질병 자체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작업은 '좋은' 의료적 실행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의료적 실체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실행된 것이라면, 의료적 지식은 지시
(reference)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manipulation)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의료의 대상
이 다양한 실행들에 분산되어 있는 다중적인 것이라면 더 이상 지식의 참됨
(truthfulness)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며, 이제는 다양한 상연의 적절성

9

몰은 동료 학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라는 용어 대신 '유동체(fluid)'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에서의 빈혈과 네덜란드에서의 빈혈은 서로 다르게 진단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존재이면서도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차이와 동일성 모두가 존
재하는, 어디까지 동일하고 어디서부터 차이로 변화하는지 그 지점을 정확히 제시할 수 없
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뚜렷한 경계 없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형체를 묘사하
는 유동체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다(De Laet and Mol, 2000; Mol and Law, 1994). 특
히, 몰은 네트워크와 달리 유동체 안에서 요소들은 단지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는 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Mol, 2002).
본 논문에서는 유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연합의 다양성과 불안정성, 불확정성을 부각시키려
는 몰과 동료 학자들의 제안에 동감하면서도, 라투르가 제시한 네트워크 개념으로도 이러
한 점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하나의 공고한 자폐증의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상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연합을 통해서, 때로는 분산된 채로, 때로는 서로 간섭하거나 충돌하
거나 조화하면서, 다중적 자폐증을 효과로 갖는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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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ness)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몰은 실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또 다중적으로 상연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러한 실재에 대
해 탐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질병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각 현장에서 해
당 질병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과 실행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의료적 실
행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답은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각각의 실행들을 상세히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Mol,
1999, 2002).
1.3.3 돌봄(care): 지적, 정서적, 물질적 실천
자폐증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실천들을 보다 분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몇몇
과학기술학자들이 심화시킨 '돌봄(care)'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안
네마리 몰이 제시하는 돌봄의 개념은 만성질환을 지닌 사람의 생활과 몸에 개입하
는 모든 실행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몰이 돌봄 개념을 통해서 지칭하고자 하는 것
은 치료와 같은 기술적 개입과 구분되는, 그에 부차적인 실행이 아니라, 지식과 기
술을 다루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면 돌봄은 치료
(cure)와 구분되지 않는데, 어떤 실행이 아무리 지식 집약적이고 기술 의존적이라고
해도 돌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돌봄 개념이 어색한 이유는 그간 돌봄이라는
단어에 친절, 헌신, 관대함 등의 특징이 지워지면서 마치 기술과 반대에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쓰임을 이렇게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기술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돌
봄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Mol, 2008). 몰은 이러한
돌봄 개념을 통해서 환자의 실행에서 그간 논의되지 못했던 수많은 실천들을 드러
내고자 한다.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몇몇 개인적, 지적, 경제적 선택들로 강등시
키는 '선택의 논리(the logic of choice)'와 달리, '돌봄의 논리(the logic of care)'에서 환자
는 모든 종류의 활동들의 주체로서 능동성을 갖는다. 이들의 돌봄 실천은 몸, 기술,
지식, 사람을 지속적으로 수리하고(doctoring) 땜질하는(tinkering) 전 과정이다(Mol,
2006; Pols, 2003).
이러한 돌봄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돌봄의 능동적 주체와 돌봄의 수동적 대상은
미리 정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지 않다. 의료적 실행에서는 흔히 환자가 돌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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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의사나 치료사, 보호자 등은 돌봄의 주체로 간주되기 쉽지만, 실제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돌본다는 것은 돌봄에 관여하는 온갖 행위자들
의 집합체에 의해 구축되고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그리고 각종 기술들에 의해
공유되는 불확실한 실행들이다. 그래서 돌봄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을 포함하는)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배열하고 조절하고 해결하는 순간 순간의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Mol et al., 2011). 일례로, 휠체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분
석을 통해서 위넌스(Myriam Winance)는 휠체어에 탄 사람을 형성하기 위한 돌봄의
과정이 단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갖는 몸에 대한 작업일 뿐 아니라 그와 연루
된 집합체의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 예컨대 휠체어와 휠체어를 미는 사람
에 의해 느껴지는 것에 대한 작업이기도 함을 보여주었다. 테스트 과정에서 휠체어
는 그것을 타는 사람의 자세에 맞춰지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휠체어에 맞춰짐으
로써 휠체어에 탄 사람이 점차적으로 형성되는데, 순간 순간마다 그들의 느낌이 평
가되며 휠체어에 탄 사람이라는 집합체가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탐구된다. 이에 더
해, 휠체어를 미는 사람도 돌봄의 대상이 되는데, 휠체어와 그것에 탄 사람을 편안
하게 밀 수 있는지, 즉 그의 느낌과 행위 가능성 역시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는 최종
적인 집합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타협되어야 할 요소가 된다. 이처럼 돌봄이란
휠체어, 휠체어에 탄 사람, 휠체어를 미는 사람 모두에게 적합한 배열을 찾는 '조정
의 과정(the process of adjustment)'이며(Winance, 2006), 이렇게 볼 때 돌봄의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루된 집합체 전체를 다루는 공유된 작업이자
그 집합체의 행위자들 모두에게 분산된 것이다(Winance, 2010).
돌봄 개념이 갖는 또 하나의 유용성은 돌봄 개념에서는 지식과 감정, 이성적인
실천과 감정적인 실천, 과학적 실행과 감정 노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적, 임상적 작업에서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정동(affects)이나 감정
(emotions)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례로 Swallow and Hillman(2019)은 치매를 진
단하는 실행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치매와 관련된 공포와 불안의 느낌이 단지
사람들의 경험과 진단에 대한 반응만 형성할 뿐 아니라 임상적 진단의 속도와 내용
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형수술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인
Leem(2016)에서는, 의학 기술로 무장한 의사 역시 미를 생산해내는 활동 가운데 예
측 불가능한 환자의 몸과 마음을 다루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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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돌봄 제공자들의 노동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의료
적 실행이 통제할 수 없는 몸에 대한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실
제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들어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실천들을 살
펴보면, 의료적 실행이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그간 비의료적이라고 치부되었던 여러
요소들에 의존하며 또 그것들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포착할 수 있
다.
이에 더해, 돌봄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결국 좋은 돌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자 마
리아 푸이그 드 라 벨라카사(Maria Puig de la Bellacasa)에 따르면, 돌봄은 "감정적인
상태(affective state)"와 "물질적인 행동(material doing)", "윤리-정치적 의무(ethiopolitical obligation)"를 더 강하게 내포하는데, 이는 과학적 실행이 수행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실행들로 분석 범위를 넓히게 해준다(de La Bellacasa, 2011,
2012). 또한, 그녀에 따르면 돌봄은 행위자들이 그들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렇게 보면 기술과학에 대해 다루는 과학기술학의 연구 자체가 갖는 정치적 효과와
윤리적 의무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기술과학을 돌보는 하나의 행위로서 우리의
연구는 계속해서 기술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몰에 따르면, "좋은 돌봄(good care)"이란 "복잡한 모순들과 변화하는 긴장들
이 가득한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땜질하는 것"이며(Mol et al., 2011:14), 과학기술학 연
구자 역시 모든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들과 느낌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을 통해
서 가장 적절한 배열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돌봄 작업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 돌봄에 대해 좀 더 비판적으로
살피는 방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Martin et al.(2015)는 돌봄이 근본적으로 양가적
이고(ambivalent), 맥락적이고(contextual), 관계적(relational)이라고 보는데, 돌봄이 반
드시 사랑, 애착, 양육 등의 따뜻한 느낌들에 의해 동기화될 필요가 없으며, 많은
경우에 불안이나 상처, 부당함, 분개, 좌절 등에 의해서 추동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특정한 돌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놓는데, 돌봄에 대한 연구에서는 돌봄의 행위 자체를 살피는 데에만 집
중할 것이 아니라 돌봄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다. 연구자는 돌봄의 대상을 확보하기 전에 '반응할 의지(willingness to respond)'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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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되 돌봄의 순간을 늦춤으로써, 무언가가 돌보아지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처방되는
자명함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겉보기에는 필연적인 돌봄의 방향이나 강도, 행위의
형태 등을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Marti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돌봄 개념과 논의에 기반하여 자폐증이 감지되고 진단되
고 치료되는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수선과 땜질과 조율의 작업들에 주
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자폐증의 네트워크의 모든 행위자들의 관계
들과 느낌들에 연구자 스스로 반응함으로써, 자폐증에 관한 보다 좋은 돌봄의 모습
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1.4 연구 방법과 범위

1.4.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류학의 방법론인 다-현장 민족지(multi-sited ethnography)를 수
행함으로써,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
한 전문가들과 준-전문가들, 그리고 자폐증이나 관련 발달장애 문제를 지닌 아동의
부모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상연되는 자폐증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민족
지는 현지인의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함으로써 현지인들이 구
성하고 있는 문화를 해석해내는 방법이다(Geertz, 1973). 여기서 문화의 발견은 단순
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함으로써 그들의 관점과
방식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족지적 분석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기술과학적 실행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최근
에는 하나의 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고 돌아다니는 다양
한 영역들과 가상 커뮤니티들을 함께 관찰하는 다-현장 민족지가 자주 사용되고 있
다(Marcus, 2009). 다-현장 민족지는 특정 과학자 공동체, 즉 하나의 분과 집단을 중
심으로 두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자폐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행을 하고
있는 상이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을 공평하게 다룸으로써 이들 사이의 상
호작용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폐증'들'을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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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015년 말부터 자폐증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
대회와 워크샵, 각종 부모 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된 학술 논
문들과 서적들을 분석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참여 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과 자폐증에 연루된 다양한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에 대한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등을 수행하였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참여 관찰은 심층 인터뷰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수행되었다. 인터넷은 20세기 후반기부터 질병의 하위 문화가 형성되어 온 중요한
공간으로서, 질병 경험을 다루는 많은 연구자들이 온라인 상에 형성된 환자 커뮤니
티나 그로부터 유발된 사회 운동에 주목했고, 인터넷 정보의 양상이나 그로 인한 의
사-환자 사이의 관계 변화 등을 분석해왔다(Conrad and Stults, 2010).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 장애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로 발달
장애를 지닌 아동의 부모들을 주축으로 활발히 개설되었는데, 인터넷 포털 네이버
(NAVER) 카페의 '아스퍼거 가족 모임방'(2004년 개설), '느린걸음'(2008년 개설), '거북
맘 vs 토끼맘'(2009년 개설), 다음(DAUM) 카페의 '발달장애 정보나눔터'(2001년 개
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에서는 수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해왔으며, 이
들 커뮤니티가 정보의 공유, 정서적 지지, 관리 규범의 제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
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여러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만
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연구 참여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자폐증 및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실행의 방향과 내용
을 결정하는 데에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초기 단
계의 실행에 있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 및 기록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심층 인터뷰만으로는 포
착되기 어려운 부모의 초기 실행의 양상과 그 근저를 이루는 근거와 규범을 이해하
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빈번히 올라오는 게
시글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자폐증을 의심하거
나 진단 받은 부모들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답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떠한 실행을 하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폐증의 개념과 자폐증을 관리
하는 전 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가 저장되고 어떠한 실천이 권해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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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
이러한 참여관찰에 기반하여 자폐증에 관한 담론들과 실행들에 어느 정도 익숙
해진 뒤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의 부모, 자폐증 진단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의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료사 등의 세 종류의
집단에 대해 이루어졌다. 부모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게시판에
연구 목적과 인터뷰 절차 등을 소개한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폐증 및 관련 발
달장애로 진단을 받았거나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만 1
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의 부모를 모집하였으나, 연령대가 높은 자녀를 둔 부모로
부터 연락이 온 경우에도 인터뷰 참여자로 포함시키되 아동기에 이루어진 실행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단 전문가의 경우에는 자폐증 관련 학회 및 단
체 활동에 대한 참여와 문헌 조사, 상기 소개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게시글에 대한
조사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의 진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대중적으로 빈번히 회자되는 진단 전문가를 선정하여 인터뷰 참여를 요청하였다. 치
료사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뷰 모집 게시글을 올려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다양한 치료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자폐증 관련 치
료 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각 집단별로 최종 인터뷰
참여자의 숫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의견
들이 수렴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폐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하는 실행들과 그
속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의 질문은 증상의 인식과 전문가 진단, 치료로
이어지는 질병의 일반적인 여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어떠한 사건들과 실행들이 벌
어졌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다. 이러한 인터뷰 방식은 안네마리 몰의 실행기
술학적 접근을 취한 것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건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집중
하여 인터뷰 참여자의 언술을 듣고자 하였다(Mol, 2002). 몰에 따르면, 질병은 새롭
게 지니게 된 경험이자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함을 지닌 몸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로, 실제로 행해진 사건들을 살필 때 질병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가 실제로 행해진 사건들을 그 자리에
서 반드시 볼 필요는 없는데, 인터뷰 참여자가 스스로에 대한 민족지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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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ographer)인 것처럼 연구자는 참여자의 말을 듣고 그 중 행해진 것에 대한 내용
들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Mol, 2002: 15). 본 논문은 이러한 접근법에 의거하여
인터뷰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기 아
동을 대상으로 어떻게 자폐증의 징후가 발견되는지, 어떠한 전문가에 의해 어떻게
진단이 도출되는지, 치료 방법은 어떻게 선택되고 시도되는지 등 다양한 차원의 실
행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들은 연구자의 편향에 의
한 데이터의 편파적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질문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방향에 맞추어 계속해서 조정되
는 반-구조화된 형식을 취해 이루어졌다. 또한, 대면 인터뷰를 주요 방식으로 택하
되, 부득이할 경우 전화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에 대해 1~2시간 정
도 소요되는 인터뷰가 1회 시행되었으나 필요할 경우 2~3회에 걸쳐 인터뷰가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

1.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로 진단되었거나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만 1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다. 본 연구에서 진단 또는 의심되
는 질환을 자폐증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발달장애를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 우리 사
회에서는 어떤 증상들과 문제들을 자폐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가 공고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기의 경우에
는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가 확정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어, 정확한 진단
없이 자폐증의 치료와 관련된 실행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행들을
모두 포착해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확정적으로 자폐증으로 진단된 아동의 부모
뿐 아니라 자녀의 자폐증이나 발달 문제를 우려하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들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6세 이상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까
지 어떠한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 해당 부모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
로 인터뷰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녀의 연령과 성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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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로 수집하였으며, 다음의 표에 부모 참여자 27명 10 의 자녀의 연령과 성
별,11 인터뷰 일시를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 집단 1: 부모
자녀의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1

6세

남

2017년 10월 12일

부모2

9세

남

2017년 10월 14일

부모3

4세

남

2017년 10월 16일

부모4

3세

남

2017년 12월 05일

부모5

5세

남

2017년 12월 06일

부모6

3세

남

2017년 12월 08일

부모7

5세

남

2018년 02월 20일

부모8

9세

남

2018년 02월 22일

부모9

6세

남

2018년 02월 26일

부모10

7세

남

2018년 02월 26일

부모11

5세

여

2018년 03월 02일

부모12

16세

남

2018년 03월 10일

부모13

4세

남

2018년 03월 12일

부모14

4세

남

2018년 05월 30일

구분

10

인터뷰 일시

비고

전화인터뷰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아동의 부모로서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들은 모두 엄마들이었으나,
인터뷰 모집시 대상을 부모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을 부모로 지칭하였다. 본
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부모, 보호자, 양육자, 엄마(어머니)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11

보통 자폐증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3~4배 정도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연구
에서는 여아의 경우 자폐증과 함께 더욱 심각한 지적장애가 동반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여아의 경우 표면적으로 사회성 기술이 더 양호하게 나타나고 행동 문제
는 적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는 등, 아직까지 성별에 따른 자폐증 양상의 차이에 관한 연
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편이다(홍강의, 2014).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자폐증 진단
기관이나 치료 기관에서 자폐증을 지닌 남아에 비해 여아는 훨씬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종 언급했으며, 부모11과 부모22는 특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폐증을 지닌 여아 및
가족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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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5

3세

남

2018년 06월 01일

부모16

7세

남

2018년 06월 04일

부모17

12세

남

2018년 06월 13일

부모18

5세

남

2018년 06월 14일

부모19

7세

남

2018년 06월 15일

부모20

21세

여

2018년 06월 20일

부모21

7세

남

2018년 06월 22일

부모22

12세

여

2018년 06월 25일

부모23

7세

남

2018년 11월 16일

부모24

4세

남

2018년 11월 26일

부모25

6세

남

2018년 11월 27일

부모26

6세

남

2018년 11월 27일

부모27

4세

남

2018년 11월 28일

전화인터뷰

전화인터뷰

전화인터뷰

전화인터뷰

다음으로, 두 번째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의 진단 분야
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진단 전문가'로 손꼽히는 자폐증 진단 전
문가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진단 전문가들은 병원 및 연구소에서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를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소아정신의학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동시
에 다양한 종류의 자폐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폐증 및 관련 발
달장애에 대해 다루는 각종 학회와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자폐증에 관한
학술 논문들과 전문서, 대중서 등을 출판해왔다. 또한, 상기 소개한 온라인 커뮤니
티들의 게시글에서 자폐증 진단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추천되고 있
었으며,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들 전문가들을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빈번히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폐증 진단 전문가의 직위와 인터
뷰 일시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 집단 2: 진단 전문가
구분

직위

인터뷰 일시

진단전문가A

소아정신과 의사

2016년 11월 29일

- 36 -

2016년 11월 29일,

진단전문가B

소아정신과 의사

진단전문가C

소아정신과 의사

2016년 12월 01일

진단전문가D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2016년 12월 28일

진단전문가E

소아정신과 의사

2018년 11월 12일

2018년 11월 20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자폐증을 다루는 각종 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치
료사들이다. 현재 한국에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료 분야들에
서 고루 치료사를 모집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외 근무 기관의 종류나 지역, 근무 기
한 등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언어치료사 5인, 행동치료사 8인, 놀이치
료사 3인, 감각통합치료사 2인, 음악치료 1인을 만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각 치
료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은 1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다양했으며, 근무 기관도 병원,
사립 아동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다양하였다. 행동치료사3, 행동치료사4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아버지이기도 했으나, 행동치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모집했으
며 행동치료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주로 논의했기 때문에 행동치료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각 치료사의 치료 분야 및 인터뷰 일시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 집단 3: 치료사

12

구분

치료 분야12

인터뷰 일시

언어치료사1

언어치료

2018년 06월 01일

언어치료사2

언어치료

2018년 06월 09일

언어치료사3

언어치료

2018년 08월 18일

언어치료사4

언어치료

2018년 06월 25일

언어치료사5

언어치료

2018년 06월 11일

행동치료사1

행동치료

2017년 12월 02일

행동치료사2

행동치료

2018년 05월 23일

행동치료사3

행동치료

2018년 06월 05일

자폐증에 관한 각종 치료 방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명명된다(5장 참고). 이 표
에서 사용한 명명법은 현재 한국에서 자폐증을 치료하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분과의 전문
가들과 보호자들이 일반적으로 칭하는 명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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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치료사4

행동치료

2018년 05월 22일

행동치료사5

행동치료

2018년 06월 10일

행동치료사6

행동치료

2017년 05월 11일

행동치료사7

행동치료

2017년 05월 15일

행동치료사8

행동치료

2017년 06월 27일

놀이치료사1

놀이치료

2017년 04월 20일

놀이치료사2

놀이치료

2018년 06월 07일

놀이치료사3

놀이치료

2016년 11월 16일

음악치료사1

음악치료

2017년 04월 20일

감각통합치료사1

감각통합치료

2018년 11월 21일

감각통합치료사2

감각통합치료

2018년 11월 15일

1.4.3 논문의 범위
본 논문은 자폐증으로 진단되었거나 자폐증으로 의심되는 6세 이하의 어린 아
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행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강점과 한계점
을 지닌다. 현재 자폐증은 평생동안 지속되는 발달장애의 일종으로 개념화되어 있으
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자폐증 및 관
련 발달장애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존재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아동기에만 초점을 맞춰 자폐증의 실행에 관해 논의하는 본 연구는 아
동기 이후에 지속되는 실행을 간과하고 그에 연루된 사람들의 삶을 비가시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아동기에 초점을 맞춰 자폐증의
실행들에 주목한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로 아동기에 자폐증이 처음으로 감
지되고 진단이 고려되고 치료가 적극적으로 시도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기는 자
폐증이 가장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존재하는 시기로, 이 때문에 자폐증에 관한 더 많
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불안과 기대와 같은 더 다양한 감정들에 맞닥뜨려 고군분투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아동기 자폐증을 다시
한번 다루는 과정에서 본 논문이 그러한 경향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를 통해 그간 잘 분석되지 않았던 자폐증과 관련된 실행의 지적, 정서적, 윤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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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폐
증을 다루는 전 시기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의 또 다른 특징은 본 논문의 참여자 대부분이 '프런티어'에 있는 전문
가들과 부모들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적 자원
이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각 계층별로 균등하게 참여자를 모집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만난 자폐증 진단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자폐증 진단 기준과
도구들을 가장 먼저 습득하여 임상 현장에 적용해 온 전문가들로, 실제로 치료를 처
방하는 실행에서는 다소 차이가 드러났지만 자폐증의 개념이나 진단 방식, 치료 원
칙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진단 분야뿐 아니라 자
폐증 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연구자들이며,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은 물론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폐증에 대해 '계몽'하는 데 힘을 쏟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열성적으로 자폐증에 관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
고 있었으며, 대부분 현재 학계에서의 자폐증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조기 진단
과 조기 개입의 담론에 대해서도 친숙했다. 이들 부모들의 경제력이나 학력, 거주
지역 등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3 자폐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과 경험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특징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쏠림 현상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가운
데 발생한 결과이자,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구 질문에서 비롯된 특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드러내는 자폐증의 모습들은 이러한 전문가들과 부모들의 실행으로부터
포착해 낸 양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폐증에 관한 모든 실행
들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자폐증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와 연합하여 자폐증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이들 참여자들 가운데에
서 자폐증은 가장 생생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1.4.4 용어 정리
본 논문에서 자폐증을 지칭하는 수많은 용어들 대신 '자폐증'이라는 단어를 사
13

인터뷰 참여자의 거주 지역을 수집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뷰가 이루어진 장소는 서울 및 수
도권 지역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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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한다. 자폐증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단순히 '자폐증(autism)'이라고도
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또는 autism spectrum disorders,
ASD)', '자폐 범주성 장애', '자폐성 장애(autism spectrum conditions)', '자폐스펙트럼(the
autism spectrum)' 등 다양한 용어가 공존한다.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자폐'라는 용어
를 생략한 채 '스펙트럼(the spectrum)'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몇몇 학자들은
스펙트럼 개념이 너무 선형적이라는 비판 하에 '자폐매니폴드(autism manifold)'라는
용어를 제시하기도 했다(Cascio, 2014; Hacking, 2010). 이러한 용어들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지만, 대체로 자폐증의 증상과 장애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의학적 범주로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또는 자
폐 범주성 장애) 또는 ASD라는 줄임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는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는 자폐성 장애라는 용어가 더 빈번히 사
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중적으로는 '자폐스펙트럼장애'나 그것의 줄임말인 '자
스', '자폐' 등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자폐증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
에 '자폐'와 연관된 표현들을 생략한 채 '진단을 받았다'거나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나 ASD를 사용하는 것이 자폐증
에 관한 현대 정신의학의 정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다 공고
히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아(Hacking, 1995: 17), 자폐스펙트럼장애나 ASD 대신 '자
폐증'을 사용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입장들을 공평하게 포괄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또한, 자폐증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자폐증을 지닌 사람, 자폐증을 지닌 아동
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으
로, 자폐증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아동
에 대해서는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동,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아동 등으로 표현하였
다. 이는 자폐인, 자폐아 등 자폐증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표현하는 듯
한 용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을 지닌 사람을 통칭하는
명칭은 자폐성 장애인이지만,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아동기에는 공식적으로 장
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그러한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
았다. 서구의 일부 당사자 운동에서는 자폐인으로 번역될 만한 'autistic', 'autie' 등으
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경우도 많지만(Cascio, 2014),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움직임
- 40 -

이 잘 관찰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용법이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을 지닌 사람 또는 자폐증을 지
닌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5. 논문의 전체적 구성
본 논문은 자폐증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넘어, 자폐증이 실제
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폐증이라는 범주는 물론 그것이 지칭하는 차이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자폐증이라는 실체가 그것을 감지하고 명명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효과라고 보
았다. 이러한 결과물로서의 자폐증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자폐증에 대한 감각, 지식, 도구, 감정, 책임 등이 생성되고 충돌과 조율 가운데 연
합을 이루는 과정을 따라가 보았다.
논문의 2장에서는 자폐증이라는 진단 분류와 이를 중심으로 하는 자폐증 인구
집단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진화되어 온 역사를 개괄하면서, 자폐증이라는 범주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그에 연루된 행위자들의 연합에 의존하여 달라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자폐증은 1940년대에 미국의 소아정신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증후군으로
서 제시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의학적 범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논쟁 속에서 다른 정신증과는 구분되는 질환으로서의 네트워크가 만들
어져야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자폐증을 병리적 양육에 의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유
전적 소인을 지닌 생물학적 장애로 다루는 네트워크가 공고해졌으며, 자폐증이라는
범주는 본래 제안된 정서적 장애의 개념을 넘어 더 많은 인구를 포함하는 발달장애
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1980년대에 자폐증이 공식적인 진단 범주로 도입되고
진단 기준이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자폐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의 존재는 학계에서도 대중적으로도
자폐증에 대한 다양한 실행을 추동했다. 특히, 유전학 및 신경학 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유전적 소인을 갖는 신경발달장애로서의 자폐증 개념이 공고
해지는 한편, 자폐증은 가능한 빨리 진단되는 것을 넘어 그것을 가질 위험이 예측되
어야 하는 질병으로 거듭나고 있다.
논문의 3장부터 5장까지는 자폐증의 징후가 감지되는 과정(3장), 이러한 징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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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으로 진단되는 과정(4장), 자폐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5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각 장의 전반부에서는 자폐 과학에서 만들어지는 지식
들과 도구들, 자폐증 관리의 규범 등을 살펴보고, 이후 그러한 것들을 매개로 실제
로 한국에서 자폐증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감정, 책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연합되는
지 분석한다. 우선, 3장에서는 자폐증의 징후가 시작되는 과정, 즉 자폐증의 증상과
그것을 감지하는 주체가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자폐 과학에서
자폐증을 지닐 위험에 있는 아동을 선별하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그와 관련된 정보
와 규범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폐증은 그 증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에 앞서 아동
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감지되는 위험의 징후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폐증
의 위험에 관한 각종 도구들과 정보를 매개로 아동의 특정한 행동들을 차이로서 감
지해내는 엄마의 감각과 책임이 함양되는 가운데 아동의 '차이'가 감지된다. 또한,
주로 엄마가 느끼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 느끼는 감각
들과 중첩되는 가운데 점점 더 객관적인 자폐증의 징후로 구성된다. 한편, 우리 사
회의 엄마들은 자폐증의 징후를 가능한 빨리 포착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정보
를 다양한 경로로 습득하며 '민감한' 엄마로 거듭나지만, 그와 동시에 지나치게 아이
의 발달을 우려하는 '불안한'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자폐증의 위
험 징후는 자폐 과학이 만들어낸 다양한 정보와 이로부터 함양된 엄마의 감각, 그리
고 그것이 발생시키는 지적, 감각적, 정서적 활동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4장은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이라는 진단이 성취되고 때로는 해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폐증이라는 진단명과 그것이 지칭하는 상태를 존재하게 하는 연합들
을 드러낸다. 우선,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도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는, 그것들이 우리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맞춰 번역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
을 매개로 서로 다른 지역의 진단 전문가들이 자폐증을 식별해내는 감각이 조율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자폐증이 진단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아동, 부
모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맺어진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사회성'은 특정한 방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되고,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정서적 조율과
타협 속에서 자폐증이라는 의료적 범주로 규정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교적 새로운
범주인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은 공고한 이름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것으
로, 개별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성은 그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치료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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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합하며 재평가된다. 그러나 이렇게 자폐증 진단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실행들
조차 자폐증에 대한 불안이나 예후에 대한 기대와 같은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자폐
증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자
폐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학적 범주를 수용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단
을 둘러싼 제반의 실천들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5장은 치료의 현장에서 각기 다른 증거와 가치에 기반하여 관리되는 자폐증들
을 살펴봄으로써, 자폐증을 관리한다는 것이 특정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자폐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자
폐 과학에서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식들을 중심으로 하는 증거기반실
행이 권고된다. 이러한 증거기반실행의 효과는 자폐증 인구 집단이라는 범주, 그리
고 해당 실행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의 재연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에서는 그러한 실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부모들에게 학계에서 권고되는 치료들을 중심으
로 능률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꾸리도록 권유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그
러나 부모들은 과학적 증거뿐 아니라 주위 부모로부터 얻는 일화적 증거에 기반하
여 보다 다양한 치료들을 선택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부모의 실행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선택하는 비능률적인 실천이라기보다는, 자폐증으로 묶인 각양각색의 아이들
에 맞춰 다양한 치료 방식을 시도해보면서 조기 개입의 책임을 다하고 불안과 후회
를 줄이려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폐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단지 아동의 증
상을 대상으로 의료 기술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각종 치료 방법들
에 대한 정보와 증거들, 불확실한 예후와 그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부모로서의 책임 등이 연합되고 그 관계가 조율되고 관리되는 과정인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자폐증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 과정
이 개별 아동의 증상뿐 아니라 그에 관한 감각, 지식, 기술, 감정, 책임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폐증은 지배적인 의료적 범주가 작동
함으로써 누군가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범주와 밀접히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채 누군가를 다르게 느끼고 지칭하고 보살
피는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다채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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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폐증의 역사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을 다루는 다양한 실행들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번 장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자폐증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조정되어 왔
는지 살펴본다. 현재 대부분의 질환들은 각종 이론들과 지식, 진단 기준과 도구들을
매개로 진단되고 치료되는데, 이러한 지식과 도구들은 주로 심리학, 정신의학, 의학
등 소위 인간과학으로 불릴 수 있는 분야들에서 생산된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분류와 그와 관련된 각종 도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새
로운 삶의 양식과 인구 집단을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다시 그 범주의 의미가 재구성
되어 새로운 인구를 포섭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Hacking, 1995, 2007). 자폐증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증상들을
문제시할 것인지, 어떤 사람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일단 자폐증을 지닌 집단으
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러한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제도, 전문가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다시금 자폐증이라는 범주를 변화시켜 왔다. 본 장에서는 자폐증이 처
음 발견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신의학, 심리학, 유전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자폐증이 독립적인 하나의 질환으로서 규정되고 그와 관련된 지식과 도구가
생산되고 또 변화되어 온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자폐 과
학의 연구들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자폐증 개념과 연구 방향이 점진적으로 구성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그간 자폐증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연합들의 이질성
과 다양성 또한 드러내려고 한다.
이에 더해, 자폐증의 개념이나 진단 기준, 진단 도구들 역시 학계에서의 실행과
자폐증으로 분류된 인구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해서 조정되어야 했다는 점
을 보일 것이다.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지칭하는 증상이나 사람의 유형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달라지는데(Hacking, 1995, 2007), 특히 자폐증은 그 개념이 변화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포괄하는 인구의 범위도 계속해서 달라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폐증
이 처음으로 독립된 증후군으로 정의된 1940년대에 자폐증은 몇몇 아동들만 겪는
일종의 정서적 장애였다. 그러나 현재 자폐증은 100명 중 1~2명이 지닌다고 추정되
는 대표적인 발달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자폐증의 개념과 그것이 지칭하는 인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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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각 시기에 서로 다른 분과의 연구자들의 목적
과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일단 자폐증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이 나타내는
특징들에 맞춰 자폐증의 정의와 진단 기준은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했음을 드러내
줄 것이다. 자폐증이라는 범주와 그것이 지칭하는 상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연
합들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2.1 자폐증의 출현

2.1.1 범주 이전의 자폐증
자폐증이 하나의 질환으로 '발명'되기 전에는 자폐증을 지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폐증이 어떤 사람들을 분류하는 범주도, 또 삶을 이전과는 달리 꾸려가는
데 참조할 수 있는 범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Hacking, 2007).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자폐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역사적 차원에서
자폐증의 '존재'를 탐구해 온 몇몇 학자들은 소위 야생 아동(feral children)에 대한 보
고들이 자폐증을 묘사한 첫 사례들이라고 보고, 오래 전부터 자폐증이 있어왔다고
주장하곤 한다(Candland, 1995; Volkmar and McPartland, 2014; Wolff, 2004). 또는 이렇
게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특별히 분류될 필요가 없이 지역 사회에
속해 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고 간주되었던 아이들 중 일부는 자폐증을 지닌 상태
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Grinker, 2007; Nadesan, 2005). 더 최근으로 와서는, 정신 지
체나(mentally retarded), 정신 박약(feeble-minded)이라고 지칭되었던 아동들 중에 지
금의 기준으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Hacking, 2007). 이러한 아동들 중 일부는 조현병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추정되거나
조현병을 지닌다고 분류되기도 했는데, 이들 역시 자폐증이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보
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Silberman, 2015).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은 자폐증이라는
용어가 어떤 질환을 지칭하고 특정한 인구 집단을 분류해내기 전에도 '자폐증' 자체
는 존재했으며, 그러한 생물학적 실체가 '자폐증'이 아닌 다른 것, 예컨대 조현병이
나 정신 지체로 불렸던(또는 혼동되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폐증이 자폐증으로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뿐 아
니라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1940년대에 자폐증이 독립된 아동기의 정신
- 45 -

질환을 지칭하는 범주로 제안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학적 관찰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학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했다. Eyal(2010)에 따르면, 일반
인구에 통합되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아동들이 대대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학교
에 다니지 않았으며 보호시설에 수감되는 일도 드물었기 때문에 아동의 정신 상태
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서 아이들은 서로 비교되고 관찰될 수 있는 집단이 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혁 속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아동의 정신에 대한 의학적 관찰이 심화될 수 있
었다는 것이다(Eyal, 2010). 같은 시기에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아동에 대한 상
세한 관찰과 감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는데, 아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언제든 적절한 단계를 성취하지 못 할 위험에 처한 존재로 간주될
수 있었다(Armstrong, 1995; Rose, 1985). 이에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거치면서 아동
의 심리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정부 차원의 정책들과 자선 사업이 급증하였다(Evans,
2013). 학계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아동의 정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
는데,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발달
(development) 과정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어 있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복지 제도와 관련 전문가들이 생겨났다(Nadesan, 2005).14
이러한 상황에서, 속속 관찰되는 아동의 일탈적 모습들은 성인기 정신질환의 네
트워크에서 다루어졌다. 당시 아동기의 정신적 문제들은 주로 성인기의 정신질환과
연관되어 개념화되고 해석되었는데, 특히 아동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질환의 증
상들은 조현병이 조기에 발현된 것이라고 간주되었다(Volkmar and McPartland, 2014).
1940년대에 들어서는 지금은 아동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조현병
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아동에 대한 보고가 점점 늘어났다(Silberman, 2015). 또한, 이
시기에 '자폐적(autistic)'이라는 용어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심각한 조현병
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각이나 무의식적 상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증상을 묘사하기

14

이후 정신 장애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1959년 영국의 정신 건강 운동(Mental Health Act)을
유발하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신 지체(mental retardation)를 지닌 사람들의 탈기관화
(deinstitutionalization)로 이어지지만, 이는 다시금 정신 문제를 구획하는 문제를 심화시키면
서 오히려 아동기에 대한 감시를 증가시켰다(Ey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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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되었다(Evans, 2013). 이처럼 1940년대 중반까지 자폐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증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묶는 범주는 아니었다. 또한, 이
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이나 성인이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질환과 구분되는 집단
으로 새롭게 분류되지도 않았다. 즉, 이 시기에 자폐적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는 아니었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폐증은 존재하지 않았
다.

2.1.2 범주의 출현: 증상에서 증후군으로
자폐증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움직임은 미국의 존스 홉
킨스 대학에 근무하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레오 캐너(Leo Kanner,
1894~1981)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940년대에 정신의학계에 자폐증을 처음으로
독립적인 진단적 범주로 도입한 사람으로, 아동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정신 장애를
발견하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캐너가 연구자로 성장하던 20세
기 초반에는 아동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던 시기였는데, 특히 캐너가 건너간
미국에서는 아동교육자(child educators), 아동심리학자(child psychologists), 사회복지
사(social workers) 등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며 아동에 대한 정신의학적 탐구
가 하나의 영역으로 탄생하던 시기였다(Grinker, 2007; Nadesan, 2005). 캐너는 이렇게
아동에 대한 관찰과 아동기에 나타내는 여러 질환을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
던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며, 나아가 '소아정신의학의 전문성(the speciality of child
psychiatry)' 자체를 발명해낸 사람이었다(Silverman, 2012). 존스 홉킨스 대학의 어린
이 행동 클리닉(the Behavior Clinic for Children)의 장으로서 캐너는 소아과학과 정신
의학 사이를 연결했는데, 그는 정신적 결함(mental deficiency)이 인간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지향을 담아
Child Psychiatry(1935)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편찬하여 명성을 얻었다. 이 어린이 행
동 클리닉에서 캐너는 수련의와 함께 사례를 상담하는 것에 기반하여 교육을 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이상을 보이는 아
동의 부모들이 캐너의 클리닉으로 몰려들도록 만들었다(Silberman, 2015; Silverman,
2012). 이 곳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신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
던 캐너는 1938년부터 자신이 만난 11명의 아동에 대한 관찰에 기반하여 1943년
- 47 -

에 "지금까지 보고된 어떤 것과도 현저히 다르고 독특한" 질환을 보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Kanner, 1943). 이 첫 논문의 가장 큰 목표는 이 새로운 증후군이 조현병
을 비롯한 다른 정신 질환과는 구분됨을 보이는 것으로, 이 증후군은 "정서적 접촉
에의 선천적인 자폐적 장애(inborn 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와 같은 다
소 긴 어구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 증후군은 "조기 유
아 자폐증(early infantile autism)"이라는 보다 간결한 명칭으로 지칭되었다(Kanner,
1944).15
캐너의 논문은 일종의 기입물(inscription)로서, 캐너의 진료실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기 유아 자폐증"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연합을 만들
어낼 수 있는 도구였다. 캐너는 먼저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질환을 지니는 아동의
사례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훑어보도록 만든 뒤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공통적 특성들(essential common characteristics)'을 갖는다는 자신의 발견을 함께 경험
하도록 이끄는 방식을 취했다. 이 논문은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여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분량이 8명의 소년과 3명의 소녀의 발달 과정과 여러 사건들을 상세히 묘
사하는 데 할애되었다. 각 사례별로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어땠는지, 수유 등 섭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첫 방문은 언제였으며 그 때 몇
살이었는지,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등과 같은 정보뿐 아니라, 각각의 아동이 보이는
독특한 모습들이 때로는 부모의 언술을 통해, 때로는 캐너의 관찰을 통해 제시되어
있었다. 예컨대, 아동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해 보였다든지, 부모나 친지를 반기지 않
는다든지, 보육 기관에서 주위의 아동들에게 무관심했다든지, 노래나 그림을 기억하
는 것에 뛰어났다든지, 진공 청소기 소리와 같은 주변의 소음에 놀라곤 했다든지,
물건을 계속해서 돌리는 것에 몰두하였으며 그것을 막으면 성질을 부렸다든지, 머리
를 흔들거나 손가락을 튕기는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등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보여

15

자폐증을 처음으로 발표한 기념비적인 논문으로 회자되는 캐너의 1943년의 논문에서, 캐
너는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증후군의 명칭으로 '자폐증(aut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
았으며, 대신 이 증후군이 본질적으로 정서적 관계에서의 이상을 나타낸다는 점과 이것이
선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덧붙인 '자폐적 장애(autistic disturbances)'라는 용어
를 빈번히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자폐증(autism)'이라는 용어는 '극단적 자폐증(extreme
autism)'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되는데(Kanner, 1943), 이는 '극단적 고립(extreme aloneness)'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조현병의 한 증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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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다양한 모습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처음 캐너에게 의뢰되어 진료실에 방문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이후의 진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
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어구는 그대
로 인용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아동이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을 해석하
는 데 활용되었다. 예컨대, 여러 아동들에게서 '나'와 '너'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
이 나타났으며, 어른이 하는 말과 억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
를 이야기하는 듯이 보였다. 또한, 어떤 용어는 한 번 습득된 의미 이외의 다른 것
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된다는 점 등이 발견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특성이나 일화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부모의 특징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부모의 나이와 직업, 학력, 성격은 필수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부모의 어
린 시절이나 현재 상황을 묘사하면서 부모가 갖는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예컨대,
아동의 아버지의 직업이 갖는 특성과 직업적으로 성공한 상태라는 점, 아동의 보육
자로서 부모가 갖는 성격적 특징, 부모의 어린 시절, 심지어 부모의 조부모의 인생
역정이나 친지의 특성까지 수집되어 부모가 갖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캐너는 자신의 논문에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자폐증의 모습까지도 담아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했다. 캐너가 직접 볼 수 없었던
아동의 모습, 특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였던 모습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캐너가 만난 11명의 아동은
28개월부터 8살의 나이에 걸쳐 있었는데, 그는 아이의 부모나 주변인들을 통해 아
이에 대해 말해진 것들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수 있었다. 캐너를 찾아온 부모 중 상당수는 자녀를 의
뢰하기 전이나 후에 아동의 이모저모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 편지를 보내왔으며, 캐
너와의 면담을 위해 아동에 대해 쓴 일지나 보고서를 준비해오기도 했다. 캐너가 평
가하기에 이들 부모는 '강박적'일 정도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인 여러 모습들
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거나 구술하였으며, 이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특성을 이해
하는 데 더없이 훌륭한 자료가 되었다. 16 이렇게 캐너는 독특하고도 서로 다른 모습
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스무 장이 넘는 상세한 묘사를 마친 뒤에, 이들이 나타내

16

캐너는 논문의 곳곳에 부모가 면담에서 한 말이나 보내온 편지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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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적인 특성들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독특한 "증후군(syndrome)"을 형성
한다"고 선언한다(Kanner, 1943).17
이러한 선언 후에, 캐너는 이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의 묶음이 조
현병과 같은 이전에 이미 보고된 질환과는 왜 구별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캐너는
이 증후군에서의 특징적이고 근본적인 장애가 "생애 초기부터 사람들과 상황들에
평범한 방식으로 스스로 관계 맺지 못하는 아동의 무능력(the children's inability to
relate themselves in the ordinary way to people and situations from the beginning of life)"이
라고 단언한다(Kanner, 1943). 캐너가 아동이 보이는 증상들에 주목한 당대의 다른
의사들과 달랐던 점은, 부모들의 보고에서 그들이 자녀에 대해 관찰한 모습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시작된 시점에도 주목했다는 점이다. 캐너에게 부모들
은 자신의 자녀가 "자립적(self-sufficient)"이었다거나 "혼자 남겨졌을 때 가장 행복
했다(happiest when left alone)"거나,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acting as
if people weren't there)"는 등 다양한 표현으로 자녀의 특이한 모습을 보고했는데, 캐
너는 이들 부모들이 자녀가 '한결같이(always)' 그러했다고 말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캐너는 이들 아동들은 "처음부터(from the start)" "극단적인 자폐적 고립
(extreme autistic aloneness)"을 보였다는 점에 기반하여, 이러한 증상이 이미 맺어진
인간 관계로부터 철회한다는 조현병의 증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평가한다(Kanner,
1943). 조현병의 사례에서는 최소한 태어난 후 2년 동안에는 평균적인 발달이 선행
된 후에 이전에 맺었던 관계로부터 고립되는 증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환자의 행동
이 점진적으로 "변화(change)"한 것으로 볼 수 있다(Kanner, 1943). 이와 달리, 캐너
가 이들 아동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생애의 매우 초기부터 외부 세상으로부터 온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극단적인 고립"이었다(Kanner, 1943). 이렇게 유사한 모
습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도 그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캐너는 동료 학자들
에게 이를 조현병과는 달리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설파한다.
이렇게 시작된 캐너의 자폐증은 일종의 정서적 장애였다. '자폐적 고립'이라는

17

자폐증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Silberman(2015)은 캐너가 자신이 만난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증상들을 발견했다는 캐너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아동에게서 독특하게 나
타나는 자폐적 증상들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었으며, 다만 이것이 조현병의 증상으로 보
고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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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공통점에 이어서, 캐너는 지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 정서적 차원을 분리하여
아동들이 보이는 특성을 기술하는데, 이는 신체적 결함이나 지적 결함과는 구분되는
정서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언어의 측면에서는
몇몇 아동은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몇몇 아동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
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메아리처럼 되받아서 따
라서 말하는 반향어(echolalia)나, 말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literalness)
을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말하기 방식이 지속되었으며, 언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많은 아동들이 "네(yes)"와 같은 일반적인 개
념을 지닌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
게 이들은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훌륭한 기계적 암
기력을 보였으며, 이는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식물의 이름이나 음반의 제목과
작곡가 따위를 암송하게 만들었다. 행동의 측면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강박적
욕구(obsessive desire for maintenance of sameness)를 지닌 채 단조롭고 반복적인 행동
(monotonous, repetitive behaviours)을 지속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캐너는 자
신이 만난 아동들이 이러한 독특한 특성들을 보이는 것과 대비하여, 신체적 차원이
나 지적 차원에서는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너는 머리
의 크기 등 일부 아동이 공유하는 몇 가지 신체적 독특함을 한 문단으로 정리한 뒤
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고 결론내린다. 또한, 캐너는 이들 대
부분이 어떤 시점에서는 정신박약이라고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인지적 잠재성
(good cognitive potentialities)"을 지닌다고 추정했다. 이 아동들은 비상한 기억력이나
풍부한 어휘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비록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긴장감을 보였
지만, 그들은 홀로 있을 때 행복감을 나타냈고 그들의 고립을 방해할 위험이 없는
사물들과는 훌륭한 "지적(intelligent)"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였다(Kanner, 1943).
캐너가 아동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행동들에서 읽어낸 하나의 패턴인 "고립과 동일
성에 대한 강력한 욕구(powerful desire for aloneness and sameness)"는 신체적 결함이나
인지적 결함과는 구분되는, 감정적 기반(emotional basis) 또는 정서적 차원의 특징이
었다(Kanner, 1943).18

18

캐너는 당시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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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장애가 생애의 매우 초기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캐너는 이것이 선천적이고, 체질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근
거로, 캐너는 생애의 아주 초기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진 정서적 반응이 이
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꼽는다. 당시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심리
학자이자 소아과 의사였던 게젤(Arnold Lucius Gesell)의 논의를 인용하여, 캐너는 생
후 4개월의 아주 어린 아동이 부모에게 안기기 위해 얼굴 표정과 몸짓을 조정하는
자세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캐너는 그가 만난 부모들이 이러한 경험
을 하지 못했다고 자주 토로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부모가 안아줄 것을 알면서
도 아이들은 "밀가루 푸대처럼 수동적"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모든 조정을
해야하는 사람은 어머니였다(Kanner, 1943). 캐너는 이러한 정서적 반응의 부재가 생
애의 아주 초기부터 관찰된다는 점에서, 자폐증은 체질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보았다.
신체적 차원이나 인지적 차원에서 장애(handicap)를 지닌 채 태어나는 아이들이 존
재하듯이, 자신이 관찰한 아이들은 "보통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사람들과 정서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선천적인 무능력(innate inability to form the usual,
biologically provided affective contact with people)"을 가진 채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다(Kanner, 1943). 이렇게 정서적 반응의 부재를 당시 체질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다른 장애들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정서적 반응성의 체질
적 요소(constitutional components of emotional reactivity)"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에 대해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설파하였다(Kanner, 1943).
캐너가 이러한 정서적 장애를 구성하는 선천적, 체질적 요소에 대해 강조할 때,
이는 정서적 장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주되는 부모의 양육이라는 요소와 대
비되는 것이었다. 캐너는 논문에 제시된 11개의 사례를 "타고난 정서적 접촉에의 자
폐적

장애에

대한

문화-배제적

사례(pure-culture examples of inborn 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아동이 처
음 놓이는 환경,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Kanner, 1943). 캐
과 마찬가지로, 지능과는 구분되는 감정적 결핍(emotional deficiencies)에 대한 연구도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또 그에 대한 당대의 연구와 같은 차원에서
정서적 접촉을 형성하는 선천적인 능력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자폐적 장애를
지닌 아동에 대한 캐너의 분석은 특정한 질환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차원에서의
능력을 탐구하기 위한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Silverm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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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논문의 말미에서, "집단 전체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와 어머니
(really warmhearted fathers and mothers)는 매우 소수"였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람
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부족한(limited in genuine interest in people)" 사람이었다고
묘사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아동의 질환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기여했는
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Kanner, 1943).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아동의 고립
이 생애의 매우 초기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아동의 독특한 모습이 전
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초기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렇게 캐너는 자폐적 장애가 선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구성하는 체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추정하였고, 여기서 체질적인 요소라는 것은 '문화', 즉 아동이 태어나 처음
맺는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요소와 대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캐너는 부모의 양육이 이러한 정서적 장애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캐너는 1949년 논문에서, 자신이 부모의 성
격, 태도, 행동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아동의 정신병리학적 질환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초기부터 이 아동들이 물질적 필요
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관심을 제공하는 냉담하고 강박적인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문제시한다(Kanner, 1949). 당시 캐너가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폐적 성향을 보
이는 "전형적인 자폐적 가족(typical autistic family)"으로부터 포착한 것은 비슷한 성
향의 부모와 자식 간에 공유되는 체질적인 요소라기 보다는, "정서적 냉담함
(emotional frigidity)"이라는 경험적 요인이었던 것이다(Eisenberg and Kanner, 1956). 정
신분석학적 사고 방식이 유행하던 시기에, 캐너는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이 부모로부
터 경험하는 "감정적 냉각(emotional refrigeration)"은 체질적으로 주어진 소인에 더해
져 초기 성격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Kanner, 1954, 1973). 즉,
캐너는 이 정서적 장애를 유발하는 체질적 요소가 있음을 강력히 추정하면서도, 이
와 대비되는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에 있었다. 19 이처럼 캐너의 자폐증
은 선천적인 정서적 장애로서, 그러나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양가적인 입

19

캐너가 장애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분류학자이자 경험론자였
던 크레펠린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의학의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캐너는 당시 유행하던 정신분석학적 사상으로부터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수 있었으며, 설명이 어려운 장애의 원인보다는 장애의 구
체적인 증상을 기술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Grinker, 2007; Nades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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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머금은 채 시작되었다.

2.1.3 동시 발견, 연합되지 않은 기입물
한스 아스퍼거(Hans Asperger, 1906~1980)는 캐너와 다른 지역에서 자폐증을 '동
시 발견'한 인물로 꼽히지만, 그의 기입물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캐너가 미국에서 자폐증의 사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동안, 오스트리
아 출신으로 비엔나의 대학 아동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던 아스퍼거도 자신
의 클리닉에 의뢰된 사례들에서 새로운 증후군을 발견하고 있었다. 20 그는 이미
1930년대 후반의 강연에서 '자폐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아동(Das psychisch abnormale Kind[The psychically abnormal child])"의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으며, 1944년의 논문에서는 4개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자폐적 정신
병질(autistic psychopathy)"이라는 명칭의 증후군을 발표한다(Asperger, 1944; Hippler
and Klicpera, 2003참고).
아스퍼거도 자신이 만난 아이들에게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
로 새로운 증후군에 대해 보고한다. 후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스퍼거의 아이
들은 자폐증을 지니고 있지만 캐너의 아이들보다는 지능이 비교적 높았던 아동들이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스퍼거는 이 아이들이 종종 창의적이며 독특한 사고를 지
니며 객관적으로 자신에 대해 평가하며 수학과 자연과학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relationships)가

기술했다.
때때로

그러나

병적일

사회적,

정도로

정서적

부족했으며,

관계(social and emotional
과도하게

예민하고(highly

sensitive), 다른 이들에 대한 감정이 부족(lacked feelings for others)했다. 또한, 틀에
박힌 행동(stereotypic behaviours)과 독특한 관심사(pervasive special interests)를 보이며,
대부분 동작이 어설프다는(clumsy) 특징이 있었다. 언어적인 차원에서는 언어를 습

20

자폐증을 누가 먼저 발견한 것이냐에 대한 역사학적 논의들도 있다(Lyons and Fitzgerald,
2007; Silberman, 2015). 캐너가 아스퍼거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학적 견해였으나, 최근 Silberman(2015)은 아스퍼거의 클리닉에서 수
석 진단가로 근무했던 조지 프랭클(Georg Frankl)이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1937
년부터 캐너의 병원에서 일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캐너가 아스퍼거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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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시기는 일반 아동들에 비해 지연되지 않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특이한 점들이 나타났다(Asperger, 1944; Hippler and Klicpera, 2003; Wolff, 2004참고).
이러한

관찰에

기반하여,

캐너의

논의와

유사하게,

아스퍼거

또한

"고립

(isolation)", "자립성(self-sufficiency)" 등이 이 증후군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았다
(Asperger, 1944; Frith, 1991참고).
아스퍼거 역시 이러한 증후군이 체질적 기반(constitutional basis)을 갖는다고 보
았는데, 이것이 유전될 수 있는(heritable)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캐너보다 훨씬 명
확한 입장을 취했다. 아스퍼거 역시 그가 만난 많은 부모들에게서 그들의 아이와 유
사한 성격적 특성들(personality traits)을 발견하였는데, 이로부터 '정서적 냉담함'이라
는 경험적 요인에 주목한 캐너와 달리, 이러한 성격적 장애(personality disorder)가 근
본적으로 기질적이고(organic), 또 유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끌어냈다. 또
한, 부모와 아동의 유사상에 입각하여, 이러한 증후군은 장애(disability)라기 보다
는 "비정상적 성격 구조(abnormal personality structure)"라고 보았다(Asperger, 1944;
Frith, 1991).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특이함(social oddities)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장애
를 보이지 않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그가 관찰한 아이들도 사회적 장애
(social handicaps)를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재능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다
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스퍼거에게도 이러한 사회적 장애는 초기 아동기에
시작되어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가 치료했던 아이들은 이후 직
업적으로는 대체로 적응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애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고 보였다. 즉, 이는 '본능적인 차원의' 장애로서, "정상적인 아이는 '본능'을 통해 사
회적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익히지만, 자폐적 정신병질을 앓는 사람은 "지성을 통해
사회적 적응 과정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Asperger, 1944; Frith, 1991참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아스퍼거의 논의는
당시에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스퍼거가 1944년에 발표한 논문
은 독일어로 씌어졌기 때문에 널리 읽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스퍼거의 연구
실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더 이상 자폐적 정신병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기가 어려웠다(Grinker, 2007; Silberman, 2015). 결국 아스
퍼거의 논의는 학술적으로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가, 1980년대 영국의 정신의
학자 로나 윙(Lorna Wing)에 의해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으로서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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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1991년에는 1944년의 논문 전체가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된다(Frith, 1991). 윙을 위시한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아스퍼거가 기술
한 자폐적 정신병질은 아스퍼거 증후군 또는 아스퍼거 장애 등의 명칭으로 번역되
어, 자폐증에 속하는 하나의 하위 장애로 규정된다.
이렇게 캐너의 논의에 비해 아스퍼거의 논의가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애석해하는데, 여기에는 자폐증을 다루는 과학자들과 의료 실행가들
뿐 아니라 자폐증의 역사에 관심을 둔 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자폐증
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스퍼거의 논의가 필수적이었다고 보
는데,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스펙트럼 장애로서의 자폐증 개념, 즉 자폐증은 지능
이나 그 외의 기능 수준에 상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보다 흔한 장애라는 점을 명
확히 하는 데에 아스퍼거의 논의가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Wolff, 2004). 또한, 몇
몇 학자들은 캐너의 논의가 부모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쉬웠
다는 점에 반감을 지니며 아스퍼거의 논의를 보다 선구적인 것으로 추켜세우기도
한다(Silberman, 2015).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캐너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의 논문은 학계에
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Silverman, 2012). 캐너의 논문은 캐너가 아이의 문
제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묻는 당대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부모의 냉담함이 갖
는 효과를 (실수로) 강조한 것일 수도 있고(Silberman, 2015; Wolff, 2004), 캐너의 의
도와 달리 후대 학자들에 의해 병리적인 양육 환경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으
로 '오해'되기 쉽게 기술된 것일 수도 있다(Fombonne, 2003; Grinker, 2007). 그러나 이
렇게 캐너의 논문이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양가적인 입장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
에, 자폐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캐너의 논문에 의존하여 이야기될 수 있었다.

2.2 두 개의 자폐증

2.2.1 심인성 질환으로서의 자폐증
캐너의 논문에서 자폐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이는 자폐
증에 관한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을 공존하게 만들었다. 캐너의 논의에서 자폐증의
증상들은 명백히 생애 초기부터 관찰되는 비전형적인 발달의 결과처럼 보였지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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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러한 증상들의 묶음은 정신병리학적 질환의 일종으로 간주되면서 이러한 질
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에는 생애 초기부터 주어지는 환경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요소 또한 쉽게 포함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캐너의 논
문은 이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후대 연구자들로부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었
다. 유전학과 뇌 발달의 차원에서 자폐증을 다루는 학자들에게는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자폐적 고립에의 욕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캐너의 선언은 자폐
증이 생물학적인 질환이라는 점을 선구적으로 밝혀낸 것이었다. 반면, 정신분석학적
전통에 속해 있었던 학자들은 따뜻하지 못한 부모와 불행한 가정 환경에 대한 캐너
의 적나라한 지적을 끌어와 병리적인 양육 환경이 아동의 성격과 정신 상태에 미치
는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캐너의 자폐증 개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기된 여
러 해석들과 결합되며, 이후 아동기의 발달 장애와 심인성 정신질환의 사이에서 진
동하게 된다(Silverman, 2012).
캐너의 자폐증이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조현병의 네트워크를 바로 넘어서기
에는 무리가 있었다. 캐너가 새로운 증후군이라고 발표한 조기 유아 자폐증이 다른
질환과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거의 30년이나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사실 캐너가 아동기
의 정서적 장애를 지칭하기 위해 '자폐적 장애'나 '자폐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
조현병과의 연결로부터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증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0년
경,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오이겐 블로일러(Eugen Bleuler)는 심각한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간 관계로부터의 철회와 상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Bleuler, 1911; Rutter, 1978참고). 이후 캐너를 포
함하여 아동심리학, 정신분석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 하에 아동의 문제를
다루던 연구자들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환각이나 무의식적 상상의 세계를 묘사하
기 위해 자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활용법은 1960년대까지도 지속
되었다(Evans, 2013).21 이렇게 자폐증이라는 용어는 조현병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기

21

Evans(2013)에 따르면, 1960년대를 거치며 자폐증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이전의 '자폐적 환상'이라는 개념이 탈각되고 완전히 반대인 개념, 즉 무의식적
상징 세계의 완전한 부재(a complete lack of an unconscious symbolic life)를 지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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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웠으며, 당대 학자들로 하여금 아동기에 나타나는 자폐적 증상을 조현병이 조기에
발발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었다(Fombonne, 2003).
이러한 혼란은 1960년대까지도 지속되는데, 캐너가 발견한 아동기의 자폐적 장
애를 조현병과 구분되는 독립된 증후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지속되었다. 캐너에 의해 자폐증이라는 용어가 조현병과 구분되는 새로운 질환을 지
칭하는 의미로 쓰인 뒤에도, 1960년대 후반까지도 학계에서는 자폐증이라는 용어와
함께

'유아

조현병(infantile schizophrenia)', '조기 아동

정신증(early childhood

psychosis)', '공생 정신증(symbiotic psychosis)'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었으며, 때로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Fombonne, 2003; Silverman, 2012; 홍강의, 1993). 즉,
한동안 아동기에 나타나는 자폐적인 증상을 성인기 조현병과 같은 선상에 있는 질
환으로 보는 입장과 그와 구분되는 새로운 증후군으로 보는 입장이 공존하며 충돌
하고 있었다. 캐너 스스로도 자폐증과 조현병의 명확한 구분을 고수하지 못하고 흔
들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일례로 1949년의 논문에서는 자폐증이 "아동기 조현병의
가장 이른 발현(earliest possible manifestation of childhood schizophrenia)"이라며, 유아
시기의 자폐적 장애가 이후에 조현병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적어도
초기 연구에서는 캐너는 유아 자폐증과 아동기 조현병의 관계에 대해 열린 관점을
취했다(Silverman, 2012; Wolff, 2004). 또한, 캐너가 자폐증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학회지의 명칭은 자폐증과 아동기 조현병을 모두 포함하는 'Journal of
Autism and Childhood Schizophrenia'였으며, 초기에 이 학회지에는 심리학, 정신의학,
신경학 등 다양한 관점들에 입각하여 자폐증과 조현병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
이 공존하였다(Silverman, 2012).
이러한 혼동은 단순히 용어나 질병 분류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자폐증의 원인
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사이의 논쟁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
아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이 우세했으며 한편으로는 모성 박탈
(maternal deprivation)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ombonne, 2003). 이
러한 분위기 속에서 캐너의 논의 중 당대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부분은 정신분
석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었다. 캐너는 초기의 논문들에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 강박적인 성격과 사람에 대한 무관심 등 여러 특징을 묘사하는 데 치중했는데,
이렇게 부모의 특성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들이 아동의 초기 성격 발달과 정신 질환
- 58 -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Kanner, 1949). 급기야 그
는, "그들은[그 아이들은] 녹지 않는 냉장고 안에 깔끔하게 보관되었다(They were
kept neatly in refrigerators which did not defrost)"라는 문장을 적은 뒤, 아이들에게서 보
여지는 고립의 행위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Kanner, 1949). 1950년대의 연구들에서도 캐너는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
는 요인은 체질적으로 주어진 소인에 더해져 초기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Kanner, 1954, 1973). 즉,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맹위를 떨치던 1950년대에
캐너가 보기에, 부모는 자녀와 체질적인 요소를 공유하며 대물림하는 존재라기 보다
는, 자녀에게 초기 생애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요인을 제공하는 환경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인다. 캐너가 아동에게 이미 주어진 체질적 요인과 충분히 따뜻하지
않은 부모라는 경험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하더라
도,22 이 중 당시의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후자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했다.
자폐증의 원인으로 부모를 탓한 연구자로 악명이 높은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leheim)도 이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생물학적 장애로서의 자폐증이라는 현대
적 개념을 정립한 캐너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 사로잡혀 부모의 양육 방식을 탓한
베텔하임은 흔히 대비되지만(Grinker, 2007), 이론상으로는 배텔하임과 캐너의 초기
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캐너
의 논의에도 정신분석학적 색채가 스며들어 있었는데, 베텔하임은 이러한 논의를 이
어받아 양육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23 1967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베텔하임의 The Empty Fortress: Infantile Autism and the Birth of the
Self에서 그는 자폐증이 생물학적 기반을 지닌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는
자폐증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장애'이며 부모의 부정적 태도는 그러한 생물학적
장애를 더 확고하게 만드는 '촉진적 요인'이라고 기술하였다(Bettelheim, 1967).

22

현재 자폐증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부모에 대한 캐너의 상세한 묘사가 자폐증의 근
저에 있는 유전적 메커니즘(genetic mechanism)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기도 한다
(Fombonne, 2003; Wolff, 2004).

23

동물학자이자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인 템플 그랜딘은 그녀의 저서에서 캐너도 정신분석학
적 사고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베텔하임은 캐너의 이런 주장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
고 평가한다. 또한, 베텔하임도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캐너의 논의와
의 유사성을 찾는다(Grandin and Pane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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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베텔하임의 논의는 부모의 병리적 양육에 의해 자폐증이 발생한다는 소
위 '냉장고 엄마 이론'의 네트워크를 대중적으로 확장시켰다(홍성욱, 2018). 베텔하임
의 주장은 학계에서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심지어 자폐증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
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점점 몰락하던 심인성 이론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정신분석학
적 설명이 유행하던 시기를 타면서 자폐증이 '나쁜 부모'로부터 유발된다는 사고 방
식과 그에 기반한 치료법에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24 "이 책 전체를
통해 나는 유아기 자폐증을 촉진하는 요인은 아이가 없어지길 바랄 정도로 무책임
하게 아이를 방치한 부모라고 거듭 주장했다"라는 베텔하임의 문장은 부모를 자폐
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부모를 제거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를 정당화하는 것
이었다. 베텔하임을 비롯하여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취하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병
리적인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폐증의 인과관계
에 양육적 요소(parental component)를 포함시키고자 할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Tinbergen and Tinbergen, 1983), 많은 부모들에게 이들의 논의는 비난으로 들릴 수밖
에 없었다(Silverman, 2012).25 이렇게 부모의 병리적 양육에 의해 자폐증이 발생한다

24

홍성욱(2018)은 베텔하임이 자신이 치료한 '조이(Joey)'라는 소년에 대해 쓴 글에 대한 분석
을 통해서, 냉정하고 냉담한 엄마로부터 자폐증이 유발된다고 보는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인간성과 기계성을 상반된 것으로 여기는 당대의 사고 방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
주었다.

25

인류학자 그린커에 따르면, 베텔하임의 논의가 당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은 20세기에 들어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의 과학자들이 올바른 양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적인 사고 방
식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쁜 엄마'에 대한 대
중적 '나쁜 엄마'의 전형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지만, 오직 20세기에 걸쳐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이 체계적으로 세워졌다. 역설적이게도, 베텔하임의 전임자격인 아
동 심리학자들은 1940년대까지도 아이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엄마를 부적격자로 보았는
데, 이들은 애정 표현을 자제하고 작은 어른으로 대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올바른 양육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정신분석학자들은 엄마와 아이
의 관계가 미래의 모든 인간 관계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며, 애정 표현과 스킨십, 인내심을
중심에 두고 양육해야 한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 정신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모성 박탈에 대한 연구들 역시 정신분석학 이론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1950년대에 이르면 엄격한 양육법을 고수하던 아동심리학자들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애
정을 쏟으라는 식의, 이전과는 상반된 양육법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
의 자폐증에 대해 엄마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는 사고 방식이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된 것
이다(Grink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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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인성 이론은 캐너가 자신의 논의가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완강히 부
인한 뒤에도 대중적인 차원에서 오래 지속되었다.

2.2.2 생물학적 질환으로서의 자폐증
자폐증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이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했지만, 학계에서는
자폐증을 심인성 정신증으로 보는 학자들은 일찍부터 줄어들고 있었다. 1960년대를
거치며 학계에서는 어린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자폐적 장애가 당시 심인성이라고 간
주되던 조현병과는 구분되는 것이라는 입장이 점점 우세해졌다. 초기 논문에서와 달
리, 자폐증과 조현병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캐너
도 1970년대를 전후로 자폐증에 대한 심인성 이론을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자폐증과
조현병의 연관을 부정했다. 자신이 발견한 자폐증은 타고난(inborn) 것이자 선천적인
(innate) 것으로, 자폐증이라는 질환은 본질적으로 생체적(organic in nature)이라는 것
이

자신의

원래

입장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생후

심인성(postnatal

psychogenicity)'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Kanner, 1971). 또한, 캐너
의 논의에 기반하여 자폐증이라는 증후군의 정의와 주요 증상,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한 러터(Michael Rutter), 콜빈(Israel Kolvin) 등의 연구는 다양한 비
교 연구를 통해서 자폐증이 아동기 조현병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밝혀
냈다. 콜빈은 캐너의 논의를 지지하면서도 그가 사용한 유아 자폐증과 조현병이라는
두 용어 대신에 '조기 발병 정신증(early-onset psychoses)'과 '후기 발병 정신증(lateonset psychos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두 정신증이 발병의 시점, 증
상의 패턴, 조현병의 가족력 여부, 뇌 기능 장애의 존재, 지능 수준, 그리고 사회적
계층의 차원에서 현저히 달랐다는 점을 통해, 조현병과는 구분되는 생물학적이고 신
경학적인 아동기의 정신 장애가 존재한다는 캐너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다(Kolvin,
1971). 또한, 러터는 유아 자폐증, 즉 생애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자폐적 장애가 정신
지체, 조현병, 신경증, 언어장애 등의 다른 질환들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속적으
로 주장하였으며(Rutter, 1968, 1972, 1974), 사실상 '정신증(psychosis)'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utter, 1968). 이처럼 이들 연구자들은 임상적 현
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에

기반하여

증후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증상학

(symptomatology)의 접근을 통해, 주로 발병 시점과 증상의 패턴을 주요 기준으로
- 61 -

삼아 자폐증을 새로운 증후군으로 분류하는 것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자폐증은 선
천적이고 생체적인 것이라는 캐너의 진술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첩이 가해지기 시
작한 것이다.
이에 더해, 자폐증의 발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심인성 이론을 부
정하는 증거들이 만들어졌다. 우선, 정신의학자들이 자폐적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심인성 요인의 원천을 찾아내려고 할 때마다 심인성 이론을
부인하는 증거들이 쌓여갔는데, 학자들이 보기에 이들 부모들이 일반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보였던 것이다(Silverman, 2012). 여기서 나아가, 자
폐증에 대해 심인성 이론을 대체하는 이론적 모형도 수립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정신의학계에서는 행동 이상(behavioral anomalies)의 대부분이 신경학적 기반을 지닌
다고 추정하기 시작했는데, 자폐증에 대해서도 심인성 이론이 힘을 잃는 가운데 생
물학적 모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심리학자로 활동하던 버나드 림랜드(Bernard Rimland)는 1964년 출판한 Infantile
Autism: The Syndrome and Its Implication for a Neural Theory of Behavior에 심인성 이론
을 반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는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제안
하였다. 림랜드는 1950년대 중반 자신의 2살배기 아들이 자폐증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당시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질환에 대한 연구에 뛰어드는데, 특
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폐적 증상이 냉담한 부모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라는 정
신분석학적 설명은 옳지 않다고 여겼다. 림랜드는 자신의 책에서 자폐증에 관한 새
로운 데이터를 제시하기보다는, 당시까지 생산되어 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하여
자폐증이 심리학적인 원인과는 대비되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Silverman, 2012). 림랜드는 캐너와 마찬가지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
모들이 특이한 성격(unusual personalities)을 지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병리적
인 양육의 가능성과 연결짓는 대신에 이러한 부모의 특징들이 자녀에게서 보다 극
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imland, 1964; Silverman, 2012 참고).
즉, 림랜드가 '자폐적 가족'을 통해서 간파한 것은 병리적인 양육이라는 요소가 아니
라 특정한 유전적 소인(genetic predisposition)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었다.
자폐증이 생물학적인 원인, 특히 유전학이고 신경학적인 요인에서 출발한다는
림랜드의 밑그림에 기반하여, 1970년대 초부터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유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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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자폐증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자폐증을 새로운 증후군으로 분
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러터는 폴스테인(Susan Folstein)과 함께
다수의 쌍둥이 쌍에서 유아기 자폐증 및 관련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지 여부를
관찰했다. 그 결과,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자폐증이 함께 나타날 일치율(concordance
rate)은 36%인 데 반해, 이란성 쌍둥이에게서는 0%의 일치율이 나타났으며, 자폐증
에서 범위를 넓혀 인지적 이상에 대한 일치율을 따져보았을 때는 각각 82%와 10%
의 값을 얻었다. 즉,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자폐적 증상이 함께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폐증이 유전적 요소(genetic component)를
지닌다고 주장했다(Folstein and Rutter, 1977).26 이러한 연구를 시작으로 자폐증의 유
전학적 기반을 입증하는 하나의 연구 방식으로서, 쌍둥이 연구와 가족 연구가 지속
된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자폐증을 아동기 조현병과
는 구분되는 생물학적 장애로 다루는 네트워크가 점점 공고해졌다.
이러한 생물학적 질환으로서의 자폐증 개념은 당대의 부모들과 쉽게 연합될 수
있는 것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발달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의
부모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특히 '냉장고 엄마'라는
낙인을 제거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었다(Navon and Eyal, 2014). 당시에는 정신 지체를
지닌 아동들을 기관에 수용하는 것이 점점 지양되고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치료하
는 것과 특수 교육, 조기 개입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던
시기로, 이러한 생태적 조건 속에서 부모들은 캐너와 같은 정신의학자들이 제시한
자폐증의 개념에 대응하여 다른 방식으로 자폐증의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당시 자
폐증의 유전 가능성이 발견되자 부모들 사이에서 자폐증 진단에 대한 바램이 증가
하게 되었고, 유전적 질환으로서의 자폐증을 진단 받는 것은 이전의 자폐증 개념과
설명 모형에 내재되어 있었던 부모에 대한 낙인이나 비난을 없애는 데 동원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의 선호가 자폐증이 유전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생
물학적 장애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게 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다(Bumiller, 2009;
Chamak and Bonniau, 2013; Navon and Eyal, 2014).

26

이 초기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행된 후속 연구에서는 자폐증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60%, 이란성 쌍둥이에게서 0%의 일치율이 나타났으며, 인지적, 사회적 이상을 보이는 사
례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일치율이 각각 92%와 10%로 나타났다(Bailey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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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자폐증은 학계의 범주로 남아있었을 뿐, 그것이 병원에서 누군가
를 분류해내는 공식적인 범주는 아니었다. 1960년대에 걸쳐 캐너와 러터를 비롯한
학자들이 아주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자폐적 장애를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68년에 편찬된 DSM-II
에는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DSM-II의 진단 범주 중 자폐적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조현병의 하위 범주인 "조현병, 아동기 유
형(schizophrenia, childhood type)"뿐이었다. 이 질환은 "자폐적, 비전형적, 철회적 행
위(autistic, atypical, or withdrawn behavior)", "엄마의 정체성과 분리된 정체성의 발달에
서의 실패(failure to develop identity separate from the mother's), "발달에서의 전반적 불
균형, 총체적인 미성숙, 부족(general unevenness, gross immaturity, and inadequacy in
development)"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술되었고, 추가로 이러한 "발달의 결함
(developmental defects)"이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언
급되었다. 이러한 묘사에서 아동기에 나타나는 자폐적 증상은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조현병의 증상이 생애 초기에 발현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정신분석학적인 관
점에서의 정신증 개념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이 진단명은 당시 자폐증을 다루
던 학자들 사이에서 그 실체가 분석되고 있었던 생물학적인 질환으로서의 자폐증을
지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증과는 구분되는 자폐증을 진단하는 공식적인
범주는 없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 1970년대에 임상가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은 특별히
자폐증을 다루지 않는 한, 아동기의 자폐적 증상에 대해 '아동기 조현병'이나 '자폐
적 특성들을 지닌 정신지체'로 진단할 수밖에 없었다(Silverman, 2012).

2.3 진단 기준의 개발

2.3.1 학계의 진단 기준들: 캐너의 자폐증, 역학 연구의 자폐증
자폐증에 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 즉 균일한 '자폐증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폐증에 관한 연구에 명백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었다. 예컨대, 자폐증이 유전학적 질환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자폐
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존재해야 했다. 1970년대에 활동하던 학자들
에게 자폐증이 체질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질환임은 분명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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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이것이 유전적인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시 자폐증의 유
전성에 대한 연구는 쌍둥이 연구나 가족 연구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었는데, 자폐증의 진단 자체가 드물었던 당시에는 자폐증으로 진단된 사례도 적었으
며, 또 가족 내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찾아내는 일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자폐증이 생애 초기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분
명히 체질적 기반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림랜드처럼 이것이 유전적 소인을
지닐 것이라고 대담하게 추정하지는 못했다(Hanson and Gottesman, 1976). 여기에는
당시에 통일된 진단 기준이 부족했다는 점도 일부 기여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
구자들에게는 사실상 다른 연구자들과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뢰
도 있는 '자폐증 인구'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난제였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연구자들은 자폐증의 경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자폐증 개념을 지속적으로 조
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1970년대에는 자폐증에 대한 단일한 진단 기준의 집합
을 규정하려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는 1960년대에 걸쳐 자폐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바탕 겪은 혼란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1943년의 첫 논문에서 캐
너가 자신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성들을 아동의 행동, 언어, 신체적 조건부
터 아동의 부모가 갖는 여러 특성들과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비교적 평행하게 기술하였다면, 1956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자폐증의 '본질적 증
상(essential symptoms)'으로 "극단적 고립(extreme aloneness)"과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집착(preoccupation with the preservation of sameness)"의 두 가지를 꼽았다(Eisenberg
and Kanner, 1956). 이는 당대 학자들이 보기에 캐너가 앞선 논문들에서 아동이 언어
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상세히 기술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었다(Rutter, 1978). 또한, 캐너는 계속해서 조기 유아 자폐증의 사례들
을 관찰한 결과, 이 증후군이 1세에서 2세 사이의 시기에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 아
동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찰을 기반으로, 이후 논문에서 캐너
는 자폐증이 생애의 아주 초기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첫 논문에서의
확고한 정의를 누그러뜨렸다(Eisenberg and Kanner, 1956). 비록 이 논문에서도 캐너는
이러한 증상의 발병 시점이 2세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하지만, 일각
에서는 발병 연령을 자폐증을 진단하는 필수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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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많은 학자들이 자
폐증의 본질적 특성을 찾으려고 시도했으며, 이와 함께 자폐증의 진단적 기준으로
서로 다른 증상들의 집합을 내놓아 혼란이 발생했다(Rutter, 1978).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연구자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진단 기준의 집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캐너의 논의에 강하게 의존하면서,
자폐증의 본질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집중했다. 이 중 러터의 1978년 논문은 2년
후에 편찬될 DSM-III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는 아동기 자폐증을 정의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필수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발병이 30개월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기준으로 아동의 지적 수준과 대비하
여 손상된 사회적 발달, 세 번째 기준으로 아동의 지적 수준과 대비하여 지연되고
일탈적인 언어 발달, 네 번째 기준으로 정형화된 놀이 양식, 비정상적 집착, 변화에
의 거부로서 나타나는 동일성에의 고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다(Rutter, 1978).
이는 Eisenberg and Kanner(1956)에서 제시한 자폐증의 본질적 증상들에, 저자가 자폐
증의 개념에 대한 모든 설명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던 캐너의 첫 논문으
로부터 얻은 통찰 두 가지, 즉 증상이 생애의 매우 초기에 관찰된다는 점과 언어 사
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기이함을 추가한 것이었다(Kanner, 1943; Rutter, 1978). 이 두
가지는 러터를 비롯한 당대 학자들에게 자폐증을 다른 질환들과 경계 짓는 데에 결
정적인 기준이라고 보였는데, 애초에 캐너가 강조했듯이 자폐증이 정서적 접촉에의
선천적 장애라면 발병 시점을 제한함으로써 초기 발달에서부터 왜곡이 나타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캐너의 논문에 상세히 보고된 일탈적
인 언어 사용을 언어 발달에서의 지연이나 일탈로 해석하고 이를 진단 기준으로 추
가하였다.
이들 학자들이 자폐증에서 정신증의 색채를 세심하게 지우는 작업에 열중하는
가운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아동기 발달 장애로서의 자폐증 개념이 확고해진다.
당시 연구자들은 아동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한 캐너의 어구를 대신하여 특정 발달
영역에서의 결함이나 손상을 표현하는 용어를 더 빈번히 사용했다. 예컨대, 러터는
1978년의 논문에서 캐너가 본래 사용했던 '극단적인 고립'과 같은 표현을 대신하
여 '손상된 사회적 발달'과 같은 어구를 더 빈번히 사용했는데(Rutter, 1978), 이는 자
폐증이 발달 상의 지연이나 왜곡을 의미한다는 관념을 반영한다. 캐너는 이러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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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조현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관계로부터의 철회가 아니라 아동이 태어날 때부
터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임을 간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의 증상을 표현
하는 용어로 그러한 고립의 상태를 묘사하였다. 이에 반해, 러터 등은 그러한 현상
의 이면, 즉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사회적 반응의 부재라는 점을 지적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자폐증을 기이한 행동들의 집합으로서 정의하는 것에서 탈피하
여, 이러한 행동 특성들이 여러 발달 영역에서의 지연과 왜곡을 나타내는 증상이라
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27
이렇게 정신의학계에서 캐너의 초기 보고를 중심으로 자폐증의 본질을 담은 진
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동안, 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역학의 대상을 가려내는 작
업에서 잘 작동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역학 연구자들은 캐너가 정
의한 협소한 개념을 넘어서는 자폐증 인구 집단을 계속해서 포착했으며, 자폐증이라
는 범주는 이들을 분류해낼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부터 몇몇 연구자들은 역학 연구에 기반하여 자폐적 증상을 보이는 인구 집단을 찾
아내고 정의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초창기부터 이들 연구자들의 자폐증 개념은 캐너
가 정의한 개념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당시로서는 논쟁적이었던 자
폐증 개념이나 기준에 의거하기보다는 실제로 관찰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정신
적 문제를 지닌 아동의 비율을 찾아내고자 했다. 자폐증에 관한 첫 역학 연구로 꼽
히는 Lotter(1966)에서는 캐너의 논의를 참고하면서도 캐너의 자폐증 개념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는다. 대신, 저자는 당시 아동기의 정신질환을 보고하는 여러 연구들
을 참고하여 "자폐적 행동(autistic behaviour)"의 기준을 세웠다. 저자는 이러한 작업
을 통해서 캐너의 협소한 자폐증 개념이 다 포괄하지 못하는 "자폐적 아동"을 찾아
내고자 했으며, 여기서 '자폐적'이라는 형용사는 "'유아 자폐증'이라는 캐너의 증후군
만을 지칭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Lotter, 1966)."
이후의 역학 연구들에서도 자폐증 개념은 계속해서 캐너가 구분 지은 경계를
벗어난다. 영국의 정신의학자였던 로나 윙과 주디스 굴드(Judith Gould)는 1960년대

27

같은 시기에, 캐너가 창시했던 학회지 'Journal of Autism and Childhood Schizophrenia'의 편집
자를 맡은 스코플러(Eric Schopler)는 학회지의 명칭을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로 개정했음을 발표한다. 이러한 새 명칭은 자폐증과 조현병이 구별되는 것이라
는 당대의 이해와, 자폐증이 평생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라는 인식이
점점 증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Schopler et 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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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70년대에 걸쳐 런던을 기반으로 뇌 질환과 학습 장애를 가지는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를 수행한다. 이들은 자폐증의 경계가 캐
너가 생각한 것만큼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았으며, 자폐증이 다양한 상태와 심각도를
망라하는 스펙트럼 상에 걸쳐 일어난다는 "자폐 스펙트럼(autism spectrum)"의 개념
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이들은 자폐증의 정의를 개정할 것을 주장하
는데, 이들에게서 자폐증은 "사회적 의사소통(social communication)", "사회적 능력
(social ability)",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tion)"의 세 가지의 결함에 "제한된 활동
양식(restricted pattern of activities)"이 수반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Wing and Gould,
1979). 또한 윙은 영미권에 아스퍼거의 논의를 소개했는데(Wing, 1981), 이를 통해
언어나 지능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러한 역학 연구를 수행하
는 동시에, 자폐증을 지닌 아이들과 가족들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2.3.2 임상적 진단 기준의 확립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출판된 DSM-III에는 자폐증이 하나의 독립적인 질환의
범주로 도입된다.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1980
년에 출판된 DSM-III에 '유아기 자폐증(infantile autism)'을 하나의 공식적인 진단명으
로 싣는다(APA, 1980). 여기서 '유아기 자폐증'은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상위 범주에 속해 있었는데, 여기에는 '유아기 자폐증'과
함께 '소아기 발병의 전반적 발달 장애(childhood onset,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비전형 전반적 발달 장애(atypical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가 묶여
있었다. 또한, 이 중 '유아기 자폐증'과 '소아기 발병의 전반적 발달 장애'는 현재 완
전한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full syndrome present)에 더해, 이전에 진단 기준
을 만족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이 성취되어 몇몇 기준이 충독되지 않는 경
우를 분류할 수 있는 '잔류형(residual type)'을 따로 마련하였다. 여기서 '전반적 발달
장애'라는 용어는 유아기 자폐증 및 이와 연관되는 다른 질환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상위 범주였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발달에서의 문제
라는 점과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질환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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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특히 '전반적'이라는 형용사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사회화, 사고 과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본적인 심리적 기능
들의 발달에서 왜곡(distortion)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였다(APA, 1980; Rutter and
Schopler, 1987).28
이러한 진단 기준에서 '유아기 자폐증'은 매우 협소하게 정의된, 균일한 양상의
질환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전반적 발달 장애'에서 '유아기 자폐증'은 가장 중심적인
질환으로, 캐너의 자폐증 개념과 러터의 진단 기준이 반영된 것이었다. DSM-III에
서 '유아기 자폐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전의 발병",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성의 전반적 결핍", "언어 발달에서의 총체적인 결함", "발화가 나타난다면, 즉각
및 지연 반향어, 은유적 언어, 대명사 반전 등과 같은 특이한 발화 양식들",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기이한 반응들, 예를 들어 변화에의 저항, 생물이나 무생물에
대한 특이한 흥미나 애착", "조현병에서와 같은 망상, 환각, 연상 이완의 부재"의 여
섯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진단을 할 수 있
는 단일 기준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은, '유아기 자폐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이러한
핵심적인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는 하나의 질환으로 상정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러
한 '유아기 자폐증'을 기준으로 삼아, 이와 유사한 특성들이 나타나지만 30개월 이후
부터 12세 이전까지 나타날 경우에는 '소아기 발병의 전반적 발달 장애'로 진단하고,
앞의 두 장애로 분류될 수 없지만 "사회적 기술들과 언어의 발달에 포함되는 다수
의 기본적인 심리적 기능들의 발달에서의 왜곡"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비전형 전반
적 발달 장애'로 진단하도록 진단 범주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DSM-III-R(APA, 1987)에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은 훨씬 유
연해지는데, 여기에는 개정 작업을 맡게 된 로나 윙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
(Silberman, 2015). 우선, 개정된 진단에서 '유아기 자폐증'이라는 명칭은 '자폐적 장애
(autistic disorder)'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고, 잔류형 범주도 폐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폐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초기 발달력을 검토하여 발병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을
요구하지 않고 현재의 증상에 대한 검사를 중심에 두고자 한 것이었다. 자연히 발병
28

이러한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일반인들에서의 지능 분포와 유사한 비
율로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에서도 지능이 정상인 경우가 존재했는데, 이는 자폐증에서 결
함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전반적' 발달 장애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는 것이다(Rutter and Schopl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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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분류되었던 '소아기 발병의 전반적 발달 장애'는 삭제되었다.
이로써 '전반적 발달 장애'에는 '자폐적 장애'와 '비특이적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의 두 가지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
러한 개정은 자폐증을 아동기의 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자 시도된 것이었다(Siegel et al., 1989; Waterhouse et al., 1993).
편집자들은 이러한 범주를 통해 인지적 능력에서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기능 장애
의 전체 스펙트럼(the entire spectrum of dysfunction)"이 진단되기를 바랬으며, 실제로
이는 당시 정신의학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아동을 자폐적 장애로 진단하도록 독려
했다(Volkmar et al., 1988).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더하여, 진단의 방식에서의 변화도 진단의 유연성을 증가
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DSM-III-R에서는 자폐증에서 관찰되는 주요 기능 장
애들을 세 개의 영역, 즉 "상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질적 결함", "의사소통에
서의 질적 결함", "제한된 관심사"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일부의 항목들만 충족해도
진단일 내릴 수 있는 다중 기준적인 접근(polythetic approach)을 취했다. 각 영역마다
대표적인 증상들의 목록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폐적 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영역에서 적어도 두 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에서 적어도 하나씩 기준을 만
족해야 했으며, 총 8개의 기준을 만족해야 했다(APA, 1987). 이러한 다중 기준적인
접근은 당시 편집자들이 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단에서 누
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안한 것으로, 단일 기준적 접근의 진단 기준에 비해서 임상
진단가에게 자폐증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부여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DSM-III-R의 진단 기준에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자폐증 사례들을 빠짐없이 발견하
려는 편집자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으며, 이들의 의도대로 자폐증 진단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다(Silberman, 2015).

2.3.3 진단 기준의 조정
1990년대 초반에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을 더 잘 작동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한
조정 작업이 또다시 이루어진다. DSM을 다시금 개정하는 작업에서는, 지나치게 완
화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을 엄격히 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분류 체계가 추구되었다. 우선, DSM-III-R에서 '자폐적 장애'를 진단하는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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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던 발병 연령이 다시 도입되었다. 생애 초기의 발달력을 검토하지 않고 현재 상
태만을 기준으로 '자폐적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심각한 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과
자폐적 장애를 지닌 사람 사이의 구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폐적 장애가 아닌 사람
을 자폐적 장애로 오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Volkmar et al.,
1992). 이에 DSM-IV에서는 DSM-III-R과 유사한 진단 기준을 유지하되, "사회적 상
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언어", "상징적 또는 상상적 놀이" 중
적어도 한 가지에서 3세 이전에 지연이나 비정상적 기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
진단 기준으로 추가되었다. 그외의 진단 기준은 DSM-III-R에서의 진단 기준에서와
유사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질적인 결함", "의사소통에서의 질적인 결함", "제
한되고 반복적이며 정형화된 양식의 행동, 관심사, 활동"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
어 정리되었다. 각 영역마다 대표적인 증상들이 목록화되어 있었으며, 자폐증 진단
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영역에서 적어도 두 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에서 적어도
하나씩 기준을 만족해야 했으며, 총 6개의 기준을 만족해야 했다(APA, 1994).29
이에 더해, 연구자들은 DSM의 자폐증 진단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DSM-IV의 진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연구자 집단의
중요한 목표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분류 체계인 DSM과 국제적 질병 분류
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의 최근 버전인 ICD-10 사이의 일관
성을 갖추는 것이었다(Volkmar and McPartland, 2014).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자폐
적 장애'와 연관된다고 간주되는 다른 질환들의 목록이 검토되고 이 중 무엇을 '전
반적 발달 장애'라는 범주에 포함시킬지가 논의되었다. 이 때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
을 받은 것은 영국의 로나 윙에 의해 1980년대에 소개된 아스퍼거의 논의였는데,
이미 ICD-10에는 진단 코드가 만들어진 상태였다. 당시에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는

개인을

묘사하기

위해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

syndrome)', '우반구 학습 장애(right hemisphere learning difficulty)', '의미 화용적 언어
장애(semantic pragmatic language disorder)', '비언어 학습 장애(nonverbal learning

29

ICD-10에서도 DSM-IV와 마찬가지로 자폐증의 진단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핵심 증상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A. 사회적 상호교류의 질적인 장해, B. 질적인 의사소
통의 장해, C.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증적인 행동, 관심, 활동이다. 각 범주별 세부 항
목들도 DSM-IV와 유사하다(WH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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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분야별로 이러한 증후군의 명칭과 정의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었다. DSM을 개정하기 위해 꾸려진 연구 팀은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50개 정도의 아스퍼거 장애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이
들이 자폐증에서 비교적 인지적 능력이 높은 집단이나 'PDD-NOS'로 분류되는 집단
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 인정되어 독립적인 진단 범주로 도입된다
(Volkmar and Reichow, 2013). 또한, 비록 매우 희귀한 사례들이긴 하지만 '레트 장
애'나 '소아기 붕괴성 장애'와 같은, 발달 과정의 심한 왜곡과 급격한 붕괴를 특징으
로 갖는 장애들이 '전반적 발달 장애' 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로써, DSM-IV에서는 '자폐적 장애'와 나란히,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레
트 장애(Rett's disorder)', '소아기 붕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PDD not otherwise specified, PDD-NOS)'가 '전반적 발
달 장애'에 포함된다.
이렇게 자폐증의 진단 기준이 개정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진단가들로 하여금 자
폐증의 증상을 보다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된다. 일반적인
자폐증 진단은 DSM과 같은 표준적인 진단 편람에 기반하여 소아과 의사나 아동 발
달 전문가가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 내릴 수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자들이
균일한 자폐증 인구 집단을 꾸릴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폐증 평가 과정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이에 미국에서 자폐증에 관해 연구하던 심리학자 로드(Catherine Lord)와
영국에 기반한 러터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팀이 꾸려졌다. 이들 연구팀은 1989
년, 검사자가 부모와 같은 주양육자에게 아동에 대한 보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자폐증 진단 면담지(Autism Diagnostic Interview, ADI)와 검사자가 아동과 직접 대면
하여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시도하면서 아동의 반응이나 기술의 수준을
파악하는 자폐증 진단 관찰 척도(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ADOS)을 발
표하였다(Lord et al., 1989). 또한, 개발된 ADI와 ADOS를 활용하여 동일한 검사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폐증을 진단하는 것을 훈
련하는 3일 동안의 프로그램과 이를 수료했음을 인증하는 자격증이 만들어졌다. 이
들 연구자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자폐증 연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연구
자에 의해 수행될지라도 그들이 대상으로 삼는 자폐증 인구는 균일하다는 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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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에 기반하여 도출된 개별적인 연구 성과들이 자폐증을 지
닌 사람 모두에게 일반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연구자들의 목표한 바와 같이,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표준화된 진단 도구들의
연합은 보다 균일한 자폐증 인구의 생산을 보장하면서 자폐증 연구를 급격히 증가
시켰다. DSM-IV의 진단 기준에 의거해 자폐증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이 속속 등
장하고, ADI및 ADOS와 같이 과학적 연구에서 자폐증 인구를 가려내는 데 표준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 걸쳐 자폐증에 관한 연
구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DSM-IV의 기준은 연구를 촉진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데, 실제로 자폐증에 관한 과학적 연구 성과들의 출판이 급
격히 증가하였다(Volkmar and McPartland, 2014).

2.4 자폐증 인구와 자폐 연구의 연합

2.4.1 자폐증의 유전학화
일단 자폐증이 공식적인 진단 범주로 만들어진 뒤에는, 그것은 계속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분류해내는 도구로 기능하며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들을 자폐증 연구에 연합시켰다. 특히, 이전보다 완화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을 택
한 DSM-III-R의 출판은 공공정책에서의 변화와 맞물려 자폐증 진단을 받는 사람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미국에서는 1991년 자폐증이 장애인교육법에 특수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범주로 등록되면서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자폐증 진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장애인교육법에서는 장애를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맞춰 각주 의회에
서는 공적 자금으로 자폐증에 대한 조기 치료를 지원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이
를 통해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장애 특성과 기능에 알맞는 교육과 여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사들은 자폐증 진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고 부모들에게는 자폐증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
적 맥락 속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는 아동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이는 다시 자폐증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향상시키면서 자폐증 진단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Grinker,
2007; Silberm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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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폐증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동안, 학계에서는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점점 더 많이 찾아냈다. 우선, 심리학자들은 1970년대
후반에 걸쳐 학계에서 보다 확고해진 자폐증의 개념과 진단 기준에 기반하여 연구
대상 집단을 꾸릴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집단과 통제 집단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는 근본적인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심리학적 설명들을 내놓았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배런 코헨이 주축이 된 연구팀에서
는 자폐증을 마음 이론(Theory of Mind)에서의 장애라고 보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점이 자폐증에서의 근본적인 결함이라는 가설이
었다. 자폐증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른 행동 등을
추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Baron-Cohen et al., 1985). 한편, 일각에서는
자폐증에서의 근본적인 결함이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ing), 즉 목표 지향적 행위
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Rumsey, 1985). 또한,
배런 코헨과 함께 자폐증에 대해 연구해오던 발달심리학자 프리스(Uta Frith)는 자폐
증이 약한 중앙응집성의 형태(a form of weak central coherence), 즉 정보를 통합하여
의미 있는 전체를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자폐증을 지
닌 사람은 무언가를 관찰할 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전체를 파악하는 인지
과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이로써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이
해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Shah and Frith, 1993). 이러한
연구자들은 당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던 자폐증 인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에게
서 나타나는 기능 장애를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폐증을 지
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본
적인 결함을 추정해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지심리학의 연구들에서 내놓는 자
폐증 개념들은 이후 신경생리학이나 뇌 구조의 차원에서 자폐증에 접근하는 연구들
과 쉽게 조화될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자폐증으로 진단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유전학적 관점
의 관찰이 보다 심화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197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쌍둥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그 아동의 형제들이
자폐증으로 진단될 위험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형제들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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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상대 위험도가 일반 인구의 유병률에 비해 25배인 것으로 추정되었다(Jorde et
al., 1991). 또한, 이미 선대 학자들도 주목했던 현상, 즉 자폐증으로 진단될 만큼 증
상이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자폐적 특성(autistic traits)' 즉, 자폐증과 관련된 인지적,
행동적 특성들이 가족 내에서 공유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체계적으로 자폐증의
유전적 기반을 입증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포섭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소
위 '광의의 자폐 표현형(broader autism phenotype)'이 가족 내에서 공유되는 경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 또한 자폐증이 강한 유전적 기반을 갖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Bishop et al., 2004; Bolton et al., 1994; Dawson et al., 200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폐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폐증은 강한 유전적 기반을 지닌 장애라는 점이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자폐증으로 진단된 인구 집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후 자폐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는 연구들을 유행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자폐증에 관한 유전학적 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자폐 과학에서
가장 비중 높은 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특히 자폐증과 연관되는 유전자를 찾는 데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이미 분류된 자폐증 인구 집단은 필요
조건이었다. 자폐증과 같이 복잡한 형질을 지니는 질환의 경우에는, 개체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에 의해 질병 발생 역치
가 낮아지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후보유전자를 찾아내는 방식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적 특성을 먼저 관찰한 뒤에 그로부
터 추정되는 가설을 토대로 분석할 유전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 내 구성원들이나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특정 다형성의 빈도 차이를 분석하
게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자폐증과 연관되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밝혀
져 왔으며, 최근까지도 자폐증과 관련된 유전자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홍강의,
2014). 현재 자폐증의 유전율(heritability index)은 80%로 알려져 있으며(Abrahams
and Geschwind, 2008), 유전자의 작동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은
자폐증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자폐증에서 일란성 쌍생아의 일
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자폐증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폐증의 환경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왔으
며, 주로 주산기 감염, 저체중아, 조산이나 둔위분만, 출생 시 호흡기 부전 등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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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 관련 요인들, 고연령 임신, 대기오염 물질이나 중금속 등의 영향 등이 자폐증
에 기여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홍강의, 2014).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미
치는 영향 역시 대체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안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폐증은 현재 유전자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갖는 질환으로서 확고히 규정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자폐증을 지닌 인구 집단의 유전자뿐 아니라 뇌 또한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관
심을 받았다. 자폐증을 지닌 사람에게서 인지, 언어 등 여러 발달 영역에 걸쳐 지연
과 왜곡이 나타난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면서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은 자
폐증을 지닌 사람의 뇌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에는 CT나 MRI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폐증을 지닌 사람의 뇌에서 구조적인 이상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Bauman and Kemper, 1985), 한편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에 대한 신경생
리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Levitt et al., 2004; Whitaker-Azmitia, 2001). 여기에 이
어, '자폐적 뇌'에 대한 연구는 뇌의 기능이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성 뇌영상
기술이 등장하면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2000년대에 들어, 다양한 방
식의 뇌영상 연구들이 자폐증을 지닌 사람에게서 뇌의 구조와 기능, 연결 정도 등에
서의 차이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활발히 보고해왔다(Boddaert et al., 2004; Ecker et al.,
2010; Klin and Jones, 2008; Kosaka et al., 2010; Ohnishi et al., 2000; Pelphrey et al., 2005;
Roberts et al., 2010). 사람들이 보이는 임상적 증상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신경학적 관
찰 및 그것이 각 증상과 갖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신경과학자들의 주장에 기반
하여, 자폐증을 지닌 사람의 뇌와 일반인의 뇌 사이의 차이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다.

2.4.2 장애에서 장애의 위험으로
유전학적, 신경학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3년 발표된 DSM-5
은 자폐증에 관한 신경생물학적 관점이 공고해졌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선, DSMIV에서 세분화되어 있었던 '전반적 발달 장애'의 하위 범주들은 DSM-5에서 '자폐스
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30라는 하나의 진단으로 통합되고, 다섯 가지의

30

이 용어는 자폐증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질환을 앓는 개개인의 증상은 마치 프리즘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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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형을 묶는 기능을 하던 '전반적 발달 장애'라는 단어는 삭제되었다. 그간 임상적인
차원에서 DSM-IV의 분류 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전반적 발달
장애에 속하는 다섯 개의 하위 범주를 분류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까다로우며 큰 의
미가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Volkmar and McPartland, 2014). 이러한 비판
을 수용하여, DSM-5에서는 그것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발병 메커니즘이 밝혀진 '레
트 장애'는 이 묶음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네 개의 범주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통
합한 것이다. 또한, 이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발달기(the developmental period)에 나타
나는 다른 정신장애들과 함께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에 속해 있
는데, 이 카테고리는 DSM-IV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
되는 장애(Disorders usually first diagnosed in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라고 불
렸던 것이다. 이러한 명칭의 전환은 발달기에 시작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아동에게서 주의력이나 기억, 인지, 언어, 문제 해결,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서 나타
나는 기능 장애를 뇌 발달의 문제로 간주하는 관점이 보다 공고해졌음을 반영한다.
또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을 평가하는 영역도 그간 자폐증에 관한 연구 성과들
에 기반하여 조정된다. DSM-IV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질적인 결함"과 "의
사소통에서의 질적인 결함"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자폐증의 증상 영역들의 연관성이
2000년대 중반에 걸쳐 계속해서 입증되면서(Constantino et al., 2004; Lord et al., 2001),
DSM-5에서는 이 항목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된다. 이로써, DSM-5에서는 첫 번
째 영역인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질적인 결함"에서 세 가지 항
목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 영역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에
서는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이 두 번째 영역에
는 "감각적인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반응성, 또는 환경의 감각적 측면
들에 대한 유별난 관심"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3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
에게서 나타나는 감각 처리의 문제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었다(Volkmar and McPartland, 2014).
현재 학계에서 자폐증은 강한 유전적 기반을 지닌 신경발달장애라는 점이 널리
합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과의 이론들이 연합되어 있다.

나온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할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표현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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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폐증에 관한 질환 발생 모형에서 자폐증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지는 유전
적 소인에서 시작되며, 여기에 환경적 인자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뇌 발달에 이상
이 생긴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뇌 발달에서의 이상은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구조
형성과 성숙, 뇌 피질망의 발달, 뇌의 성장 등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태내에서
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자폐증을 지닌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신경생물학적 이상을
지니며, 이러한 소인은 생후에 일어나는 여러 영역의 발달, 즉 애착과 정서의 발달,
감각과 인지의 발달, 의사소통과 언어의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또한 각 발달 영역에서의 결함은 되먹임을 통해 이차적으로 다른 영역의
발달을 저해하며, 이로써 사회성, 인지, 언어 발달 전반에 걸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다(Pelphrey and Carter, 2008). 이렇게 자폐증은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에
있다고 간주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의 이상이 다시금 원인으
로 되먹임 되어 다음 단계의 발달에서의 이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
해되고 있다.
신경발달장애로서의 자폐증 개념 하에, 유전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폐증을 조기에 예측해내는 인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자폐증 연구의
조류는 정신질환의 위험을 예측하고 진단과 개입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신의학계 전반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이미 자
폐증으로 진단된 사람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가족 구성원들까지 실험 대상자로 포
섭되는데, 자폐증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형제들을 대
상으로 하는 '어린 형제 연구(baby siblings research)'나 '광의의 자폐 표현형'을 찾아내
는 유전학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어린 형제 연구'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 자폐
증 진단을 받을 위험을 높게 가질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자폐증의 증상이 발현되
지 않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발달 과정을 추적한다. 이러한 추적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후 실제로 자폐증으로 진단된 아동이 어릴 때 보이는 여
러 가지 차원의 특성들은 자폐증을 예견해주는 인자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와 함
께, 뇌영상 기술을 통해서 어린 아동의 뇌 발달이 구조적, 기능적 차원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직 심리학적 실험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동들이
자폐증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각종 뇌영상 데이터는 보다
원시적인 사회적 반응으로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자폐증 연구에 자폐증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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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들을 넘어서는 인구 집단이 연합되면서, 자폐증의 증상 목록에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하기에 앞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탈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학과 신경과학의 연구들은 자폐증 연구들에서 중심축이 되어 왔으
며, 이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자폐증에 관한 생체표지자(biomarker)를 찾지 못한 현
재에도 여전히 그렇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폐증은 수백 개의 유전자
가 관여하고 있는 질병으로, 더 이상 한 두 개의 유전자를 자폐증의 생체표지자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자폐증의 유전적 복잡성은 오히려
자폐 과학의 지형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
다. 자폐증이라는 질병이 갖는 복잡성이나 미결정성,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성 등은
오히려 명성 있는 유전학 연구자들과 대규모 생명공학 산업, 자폐증 분야의 주류 권
익 옹호 단체들이 연합하도록 만들고, 그 가운데 자폐증의 예방, 조기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학 연구가 급증해왔다(Bumiller, 2009; Fitzgerald, 2014). 즉, 자폐
증을 유발하는 단일한 유전자 표지자를 특정하는 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자폐증의 경로가 발견되고 더욱 효율적
인 진단 도구와 치료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이 계속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
이 유전학 중심의 문제 풀이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폐증에 관한 또 다른 형태의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고 있
기도 하다. 다른 정신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자폐증에 관한 과학적 실행들이 유전학과
신경과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폐증에 '생물학적으로' 진단하거
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자폐증이 유전적 소인을 강하게 갖는
뇌 발달의 장애라는 점이 적어도 학계에서는 충분히 합의된 지금도, 실질적으로 자
폐증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생물학적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자
폐증의 식별과 진단은 여전히 자폐증을 지닌 사람의 행동들과 특징들에 대한 평가
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자폐증의 치료 분야에서도 유전자나 뇌의 차원에서
개입하는 수술이나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자폐증의 치료 분야에서 유일하게 효
과가 입증된 방식은 행동 치료의 원리에 기반한 몇몇 교육 방법들이다. 즉, 현재 자
폐증을 실제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실행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들에 의존하고 있
는 것이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이러한 자폐 과학의 지형 가운데, 자폐증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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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진단하고(4장), 치료하는(5장) 방식들이 학계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조정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다양한 정도로 연합되는
가운데 자폐증 인구가 어떻게 감지되고 명명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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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후의 발견
본 장은 자폐증이라는 존재의 시작점, 즉 어린 아동에게서 자폐증의 징후
(signs) 31 가 처음으로 감지되는 과정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경험은 비전문가
의 인식(lay cognition), 즉 환자나 환자 주변의 지인이 무언가 이상하다거나 잘못되
었다는 느낌에서 시작된다.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탈은 의료적 관리
가 필요한 질병의 증상으로서 간주되는데, 이것이 발병, 즉 질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Karp, 1994). 자폐증 역시 어린 아동의 부모나 주변의 지인이 아이가 일반적
으로 발달하는 아이들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일탈의 느낌이 점점 자폐증의 위험 징후나 증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자폐증의 존재는 점점 확고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무언가 다르다는 느
낌은 반드시 그러한 차이를 감지해낼 수 있는 주체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폐증은 아동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차이로서 어느 순간에 '발견'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아동의 특정한 행동들에 영향을 받는 법을 배움으로써 차이에 반응하
는 주체와 감각되는 차이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다(Latour, 2004;
Mol, 2014).
그간 자폐증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자폐증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들에서는 현재 자폐증을 둘
러싼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북미나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 자폐증
의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맥락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연구들
에서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자폐증의 진단을 북돋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자폐증과 아동의 발달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
는 등 자폐증이라는 진단 범주를 중심으로 그것이 포괄하는 자폐증 인구가 계속해

31

징후(signs)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타각적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이상을 의미하는 증상(symptoms) 개념과 대비된다(Armstrong, 2003). 이러
한 개념 구분에 따르면, 자폐증의 여러 특성들이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관찰자에 의해 호소되는 한, 이는 당사자 스스로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는
증상 개념에는 맞지 않다. 하지만 증상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질병으로 인한 이상을 포괄
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폐증의 경우에 증상과 징후라는 용어가 혼용
되며 자폐증의 증상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는 상황을 반영하여, 넓은 의미의 증상 개념에
의거해 증상이라는 용어를 징후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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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가하는 역사적, 사회적 과정을 보여주었다(Grinker, 2007; Nadesan, 2005; Shattuck,
2006). 한편,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의 부모가 겪는 양육 경험을 다
루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진단'을 중심으로 장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연구들에서는 진단의 시점을 장애 경험의 출발점으로 삼아, 아동에게 진단된
발달장애를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수용
의 과정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왔다(Miller, 1994; 서화자, 1998;
이기숙과 정순정, 2005).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현재 자폐증으로 간주되는 실체에 대
한 '인식'이나 '경험'이 의료적 범주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 다루면서도,
그러한 실체는 그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간주
해왔다.
그러나 진단이라는 실천과 그에 수반하는 인식의 변화에만 주목해서는, 현재 우
리 사회에서 자폐증이 존재하는 다양한 양식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우선, 우
리나라에서는 진단을 받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진단을 받은 뒤에도 치료를 지
속하지 않는 등, 진단에 기반한 도움 추구 행동을 벗어난 실행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서동수, 2018; 4장 참고).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질병에 관한 정보
들이 훨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면서 질병의 경험은 전문가 진단이 이루어지
기 전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며(Conrad and Stults, 2010),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자녀가 자폐증 진단을 받기 전부터 부모가 장애에 대한 긴장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고 보고되었다(차혜경, 2008). 더 중요한 점은, 질병의 위험에 대한 생물학적, 임상적,
역학적 지식이 활발히 갱신되고 새로운 임상적 개입들이 개발되어 온 질병의 사례
에서 질병의 시작점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매개로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다(Aronowitz, 2009).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진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폐증
이외에도,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폐증'들'을 포착하기 위해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장에서는 전문가에게 진단되기 이전의 자폐증, 즉 자
폐증의 징후 내지 위험이 처음으로 감지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첫 소절에서는 먼저 최근 자폐 과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폐증의 선별(screening)을 위한 도구들과 언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선별은 확정적으로 장애를 진단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예견적인 판별로,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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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서부터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선별 도구들과 자폐증의 위험에 관한
언어들은 일상적인 모-아 관계 속에서 자폐증의 위험을 포착해내는 감각을 함양하
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주로 부모에 의
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아동의 미묘한 차이가 객관적인 자폐증의 위험 징후로 구
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폐증의 증상이 다양한 정보와 감각의 중첩들 속에
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 소절에서는 자폐증의 위험을 포착해내
는 주체이자 동시에 바람직한 모-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
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엄마들이 어떠한 지적, 정서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
이다.

3.1 자폐증 '위험'의 생산

3.1.1 선별의 논리: 일탈로서의 자폐증
그간 자폐 과학 분야에서는 자폐증을 가능한 빨리 판별해내고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자폐증의 초기 증상을 인식하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
루어져왔다. 이 가운데 '진단'과는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며 그에 선행하는 '선
별'이라는 실행이 가능해지고, 정교해지고, 또 대중화되고 있다. 진단과 달리 선별은
장애를 확정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판별될 위험이 큰 개인을 가려내
는 것으로, 장애가 우려되는 개인에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 인구 집단에게 적용
되는 경우도 있다. 32 자폐증의 경우에는 그것의 생물학적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와
그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시기 모두 생애 초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자폐증
을 선별하는 실행은 주로 영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으로 올수록
자폐증의 증상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폐증을 가능한 빨리 발견하고 그
에 개입하는 것이 점점 중요시되면서, 자폐증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선별
하는 작업이 점점 정당하고 가치 있는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폐증의 위험군을 선별하는 실행에 점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다

32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견적 선별을 '1단계 선별(Level I screening)', 아동의 부모나 전문
가가 아동의 발달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선별을 '2단계 선별(Level II
screening)'로 나누어 지칭하는 학자들도 있다(Siege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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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노력이 투입되는 현상은 자폐증 개념이 점점 더 유전학과 신경학을 중심으로
확립되는 학계의 조류 속에서 이루어졌다. 자폐증은 근본적으로 강한 유전적 소인에
기반한 신경발달장애라는 점은 현재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2장 참고).
현재 아동의 발달 문제를 다루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발달 33 과정이 연속적이고 누
적적이며, 하나의 발달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 시점 이후 다양한 발달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Shaffer and Kipp, 2013; 홍강의, 2014). 이렇게 총체적인
관점의 발달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지니는 유전적 소인은 태
내에서부터 뇌 발달에 이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어
지는 신경생물학적 이상은 생후에 일어나는 여러 영역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가장 먼저 발달하는 부모와 아기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
는 다시 이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또한 주로 영아기에
모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와 언어 영역의 발달에 지장이 초래되고, 이러한
결손은 다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각 발달 영역에서의 결
함은 되먹임을 통해 이차적으로 다른 영역의 발달을 저해하며, 이로써 사회성, 인지,
언어 등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Pardo and Eberhart, 2007; 홍강
의, 2014). 자폐증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원인들과 생물학적 상태들이 최
종적으로 자폐증의 표현형, 즉 증상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인 설명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지만(홍강의, 2014), 자폐증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기까
지 하나의 발달적 이상이 다시금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후 여러 발달 영역들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자폐증이 유전적 소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뇌 발달의 문제로 간주되면
서, 자폐증을 가능한 빨리 진단하고 그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자폐증을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첫 관문은 조기진단 34 이라고 간주되는데,

33

발달(development)이란 "아동이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적응(adaptation)의 연속"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그 개체가 처한 환경으로부터의 경
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인지-심리-행동의 기능적 구조화
(functional organization)라고 정의할 수 있다(홍강의, 2014).

34

조기진단(early diagnosis)은 어떠한 질환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단하는 것을 말하며, 어느
시기부터 '조기'라고 볼 것인가는 각각의 질환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대한간호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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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 첫째, 자폐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자폐증에
대한 조기개입35을 수반한다는 점으로, 자폐증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아동
의 발달 단계와 자폐증이라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
한 관문으로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여기에는 자폐증의 증상이 시
작되거나 심화되기 전에 개입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
다. 이러한 전제들은 모두 자폐증이 유전적 소인에서 시작되어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발현된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생애의 매우 초기를 자폐증의
시작점으로 상상하도록 만든다. 즉, 자폐증은 실질적인 장애가 발현되기 이전부터
유전적 소인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진 채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막을 수 없지
만 줄일 수 있는' 뇌 발달의 장애로 인식된다.
자폐증의 증상이 실제로 발현되기 이전에 자폐증의 '위험'을 발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적으로 병리적인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과 질병의 증상
이 감지되는 시점 사이의 간극을 문제시한다. 자폐증은 그 증상이 관찰되기 전부터
시작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명백하게 나타나기 이전에도 예견적으로 발견하
는 것이 가능한데, 이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폐증을 판별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진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자폐증은 유전적 소인에서 시작되어 생애의 초
기에 진행되는 뇌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폐증을 지
닌 개인은 대체로 그것이 질병으로 경험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생물학적으로 병리
적인 상태에 있다고 간주된다. 일례로, 자폐증 진단 분야에서 권위있는 한 소아정신
과 의사는 자폐증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병"으로, 유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유전자와 "태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
어지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설명한다(진단전문가C). 즉, 유전자와 그로
인한 신경 발달의 이상을 자폐증의 발병 시점으로 본다면, 자폐증은 유전자형이 결
정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자폐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이 밝
혀지고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를 생체표지자로 삼아 자폐증의
35

일반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조기치료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
애의 경우 조기개입이나 조기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자
폐증은 뇌 발달의 장애이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요
법들이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라는 용어보다는 개입이나 중재,
또는 치료교육이라는 용어를 더욱 빈번히 사용한다(5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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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폐증을 진단하는 기준인 증상들, 예컨
대 DSM-5에서 자폐증을 정의하는 증상 목록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폐증이 나타
나는 시점은 신경 발달 경로에서의 문제가 생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때이다. 자폐
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며, 자폐증을 지닌 사람의 "행동의
총합이 관찰 가능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태어난 뒤) 한참 뒤 시기"이기 때문이다
(진단전문가C). 이렇게 자폐증은 유전자와 뇌, 행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 가능
한 것이 되어왔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명백한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미 시작된' 자폐증이 발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구호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폐증을 가능한 빨리 발견해내는 것이 고무되지만, 이러한 작업
이 '진단'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자폐증은 현재
몇 가지 주요 증상들과 그것들이 유발하는 실질적인 결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4장 참고), 이러한 증상 목록이 명확한 잣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자폐증의 진단 기준은 특정한 연령대의 아동이 나타내는 증상들에 대한 관찰과 분
석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특히 영유아기의 아동에게는 완벽히 적
용되기 어렵다. 자폐증의 진단 기준으로 임상 현장 및 연구를 위해 가장 널리 활용
되어 온 DMS-IV와 ICD-10의 자폐증 진단 기준은 주로 학령기 아동이 보이는 자폐
증의 증상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진단에 의뢰된 아동
들의 대다수가 학령기 아동들이었기 때문이다(Charman and Stone, 2006). 따라서 더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여러 학자
들은 3세 이전의 아동에게서 반복적인 행동과 같은 증상이 덜 두드러지거나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Charman et al., 2005; Rogers, 2000).
또한, 자폐증의 증상들은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여부나 정도가 달
라질 수 있다고 간주된다. DMS- IV나 ICD-10에 따르면 자폐증으로 진단되려면 자폐
증의 주요 증상들이 "3세 이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APA, 1994; WHO, 1992),
DSM-5에서는 연령을 명시하는 대신 "초기 발달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APA, 2013). 하지만, DSM-5의 진단 기준에는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
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학습된 전
략에 의해 증상이 감춰질 수 있다"는 점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APA, 2013). 즉, 자
폐증의 주요 증상들은 아동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학교 생활과 같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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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사회적 압력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자폐증을 지니더라
도 여러 가지 전략에 의해 숨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생물학적
으로 자폐증이라는 질환을 지닌 개인이라도 특정한 관찰 시점에 자폐증의 주요 증
상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폐증을 지니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이 진단 기준에 추가된 본래 목적은 전문가로 하여금 개
인의 증상이나 특징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여 자폐증을 빠짐없이 진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본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자폐증은 그 증상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
르게 표출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장애라는 점이다.
이에 더해, 자폐증의 진단은 주요 증상들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질
적인 기능상의 문제를 기준으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어린 아동에게 자폐증 진단을
확정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자폐증으로 진단되려면 주요 증상들
이 사회적, 직업적 상황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
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어린 아동은 그러한 상황 자체에 놓일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예컨대, 18개월의 아동이 부모의 눈을 2초 이상 응시하는지 여부나 주위의 다른 아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여부는 36 이후 아동이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실질
적인 불편을 겪는 상황이 비교적 드물다.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
능성도 드물고, 또 부모를 포함하는 주위의 양육자가 이러한 징후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처럼, 아직 사회적 활동의 범위와 정도가 크지 않은 어
린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징후나

증상은

발달에서의

일탈을

의미하는

'장애

(disorder)'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상황에서의 결함이나 제한을 겪어야 한다
는 조건을 포함하는 '장애(disability)'의 진단을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몇
몇 경우에는 어린 아동에 대해서도 자폐증 또는 '자폐증 의증'의 형태로 진단이 내
려지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사회적 결함을 의미하는 진단이라기보다는, 발달적 규
범에서 일탈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어린 아동에게 자폐증 진단을 확정적으로 내리는 것을
꺼리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있다. 임상 현장 중심의 여러 연구들은 아동기
자폐증의 장애 진단이 3세 또는 심지어 2세에서도 안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36

이 두 가지는 이후 설명할 M-CHAT이라는 자폐증 선별 도구의 문항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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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임상의가 다양한 자원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진단하는 것이 표준화
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자폐증을 진단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밝혀진 바 있다(APA, 2013; Charman and Baird, 2002).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자폐
증을 지닌 아동의 조기진단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 현상에서는 어린 아동이
보이는 자폐증의 징후들을 비교적 정확히 판별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자폐증
을 확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우선, 어린 아동은 커갈수록 행동이
나 특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내려지는 진단은 오류 가능성
이 높다. 또한, 소위 장애라는 '종신형'을 부모에게 전해야 하는 난감함 때문에 전문
가들은 어린 아동에게 자폐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Filipek et al., 1999). 이에 더해, 자폐증의 진단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진단이 꺼려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자폐증을 다루는 (조기) 중재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폐증이라는 진단이 그리 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이 자폐증 진단을 내리려는 동기가 줄어든다
(Dosreis et al., 2006; Zwaigenbaum and Stone, 2006). 이렇게 자폐증은 그 개념상 생애
의 아주 초기에 시작되며 또 발견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데 반해,
자폐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결함은 그 이후의 시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폐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진단'이라는 특수한 실행
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1990년대 이후로는 진단에 앞서 이루어지는 선별과 추적이
라는 실행에 점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어 왔다. 선별(screening)이란 특정
검사나 조사를 통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애를 예견적으로 판별하는 것을 의미
하며, 통합된 보건 체계를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의 판별과 관련된 자료를 지
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추적(surveillance)이라고 부른다. 아동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은 물론 대중적인 차원
에서도 널리 동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아동의 건강 문제에서 발달 장애를 조
기에 판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취
학 전 시기의 선별에서 생후 직후부터 2세 사이의 선별로 그 강조점이 전환되어 왔
다(Johnson and Myers, 2007). 실제로 미국 소아학회에서는 자폐증의 조기 발견의 중
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모든 아동들이 주기적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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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시에 통상적으로 자폐증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장한 바 있다
(Committee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01; Johnson and Myers, 2007). 아동 발달 분
야의 전문가에게 의뢰된 아동뿐 아니라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발달 장애와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고 이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적 실행에는 생물학적 실체로서의 자
폐증의 발생 시기와 증상의 발현 시기의 간극에 대한 우려와, 자폐증의 증상이 완전
히 나타나기 이전에 그에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가 반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훨씬 어린 시기에 자폐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의뢰되는 아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훨씬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서 증상을 읽어내고 장애를 진단하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1990년대를 거치며
3세 혹은 2세 때 자폐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의뢰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해 왔는
데,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아동들이 4, 5세나 혹은 더 늦은 시기까지도 자폐
증으로 진단을 받지 못했던 모습과 두드러지게 대비된다(Charman and Baird, 2002;
Howlin and Asgharian, 1999).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자폐증을 지닌 아동들의 초기 행
동 특성과 발달 경로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 성과들과 조기 선별 도구들을 내놓고
있으며(다음 소절 참고), 이를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2세 이전에, 심지
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도 자폐증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
고 있다(Barbaro and Dissanayake, 2013; Crane and Winsler, 2008).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별이라는 실행이 대상으로 삼는 인구 집단
은 자폐증의 진단을 받은 인구 집단과 차별되며, 그들이 지니는 특성도 다르다는 점
이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선별의 방식들은 자폐증으로 진
단될 확률이 높은 아동을 빠짐없이 포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폐증이 아닌 아동들까지 선별되는 사례들이 생겨난다. 즉, 선
별은 예견적인 판별이기 때문에 선별 결과 중 일부는 이후에 오류로 판명될 수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별이라는 실행은 이후 아동의
행동과 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도록 해줌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해
당 아동의 문제를 가능한 빨리 발견하고 그에 맞는 중재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또한 이러한 선별 오류의 위험은 자폐증
의 고위험군으로 선별된다는 것이 반드시 이후에 자폐증으로 진단된다는 점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의 깊은 언급을 통해서 상쇄된다. 이러한 선별의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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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되는 인구 집단은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아니라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아동인
것이다.
선별의 실행은 이렇게 '위험' 아동을 포착해내는 데 그칠 뿐 아니라, 선별을 시
작점으로 하여 해당 아동의 발달의 궤적과 여러 특징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이어진
다. 일단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다고 선별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전문가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아동의 발달 경로를 관찰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해진다. 그 결
과, 자폐증으로 확진을 받게 될 '위험'을 지닌 아동이 보이는 발달의 이모저모는 매
우 어린 시기부터, 즉 진단을 받기 전부터 추적 관찰되며 데이터로 수집된다. 이후
자폐증의 위험을 지니고 있었던 아동의 상당수가 실제로 자폐증의 진단 기준에 꼭
맞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되면, 그들의 발달 궤적과 여러 특징들은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진단 이전에 나타내는 자폐증의 징후로, 그리고 자폐증의 '초기 증상'으로 해
석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자폐증이라는 장애의 증상, 경로, 원인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로 간주되고, 선별과 추적의 실행은 이러한 정보를 생
산해내는 가치 있는 과학적 활동으로 정당화된다. 요컨대, 자폐증에 대한 조기 개입
이 추동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노력들이 마땅하게 추진되면서, 선별
이라는 실행은 그것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점이 명백한 실행으로서 촉
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점점 더 어린 아동에게서 포착되는 일탈적인 모습들이 자폐
증을 정의하는 언어로 변환되고, 자폐증의 시작점은 점점 더 앞당겨지게 된다.

3.1.2 선별의 도구: 자폐증 위험의 표지자들
그간 자폐증에 관해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아동을 가능한 빨리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 과정
에서 자폐증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이전에 자폐증을 예견적으로 판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각종 '표지자(marker)'들이 탐색되었다. 우선, 유전학이나 신경생리
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폐증 유전자(Autism genes 또는 ASD genes)'라 불릴 만한
유전자를 찾는 데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자폐증에 관한 유전학적 연구들에서 수백
개 이상의 유전자가 자폐증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
어느 유전자도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서(Sanders et al., 2012), 자폐증을 유발하는 소수의 핵심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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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자폐증은 수백 개의 유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
용을 통해 발현되는 복합 유전질환이며, 따라서 한두 개의 유전자가 표지자로 기능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머리 둘레(Courchesne et al., 2003)나 신경펩티드
(Courchesne et al., 2003), 뇌의 발달 속도(Hazlett et al., 2017) 등 초기의 뇌 발달에서
관찰되는 이상 현상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을 밝혀냄으로써 자폐증의 판별 시기를
앞당기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표지자로 삼을 만한 신경학적 현
상이나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폐증을 유발하는 핵심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거나
자폐증을 지닌 사람의 뇌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특징이 규명되었다는 점은 대서특
필되며 자폐증을 조기에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지만,37 유전학
이나 신경과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자폐증을 선별하거나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
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38
오히려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선별하는 도구는 보다 '전통적인' 분야에서 찾아
지고 활용되어 왔다. 현재 자폐증의 위험을 판별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
은 '심리학적 표지자(psychological markers)'로,39 주로 발달심리학과 소아정신의학 분
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적용되어 왔다.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자폐적인 특성을 보
이는 사람들의 증상과 행동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사람들의

37

"자폐증 핵심 유전자 '삼돌이' 발견... 우울증 등 치료 새 국면"(한겨레, 2018년 1월 31일 기
사,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0197.html), "국내 38명 중 1명 발생 자
폐증 유전자 찾았다"(한국일보, 2017년 10월 27일 기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71524227382), "미국 연구팀 "자폐증 발생 단
서 찾아... 신경세포 분화 속도 빨라"(서울신문, 2019년 1월 18일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8500110&wlog_tag3=naver), "자폐증, 생
후 3개월에도 EEG(뇌전도)로 예측 가능"(연합뉴스, 2018년 5월 2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2052800009?input=1195m) 등.

38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 중에는 유전학이나 신경과학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자폐증의 생체
표지자를 찾으려는 시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경우도 있다. 자폐증의 행동적 표현형이 다
양한 발생 경로를 지닐 수 있으며, 따라서 자폐증을 지닌 개인이 각자 다른 궁극적인 원인
을 지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생체표지자를 찾더라도 그것이 자폐증의 증상들을 나타내
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Charman and Stone, 2006).

39

'심리학적 표지자'이라는 용어는 Baron-Cohen et al.(1996)의 논문 제목인 'Psychological
Markers in the Detection of Autism in Infancy in a Large Population'에서 따온 것이다. 본문에
는 '주요 심리학적 위험 지표(key psychological risk indicators)'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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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자폐증 판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에 맞는 개입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표면적인 증상들에 대한 관찰에 기반하여 자폐증의 판별 시기를
앞당기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폐증의 진단
도구뿐 아니라 자폐증의 위험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들이 활발히 개발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선별 도구들은 적용 시점이나 주체,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
만, 주로 1세에서 2세 사이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의
보고에 의존하는 질문지 형태의 선별 도구들이 많지만, 진단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직접 아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도 개발되었다. 40 본 소절에서
는 영아기의 일반 인구(general population)를 대상으로 처음 개발된 선별 도구인 영
아기 자폐증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Autism Toddlers, CHAT)와 그것을 개선한 것이
자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선별 도구인 수정된 영아기 자폐증 체크리스트(The
Modified Checklist for Autism in Toddlers, M-CHAT)의 목표와 구성, 그리고 그것이 기
반하고 있는 여러 논의들과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별
을 통해서 포착되는 자폐증의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선별의 실
행 가운데 자폐증의 시작점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장 먼저 일반 인구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자폐증을 예견적으로 판별할 수 있
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 팀은 영국의 배런 코헨(Simon Baron-Cohen)과 동료들로, 이
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CHAT이라는 선별 도구를 개발하고 그것의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Baird et al., 2000; Baron-Cohen et al., 1992; Baron-Cohen et al., 1996; Baron-Cohen
et al., 2000). CHAT이 개발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자폐증으로 진단되는 아동은 드물었
는데, 당시의 유병률 연구에 따르면 자폐증은 10000명 중 4~8명에게서만 생기는 희
귀한 장애였다. 따라서 당시에 임의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자폐증의 조기 판별을
시도하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으로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때까
지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폐증 선별 도구를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연구자는
40

전자에는 영아기 자폐증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Autism Toddlers, CHAT; (Baird et al., 2000);
Baron-Cohen et al.(1992); Baron-Cohen et al.(1996), 수정된 영아기 자폐증 체크리스트(The
Modified Checklist for Autism in Toddlers, M-CHAT; Robins et al.(1999); Robins et al.(2001)),
PDDST-II(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Screening Test-II; Siegel(2004)), ESAT(Early
Screening of Autistic Traits; Dietz et al.(2006); Swinkels et al.(2006)), FYI(First Year Inventory,
Reznick et al.(2007)) 등이 포함되며, 후자로는 STAT(Stone et al., 2000; Stone et al., 2004; Stone
et al., 2008), CSBS(Wetherby and Prizant,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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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다(Baron-Cohen et al., 1992). 하지만 저자들은 이론적으로는 실험심리학에
서 영유아기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에 대한 관찰 결과들을 활용하여 CHAT의 문항
들을 개발하고, 또 실험적으로는 임의로 선택된 18개월 령 아동 50명으로 구성된
일반 인구 집단뿐 아니라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형제로 지닌 18개월 령의 아동 41
명의 집단, 즉 자폐증의 '고위험 집단(high-risk group)'을 대상자로 삼아 CHAT을 적
용해봄으로써, 자폐증의 조기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41
배런 코헨의 팀이 개발한 선별 도구의 신뢰도는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는 자폐
증의 진단 실행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험대상자들에게서 자폐증이 실제로
나타나야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새로운 선별 도구의 신뢰도
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개발된 CHAT 질문지를 일반 집단 및 고위험 집단에 적용
하여 이후 자폐증을 지니게 될 아동을 미리 예측해보고, 약 1년 후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이 30개월이 되었을 때 자폐증 진단을 실시하여 실제로 이러한 예측이 들어
맞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에는 일반 인구는 물론 고위험군에서도 자폐
증의 발생 가능성이 2~3%에 불과할 것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CHAT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로 모집한 91명의 아동 중 최종적으로 자폐증에 해당하
는 아동이 네 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저자들의 표현대로 '운이 좋은' 것이었다(BaronCohen et al., 1992).42 그리고 이 네 명의 아동은 CHAT의 주요 문항들, 즉 '자폐증의
주요 심리학적 예측 변수(key psychological predictors of autism)' 9문항 중 2개 이상에
서 문제를 나타낸, 연구자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으리라 예측한 바로 그 아동들이었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동들의 과거 모습에 관한 심리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일탈적인 행동들의 집합을 자
폐증의 위험을 발견하는 도구로 구성했다. CHAT은 이를 시작으로 연이어 개발된 다
른 선별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될 아동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41

이 41명의 '고위험 집단' 아동은 당시 연구자들이 영국과 스웨덴을 모조리 뒤져 찾을 수
있었던, 자폐증 진단을 이미 받은 형제가 있는 18개월 아동의 전부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고위험 집단 아동의 약 3%에서 자폐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었고(Folstein and Rutter,
1987), 따라서 저자들은 이들 41명 중 1~2명에게서 자폐증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
서 선별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42

이들은 DSM-III-R(APA, 1987)을 기준으로 자폐증 여부가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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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구들에 비해 대상으로 삼는 아동이 훨씬 어리다. CHAT이 대상으로 삼는 아
동의 연령대는 18개월로, 당시에는 그렇게 어린 아동에 대해 자폐증을 확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학자들은 사회적 발달
이나 의사소통적 발달에서의 비정상은 미취학 연령의 아동에게서는 평가하기 어렵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발달심리학 연구자들은 그러한 '사회성' 발달의
기반이 될 만한 행동, 또는 장차 아동의 사회성이 적절히 발달할 지 여부를 보여줄
지표가 될 만한 행동은 생후 18개월이 된 아동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표 행동에는 일반적인 아동에게서 15개월경에 나타나지만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공동주의(joint attention) 행동 43 과 가장
놀이(pretend play) 44 등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아동의 나이가 18개월이 되었는데도
가장

놀이나

공동

주의

행동,

특히

그

중에서도

원시서술적

가리키기

(protodeclarative pointing) 45 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자폐증이나 관련 장애에 관
한 분명하고 특정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리학 논의에 기반하여
몇몇 심리학적 표지자들의 묶음이 자폐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자폐증 선별 도구인 CHAT에서는 자폐증의 위험이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 의해 평가되었다. CHAT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
는 부문 A와, 전문가가 아동에게 몇 가지 간단한 과제를 시켜보면서 직접 관찰하는
부문 B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부모에게 묻는 부문 A는 9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18개월 아동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특성

43

공동주의 행동은 특정 사물이나 사건을 향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탐지하고 따라가려는 시
도로서, 가리키기, 보여주기, 시선 추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폐증을 지닌 아
동에게서 특히 결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igman et al., 1986).

44

가장놀이란 어떤 대상을 다른 것인 체하거나 상상해 가며 시늉하는 놀이로, 자폐증을 지
닌 아동은 장난감을 의도대로 사용하는 기능놀이나 사물의 물리적인 속성을 탐색하는 감각
놀이에 비해 가장놀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Baron‐Cohen, 1987; Leslie and
Roth, 1993; Wing and Gould, 1979).

45

원시서술적 가리키기(protodeclarative pointing)는 공동주의 행동에 포함되는 하나의 행동 유
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을 말한다. 가리키기의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 서술적 가리키기는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다
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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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찰되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이다. 여기서는 신체놀이, 사회적 관심, 운동
영역 발달, 사회적 놀이, 가장놀이, 원시명령적 가리키기,46 원시서술적 가리키기, 기
능놀이, 공동주의 등 총 아홉 개의 행동 특성들을 각각 하나의 질문으로 변환하여
부모에게 묻는다. 47 이러한 문항들 중 사회적 관심, 사회적 놀이, 가장놀이, 원시서
술적 가리키기, 공동주의 등 다섯 가지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게서 결핍되거나 비
정상적이라고 보고된 '사회적' 행동들로, 각각 아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
는지, 까꿍 놀이나 숨바꼭질을 좋아하는지, 장난감 컵에 차를 마시는 등 무언가를
가장하는 놀이를 한 적이 있는지, 흥미로운 것을 가리키기 위해 검지 손가락을 사용
한 적이 있는지,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들로
구성된다. 나머지 행동들은 사회성과는 상관없는 발달 영역들에 속하는 것으로, 자
폐증 아동에게서도 정상적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들이다. 이는 아이가 흔들어 주는
놀이 등을 좋아하는지, 물건이나 계단 등을 오르기를 좋아하는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검지 손가락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장난감을 용도에 맞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48
이러한 체크리스트에 이어, CHAT의 부문 B는 의사 등 검사자가 아이와 직접
관계를 맺으며 간단한 시험을 해보면서 답하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6

원시명령적 가리키기(protoimperative pointing)는 원시서술적 가리키기와는 구분되는 가리키
기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가리키기를 의미한다.

47

CHAT을 처음 개발할 때는 모방 영역을 포함하여 열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나, 정상적
으로 발달하는 아동 중 타인의 행동에 대한 모방을 보이지 않는 아동이 예상보다 많이 관
찰됨에 따라 삭제되었다(Baron-Cohen et al., 1992). 저자들에 따르면 이는 CHAT을 최대한
간소한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48

CHAT의 Section A의 전체 질문과 질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Does your child enjoy being
swung, bounced on your knee, etc.? 2. Does your child take an interest in other children? 3. Does
your child like climbing on things, such as up stairs? 4. Does your child enjoy playing peek-aboo/hide-and-seek? 5. Does your child ever pretend, for example, to make a cup of tea using a toy
cup and teapot, or pretend other things? 6. Does your child ever use his/her index finger to point, to
ask for something? 7. Does your child ever use his/her index finger to point, to indicate interest in
something? 8. Can your child play properly with small toys (e.g. cars or bricks) without just mouthing,
fiddling, or dropping them? 9. Does your child ever bring objects over to you (parent) to show you
something? 이러한 문항의 순서는 자폐증의 아동에게서 정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는 행위 영역과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영역을 번갈아 섞어 놓은 것으
로, 부모들이 편향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Baron-Cohen et al., 1992).

- 95 -

부모의 보고에 대응하여, 검사자가 아동의 실제 행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부문 B의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은 아동과 검사자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려는 것으로, 아동이 검사자와 눈을 맞추는지, 방 안에 있는 흥
미로운 대상을 검사자가 가리킬 때 아동이 그 대상을 보는지를 관찰한다. 세 번째
문항은 아동이 가장놀이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에게 장난감
주전자와 컵을 줬을 때 차를 따르거나 마시는 흉내를 내는지를 확인한다. 네 번째
문항은 원시서술적 가리키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등과 같이 아동이
알 법한 대상에 대해 검사자가 물어봤을 때, 아동이 검지 손가락으로 그 대상을 가
리키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문항은 아동이 장난감 벽돌을 쌓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
는 것으로, 지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다. 49 연구자들
은 이렇게 부모가 아동에 대해 답하는 아홉 개의 문항과, 검사자가 아동에 대한 간
단한 시험과 관찰을 통해 답하는 다섯 개의 문항으로 꾸려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 중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게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고된 주요 행동 영역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결핍을 보이는 아동은 이후에 자폐증으로 진단될 위
험이 높다고 예측하였다(Baron-Cohen et al., 1992).
이처럼 어린 아동의 행동에 관한 수 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CHAT은 이전의 진
단 도구들에 비하면 월등히 간단한 형태였다. 자폐증의 진단을 위한 도구들이나 임
상적으로 위탁된 사례들에서 활용되는 평가 척도들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이루
어지는 부모와의 면담이나 훨씬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도구를 활용
한 시험들을 통해 검사자가 아이의 반응이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
는 데 반해, CHAT은 부모에게 묻는 질문의 수가 훨씬 적고, 검사자에 의한 관찰도
훨씬 짧은 시간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 CHAT의 개발자들
은 영국에서 보통 18개월 경에 이루어지는 아동 건강 검진 등의 상황에 CHAT과
같은 선별 도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와 의사가 15분 이내에 검사를
49

CHAT의 Section B의 전체 질문과 질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 During the appointment, has
the child made eye contact with you? ii. Get child's attention, then point across the room at an
interesting object and say "Oh look! There's a [name a toy]!" Watch child's face. Does the child look
across to see what you are pointing at? iii. Get the child's attention, then give child a miniature toy
cup and teapot and say "Can you make a cup of tea?" Does the child pretend to pour out tea, drink it,
etc? iv. Say to the child "Where's the light?", or "Show me the light". Does the child point with his/her
index finger at the light? v. Can the child build a tower of bricks? (If so, how many?) (Number of
bricks .... ) (Baron-Cohen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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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할 수 있는, "바쁜 의사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고자 한 것이다(Baron-Cohen et al., 1992). 물론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자폐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 도구가 될 수는 없지만, 이들 연구자들은 부모와 검사자가 빠르고 쉽게
완료할 수 있는 CHAT을 개발함으로써 발달 문제로 의뢰된 아동뿐 아니라 일반 인
구에 대해서 자폐증의 잠재적 사례를 선별하는 것을 시도했다. 즉, CHAT은 일반 인
구를 대상으로 장애를 확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에 앞서 장애의 위험을 예견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기부터 추적 관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
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CHAT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선별
도구로서 학계의 관심을 받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그 효율성과 활용도가 검증되어
왔다(Baron-Cohen et al., 1992; Baron-Cohen et al., 1996). 선별에서 활용되는 도구의 효
율성과 활용도는 민감도와 특이성, 양성 예측률 등의 요인들로 평가한다. 여기서 민
감도(sensitivity)는 해당 선별을 통해 판별된 장애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며, 특이성
(specificity)은 해당 선별을 통해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별된 일반 아동의 비율을 말
한다. 또한 양성 예측률(positive predictive value)은 선별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아
동들이 실제로 그 장애를 지니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Charman and Stone, 2006). 후속
연구들에서 CHAT의 특이성은 98% 로, 양성 예측률은 75%(전반적 발달 장애 사례
의 예측까지 합하면 83%)로 높게 보고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38%로 나타난 민
감도가 선별 도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70~80%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었다
(Glascoe and Shapiro, 1996). 즉, 18개월 즈음에 CHAT을 통해서 선별된 아동은 이후
거의 전부 자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CHAT에서 선별되지 않은 아동인데도 이후에 자
폐증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해
서 더욱 효율적인 선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Dietz et al., 2006; Honda
et al., 2005; Reznick et al., 2007; Siegel, 2004; Stone et al., 2000; Stone et al., 2004; Stone
et al., 2008; Swinkels et al., 2006; Wetherby and Prizant, 2003), 일부는 CHAT을 개정하
여 새로운 선별 도구를 내놓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왔다(Allison et al., 2008; Robins
et al., 1999; Robins et al., 2001).
이 중 미국의 로빈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M-CHAT(Robins et al., 1999; Robins
et al., 2001)은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되고 활용되는 선별 도구로, 여기서 자폐증의 위
험은 또 한 번 재구성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M-CHAT의 구조와 특성도 짚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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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CHAT을 개정한 M-CHAT 역시 진단 도구에 비해 훨씬 어린 아동을 대
상으로 하며, 굉장히 간소화된 형태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CHAT과는 달리, M-CHAT
은 전문가의 관찰과 평가를 삭제하고 부모와 같은 양육자에게 묻는 질문만으로 체
크리스트를 구성했다. 또한, 이들은 M-CHAT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을 18개월
에서 24개월 사이의 아동으로 확장했으며, 이후의 개정판에서는 1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아동으로 다시금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변
화들은 선별 도구로서의 정확도보다는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노력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M-CHAT도 CHAT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심리학적 연구들을 바
탕으로 체크리스트의 문항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연구자들은 영국의 배런 코헨 팀에
의해 개발된 CHAT의 부문 A의 아홉 문항 모두를 그대로 활용하되, 초반에는 여기
에 14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23개의 부모 보고형 문항만으로 구성된 M-CHAT을
만들었다(Robins et al., 1999). 이후 다시 개정된 M-CHAT-R에서는 불필요한 세 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20문항을 남기고, 문항의 순서가 다시 배치되었다(Robins et al.,
2009). M-CHAT과 M-CHAT-R에 추가된 문항들도 CHAT의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여
러 발달 영역에서 아동이 전형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로,
상당수는 이전의 CHAT 문항에서 다루는 발달 영역들에서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문항들이었다. 이러한 추가 문항들을 통해, 부모들이 아동에게서 나타
나는 자폐증의 위험이나 발달에서의 문제를 놓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CHAT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간 아동을 일상적으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쉽게 답
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아이가 1초에서 2초 이상 당신의 눈을 응
시하나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짓거나 당신이 웃으면 따라 웃나요?', '당신이
멀리 있는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면 아이가 그 쪽을 보나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으
로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나요?', '아이가 낯선 것을 봤을 때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당신의 얼굴을 보나요?' 등의 문장들을 통해 장차 아동의 사회성이 적절히 발
달할 지 여부가 검토되었다.50

50

M-CHAT의 전체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Does your child enjoy being swung, bounced on your
knee, etc.? 2. Does your child take an interest in other children? 3. Does your child like climbing on
things, such as up stairs? 4. Does your child enjoy playing peek-a-boo/hide-and-seek? 5. Does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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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M-CHAT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정은 자폐증 선별 도구로서 갖는 가치
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이 중요한 목표로 표방한 것
은 CHAT을 개정하여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아동을 보다 민감하게 포착해낼 수 있
도록 하되, CHAT이 만들어진 영국과는 다른 미국의 의료 체계 속에서 일반 아동들
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M-CHAT의 개발자들
은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참고하
여 부모에게 묻는 문항들을 새로 추가하고, 대신에 전문가가 검사하는 항목을 삭제
하였다. 영국에서는 아동이 18개월경에 아동 건강 검진을 위해 전문가가 가정을 방
문하여 검사하지만, 미국에는 그렇지 않기 때 그러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
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매우 어린 연령대에서는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에서의 지연과 일반적인 어린 아동들이 처음 만난 의사에게 보이는 부끄러움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보았고, 이 때문에 진료실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한 번의 관찰이 아동의 전형적인 행동을 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Robins
et al., 2001). 이러한 이유로 M-CHAT은 오직 부모 보고에 기반한 문항들만으로 구성
되었다.
이에 더해, M-CHAT은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자폐증의 잠재적 사례들을 더욱

child ever pretend, for example, to talk on the phone or take care of a doll or pretend other things? 6.
Does your child ever use his/her index finger to point, to ask for something? 7. Does your child ever
use his/her index finger to point, to indicate interest in something? 8. Can your child play properly
with small toys (e.g. cars or blocks) without just mouthing, fiddling, or dropping them? 9. Does your
child ever bring objects over to you (parent) to show you something? 10. Does your child look you
in the eye for more than a second or two? 11. Does your child ever seem oversensitive to noise? (e.g.,
plugging ears) 12. Does your child smile in response to your face or your smile? 13. Does your child
imitate you? (e.g., you make a face-will your child imitate it?) 14. Does your child respond to his/her
name when you call? 15. If you point at a toy across the room, does your child look at it? 16. Does
your child walk? 17. Does your child look at things you are looking at? 18. Does your child make
unusual finger movements near his/her face? 19. Does your child try to attract your attention to
his/her own activity? 20. Have you ever wondered if your child is deaf? 21. Does your child
understand what people say? 22. Does your child sometimes stare at nothing or wander with no
purpose? 23. Does your child look at your face to check your reaction when faced with something
unfamiliar? 이러한 문항의 목록은 M-CHAT의 개발자인 로빈(D. L. Robins)의 웹사이트에 게
시되어 있다(http://mchatscreen.com). 또한, 각종 언어로 번역된 M-CHAT도 함께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어 버전도 게시되어 있다. 한국어 버전으로는 김현욱에 의해 번역된 초기의 번
역본과 이후 한국판 M-CHAT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항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
로

수정된 버전이 게시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버전을 인용하였다

(http://mchatscreen.com/wp-content/uploads/2015/05/M-CHAT_Korean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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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포착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일상은 좀 더 엄격한 시험대 위
에 올랐다. 연구자들은 원래의 문항들에 들어있던 '~한 적이 있는지(ever)'라는 표현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를 삭제했는데, 이는 선별 도구로서의 민감도를 높
이고자 하는 시도였다. 예컨대, 아동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타인과 공유하는 원시
서술적 가리키기를 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한 M-CHAT의 문항은 기존의 CHAT의 문
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아이가 흥미로운 것을 가리키기 위해 검지 손가락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지만, 이후 개정된 M-CHAT-R에서는 "아이가 흥미로
운 것을 가리키기 위해 검지 손가락을 사용합니까?"로 바뀌면서 아동이 평소에 원
시서술적 가리키기를 일상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한다. 이는
이 체크리스트가 아동이 드물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주 나타내는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로 하여금 분명히 주지하도록 교정
한 것이다. 51 이렇게 아동의 일상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해당 아동에게서
18개월경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성의 지표가 될 만한 행동들이 일상적으로 나
타나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자폐증의 위험을 지니는 인구
집단으로 빠짐없이 포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선별 도구들에서 아동의 일상을 검토하는 주체는 주로 부모로 상정되며,
아동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자폐증의 위험도로 수치화된다. MCHAT이나 M-CHAT-R은 이러한 문항들에 대해 주양육자, 주로 부모가 대답한 결과
를 통해 아동의 자폐증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MCHAT이 개발된 초기에는, 23개의 전체 문항 중 3개의 문항에서 실패했거나, 또는
자폐증의 위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요 문항 6개(중요도 순서대로 7, 14, 2, 9,
15, 13번 문항) 중 2개 이상의 문항에서 실패하는 두 가지 경우에 아동이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을 통해 여러 점수 계산 알고리듬에서
51

M-CHAT의 경우에도, 지시문에서 아동의 '일상적인 행동(usual behavior)'를 기초로 답하고,
아동이 드물게 한 행동(한 번이나 두 번만 관찰된 행동)에 대해서는 아동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답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Robins

https://mchatscreen.com/wp-content/uploads/2015/02/M-CHAT_header.pdf).

et

이후

al.,

2001;

개정된 M-

CHAT-R의 지시문에서도 아동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대답하라는
점이 유사한 문구로 안내되어 있으며, 수차례 나타난 행동이라도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행
동이라면 하지 않는 것으로 답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https://mchatscreen.com/wpcontent/uploads/2015/09/M-CHAT-R_F_Rev_Aug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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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는 민감도와 양성 예측률을 예측해 본 결과, 전체 문항을 통해 도출된 총점만
활용하더라도 민감도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로써 총점 기준의 점수 계산 알
고리듬이 채택되었다. 다만, 총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선별의 오류
를 줄이기 위해, 각 문항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다시 답하도록 유도하
는 추가 단계(Follow-Up)를 설정함으로써 M-CHAT 또는 M-CHAT-R은 (필요할 경우
에) 2단계를 거치는 선별 도구가 되었다.52
총점 기준의 점수 계산 알고리듬에서는 개별 문항의 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문
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만으로 자폐증의 위험도가 도출된다. 우선, M-CHAT의 경우에
는, 총점이 0-2점인 경우에는 후속 선별이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이 24개
월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24개월 이후 시점에 다시 한 번 M-CHAT을 시행해 볼 것
이 권해지고 있다. 총점이 3-6점 사이인 경우에는 추가 단계를 시행하여 그로부터
도출된 총점이 3점을 넘길 경우에는 자폐증과 관련된 임상적 평가를 즉시 받을 것
이 권고된다. 또한 M-CHAT의 총점이 7-23점인 경우에는 아동이 자폐증이나 다른
발달 지연의 위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 단계 없이 즉시 전문가에게 의뢰
되어야 한다(Robins et al., 1999).53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M-CHAT-R 역시 유사한
점수 계산 알고리듬을 지니고 있다. M-CHAT-R의 총점이 0-2점일 때는 자폐증과 관
련하여 '낮은 위험(low risk)'에 있다고 평가되며, 24개월 이하의 아동인 경우에는 24
개월 이후의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이 권해진다. 3-7점은 '중간 위험
(moderate risk)'에 있음을 의미하며 추가 단계를 시행하여 그로부터 도출된 총점이 3

52

추가 단계는 1단계 선별에서 중간 점수대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
단계에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몇몇 문항들에 대해 다시 응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는 1 단계에서 단지 하나의 문장과 몇 가지 예시로 표현되었던 내용을 전문가가 부모
에게 좀 더 상세하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
한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면담을 통해서, 검사자는 부모가 문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문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동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선별 도구의 민감도를 높이면서도 양
성 예측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검사자의 역할은
아동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CHAT에서와 달리, 부모가 질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아동에 대해 관찰하고 경험해 온 바를 더 잘 기억해내고 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국한된
다(Chlebowski et al., 2013; https://mchatscreen.com/mchat-rf/scoring/).

53

http://mchatscreen.com/m-chat/scor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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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넘길 경우에는 자폐증 진단을 받고 조기 개입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 M-CHATR에서 8-20점의 결과는 '높은 위험(high risk)'에 있음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확인 없
이 바로 전문가를 만나 진단을 받고 조기에 개입할 것이 권해진다(Robins et al.,
2009). 54 이러한 선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전형적인 발달 과정에서 벗어나는 일탈
적 모습의 갯수는 자폐증의 위험도로 수치화된다.55
이렇게 개발된 선별 도구들은 자폐증의 위험을 가능한 많이 찾아내는 것을 추
구한다. 지금까지 선별 도구들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선별의 민감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선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다소
높아지게 되었다. M-CHAT이나 M-CHAT-R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이 도구들을 통해
양성으로 선별된 아동이라도 반드시 자폐증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다
시 자폐증 전문가에게 방문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Robins et
al., 2009). 56 선별 도구로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폐증이 아닌
데 자폐증으로 판별될 위양성(false positive)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폐증의 예측률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은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선별 과
정을 통해 양성으로 선별된 아동은 자폐증은 아닐지라도 다른 발달 장애나 발달 지
연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는 점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양성으로 선별된 아동은 반드
시 전문가에게 찾아가 평가를 받도록 권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선별을 통해
잘못 선별된 아동이라도 다른 발달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조차 전문
가 검사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며(Robins et al., 2009), 이렇게 보면 위양성으로 인한
역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자 별다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폐증을 조기에
판별하고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득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것
이 된다(Robins et al., 2001: 142). 즉, 현재 개발된 선별 도구들은 자폐증으로 진단될

54
55

http://mchatscreen.com/mchat-rf/scoring/
심지어 이러한 선별 도구를 통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도 자폐증의 위험이 '없
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 어떤 선별 도구도 100%의 민감도를 지니지는 않기 때문이다
(Robins et al., 1999; Robins et al., 2009). 또한, 가장 최근 개발된 M-CHAT-R에서는 특히 이러
한 점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점수대의 아동은 자폐증의 위험을 지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험(low-risk)'의 범주에 속하며, 이들 아동이 추적과 관찰, 개입으
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는 이후 '추적을 통해 자폐증의 위험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 한정된다

56

(http://mchatscreen.com/mchat-rf/scoring/).
http://mchatscreen.com/mchat-rf/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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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는 아동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별의 오류는 상대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
지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학계의 논리 속에서 점점 더 예비
적이고 포괄적으로 자폐증의 위험을 감지해내기 위한 도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3.1.3 선별의 대중화: 일상적 위험, 감지자로서의 엄마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아동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려는 학계의 노력은 이러한
선별 도구를 개발하는 작업뿐 아니라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M-CHAT과 이후 개정된 M-CHAT-R은 자폐증을 다루는 학술지에 발표되었을 뿐 아
니라, M-CHAT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다. 57 연구자들은 M-CHAT이 '2분 이
내의' 짧은 시간 동안 답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상,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목적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공개해 두었다(Robins et al., 2001).58 특히,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전문가는 물론 부모와 같은 비전문가가 수 분 내로 풀 수 있
는 쉬운 문항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 홈페이지에 게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녀의 자폐증 위험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폐
증의 위험을 선별하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매체만 주어진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든, 누구에 의해서든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59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선별 도구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것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특정한 지역에서 해당 지
역의 아동들을 실험군으로 개발되고 검증된 선별 도구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활용되려면, 각 체크리스트의 문구들이 해당 사회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함은 물론,
그렇게 번역된 것이 선별 도구로서 적절한 신뢰도를 갖는지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

57

M-CHAT의 공식 웹사이트: http://mchatscreen.com

58

http://mchatscreen.com/wp-content/uploads/2015/09/M-CHAT-R_F_Rev_Aug2018.pdf

59

M-CHAT의 개발자들은 홈페이지의 맨 하단에는, 최근 방문자의 국가 및 지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빈도 순서대로 100개의 도시들이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다. 100위 안
에 드는 대부분의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들이며, 유럽의 몇몇 국가들과 호주의 도시들,
중국, 한국, 인도 등지로부터의 접속이 기록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24counter라는
hit counter 사이트(http://24counter.com/)를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100개의 도시들은 매번 바
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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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사실 M-CHAT 역시 같은 영어권 국가라 할지라도 영국에서
개발된 CHAT을 미국에서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개발된 것
이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선별 도구가 미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연구팀
이 해당 지역의 부모와 아동의 협력 속에서 선별 도구의 신뢰도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이 가운데 새로운 도구가 개발된 것이다. 하물며
CHAT과 M-CHAT이 또 다른 사회에서 적절한 선별 도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어
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복잡한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주로 북남미
지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별 도구의 번역과 검증 작업이 활발히 이루
어져 왔으며(Albores-Gallo et al., 2012; Allely and Wilson, 2011; Baduel et al., 2017; CanalBedia et al., 2011; Carakovac et al., 2016등),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영유아기 자폐선
별 검사(K-CHAT; (K-CHAT; Kim et al., 2002)'와 '한국판 영유아 자폐 선별 검사(KMCHAT; 김수진 등, 2013)'가 만들어지고 타당성과 변별력이 검토되었다.60 또한, 각종
언어로 번역된 M-CHAT과 M-CHAT-R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61
이렇게 학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들에서 선별 도구들이 갖는 신뢰도가 검토
되면서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더해, 자폐증이나 관련 발달
장애와 연관된 단체나 기관에서도 이러한 선별 도구들을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Autism Speaks나 우리나라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을 비롯한 자폐증
옹호 단체들은 최신 버전의 M-CHAT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모들이 스스로 자녀가 지니는 자폐증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기
반하여 각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62 M-CHAT이 다
양한 인구 집단에 대해 갖는 신뢰도와 타문화권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아직 연구자

60

M-CHAT의 공식 홈페이지의 'global science' 란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M-CHAT에 대한 검
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 지도상에 각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역할을 하는 아이콘을 두고 있다.
(http://mchatscreen.com/map/)

61

M-CHAT의 각종 번역본들이 게시된 페이지: http://mchatscreen.com/m-chat/translations/, MCHAT-R의 각종 번역본들이 게시된 페이지: http://mchatscreen.com/mchat-rf/translations/

62

Autism Speaks의 M-CHAT-R 소개 페이지: https://www.autismspeaks.org/whatautism/diagnosis/screen-your-child,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홈페이지(https://autismkorea.kr)
의 '정보공간' 란에는 M-CHAT을 비롯하여 자폐증 선별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체크리스
크들이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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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별
도구가 갖는 특징, 즉 누구나 비교적 쉽게 자폐증의 위험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는 점 때문에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자폐증 옹호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학계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선별 도구들 외에
도 자폐증의 위험을 비전문가가 포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대중
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Autism Speaks의 첫 페이지에는 "당신이 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일"로 "자폐증의 초기 징후들(early signs)을 배우는 것"을 꼽는다. 63
링크를 따라 자폐증의 초기 징후들에 대해 소개하는 페이지로 들어가면, 아동의 연
령에 따라 자폐증의 위험을 나타나는 징후들이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예컨대, 6개
월 령에는 두 가지가 자폐증의 위험 징후로 제시되는데, 밝은 미소나 다른 따뜻한
표현들이 적거나 없을 경우, 또는 눈맞춤이 제한적일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그 외
에도 9개월 령에 상호적으로 화답하는 소리나 미소, 또는 다른 얼굴 표정들이 적거
나 없을 경우, 또는 12개월 령에 옹알이가 적거나 없을 경우, 가리키기나 보여주기
등과 같은 상호적인 몸짓이 적거나 없을 경우,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이 적거나 없
을 경우, 24개월에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어구가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적을 경우 등이 자폐증의 위험을 나타내는 징후들로 제시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서
는 "자녀가 이러한 점들 중 어떤 것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소아과의사나 가정의에게
평가를 요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그에 덧붙여 "간단한 온라인 자폐증 선
별"로서 M-CHAT의 링크를 걸어두고, 부모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전문가에게 자
녀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북돋고 있다. 64 한편, 미국 소아학
회에서 자폐증을 비롯한 아동기 발달 문제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도
하는 캠페인에서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발달 지표들과 이와 대비되는 일탈적
인 행동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부모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의 징후를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AAP, 2004).
한국의 대표적인 자폐증 옹호 단체인 자폐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도 자폐증의
위험을 가능한 빨리 발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지표들이 게시되어 있다. 한국
자폐인사랑협회의 홈페이지의 '정보공간'에는 '자폐성장애 정보'란이 있는데, 여기에

63
64

https://www.autismspeaks.org/learn-signs
https://www.autismspeaks.org/learn-signs-a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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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폐증의 원인과 특성, 오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글들부터 진단을 위
한 도구들에 대한 소개, 자폐증을 중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진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진단 도구들과 조기 발견 체크리스트들이 게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M-CHAT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뿐 아니라 65 다양한 출처로부터 발췌한 지
표들이 제공되어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자폐증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용 행동지표를 개발한 연구(윤현숙과 정보인, 2002)를 인용하여, 12개월
령 이하의 아동부터 84개월 령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 별로 사회성 영역, 의사소
통 영역, 행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각 영역별로 1~4개씩 정리되어 있다. 이
에 따르면, 예컨대 13~24개월 령의 아동이 친구와 어울리기 어려운지, 쳐다보지 않
는지 짜증이 많은지(사회성 영역), 말이 늦는지, 손을 끌어다가 의사를 표현하는지
(의사소통 영역), 떼가 심한지, 못 듣는 것처럼 보이는지, 과잉행동을 하는지(행동
영역) 등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66 또한, 한국에서 자폐증 및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묶어서 출판한 서적에서 발췌한 '비전
문가용' 진단 체크리스트도 게시되어 있는데(차성희, 2010), 여기에서는 대인관계, 의
사소통, 놀이, 특이한 행동 등의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총 23가지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영역에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엄마와 떨어져도 별
반응이 없다' 등의 7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영역에는 '말이 늦거나
아직 잘 못한다', '말 이외의 방법(손짓, 몸짓)으로도 의사표현이 적다' 등의 5가지 항
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놀이 영역에는 '나이에 맞는 소꿉장난이나 놀이를 잘하지
못한다', '한두 가지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등의 6가지 항목이, 특이한 행동 영
역에는 '머리를 박거나 손목을 무는 등의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 '텔레비전을
볼 때 선전만 좋아한다' 등의 5가지 항목이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체크리스트
에 의거하여 각 4개의 영역별로 1개나 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의 행동 특
성을 보이면 '일단 자폐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65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첫 번째 번역본이 게시되어 있다.

(https://autismkorea.kr/2014/bbs/board.php?bo_table=B30&wr_id=64&sca=%EC%9E%90%ED%
8F%90%EC%A7%84%EB%8B%A8)
66
https://autismkorea.kr/2014/bbs/board.php?bo_table=B30&wr_id=62&sca=%EC%9E%90%ED%8
F%90%EC%A7%84%EB%8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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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7
이렇게 자폐증의 위험을 포착하는 것이 점점 중요한 실행으로 부상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 널리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자폐증의 주요 증상들, 즉 자
폐증 자체가 새롭게 구성된다. 먼저, 앞서 소개한 여러 체크리스트들, 특히 자폐 과
학에서 활발히 개발되어 온 선별 도구들에서는 주로 2~3세 이전의 어린 아동의 행
동과 특성에 주목하며, 따라서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어린 아동이 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인 부모와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는 행동과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컨대, 아이가 가상 놀이를 하는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검지 손가락을 사용하는
지,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지, 부모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지 등, 아동이 부모
에게 보이는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대의 아동에 대해
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과 같은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의 유무는 평
가되지 않고, 대신 단순한 행동이나 반응, 비언어적인 행동을 살피면서 자폐증의 위
험도가 도출된다. 이러한 행동 목록을 통해 아동으로부터 잠재적인 자폐증을 포착해
내려는 실행이 점점 더 고무되면서, 자폐증이라는 질환과 '사회성'의 문제는 점점 더
단순한 행동과 반응에 대한 언어들을 중심으로 재개념화된다. 이는 Hollin and
Pilnick(2015)이 포착한 '자폐증의 신체화(somaticisation of autism)'와 일맥상통하는데,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자폐증에 관한 연구의 초점이 성인이나 청소년이 아닌 영아
기의 아동으로 옮겨가면서, 자폐증이라는 범주로서 포착되는 사회적 이상(social
abnormality) 또한 언어를 매개로 하는 명백한 의사소통적 행동에서 무의식적인 신
체적 표현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뇌
영상 기술이나 유전학 기반의 '어린 형제 연구(baby siblings research)' 등 자폐증 연
구에서의 방법론적 변화를 꼽고 있지만, 이뿐 아니라 선별이라는 실행이 증가하는
과정 또한 자폐증이라는 질병을 보다 어린 아동의 신체적 반응에 위치시키는 데 기
여하고 있다고 보인다.68

67

이 체크리스트는 사용 가능한 연령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몇몇 항목들은 M-CHAT의
항목들과 유사하다.
(https://autismkorea.kr/2014/bbs/board.php?bo_table=B30&wr_id=61&sca=%EC%9E%90%ED%8
F%90%EC%A7%84%EB%8B%A8&ckattempt=1)

68

자폐 과학 분야에서 뇌 영상 기술이나 어린 형제 연구 등의 새로운 연구 방법이 개발되고
활용되어 온 경향 또한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아동을 선별하고 추적하는 실행이 정당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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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개념이 이렇게 재구성되는 것은 자폐증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합과 새로운 인구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폐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서 자폐증의 위험을 미리 발견해내는 선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훨씬 더 어린 시절
부터 아동이 부모와 같은 가까운 사람과 맺는 관계의 질이 시험대에 올라간다. 학계
에서는 '사회성' 발달의 기반이 될 만한 행동, 또는 장차 아동의 사회성이 적절히 발
달할 지 여부를 보여줄 지표가 될 만한 행동이 자폐증을 판별하는 심리학적 표지자
들로 구성되면서,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원시적인 사회적 행동들은 지
속적으로 발굴되고 자폐증 발견의 도구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행동들로 구성된 선별
도구는 부모가 아동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알려주며, 아동에
대해 갖고 있는 모호한 걱정이나 느낌을 수치로 변환시켜준다. 이러한 심리학적 표
지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명백한 장애로서의 자폐증을 지시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장애를 지니게 될 잠재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폐증은 장애의 증상이 아
닌 위험의 징후를 중심으로 감각되는 대상으로 거듭난다. 또한, 학계에서 검증된 선
별 도구 외에도 자폐증의 위험 징후들에 관한 정보들이 범람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들, 즉 위험으로서의 자폐증을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아동들은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인구 집단으로
포섭되고, 자폐증은 이러한 위험, 즉 원시적인 사회적 행동들에서의 일탈로서 구성
된다.
이렇게 자폐증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자폐증의 위험을 포착하는 것이 점
점 더 중요하게 간주되고 실행되면서, 자폐증의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 내지 '민감
성'을 함양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으로 부상한다. 아동이 갖는 자폐증의 위험은 어린
아동과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놓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
으로, 부모로부터 처음 인식되고 말해지는 것이 되었다. 이와 함께, 부모에게는 아
동이 자폐증을 지닐 가능성이 있음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감지하고, 아동을 전문가
에게 데려가 진단을 받고 개입을 시작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현재 자폐증 연구 기관이나 옹호 단체 등에서 주

고 추동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
은 선별 도구의 문장들을 만들고 시험하고 활용하는 실질적인 과정들이 자폐증이라는 질환
이 보다 단순하고 신체적인 반응들을 위주로 개념화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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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자폐증 옹호 단체
인 Autism Speaks의 홈페이지에서는 부모에게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가장 잘 안
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어린 아동과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자폐증과 같은 아동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다.69 또한 미국 소아학회에서 자폐증을 비롯한 아동기 발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건들에서도, 부모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직감(your instincts
as a parent)"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되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AAP, 2004). 자폐증의 가능성을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들을 포착
하여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을 실현하는 것이 자폐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촉구되면서, 어린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 특히 엄마의 역
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러한 감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에 관한 부모의 직감을 함양할 수 있게 만드는 각
종 선별 도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3.2 자폐증 징후의 구성

3.2.1 자폐증의 시작: 엄마가 느끼는 미묘한 차이
진단과 치료에 앞서 자폐증의 위험을 지니는 아동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선별의
실행이 추동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폐증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
게 감지될까?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자폐증의 위험 징
후는 공식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점수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접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우
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관련 서적, 관련 기관의
캠페인이나 연구자들에 의해 게시된 선별 도구, 주위 지인의 조언 등 다양한 원천으
로부터 자폐증의 증상이나 위험 징후에 관해 배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이모
저모를 관찰하고 그로부터 자폐증을 감지해내는 주체로 거듭난다. 이렇게 부모, 특
히 엄마를 중심으로 여러 원천들이 중첩되며 자폐증의 위험이 점점 더 객관적인 현
상으로서 구성되는 과정은 때때로 오래 걸리며 그 경로도 다채롭다. 본 소절에서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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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폐증의 위험 징후와 엄마의 감각이 상호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의 징후는 엄마가 제일 먼저 느끼는 아동의 미묘한 차이
로서 말해진다. 아래 인터뷰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자폐증의 징후는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과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자주 표현되
며, 그러한 미묘한 일탈은 '엄마가 느낀다'고 말해진다.
아주 peculiar(특이)한 느낌, 그건 어머님이 더 잘 아세요. 엄마가 다른 아
이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죠. (진단전문가A)
근데 엄마들이 (자녀가) 이상한 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키우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고, 다른 집 애들하고 뭔가 좀 다르고. (행동치료사8)
사실 20개월에 말 못 한다고 예약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때 뭔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 뭔가, 감이, 엄마의 감
각들이... 아마 엄마들이 (아이가 다르다는 걸) 다 알 거예요. 자기들이 부
정하는 거지, 다 알아요. 뭔가 (아이에 대한) 느낌이 쎄한 거를 다 알아
요. ... 그냥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부모
11)
이처럼 진단 분야의 전문가도, 치료사도, 부모도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 어린 아동
은 일반 아동과 '뭔가 다르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며, 그러한 모호한 일탈은
대체로 엄마가 아는 것, 또는 느끼는 것으로 말해진다. 특히, 자폐증에 관해서 진단
과 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단 전문가나 치료사도 자신의 전문성
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과 다
르다는 것은 '엄마가 더 잘 안다'고 말하며, 대체로 이러한 엄마의 느낌이 진단이나
치료의 장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엄마들의 경우에도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
부분 아이가 상당히 어릴 때부터 엄마로서 무언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소회
한다. 전문가의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부모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 다수의 부모는 아이에게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했다고 말한다. 이는 자폐증이나 다른 발달장애를
지닌 것으로 이미 판명난 시점에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미 그렇게 자폐증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도 어린
시절 자녀가 보인 모습은 단지 '미묘하게 달랐다'거나 '조금 이상했다'는 식으로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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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냥 느린 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 그 전에도 걱정을 하긴 했어요. 항
상 그런 마음은 있었죠. 미묘하게 다른데... 센터 엄마들이 그래요. 아이
가 상태가 좋을수록 엄마들이 늦게 안다고. ... 계속 의심은 되는데 그렇다
고 확 그것도 아니고. (부모9)
그냥 (보살피는 것이) 좀 힘든 애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
은 아기 때부터 잠을 굉장히 못 자는 애였어요. 근데 아기들은 원래 재우
기 힘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 엄마랑 뭐 까꿍놀이도 하고 이래야 되는
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애착이 좀 부족한가. ... 나랑 노
는 것보다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는, 혼자서 TV 보는 걸 좋아하고, 불
러도 대답 안 하고, 그런 게 조금 이상하다, 그 정도. 한 번 울면 안 그
쳐지고, 달래기 힘들고. (부모4)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뭐가 달랐냐면 ...
눈을 안 뜨고, 아이가 뭐랄까, 표정이 많진 않았어요. ... 그러니까 그런 점
에 있어서 벌써 약간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얼러주
면 스스로 잦아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질 않았어요. ... 아무튼 그렇게
약간 다른 면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니까, 그런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
은 안 하고. 우리 아이가 예민하다는 건 알지만, 행복했어요. ... 약간 속으
로만 그랬지, 얘가 이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7)
이처럼 처음으로 부모가 아동으로부터 발견하는 일탈적인 모습, 특히 자폐증의 위험
징후는 '너무 이상한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면'으로, 이러한 차이를 지닌 아동
은 '그냥 느린 아이', '그냥 (보살피는 것이) 좀 힘든 애', 예민한 성격의 아이 등으로
간주된다. 자폐증의 주요 증상과 연관된 발달 일탈적인 모습과 특징들은 걷지 못한
다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관찰할 수 있는 명시화된
증상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로부터 감지하는 다소 미약한 일탈이다.
이렇게 자폐증의 징후가 모호한 느낌으로서 회상된다는 점은 당시에 부모들이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큰 문제로 간주하기가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우
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경험에 대해 다루는 연
구들에서도 아동이 비교적 어린 시기에는 부모들이 아동의 일탈적인 모습을 대수롭
지 않게 여긴다고 보고한다. 다수의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일탈적
인 모습은 주로 부모가 먼저 지각한다(윤현숙, 2006; 이경숙 등, 2015; 임영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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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경, 2008). 자폐증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의 경우, 보통 생후 첫 1~2년 이내에 부
모는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며, 생후 3~4년 정도
에 대부분 진단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가 생후 1년~18개월 까지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 하다가 점차 이상한 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래와 비
교해서 발달이 크게 느리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임영선, 2004). 이
렇게 자녀의 일탈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부모의 긴장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시기이며, 처음에는 단지 조금 늦되는 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양육 방식
을 바꾸어 보지만, 이후 점점 더 발달 일탈의 정도가 커지고 그 횟수와 종류가 늘어
나면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된다(차혜경, 2008). 이렇게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부모에게 어떤 종류의 불안이나 긴장을 주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러한 일탈
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시기를 짧든 길든 거치게 된다. 부모들에게는 이
시기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며, 이는 이후 자
폐증의 증상과 진단 기준, 치료 방식 등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기 전까지
는 주어지지 않는다.70
이와 같이 아동이 보이는 초기의 모습을 질병으로 명시화하는 표현은 적은 데
비해,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자원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
다. 아동의 일탈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 해석이 덧붙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
들어지는데, 예컨대 그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는 부모를 닮아 조금 늦되
는 아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것
일 뿐이라고 설명된다.
두돌쯤 되니까, 말도 안 하고 이상하고. 남자니까 늦겠지, 발달이 느리겠
지 생각했는데. 남편이 병원에 갈까 그래서, 저는 36개월까지는 기다려봤
다가 진짜 딱 36개월에 갔어요. 갔더니 바로 전형적인 자폐라고 하더라
고요. (부모21)

70

Karp(1994)는 정신질환의 사례들에서 질병의 증상을 인지하기까지의 시기가 지속되는 이유
로 환자들에게 이 시기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언어가 없다는 점, 환자
들이 자신의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정신
질환에 부여된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고통을 정신질환으로서 지칭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점을 꼽는다.

- 112 -

상동행동71도 없었고 너무 집착하는 것도 없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오히
려 빨리 알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 또 결정적으로, 시댁과 같이
사는데. 맨날 저는 00이가 숫자만 계속 쓰고 이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
했거든요. 좀 특이하다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남편도 어렸을 때 그랬
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아빠 닮아서 그런 건
가. (부모9)
이렇게 부모는 아이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끼지만, 그러한 의심을 완화하는 다
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들
이 발달에서의 이상을 인지하는 시기와 증상의 종류를 조사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
서 보고된 결과와 일맥상통 하는데, 다른 장애와 달리 자폐증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아이의 증상을 그저 아이의 기질 탓이거나 성향으로 여기거나(이소현 등, 2013), '자
라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박해룡, 2014).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언어 및 사회성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2, 3세 무렵에 아동의 증상을 본격적으로 인
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에서 제시하는 증상인 언어 지연이
나 의사소통의 이상, 또래 관계의 어려움, 특정 사물에 대한 집착 등이 모두 만 3세
가 되어서야 뚜렷이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Kim et al., 2002), 당
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적 명백한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가 되어서
야 부모와 같은 비전문가가 자녀의 이상을 심각한 문제로서 인지한다는 것이다. 보
다 어린 나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미소, 호명반응, 눈맞춤 등에서의 문제들
은 부모들이 발달에서의 일탈이나 이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내성적인 성격에서 비
롯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김효진, 2010).
자폐증이나 발달장애에 대한 긴장과 의심을 소거시키는 해석들은 부모뿐 아니
라 전문가에게도 작동한다. 전문가에게도 영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폐증 진단
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 회피되는 일이며, 이 때문에 진단을 보류하거나 충격을 완화
할 만한 다른 진단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Filipek et al., 1999).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들의 언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자면)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의
사에게 보고했을 때 아이가 '너무 어려 의사가 예후를 보고 진단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박해룡, 2014).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몇몇 엄마들도 소아과

71

같은 행동을 일정 기간 반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라는
자폐증의 증상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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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여 자녀의 이상 행동에 대해 문의했을 때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나 대수롭
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좀 더 컸을 때 지켜보자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부모8, 부모10 등).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자폐증
의 징후는 자폐증이 확정적으로 진단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2-3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에 비해 부모에게든 전문가에게든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훨씬 더 모호한
느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폐증의 위험 징후는 명백하게 판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으로서, 정
성적인 평가를 통해 감지된다. 자폐증이라는 장애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실패로서 정의되고 판단되는 데 반해, 자폐증의 위험은 아이가 보내
는 '신호'를 부모가 알아채는 방식으로 포착된다. 예컨대, 아이와 검사자 사이에 상
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소통이 4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끝이 나는 것이
자폐증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72 자폐증의 위험은 사회적
미소가 부족하다거나 눈맞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흥미로운 것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등 비언어적인 행동들에 대한 정성적인 평
가를 통해 감지된다. 진단 기준과 상대적으로 명시적인 의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
문가의 관찰과 판단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진단과는 달리, 선별은 주로 부모가 일
상적으로 관찰한 아동의 모습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한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개인별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아
동이 사회적 미소를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과 눈
을 맞추는 빈도가 적을 때, 73 이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으로 달라질 수 있
다. 즉, 무엇을 일탈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각 사회의 믿음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종
류의 일탈이나 증상이 인지되는 시점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자폐증에서 문제 삼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문제들은 인도와 같이
사회적 규범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으나,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언어 지연 등의 증상에 비해 덜 인지되는 경향이 있었다(Daley,
2004). 이에 더해, 어린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국한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의 문제들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72

자폐증 진단 도구인 ADOS의 문항 중 하나를 인용한 것이다.

73

자폐증 선별 도구인 CHAT의 문항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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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행동의 결핍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우려하면서도 그러한 아동의 상
태에 맞춰 아동과 순간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
에, 언어 지연과 같은 비교적 명백한 증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들은 실제로 사회
적인 의미를 갖는 증상으로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어린 아동의 증상이 '발견'되
기가 어렵다면, 아이의 일탈에 대한 부모의 '이상한 느낌'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실체로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2.2 징후의 '사회적' 구성: 주관적 느낌에서 객관적 증상으로
부모 개인의 모호한 느낌이 보다 분명한 실체, 즉 자폐증의 징후가 되려면, 다
양한 원천의 정보나 다른 행위자들의 감각과 중첩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 부모
가 일탈적인 모습을 인지하더라도, 이는 전문가나 주위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동조
를 얻기 전까지는 그저 부모의 주관적 느낌으로 남는다. 특히, 소아과 의사나 어린
이집 선생님과 같이 아동에 대해 잘 안다고 여겨지는 '전문가'들이 아이에 대해 갖
는 느낌이 아이가 뭔가 '다르다'는 부모의 느낌과 일치하거나 조화되지 않는 경우에
는, 이러한 부모의 느낌은 계속해서 부모만의 의심이나 불안감으로 남는다.
제가 맨 처음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는 생후 2개월 때였어요. 소셜 스마
일이 없다고 느껴져서. ... 제가 (출산 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
상에서 생후 2개월 되면 소셜 스마일이 나온다는데, 나를 쳐다보고 웃는,
그러니까 웃기는 웃는데 나를 쳐다보고 웃는 횟수가 지극히 적은 것 같
고, 사물을 보고 반응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아과 가서 예
방접종 할 때, 그냥 동네소아과 선생님이었죠, 할아버지 선생님께 여쭸더
니, 이렇게 한 20초 보시더니, 아이를, 너무 어려서 지금 판단할 수 없을
거 같고, ... 지켜보시라 해서.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할아버지라도 저는 전
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도 간헐적으로 특이사항이 있긴 있었어
요. ... 또 다른 소아과 선생님한테,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건 조
금 특이사항이 아닌가 했더니. ... 지금 봐서는 특이사항이라고 할 것까지
는 없는 것 같다. 그런 간단한 물음에 아이를 아시는 소아과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피드백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부모10)
저희는 개입을 좀 일찍 했어요, 두 돌 전에. ... 돌 때까지는 신체 발달 위
주니까 크게 차이를 못 느꼈는데. 돌 지나고 제가 복직을 했거든요. 그래
서 처음에는 복직 때문에 저도 애착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
맞춤 안 되고, 지시따르기, 호명반응 전혀 없었거든요. ... 어린이집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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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제가 첫째라서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애가 다른 애
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
데, 서너 달 다니고 계속 물어봐도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애가 관찰과 모방이 안 되니까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이 늦는 거 아니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언어 자극을 많이 주겠다,
지켜보시라, 애를 기다려줘라.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 그래서 00병
원이랑 00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 시간 기다리는 동안 동네 장애인종합
복지관에 상담 신청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부모11)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기 때부터 문제를 느끼고 있었어요. (제 아이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고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텐트럼 그런 것도 많고.
저는 (제 아이가) 되게 (키우기) 힘든 아이라고 느꼈지만. ... 남편이나 시
엄마에게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그냥 지켜보자고 해요.
제가 민감해서 그런 거라고 하고. 저는 아기 때부터 좀 느꼈는데, 결국
(아이의 자폐증을 인정하는 데에) 십년이 걸렸어요. (부모8)
이렇게 부모 개인이 감지한 아이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즉
아이에 대한 부모의 느낌과 다른 사람의 느낌이 일치하거나 조화되지 않으면, 그러
한 느낌은 그저 부모 개인이 갖는 모호한 느낌으로 남게 된다. 또한, 아이에 대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경우에는 종종 부모는 아이에 대해 지나
치게 민감한 사람으로 치부되며, 결국 아이에 대한 부모의 느낌은 오랜 기간 동안
지극히 주관적인(그리고 부적절한) 감각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부모8). 물론 어떤 부
모는 스스로의 느낌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삼아 아이를 문제 삼지 말라는 주변인들
의 조언을 뿌리치고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나서기도 한다(부모11). 그러나 대다
수의 부모들은 자신이 아이의 '다름'을 처음으로 느낀 시점과 이후 자폐증의 징후에
대해 확신을 갖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자폐증 진단과 치료의 시작점이 '지연된' 시
기로서 회고하게 된다(3.3.1절 참고).
이와 달리, 부모가 자폐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아동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을수록, 아동의 일탈 행동에 대한 부모의 모호한 느낌은
점점 더 자폐증의 위험을 나타내는 징후로 확고해진다. 여러 매체로부터 다양한 정
보를 접하는 가운데 부모의 감각이 민감해질수록 아동의 증상은 점점 더 실체가 되
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감각이 함양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 특히 중요하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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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이다. 74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상에 발달 장애와 관련된 여러 사이트가 생겨나
고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커뮤니티로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NAVER) 카페의 '아스퍼거 가족 모임방'(2004년), '느린걸음'(2008년), '거북맘
vs 토끼맘'(2009년), 다음(DAUM) 카페의 '발달장애 정보나눔터'(2001년) 등이 있다.75
일반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지는 자문과 정서적 도움을 얻는 창구
로서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역 사회 차원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일
정 부분 대체해왔으며(이숙정과 이경아, 2007), 이는 자폐증이나 다른 발달장애를 지
니는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76 발달장애와 관련된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동의 자폐증을 처음으로 의심하고 자가-선별하는 과정이 이루
어지기도 하고, 진단이나 치료 기관,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논
의된다. 또한 자폐증이나 다른 발달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의 일상이
나 경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자폐증과 관련된 교육과 세미나, 서적에 대한 정보, 최신 뉴
스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 중 자폐증의 증상을 소개하는 정보글이나 자녀의 증상
에 관한 글, 자폐증 진단의 경험에 관한 글 등은 '초보' 엄마들에게 자폐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주로 그런 느린 걸음, 거북이 카페에서 보면 의심하는 글을 있잖아요. 읽
어보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아는 게 없으
니까. ... 그 카페에 들어가는 게 제일 초보적인 거죠. 질문하고 센터 찾고
74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란 공동의 관심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
이는 집단을 의미하며(Hagel and Armstrong, 1997),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에서 서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가상공동체 또는 가상커뮤니티라는 번역어가 자
주 쓰이지만, 이 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75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대체로 자폐증 및 관련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축으
로 만들어졌는데, 각 커뮤니티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
되어 있다.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들은 주로 자폐증이나 다른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의
부모들이지만,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들이나 치료사들, 의사들도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76

어떤 연구들에서는 장애를 지닌 아동의 부모들이 일반 아동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의 양육
정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동적이라고 보고하
였지만(석인수, 2001),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장애 문제를 발견하는 과
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활용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이소현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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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제일 초보적인 거고요. 그 다음 단계 엄마들은 센터 다니면서 커
뮤니티가 생기죠. ... 카페는 잘 모르는 엄마들, 초보 엄마들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부모9)
제일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 다음에는 관련 서적을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아마 심리 그런 위주의 책 하고, 제 느낌상 자폐스펙트럼이라고
봐서 그 두 가지 책을 많이 봤고요. 카페 다 가입하고, 카페에 보면 비슷
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의 글들이 있어요. 그 분들 중 몇몇과 연락을 해
서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선배 엄마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치료하고 교
육하는지 얘기를 듣고 정보를 얻고. (부모16)
점점, 다른 애들은 말이 트이는데, 얘만 혼자 다른 세상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기가 엄청 심했어요. 장난감을 입으로 탐색하는
거죠. ... 그때부터 밤잠 설치면서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 때가 13개월에
서 17개월 사이. 검색만 하다가 안되겠어서 18개월에 애를 데리고 ... 소
아과를 네 군데를 갔어요. (부모6)
이처럼 인터넷 검색은 자녀의 자폐증을 처음으로 의심하는 시점에 특히 중요하게
기능하는데, 대체로 부모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원천이 전문가나 주변의 부모로 대체
되기 전까지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활용했다고 보고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
보 수집은 주로 자폐증 진단을 받았거나 자폐증이 의심되는 다른 아동의 사례에 대
한 글들을 계속해서 읽는 것으로, 개별 아동의 증상과 특징에 대해 기술한 인터넷에
서의 게시글들은 분산된 채로 자폐증 위험을 지니는 아동을 발견해내는, 일종의 선
별 도구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수집과 소통이 자폐증의 위험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시점에 특히 중요하게 기능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횟수와 활용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폐증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고 충격과 불안을 완화하게 되지만, 이후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원천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주
로 전문가나 같은 치료실을 다니는 부모 등을 통해서 자폐증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자폐증이나 관련 발달장애의 징후가 있
다는 주변 사람들의 동조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부모의 느낌을 강화하며 자폐증의
위험을 보다 객관적인 실체로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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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기가 조금 느리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좀 특이하다. 18개월 정도
일 때도 시크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다른 애랑은 다른데 인지는 있으니
까, 말은 못해도, 인지는, 국기는 너무 좋아했고, 숫자 좋아했고. 그때까
지는 이런 거에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느린가보다 하고 놀이학교를 보
냈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 적응이 힘들었어요, 애가 예민해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때부터 저희
도 알고는, 마음 속으로 조금 특이하고 느린데 이게 언젠간 좋아지겠지라
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현실감이 온 거예요. (부모5)
뭔가 해야겠다고 실제로 느낀거는, 아이가 24개월 때 어린이집에 들어가
고, 한 32, 33개월 정도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이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니까 음악 치료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
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는 그거
를 듣고, 아 이게 나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객관화를 시
작한 거죠. 나도 계속해서 이게 문제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단체 생활에
서 필터링 돼서 걸러진 거고. (부모10)
아이 둘 다 말도 잘 안 하고 늦됐어요. 그래서 첫째가 다섯 살부터 말이
트였어요. ... 근데 둘째는 ... 이 나이가 돼도 못할 거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둘째가) 조금 그런데(발달 문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 어때? 내 마음 속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그동안 저한테 검사 받
으라는 얘길 못 했던 거예요. 그래, 한 번 검사라도 한 번 해봐, 왜냐면
둘째는 첫째하고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질이 비슷하
지만 둘째는 첫째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때 그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부모2)
위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초기에는 주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다른 가족 구성
원이나 기관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 주변의 부모 등 대체로 주위의 지인들이 아
동에게서 어떤 문제를 느끼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의 느낌은 부모 개인의 주
관적인 우려가 아니라 '현실', 즉 객관적인 자폐증의 증상으로 변화한다. 각각의 경
우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아동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감지하고
언급할수록, 자폐증의 위험은 점점 더 확고한 실체가 된다.
이렇게 보면, 자폐증의 징후나 증상은 감춰져 있다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생물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
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의 위험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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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은 학계나 대중적인 캠페인에서 목표로 삼은 것보다는 훨씬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폐증 위험을 지닌 아동을 보다 조기에,
즉각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적 기반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2007년
11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것이 갖는 여러 목적 중 하나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의 위험군을 선별하는 것이다. 영유아 건
강검진에서는 생후 4개월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발달에서의 지연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개입하기 위
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은 제도가
자폐증의 위험군을 선별하는 데에는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
라에서 자폐증은 여전히 대다수의 소아과 의사에게 비교적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만으로 자폐증의 위험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별해주는 의사는 많지 않
으며, 특히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관련 서적, 관련 기관의 캠페인이나 연구자들에 의
해 게시된 선별 도구, 주위 지인의 조언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훨씬 더 분산된 형
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접하는 가운데 자폐증의 위험을 점차적으로 감지해간다.77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의 위험은 엄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들과 감각
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CHAT이나 MCHAT과 같은 선별 도구의 정당성은 그것을 이루는 전체 문항들의 총점이 지니는
통계적 가치로부터 확보된 것으로, 선별 도구를 개발한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 문항 전부가 한 번에 답해지고 그것의 총체적인 점수를 통해서만 자
폐증의 위험이 계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obins et al., 2009). 또한, 영유아 건강 검
진과 같은 의료 제도에서 기대하는 것 역시, 건강 검진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그에
기반하여 자폐증의 위험 징후를 포착해낼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즉각
적인 판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을 지닐 위험이 높은 아동
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선별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을

77

CHAT이나 M-CHAT이 이전에 비해 자폐증 판별의 과정을 단축시키고 전문가의 개입을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그것이 개발된 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아동 발달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제도와 소아과 의사의 전문성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선별 도구를 의료 기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공식적으
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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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닐 위험은 민감한 선별 도구나 민감한 전문가가 단숨에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
교적 오랜 시간 동안에 분산된 정보들과 육성되는 감각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점점
실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3.3 발견의 책임

3.3.1 감각을 함양할 책임: '민감한' 엄마 되기
어린 아동에게서 자폐증의 위험을 가능한 빨리 포착해내는 것이 추동되는 가운
데, 부모, 특히 엄마에게 중요한 책임이 부과된다. 부모는 자폐증의 증상을 감지해
낼 수 있는 '민감한' 부모로 거듭나기 위해 자폐증에 관한 각종 지식 내지 정보를
습득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자폐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매우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자
폐증의 위험 징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된다. 예컨대, Autism Speaks의 첫 페이지에
는 "부모나 양육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폐증의 초기 징후들을
배우고 자녀가 성취해야 하는 전형적인 발달 단계들을 숙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다. 78 즉, 자폐증의 위험은 저절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지해내는 일종의
전문적 능력이나 감각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부모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이 되고 있다.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은 아동에게 주어진 장애
를 심리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애를 적극적으로 포착해
내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
동을 관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 포괄한다. 본 소절에서는 우리 사
회에서 부모들이 자폐증에 관한 감각을 함양할 책임을 갖게 되는 과정을 짚어보겠
다.
자폐증의 조기 진단과 그에 앞선 선별의 실행이 추동될수록, 부모는 아이에게서
작은 문제도 재빨리 포착해내는 '민감한' 관찰자가 되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부모는
아동의 행동과 특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찰자로서, 자폐증
에 대한 진단과 개입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행위자로 간주
된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말하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78

https://www.autismspeaks.org/learn-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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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동이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를 알아채지 못
한 '무지한' 부모로 간주된다. 자폐증에 대해 알아갈수록 어린 아동이 과거에 나타냈
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신호'로서 사후적으로 해석되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아
이의 행동들이 누가 봐도 일탈적인 모습이자 자폐증의 증상으로 재해석된다.
우리 아이는 정상 분만이었고, 정상 발달을 하던 아이인데. 출산 당시에
지스캐닝이나 그런 검사들 했을 때 다, 전부 다 정상이었어요. 이런 경우
가 있어요. 정상발달 하다가 돌연 변하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미국 자
료에 따르면, 아이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라고
해요. (부모18)
33개월 때 언어가 안 돼가지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치료사가 자폐 성향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있어요. ... (그 전에는) 자폐라
고는 생각 안 하고. 왜 엄마 아빠 했었는데 얘가 말을 안 하고. 반응이
떨어지고 생기가 별로 없고. 눈을 왜 이렇게 흘겨서 보지? 지나고 보면
시각추구, 감각추구가 있었어요. 까치발도 하고, 하수구, 전광판도 보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그런 눈으로(자폐증의 증상으로) 쳐다보지
않아서 잘 몰랐었고. 얘는 어린이집에 종일토록 다녔기 때문에 언어적인
자극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왜 말을 안 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13)
부모들이 자녀가 자폐증을 지닌다거나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들
은 뒤에는 이전에는 그저 (조금) 이상하기만 했던 행동이 자폐증의 증상으로 재해석
된다. 예컨대, 눈을 흘겨서 보는 아이의 행동은 특정한 감각 행동에 집착하는 자폐
증의 한 증상으로 재해석되고, 까치발을 하거나 하수구나 전광판과 같은 물체에 집
착하는 행동도 자폐증의 한 증상으로 '다시' 보게 된다(부모13). 이러한 과정에서 당
시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주로 자폐증에 대해
잘 몰랐다는 점이 강조된다. 심지어, 부모18의 경우처럼, 자폐증 진단을 받은 뒤에
돌이켜 보아도 어느 순간까지는 아이가 분명히 정상적으로 발달했다고 스스로 평가
하는 경우에도, 부모는 현재의 자폐증 개념과 이론에 맞추어 아이에게는 분명히 '신
호'가 있었으며 단지 그것을 자신이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폐증의 증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종류의 행위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가 보내고 있었던 신호가 되고, 이로써 부모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
한 시기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이나 아쉬움을 갖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심지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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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개입, 즉 두 돌 전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도) 좀 더 빨리 아동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표현한다. 부모
들은 자신이 감지한 아동의 미묘한 차이를 자폐증의 증상이나 위험 징후로 인식하
지 못했던 시기에 아동이 '방치되었다'고 표현한다. '그냥 두면 안 되'고 부모가 적극
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아이를 그냥 두었다는 것이다.
사실 00이는 순한 아이였어요, 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돌 때까지는
손이 많이 안가고 혼자서 노는 아이라서 더 방치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동생은 되게 예민한 아이라서 안아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계속 요구
를 하는데, 얘는 그냥 혼자 노니까 TV를 많이 봤죠, 아기 때부터. (부모4)
(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기질적으로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니 대
부분이라기보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
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많은 자극을 안 준 아이들이 많이 늦기는
하더라고요. 엄마를 귀찮게 하는 애들이 잘 되는 게 맞나 봐요. (부모3)
순한 아이, 또는 혼자 잘 노는 아이였다고 말해질 정도로 발달에서의 일탈로 인한
문제가 대수롭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도, 이러한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된 것에 대
해 대다수의 부모는 아쉬움과 책임감을 표현한다. 요컨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지
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이의 모습은 사후적으로 자폐증의 증상으로 재해석되면
서, 부모는 아이의 행동과 특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로부터 자폐증의 징후와 위
험을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책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아이에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신호를 포착하는 엄마의 실행은 엄마의 직
감 내지 본능, 즉 무의식적인 감각에 의거하는 실행으로 묘사됨으로써, 그러한 감각
을 함양해내는 것을 '엄마의' 의무로 만들어낸다. 가능한 빨리 자폐증의 위험을 발견
하고 그에 맞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현재의 자폐증 관리 방식 속에
서, 부모, 특히 엄마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재빨리 체화하여 아동의 이모저
모에 민감하게 대응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소위 '과학적 모성
(scientific motherhood)' 관념이 팽배하는 가운데 엄마에게 부과된 책임과 비난으로
이해하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다. '과학적 모성' 개념은
Apple(1995)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모성 본능
이나 자연스러운 노하우를 넘어 과학 및 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수적이라는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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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Apple, 1995). 한국 사회에서도 근대적 모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의 관리자로 규정되고 또 강조되어 왔으며, 자녀의 질환에 대
한 비난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왔다(김향수와 배은경,
2013; 이재경, 2003). 1970년대부터는 위생이나 영양과 관련된 영역을 넘어 교육과
발달, 지능의 영역에서도 과학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홈닥터'가 이상적인 어머니 상
으로 부상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과학적 육아 지식이 지배하는 시장 속에서
현명한 소비를 실행하는 '프로 엄마'가 될 것이 요청되었다(이재경, 2003). 특히, 최근
으로 올수록 새로운 생의료적 기술의 선택지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현명
하게 선택하는 것은 엄마의 필수적인 책임으로 부상하고 있다(Jeong, 2014). 이와 비
슷한 맥락에서,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에게도 자녀를 위한 자원과
치료법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사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이 부과되어 왔으며, 자
녀의 발달을 북돋기 위해 무한한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바칠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
되고 있다(Sousa, 2011).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엄마의 본능이나 노하우를 '넘어' 과학
적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 중요한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과
정을 보여주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서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엄마는
스스로의 '본능'까지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단순히 참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마의 본능으로서 체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거듭나고 있다.
자녀의 발달을 위해 집중적인 양육을 실행하는 한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
원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전사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모성 비난(mother blame)'으로 이어지기 쉽다. 79 사실 자폐
증과 관련해서는, 그간 자폐증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부모가 주축이 된
자조 집단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아동의 질환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모성 비난
이 효과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이 중요한 성취로서 축하되어 왔다. 자폐 과학의 최신
연구들과 자조 집단의 운동이 자폐증이 소위 '냉장고 엄마'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질
환이 아니라 유전학적인 소인을 갖는 생물학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대중화하는 데
에 기여했다는 것이다(2장 참고). 그러나 질환의 원인을 어머니의 유전자나 잘못된

79

모성 비난은 어머니가 이상적인 모습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머니를 인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끔찍한 존재로 비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Capla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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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노릇 탓으로 돌리는 직접적인 모성 비난은 없어졌을지라도, 장애나 질병
을 '비정상'이라고 배제하는 정상성 추구 사회에서 모성 비난은 사라진다기 보다는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80 장애의 발견과 치료, 관리에 열중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
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자녀의 장애를 알아채지 못한 채 심화시키거나 방
치한 존재로, 또는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존재로
간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성 비난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폐증과 같은
발달 장애의 영역에서는 부모에게 장애의 증상 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장애
의 '위험'을 발견하는,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는 포괄적인 감시와 선별의 책임이 주어
져 있다. 이제 전사 엄마는 집 밖에서뿐 아니라 집 안에서도 투쟁해야 하는데, '아직
자폐증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어린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감시해야 하며, 또
이로부터 미묘한 이상을 포착해내는 감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어린 아동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자폐증의 위험을 가능한 빨리 포착해내는
발견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모성 비난
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특히 어머니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을 낳는다. 전문가의 선별이나 진단을 통해서 자녀가 자폐증이라
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의 충격과 슬픔은 그저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이가 자폐증을 지녔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
부모는 아이가 계속해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무딘 엄마, 무지한 엄마, 아
이를 방치한 엄마가 되어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힘든 거는, 아이를 위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가끔가다 여러
가지로,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예요. 병원에서도 아니라고 해
요.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아이의 특성이고, 유전적인 것도 좀 있
고,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을 센터에 가도 듣고. 그래도 자책감
이 있는 거죠. ... 저의 무지 때문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조기에, 빨리 알
아서 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일반적인 아이처럼 대하려고 했으니까. 그러
니까 저의 무지죠.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더 심하게 안 되었을 텐데. (부

80

그린커는 한국의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2000년대까지도 자폐증의 증상을 보이는 아동에게
자폐증 대신 반응성 애착장애 등을 진단하며 모성이 부족하다거나 엄마의 정신적인 문제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아동의 발달 문제에
대한 모성 비난은 대중적인 차원에서 계속 되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Grink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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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8)
36개월부터 치료실에 다녔지만, 이제 48개월 이후에 진짜 (자폐증의 특성
에 맞춘) 치료, 정통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늦었다라고 저뿐 아
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24개월에 찾아온 엄마도 늦었다(고 생각해
요). (웃음) 초창기에 엄마들이 다 겪는 심리 과정인데. 모두 다 그렇게 생
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돌 전에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죠. ... 아
이(의 자폐증)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기 치료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땐 (조기 치료의 필요
성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넋 놓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폐증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아,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어야 하나, 너무 늦었다,
전부 그러죠. (부모10)
저는 애착도, 애착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새
아이가 막 엄마 찾고 안기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만 두 돌에서 세 돌 사이에 이미 이렇게 보였어야 하는 행동들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애착
부분도 놓쳤구나.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끌어 줬어야 되는데, 항상 요구
하는 형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아, 얘 순하네, 혼자서도 잘 노네, 그냥
그렇게 방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후회되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상황
이 이러고 보니까. (부모3)
자신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보지 못했
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건강 문제에 대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엄마의 본
능으로 간주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본능적인 감각을 갖추지 못한 채 적극
적으로 치료해야 할 아이를 방치하여 자폐증의 증상을 심화시켰다는 한탄과 죄책감
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자폐증을 알아가는 초기의 과정에 겪는 감정이다.
이러한 부모의 죄책감은 현재 자폐증의 분야에서 자폐증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실행이 규범적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아이가 일상적으로 눈에 띄
는 일탈이나 문제, 즉 자폐증의 기준에 일치하는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는 아
이가 가진 '자폐증'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 가책을 느낀다. 여기서 자폐증은 사회
적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장애의 증상들뿐 아니라 이러한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을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징후들로 구성된다.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질병을 지니게 될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은 현재 수많은
(만성적) 질병들에 대해 나타나는데, 질환의 위험(risk of disease)을 예방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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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강조될수록 질병은 점점 더 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중심으로 경험된다. 신
체적 증상이 없이도 이제 질환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질병의 경험이 되어, 더 많은 사
람들이 건강 담론과 서비스, 기술의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이다(Aronowitz, 2009;
Clarke et al., 2010). 아동에게서 자폐증의 증상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이전에 부모가
자폐증의 징후와 위험을 감지함으로써 자폐증에 개입하는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
하는 현재의 자폐증 관리 방식 속에서, 더 많은 부모는 위험을 포착해내는 발견자로
서의 책임을 갖게 되며, 그렇지 못한 부모는 스스로의 무지를 문제시하며 가책을 느
끼게 된다. 소위 '냉장고 엄마'에서 '전사 엄마'로, 그리고 다시 자폐증의 위험을 포착
해낼 수 있는 본능을 지닌 주체로 부모의 정체성이 덧붙여지고, 이러한 위험을 가능
한 한 빨리 발견하고 관리하지 못한 부모들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3.3.2 불안을 조절할 책임: 지식과 비지식의 사이에서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민감한' 엄마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또 다
른 종류의 모성 비난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어린 아동에게서 자폐증의 위험을 부모
가 주체적으로 포착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담론과 함께, 그러한 실행에 대한 심리
적 저항이나 반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을 중요시하는 가운
데 여러 도구들과 검사들을 활용하여 자폐증의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개입하
는 건강 위험의 모형(models of health risk)이 현재 자폐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
배적인(또는 지배적이 되어가는) '위험 문화(risk culture)'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의료적 감시와 개입에 반하는 대항 담론, 즉 일종의 '위험 반문화(risk
counterculture)'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Owens, 2017). 이러한 위험 반문화는 조기
진단이나 조기 개입,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모가 아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실행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위험 문화와는 다른 전제들과 실행들을 가치 있는 것으
로 보는 문화로, 부모가 어린 아동에게서 자폐증의 위험 징후를 인식하는 초기에 발
생하는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또는 부모 스스로의 죄책감으로부터 읽
어낼 수 있다.
우선, 아이의 발달 문제를 '먼저' 보게 된 부모는 그렇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많은 부모
들이 초기에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발달 일탈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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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상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언젠가 자연스럽게 발달에서의 지연을 만회
하고 증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았다(박해룡, 2014; 이소현 등, 2013). 즉, 어린 시기
의 발달 일탈이 계속해서 발달의 다른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며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보다는, 지금은 느리게 발달하더라도 언젠가 또래
수준의 발달 경로에 이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지인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점점 자폐증과 발달장애에 대해 알아갈수록 부모
는 '민감해지고', 대수롭지 않은 아동의 일탈적인 모습들은 점차 자폐증의 위험 징후
로 재해석된다. 이렇게 자녀의 자폐증을 먼저 '알게' 된 부모는 그렇지 않은 가족 구
성원들과 바로 그 앎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냥 뭐, 우리 남편도 그랬다 그러시고. 아무래
도 어른들은 늦은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어렸을 때 그런 아
이들이 많았지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님도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애들 분명히 많았는데, 너무 많
이 아는 게 탈이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친척들은 또, 00가 좀 순한
기질이예요. 그래서 그냥 좀 성격이 원래, 그냥 기질이 좀 조용하고 내성
적이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부모9)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자녀에게서 자폐증이나 발달지연의 징후를 발견한 부모
와는 달리, 조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해당 아동의 행동이나 특징에 대해 기질이나 성
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들은 단지 아동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릴 뿐 아니
라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는 지식, 즉 아동의 발달에
대한 '너무 많은' 지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나친 지식은 오히려 '탈'이 될
수 있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부모가 자폐증과 발달장애에 관한 적절한 지식에 기반
하여 아동을 관찰하고 예방적으로 개입하기를 추동하는 위험 문화와는 전혀 상반된
담론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폐증이나 발달장애에 관한 '너무 많은' 지식은 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부모에게도 아동에게도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간
주된다. 즉, 아동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와 그로 인한 갈등은 자폐증에 관한 지식의
차이 자체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는 것
이 적절한지, 그러한 지식이 정말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가 다른 데에서 유발되기
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저항은 부모 스스로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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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문제를 가능한 빨리 인식하고 관리하는 실행 가운데 많은 부모들은 심리적 부
담을 느끼기도 한다.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린 자녀의 행동을 자
폐증이나 다른 발달장애의 증상으로 추측하는 부모가 그러한 '의심'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개별 아동이 그만의 속도로 커가는 과정을 온전히 '믿고
기다려주지' 못 한 채 부모 스스로 아이를 '이상하다'고 우려하는 행위에 대해 죄책
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부모를 불안하게 만
들고, 이는 결국 아이에게, 특히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도 종종 제기된다.
이렇게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의 담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한편에서는 아이
의 행동을 자폐증의 징후로 의심하는 부모의 실행이 지나친 '불안'으로 치부되는 현
상은 부모가 주도하는 선별의 실행이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모
성 행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느린' 아이를 기다려주는 부모
가 '좋은' 부모라는 담론은 영아기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감시하고 문제를 발견해내는 일은 조기 개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아이의 행동과 특성을 발달
장애로 의심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저는 사실은 아이를 7년 만에 낳은 아이거든요. 너무 행복했죠. 나는 자
신 있었거든요, 좋은 엄마가 될 자신. 친구처럼 기다려주는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 나는 이제 얘하고 대화만 되면 얼마든
지 기다려주고 친구처럼 잘 지낼 자신이 있었어요. (부모7)
엄마들이 이런 정보가 점점 많아지니까, (자폐증이나 발달장애가) 아닌데
도 (치료를 받으러 아동발달센터에) 오는 엄마들도 많은 것 같아요. ... 그
리고 학교에서 안내장이 나왔는데, ADHD를 아예 명시해놨더라고요. 아이
가 너무 산만하면 그 검사를 받아보길 권한다고. ... 어떻게 보면 그게(발
달장애가) 빨리 발견되서 그렇게(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너무 그걸로(발달장애로) 몰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
아요. 엄마들도 조금만 그러면(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면) 의심하고, 학교나
이런 단체 생활에서도 조금만 그런 거 같으면 센터 가보라고 하고. (부모
9)
부모7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때까지 친구처럼
기다려주는 '좋은' 엄마는 아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엄마와 대비된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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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최근으로 올수록 아이를 '믿고 기다리라'는 이러한 담론은 적절치 않은 조언으로
문제시되고 있는데,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자
녀의 증상을 의심하던 시기에 소아과 의사나 주변 지인, 아이의 조부모 등이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의 발달 격차를 자연스럽게 만회할 것이라며 좀 더 지켜보라고 조언
하거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을 표시하였다. 온라
인 상에서도 발달장애 아동을 먼저 양육한 '선배'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라는 주위의 조언에 휩쓸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말
라고 당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모든 행동을 '자폐증의 시각'에서 바라보
고 아이의 발달을 위해 강도 높은 치료와 훈련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모
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아이가 제 속도로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엄마에게 긍정적인 가치
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모성 행동의 종류와 일맥상통한다. 구미
향과 이양희(2002)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영아기의 아동에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
의 양육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소위 '아동 중심적' 모성 행동이다.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아동 중심적 양육 행동의 유형에서는 어머니가 아기의 존재 자체로 인해 기
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아기의 개성과 주도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격려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기의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지
양한다. 어머니는 아기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실물을 접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도록 도우며, 아기에게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면서, 아기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구미향과 이양희,
2002). 이 연구 결과는 아동 관련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부모들에게서도 이러한 아동 중
심적 모성 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아동 중심적 관점 자
체나 이를 지향하는 전문가나 부모가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에 대한 관찰이나 개
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양육 유형이 아이의 위험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어머니
의 상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아이의 이모저모를 보
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에 맞춰 아동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양육하는
현재의 자폐증 관리 방식은, 아기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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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성 행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문제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늦게 알아차리는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바로 앞 소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문제를 빨리 발견
하고 조기에 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문
제를 다소 뒤늦게 알게 되어서 오히려 행복했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다(부모9). 또한,
아이의 자폐증을 인식한 이후에 부모 스스로 아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때로 '엄마 역할'과 배치된다고 여겨지기도 한
다(부모1). 매우 어린 시기부터 아이의 일상을 관찰하고 가능한 빨리 문제를 포착하
고 관리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엄마로서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믿고 아
이와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처음에 갔을 때, (다른) 엄마들이 다 (자녀의 치료를) 일찍 시작하고, (저에
게는) 다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속상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늦었나, 너무 무디게 했나 싶어서. 근
데 사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걸(아이의 문제를) 몰라서 행복하기도 했
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 시기에) 00랑 정말 힘들고 그
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둘째를 맡기고 센터를 다녔으면 그
게 정말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9)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아이들 키우듯이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을 똑같이 해봐야 하는데. 얘는
다른 아이니까 다르게 키운다고. ... 요즘에는 정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줘요. 발달을 촉진시키는 게 목표여서 했던 것이 독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치료사였던 거죠. 모든 걸 행동
치료 방식으로, 예를 들어 산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발달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서 했던 건데. 지금 느끼
는 거는, 그게 아이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를 뺏기는 거
같아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주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
게. 치료사는 중립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중립적이면 안 되거든
요. 지금 들어서 죄책감이 들어요. (부모1)
(자폐증) 진단을 받은 날 아이 아빠에게 말을 했더니, 걱정하고 속상해하
고 몇 달을 그러더니,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자폐증 진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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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이전과) 똑같이 대하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 같은데, (이전과)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장난치고 똑같이 혼내고. (부모4)
이처럼 아이의 발달 문제를 알게 된 후에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 조정했던 양육
행동이 이후에 후회되기도 하고(부모1), 발달장애임을 알고도 배우자의 양육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것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부모4). 아이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치'했던 시기는
후회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다(부모9). 이러한 참여자들의
언술은 자폐증에 관한 무지나 무시, 즉 비지식(non-knowledge) 또는 알지 못하는 것
(non-knowing)에도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81 즉, 대부분
의 부모들은 자폐증(의 위험)을 지니는 아동은 '다르게' 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자폐증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대했던 때가 엄마 역할에 충실했던 시기로 여기기도 하는 것이다. 자폐증에 관한 비
지식의 가치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
공하는 행복한 엄마로서 역할하게 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3.4 소결
지금까지, 자폐증의 징후라는 것은 사회-기술적 관계들과 연합들 속에서 생산되
는 결과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자폐증의 징후는 그것을 감지해내는 주체와 동
시에 생산되며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자폐 과학에서 자폐증의 진단 이전에 자
폐증을 지닐 가능성이 높은 어린 아동을 선별해내는 실행이 추동되는 가운데, 선별
도구들과 자폐증의 위험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언어,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
다. 선별에 관한 과학적 언어들은 자폐증의 진단 기준이나 진단 도구들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낱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특
정한 행동들을 자폐증의 위험으로서 감지해낼 수 있는 감각을 함양하는 장치로 작
동할 수 있다. 자폐증의 증상이나 그에 앞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에 관한 각종 지식
과 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사회의 엄마들과 연합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특정

81

지식이 아닌 비지식(non-knowledge)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으로는 Beck and Wehling(2012), Wehling(2015), Owens(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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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들을 미묘한 차이로서 느낄 수 있는 엄마들이 양육되고 있다.
또한, 자폐증의 증상은 더 많은 정보와 감각이 중첩될수록 더 공고해지며 의료
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로 거듭난다. 엄마가 아동에게서 느끼는 미묘한 차이는 자
폐증과 관련된 정보와 도구뿐 아니라 전문가나 주위의 부모 등 다른 사람들이 아이
에 대해 감지하는 차이와 중첩되는 가운데 점점 더 확고한 자폐증의 징후로 구성된
다. 이렇게 보면, 자폐증의 징후는 본질적으로 아동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는, 아동의 특정한 행동들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이다.
이렇게 아동의 특정한 행동들에 영향을 받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지적 실행인
동시에 정서적 실행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엄마들은 아이의 발달 문제와 자폐증
의 징후에 '민감한' 엄마로 거듭나기 위해 자폐증과 관련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엄
마가 아동과 맺는 관계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하기 위
해서, 엄마들은 한편으로는 아이의 발달 문제를 지나치게 우려하는 '불안한'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 장애에 관한 앎의 정도를 조절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감정들을 관리해야 한다. 요컨대, 자폐증은 어린 아동을 키우는 엄마를 중
심으로 하는 지적, 감각적, 정서적 활동을 통해서 자폐증에 관한 각종 정보와 도구
와 감각과 감정이 중첩되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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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의 장
자폐증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감각이 중첩되는 가운데 부모가 아이에게서 느끼
는 미묘한 차이가 자폐증의 위험 징후로 구성되었다면(3장 참고), 여기에 자폐증이
라는 의료적 범주가 붙는 진단이라는 실행은 전문가와 아동, 부모 사이의 복잡한 상
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과 실제
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된 진단 결과가 갖는 사회적 삶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자폐증이라는 진단명과 그것이 지칭하는 상태의 구성적인 성격
을 드러내고자 한다. 아동의 '사회성'은 진료실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매개로 하는 특
정한 방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되고 자폐증이라는 범주로 규정되지만,
이것은 진료실 밖에서의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재구성되고 또 재규정된다. 이렇게
보면, 진단 결과는 특정한 관점의 지배 하에 주어진 채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행위자들이 맺는 새로운 연합들 속에서 매 순간 협상되고 성취되고 또 해체되는
것이다.
진단이라는 실행을 중심으로 이러한 미시적인 관계들에 집중하는 것은 특히 중
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진단이라는 의료적 실행을 둘러싼 권력의 구도에
주목해 온 의료사회학 연구들에서는 진단이 실제로 행해지는 과정보다는 진단 범주
가 확립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특정한 전문가 집단
에 의해 어떤 문제가 특정한 진단 범주를 중심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개념화되고 관
리되는 의료화의 과정을 드러내거나(Conrad, 2007; Conrad and Schneider, 1992), 환자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질병으로서 인정 받기 위해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추구한 사례들이 분석되었다(Brown, 2007; Conrad and
Stults, 2010; Dumit, 2006). 이러한 연구들에서 진단 범주는 어떤 문제나 경험이 질병
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관문으로 그려졌다. 즉, 진단 범주는 정상과 비정상
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회적 통제와 의료 체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서, 일단 진단 범주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러한 권위와 효력이 지속적으로
작동한다고 상정된다.
한편, 자폐증을 소재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특정한 인구 집단을 만들어내
는 '범주'로서의 진단과 그러한 범주를 중심으로 자폐증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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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분석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폐증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도
구들과 전문성, 그리고 그러한 진단을 촉진시키는 교육 제도와 의료 제도가 확립되
면서 자폐증으로 진단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설명한다(Grinker, 2007;
Nadesan, 2005; Navon and Eyal, 2014; Shattuck, 2006). 이러한 논의들에서 자폐증이라
는 진단 범주는 자폐증을 지닌 사람을 분류해내는 인식론적인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일찍부터 자폐증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북미와 유럽의 국가
들에서는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은 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부
모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추구되어 온 것이었는데, 1980년대에는 병리적 양육에 대
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로부터 의료와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폐증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 연구
자들은 자폐증 진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적 범주로 구축되는 과정에 상대적
으로 많은 관심을 쏟았으며, 그러한 진단 범주가 실제로 개별 아동에게 적용되고 효
력을 갖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자폐증의 진단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실행들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새로운 범주인 자폐증 진단의 권위가 어떻게 형성되
고, 작동하고, 또 일부는 해체되는지를 살펴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은 여
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질병'이며, 자폐증 진단의 전문성, 즉 자폐증 여부를 누가, 언
제,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또한 진단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이 계속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진단이라는 실행이 그저 최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정해진 이름표가 붙는 계몽의 작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또 해체되는 역
동적인 과정임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자폐증 진단을
둘러싸고 얼마나 다양한 차원의 조율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4.1 진단 기반의 구축

4.1.1 역학의 자폐증: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폐증
자폐증이라는 장애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국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화되
어 온 장애이다. 미국, 영국 등의 국가를 필두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조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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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자폐증이라는 장애는, '자폐 유행병(autism epidemic)'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지난 반 세기 동안 그것의 유병률, 즉 전체 인구 중에 그것의 진단을 받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관리되어 왔다. 1960년대만
해도 10,000명 중 10명 이하가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자폐증이라는 희귀한 장애
는(Lotter, 1966; Treffert, 1970), 반 세기를 지나오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서 발견되어 왔다(Fombonne, 2003). 미국의 자폐증 유병률은 2002년에는 150명 중 1
명, 2009년에는 100명 중 1명, 2014년에는 68명 중 1명으로 가파르게 솟아올랐다
(Baio, 2014). 영국의 경우에는, 1978년에 10000명 당 4명 꼴이 자폐증을 지녔다고 보
고되었으나 2009년에는 학령기 아동의 약 1%가 자폐증을 지닌다고 간주되었다
(Baron-Cohen et al., 2009; Wing and Potter, 2002). 이렇게 미국, 영국 등 상대적으로 자
폐증 관리에 열성적인 국가들에서 지난 반 세기 동안 자폐증으로 진단되는 사람들
의 숫자는 증가해왔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무도 자폐증이 유행
성 질병이라고 상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폐 유행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숫
자가 증가하는 폭 역시 커졌다.82
자폐증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되어가는 현상은 자폐증에 관한 역학적 연구들, 즉
자폐증의 유병률을 측정하는 작업들 속에서 촘촘히 기록되고 또 구성되어 왔다. 자
폐증의 유병률에 관한 역학적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되었고(Lotter, 1966; Wing and Gould, 1979; Wing et al., 1976), 북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
는 1970년대부터 자폐증에 관한 역학적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했는데(Treffert, 1970
등), 이러한 초기의 역학 연구들에서 도출된 유병률은 10000명 중 0.7명에서 5명 사
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역학 연구들에서 추정된 자폐증의 유
병률 값인 1~2%83 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값이

82

유병률은 이전부터 해당 장애가 있었든 아니면 해당 장애가 새로 생겼든 간에 현재 그 장
애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반면, 발병률 또는 발생률(incidence rate 또는 incidence)
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모집단 내에서 특정 질병을 새롭게 지니게 된 사람의 분율을 뜻한다.
유병은 집단 내의 개체 간 차이를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발생과 구별된다. 발생은
한 개체 내에서 일어난 특정 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발생을 동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유
병은 정적인 현상이다(안윤옥 등, 2007).

83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자폐증의 유병률이 약
1% 정도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CDC, 2010; Newschaffer et al., 2005), 이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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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자폐증이라는 범주 자체가 지금보
다 훨씬 모호하고 협소한 개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찍이 1943년 캐너가
11명의 '자폐적인'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적 특성들을 뽑아내어 '조기 유
아 자폐증'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증후군을 정의했지만, 1980년 DSM-III에 자폐증
이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명칭 하에 하나의 질환
으로서 포함되기 전까지는 자폐증이 공식적인 진단으로 기능하지는 못했다(APA,
1980). 정신분석이론이 유행하는 가운데 1960년대 후반까지도 자폐증은 정신분열증
과 개념적으로 혼동되었으며, 학자들마다 자폐증을 정의하고 경계 짓는 방식이 다소
달랐다. 1970년대까지는 자폐증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DSM-II(APA, 1968)에서
자폐증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유일한

진단명인

'정신분열증,

소아기형

(Schizophrenia childhood type)'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자폐증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
에서도

"자폐적

질환(autistic conditions)"(Lotter, 1966),

"유아

자폐증(infantile

autism)"(Treffert, 1970), "전형적 자폐증(typical autism)", "조기 아동기 자폐증(early
childhood autism)"(Wing and Gould, 1979) 등 서로 다른 명칭이 혼용되었다(2장 참고).
즉, 초기의 역학 연구들은 현재 통용되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 및 그에 의거한 역학
연구와는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Elsabbagh et al., 2012;
Fombonne, 2003, 2005).
이렇게 자폐증이라는 범주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수행된 초기 역학
연구들에서는 자폐증이 지금보다는 협소한 개념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서 이
루어진 역학 연구들은 주로 캐너의 묘사에 기반하여 후대 학자들이 제각각 확립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자폐증의 사례가 수집되었는데(예를 들어, Lotter(1966), Wing et
al.(1976)), 캐너가 만났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언어 및
인지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지연을 보이는 아동의 사례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이렇게 초기에 이루어진 역학 연구들에는 1980년대 이후로 자폐증의 범주에 지속적
으로 포섭되어 온 경미한 자폐증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2장
참고). 따라서 초기의 역학 연구들과 현재의 역학 연구들에서 도출되는 유병률 값의
간극은 자폐증이라는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기에 앞서, 자폐증

들에서 계속해서 1%을 웃도는 유병률이 추산되면서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자폐증을
지닐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 137 -

이라는 범주 자체가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런 초기 역학 연구들의 결과값은 현재 도출된 자폐증의 유병률 값과 대조되
면서 자폐증의 폭발적인 증가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역학 연
구의 흐름 속에서, 자폐증은 단지 수집되고 셈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려진 것
보다 더 '흔한(common)' 장애, 계속해서 그 인구가 증가하는 질환이 되었다.
자폐증에 관한 역학 연구들은 시간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간적인 차원에서
도 자폐증이라는 질환을 유행병으로 구성한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자폐증에 관
한 역학 연구는 보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조직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폐증의 유병률에 대한 조사는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
작되고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 외 국가와 지역들에서는 사실상 역학적인 관점
에서 자폐증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일이 드물었다(Grinker, 2007;
Grinker and Cho, 2013).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북유럽과 북미를 넘어선
세계 곳곳에서 자폐증 및 전반적 발달 장애의 유병률에 관한 역학적 연구들이 활발
히 시작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에서 역학 연구를 우선
시하는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소위 '글로벌 정신 건강(global
mental health)'을 개선한다는 기치 하에, 각 장소의 정신 건강 문제는 점점 더 국제
적인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로서 간주되기 시작했다. 84 이러한 기획들에서 역학

84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신 건강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서
천명되었는데, 일군의 연구자들은 Lancet의 주도 하에 국제적으로(특히 저소득, 중간 소득
의 국가에서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현재의 증거들을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한 끝에 '지구적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the Movement for Global Mental Health)'을 출범하였다. 이 운동에서는
저소득 국가들과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정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국제 사회에서 우선시해야 할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이에 가
담한 연구자들은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 제공되는 치료와 저소득, 중간 소
득의 국가들에서의 치료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활발히 발표했다
(Patel, 2008; http://www.globalmentalhealth.org).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서
비스의 분포가 체계적으로 지도화되면서 정신 건강 문제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불평등'이
점점 더 드러났고,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정신 건강의 간극
타파 프로그램(the 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 mhGAP)'에 착수하였다(Elsabbagh et al.,
2012; WHO, 2008). 이러한 조류 속에서 각국의 정신 건강 문제는 '지구적 정신 건강(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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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전 세계, 특히 중, 저소득 국가들에서의 정신 질환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가장 필요한 과제로서 우
선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폐증과 관련된 서비스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으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자
폐증의 유병률을 먼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Elsabbagh et al., 2012).
국제적인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폐증에 관한 역학 연구는 각 장소에서 '진
정한' 유병률 값을 도출하려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자폐증의 경우, 지난 수십 년
간 그것의 유병률이 치솟는 현상이 곳곳에서 보고되면서, 역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병률의 증가가 자폐증 진단 기준이 변화하고 자폐증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
선되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폐증이라는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발병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인
지 알아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의 역학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폐증이라는 질환이 사
회적, 상호작용적 행동을 기준으로 임상적으로 진단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행동
에 대한 규범들은 각 사회의 문화와 밀접히 연관되며, 따라서 자폐증의 증상에 대한
판별은 각 사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Elsabbagh et al., 2012). 이 때문
에,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자폐증의 유병률 값이 다른
국가들에서의 값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면, 그 지역의 여러 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정말로 자폐증이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자폐
증에 관한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유병률이 낮게 나타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장소에서 자폐증의
유병률을 조사하는 작업의 첫 출발점으로 해당 지역들에서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진단 전문가의 능력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국제

자폐증

역학

네트워크

(International Autism Epidemiology Network, IAEN)'를 들 수 있다. IAEN은 자폐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리 증진에 힘쓰는 대표적인 단체인 Autism Speaks와 미국 질병
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협력 속에서 출범된 것이

mental health)'의 문제로서 가시화되고 여러 국가 기관들과 문제 의식을 같이 하는 연구자
들에게 개방된 다국적 협력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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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5 IAEN과 같은 연구자 네트워트에서 역학 연구는 자폐증이라는 질환에 관한 기
초 연구가 발전하고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개발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가장 먼저 해야할 작업으로 추진된다. 86 여기에 속한 연구자들은 이전에 자폐증에
대한 연구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지 않았던 여러 장소에서 '통합적인 글로벌 자폐
증 계획' 하에 자폐증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있다. 즉, 모든 지역에서 표준화된 역학
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계 곳곳의 도시와 지방에서의 자폐증 유병률의 진정한
값'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87 이러한 기획 하에 추진되는 자폐증에 관한 역학 연
구는 단순히 정확한 유병률 값을 도출해내는 기초 과학 연구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자폐증 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편이
자, 각 지역 사회에서의 니즈와 과제 등을 발굴해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Elsabbagh et al., 2012). 즉, 어떤 질환에 대해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병률에 대
해 연구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그 질환을 앓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작업일 뿐
아니라, 그 질환을 인식하고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해당 사회에 얼마나 갖
추어져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자원과 노력을 투
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역학 연구는 지역적 부담을 드러내고 정책
과 연구를 이끌기 위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는 것이다(Elsabbagh et al.,
2012: 175).
이러한 역학 연구들이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자폐증 연구 및 관리의 '중
심'과 '주변'이 지속적으로 구성된다. 미국, 영국 등 자폐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85

이 네트워크는 이후 Autism Speaks에서 2008년에 개시한 '지구적 자폐증 공중 보건 이니셔
티브(Global Autism Public Health initiative, GAPH)'에 포함되었다. GAPH의 주요 목표는 자폐
증에 관한 대중 및 전문가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임상 및 과학적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국제적 연구 협력을 촉진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자폐증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훈련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IAEN은 이러한 목표들 중 특히 자폐증에 관한 역학 연
구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꾸리는 작
업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6

IAEN의 구체적인 목표는 세 가지로, 국가간 역학 연구들을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
워크를 개발하는 것, 다른 질환에서 활용되었던 성공적인 국제 협력 모형의 특성을 검토하
여 자폐증의 추적과 연구를 촉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 다양한 유전
적, 문화적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자폐증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역학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87

https://www.focusforhealth.org/autism-rates-across-the-developed-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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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관리해 온 국가들의 진단 기준과 방식들은 국제적인 표준이 되고, 이외의
장소들은 이러한 표준에 맞춰 자폐증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지식과 기술, 문화가 '결
핍'된 곳으로 문제화된다. 예컨대, 자폐증의 유병률이 조사되지 않았거나 '낮게' 조사
된 지역은 자폐증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폐증 진단에 대한 저항이나 낙인이 존재하
는 곳으로 간주되며, 여기서 자폐증은 그저 희귀한 질환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질환이 된다. 이러한 주변적 장소는 자폐증의 '올바른' 진단과 관리를 위해 필
요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계몽되고 고무되며, 자폐증과 관련된 새
로운 사건들과 실행들이 생겨난다. 예컨대, 몇몇 국가에서는 전문가들의 연구 전문
성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Elsabbagh et al., 2012), 어떤 국가에서는
부모를 포함하는 일반 대중을 교육하고 자폐증에 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려는 노
력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즉, 세계 곳곳의 자폐증 유병률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
려는 국제적인 협력 연구는 '계산의 중심'에 중첩될 수 있는 기입을 생산해내기 위
해 국소적 장소들이 재배열되는 과정인 것이다(Latour, 1987, 1999).
이렇게 보면 자폐증은 '유행병'이기 이전에, 그것의 발견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고무되고 있는 질환이다. 자폐증에 연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협
력 가운데, 그간 자폐증에 관한 역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장소들에서 자
폐증의 유병률이 조사되기 시작했다. IAEN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동일한 역학적 방
법 하에 호주, 멕시코, 핀란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인도, 베트남, 타이완, 남아프
리카, 우간다 등지에서 자폐증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유병률 값을 도출하고 있다
(Elsabbagh et al., 2012). 우리나라에서는 IAEN에 포함된 연구자들은 아니지만 북미
지역의 연구자들과 한국 소재의 연구자들이 함께 주도하여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
으로 자폐증의 유병률 값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88 그야말로 자폐증에 관한 '지구적
역학 연구(global epidemiological research)'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폐증은 점점 더 세
계 곳곳에서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그러나 그러한 발견과 진단이 촉진되는 장애로
거듭나고 있다.

88

이 연구팀 역시 Autism Speaks의 주도 하에 전세계적으로 자폐증의 유병률 연구를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획하는 시점에 한국을 겨냥하여 꾸려진 팀이다. 당시에는 IAEN이
꾸려지기 전이었지만, 이 연구팀도 Autism Speaks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았다(Kim et al.,
2011; 진단전문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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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진단 전문성의 확립: 민감해지는 전문가들
미국, 영국 등지의 장소에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자폐증이 '유행병'이 되었다면,
한국과 같은 장소에서 자폐증은 그러한 유행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질병이다. 한국
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자폐증 진단이 드물었는데, 2000년에 발표된 역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폐증 유병률은 0.092%로 추정되었다(홍강의 등, 1999).
2000년대 중반까지는 지금 자폐증으로 진단될 법한 사례들은 지적장애나 ADHD,
반응성 애착장애 등으로 대체되어 진단되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는 불안이나 정서 관련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었다(윤현숙, 2006; 진단전문가D).
그 외에도 비디오증후군, 유사자폐, 경계성 자폐 등 공식적인 진단에는 포함되지 않
는 진단명들이 끊이지 않고 회자되었다(Grinker, 2007).89 그만큼 당시에는 한 아동이
보이는 증상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공식적 진단들과 비공식적 해
석들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이 다른 소아기 장애들보다 우선적
으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진단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히 없어졌으며(진단전문가D; 진단전문가E),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자폐증 진단
전문가들은 이제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폐증의 "진단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있다"고 평가한다(진단전문가B). 또한, 자폐증 진단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 상
당히 변화했는데, 한 연구자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에는 자녀가 자폐증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을 때 대다수의 부모들이 심하게 반발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부모들이
전문가의 진단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진단전문가D). 요컨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자폐증이 희귀한 장애에서
점점 더 흔하게 진단되는 장애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폐증 진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
지에서 자폐증 진단이 유행하는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가장 눈
에 띄는 점은 훨씬 짧은 기간에 걸쳐 자폐증 진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89

2000년도에 자폐증 진단을 받은 8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한국의 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 조사는 당시 부모들이 다양한 장애 소견을 중복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반응성 애착장애(96.2%), 유사자폐(89.9%), 정신지체
(76.3%), 언어장애(80.1%), 행동장애(95.3%), 학습장애(98.4%), ADHD(97.8%) 등의 소견을
중복하여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윤현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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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자폐증에 관한 역학 연구는 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감각을 급격히 함양하는 촉매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 2000년대 중반에 미
국 예일 대학의 아동 연구 센터의 김영신 박사를 주축으로 한국의 정신의학 및 아
동학 분야의 의사 및 연구자, 그리고 북미 소재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한국의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폐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역학 연구에서
는 경기도 일산 지역의 초등학생(7-12세) 55,266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 기반하여, 이
들 중 2.64%가 자폐증을 지녔다고 발표했다(Kim et al., 2011). 그런데 이 연구에서 특
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연구에 참여하여 자폐증으로 진단된 아이들 중 3분의 2는
그 전까지는 자폐증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이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가 이루어지던 당시까지 우리 사회
에서 자폐증 진단이 그만큼 드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역학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연구에서 자
폐증으로 새롭게 판별된 아동을 이전에 만나온 소아과 의사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부모들은 이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들 아동들에게서 자폐증을 포착하지 못
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자폐증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해당 아동들
은 자폐증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으며, 이들과 연루된 다양한 사람들도 자폐증을
보고 느끼고 관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폐증 진단과 자폐증
인구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구의 제한된 시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난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가? 본 소절에서는 먼저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
애를 다루는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들의 감각이 함양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자폐증에 관한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단지 해당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생산해내기 위한 기
반이 적극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자폐증 유병률로 발표된
2.64%는 앞서 시행된 역학 연구들을 통해서 추정된 자폐증의 유병률 값인 1~2%를
훌쩍 뛰어넘는 값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한국의 자폐증 유병률로서 회자되었
다(Elsabbagh et al., 2012; Lord, 2011).90 그러나 이 연구 이전에도 한국에서 자폐증의

90

한국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전 세계 연구자들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
한국만의 유병률이 아니라 미국의 유병률, 영국의 유병률을 갱신하는 값일 수도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ASD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질환으로서 전 세계에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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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일례로 1990년대 중반 서울대학교의 홍강의
교수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다단계 전수 조사를 통해 구미시의 3~6세의
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만명당 9.2명의 유병률 값을 발표했다. 이 연구의 목
적은 '한국에서' 자폐 장애 아동 유병률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자들이 개발한
설문지를 통한 1차선별검사, 자폐증 행동 점검표(ABC)와 덴버발달선별검사(DDST)
를 이용한 2차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자폐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선
별하고, 이들의 자폐증 여부를 평가하였다. 아동의 자폐증 여부는 비교적 간단한 검
사인 아동자폐증평정척도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한국 소재의 정신과 의사와 연구책
임자가 임상 관찰을 하여 최종 진단을 도출하는 방식을 택했다(홍강의 등, 1999). 그
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의 자폐증 유병률로 도출된 0.092%는 세계 곳곳의 자
폐증 유병률과 비교, 검토되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91 그 수치가 크지 않았
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의 역학 연구와 비교되고 중첩될 수 없
는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와 달리, Kim et al.(2011)에서는 현재 자폐증 연구들
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평가 도구인 자폐증 진단 관찰 척도(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ADOS)와 자폐증 진단 면담지 개정판(Autism Diagnostic
Interview-Revised Version, ADI-R)을 활용하여 자폐증의 진단을 실시했으며,92 진단의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전제되어 있다(진단전문가D).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ASD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인종이나 문화 등에 상관없이 유사한 비율로
ASD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거나, 또는 이러한 가정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 지역에서 도출된 유병률 값은 다른 곳의 값과 비교되고 취합
됨으로써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ASD의 분포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91

최근 들어 각국에서 이루어진 자폐증에 관한 역학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리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Elsabbagh et al., 2012; Fombonne, 2009), 이런 연구들에서 홍강의 등(1999)
의 연구가 포함되어 분석되지는 않았다.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체계적인 리뷰에서 일반적으
로 영어로 출판된 논문들에 국한하여 리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쓰여진 이 논문이
리뷰 과정에서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를 생산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른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92

ADOS(Lord et al., 2000)와 ADI-R(Le Couteur et al., 2003)은 현재 자폐증 연구와 진료에서 가
장 널리 쓰이는 도구이다. 특히 자폐증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을 구성할
때는 DSM과 같은 진단 기준에 의거한 임상적 진단뿐 아니라 이러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
여 보다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균일한 자폐증 인구 집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ADOS는 아동
을 직접 관찰하는 반구조화된 도구로, 검사자가 아동과의 놀이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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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줄이기 위해 북미의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진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는 김영신 연구팀의 목적이 '한국의' 유병률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도출되고 있는 자폐증의 유병률 값과 비교될 수 있는 데이터
이자 다른 선행 연구들이 도출한 자폐증의 유병률 값을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데에
중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재 자폐 과학의
학계에서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진단 방식에 의거한 연구 결과만이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된 다른 지역의 값들과 비교, 분석됨으로써 '보편적인' 자폐증의 유병
률 값을 추정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아동의 특정한 행동들에 '영향을 받는
법'을 배워 자폐증으로 식별해내는 새로운 감각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Latour,
2004). 우선, 표준화된 역학적 방법을 한국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각종 기준과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자폐증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는 몇몇 국가들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적극적으로 관리되어 온 질환이며,
관련 이론들과 진단 기준 및 도구들 역시 미국과 영국 사회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수정되어 왔다(Grinker, 2007). Kim et al.(2011)은 물론, 홍강의 등(1999)이 활용했던
진단 도구들조차 미국에서 개발되고 검토되고 적용된 것들이며, 한국에서 국제적으
로 공인된 진단 인터뷰와 관찰 방식을 활용하여 자폐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단 기준과 각종 도구들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했다. 이러한 번역으로
인해 진단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서 진단된 사례들은 다시 한
번 북미의 전문가들이 추가로 진단하고 그 결과들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으
며, 이러한 번역은 언어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검토
되어야 한다. 자폐증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캐서린 로드는 Kim et al.(2011)를 검토하
면서, 해당 연구에서 번역된 진단 도구가 자폐증으로 진단된 아동들을 자폐증이 아
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아동들로부터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추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여기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찰하고 평가하여 점수를 도출한다. 검사 대상자의 발달연령에 따라 네 개의 모듈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시행하게 되며, 검사를 하는 데에 30~45분 정도 소요된다. ADI-R은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 도구로, 아동의 발달력과 증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집하고 평가하여 점수를 도출한다. 주로 만 4~5세 시기의 행동들에 대해 다
루며, 총 9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시간30분에서 3시간가량 소요된다(김붕년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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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을 정도로(Lord, 2011), 미국에서 개발되어 국제적 표준
으로 사용되는 진단 도구가 한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번역본이 우리 사회에
서 실제로 자폐증을 가려내는 데에 적절하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지난한 과정은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 소재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진단 기준과 도구들과 연합하는 과정, 즉 자폐증을 식별해내는 특정한 '전문가적 시
각(professional vision)'을 체화하는 작업이었다(Goodwin, 1994).93 Kim et al.(2011)의 연
구를 함께 진행한 한국의 아동발달연구소의 연구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
리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진단되지도 않았던 자폐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
화하는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마도 우리 연구팀일
것"이라며, 연구자들조차도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어느 정도까지 진단할 것인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배워가면서" 역학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진단전문가D). 연
구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역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
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폐증의 진단 검사인 ADI-R과 ADOS를 실시할 수 있
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자폐증을 진단하는 각종 도구들과 방법들과
점진적으로 연합되고, 이를 통해 아동의 특정한 행동들에 반응할 수 있는 과학의 집
합체(the collective body of science)가 만들어진 것이다(Latour, 200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역학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들
뿐 아니라 비전문가들 또한 자폐증에 영향을 받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빠짐없이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폐증을 지닐 가능성을 지닌 아동들을 가능한
많이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당시 장애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명부는
허술했으며, 학교나 가정을 통해서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동을 찾아내는 것 역시 자
93

Goodwin(1994)은 과학에서의 담론적 실행(discursive practice)이 특정한 방식의 전문가적 시
각(professional vision)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무언가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분류라는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자들
의 실행을 분석한다. 그가 보기에 과학적 실행이란 탐구할 세계를 제한하고 분류하는 부호
화 체계(coding scheme)를 통해 다채로운 사건들을 동일한 기준 하에서 관찰하는 특정한 관
점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호화 체계에 더해, 과학자들은 강조하기(highlighting) 등의
전략을 통해 자신의 연구와 관련 있는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지
각을 구성하고 특정한 해석의 방식을 유도한다. 이러한 전문가적 시각은 관련된 과학적 실
행들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체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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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증에 관해 대중적인 이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가 없었다. 즉,
이전의 자료들은 자폐증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에 기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진단전문가D). 이러한 한국적 상황 때문에 결국 고
양시의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가 자폐증의 유병률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일단 이러한 방식을 택한 후에는,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
로 대대적인 훈련이 이루어졌다. 우선, 수만 명의 아동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작
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 같은 비전문
가들이 자폐증에 관한 '전문가적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소
아정신과 의사들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자폐증의 진단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동을 선별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켰다(진단전문가A). 또한, 이 중 자폐증의 위험이 있다고 선별된 아동들을 공인된
진단 검사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진단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북미의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와 대조해 보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했다. 결
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말 분명한 도구를 가지고, 자로 재듯이"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임상
경험이 쌓일수록 더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었으며, "외국에서 못 찾아낸 아이들을
정말 많이 찾아냈다"(진단전문가D). 이렇게 한국에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자폐증
에 관한 역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에 참여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미의 전
문가들과의 협력 속에서 자폐증에 관한 특정한 전문가적 시각을 체화하였으며, 교사
나 부모와 같은 비전문가 또한 자폐증을 보는 '눈'을 구성하는 행위자가 되었다.
이러한 역학 연구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폐증을 식별해내는 감
각의 집합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보다 긴 시간에 걸쳐 이러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 자폐증의 진단 전문가로 꼽히는 의사들이 지니는
자폐증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임상적 능력은 소아과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만들어진다.
특히, 현재 학계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도구들은 주로 미
국에서 개발되고 활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폐증의 진단과 관련한 전문성은 주로
미국 소재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거나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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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제일 중요해
요. 저는 미국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부터 20년도 더 된 과거에 훈련을
받았어요. 미국 의사와 같이 DSM-IV 진단 용지를 2부 뽑아서, 그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 앉아서 같이 관찰했죠. ... (진료가) 끝난 뒤에 DSM-IV 진
단 용지를 가지고 체크한 것들을 서로 맞춰보는 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ADI도 이미 1995년도에 강의를 들었고. 이렇게 경험과 훈련이 중요하
죠. ... 그리고 수퍼비전을 잘 받아야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좋은 수퍼바
이저를 만난거지. (진단전문가B)
7-8년 전에 미국에 가면서 자폐 연구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뇌영상 연구
였는데, Autism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50-60명에 대한 뇌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연구했어요. 또 미국 자폐 연구소에서 자폐 진단하는 것도
자꾸 보게 되고, 물론 연구소이지만 거기에서 자폐 아이들과 관련된 미팅
도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ADI, ADOS 이런 건 기본으로 다 하니까, 이
것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보게 되고, 미국의 트렌드를 알게 되고, (자
폐증의) phenotype(표현형)을 그때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죠. (진단전문가A)
위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활동하는 의
사들은 미국에서의 연구 경험과 임상 경험을 통해서 자폐증에 관해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알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도구
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배우고,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이들의 진단은 이미 자폐
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전문가가 내린 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맞춰진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 전문가들은 각종 진단 기준과 도구들, 관련 지식과 이론들,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 진료실에서 만난 아동들과 점진적으로 연합하며, 그 결과 아
동의 특정한 행동들을 차이로서 감각할 수 있는 집합체로서의 '눈'을 지닌 진단 전
문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확장되며 점점 더
예리한 감각을 지닌 진단 전문가가 탄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간 한국에서 잘 이
루어지지 않았던 자폐증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하거나 소아정신학 분야의 전
문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자폐증 전문가로 손꼽히며 한국의 자폐증 사례를
보다 풍부하게 접하게 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 자폐증에 대한 유전적 연구는 없었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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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어요. … 현실적인 문제인
데, 초기에는 이걸 할 사람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진단검사를
직접 했어요. (연구 과정에서 자폐증의 진단을) ADOS와 ADI-R을 이용해
서 하는데, 이 검사를 하려면 아이와 1시간을 보내야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150명을 제가 다 검사했어요. 이걸 하는데 3년
이 걸렸어요. … 그리고 ADI-R 면담은 엄마랑 2-3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런 것들을 하다보니 경험이 쌓이고. … 이런저런 연구가 진행되고 출판도
되면서,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도 생기고,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도 더 많
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경험이 쌓인거죠. (진단전문가C)
이처럼 소수의 진단 전문가들은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집중
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자폐증에 영향을 받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된다. 또한,
이후 소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몇몇 전문가들에게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동들이 몰려
드는 경향 속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훨씬 더 많이 집약적으로
경험하면서 더욱 예리한 감각이 함양된다.
이러한 자폐증 전문가들의 전문가적 시각은 다른 의사들과 전문가들에게도 확
산된다. 이들 중 몇몇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일반 소아과나 소아재활학과 등 다른 분
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폐증에 대해 교육하러 다니기도 하고(진단전문가A), 자폐
증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발달장애에 관한 최신 연구들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진단전문가B). 이를 통해, '너무 (자
폐증의) 문제를 모르는' 소아과 의사들로 하여금 '더 꼼꼼히 아이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님들에게 아이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이가 '그냥 산만하거나 불안해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판단
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을 자폐증의 증상으로 '다시 보게' 해준다(진단전문가A).
또한, 동료 의사들에게 표준화된 자폐증의 진단 기법들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
해서 자폐증의 증상과 진단 방식을 배울 것을 권하기도 한다(진단전문가B).
소아재활학과 의사들 앞에서도 (자폐증에 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내 강의를 듣고 나면 자폐에 대한 인식도가 확실히 달라져요. 이전과 달
리 의사들이 더 꼼꼼히 아이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들에게 자세히 물어보
게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산만하거나 불안해서 그렇다고 보았던 애들
이, 사실은 그 아이들의 행동이 산만해서, 불안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또 RRB(restricted and repetitive behaviors,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나 특
이한 행동들에 대해서 안목을 길러주고. … 이렇게(손을 살짝 퍼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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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아래를 흐르듯이 가로지르면서) 아주 살짝 움직이는 RRB도 있어요.
이런 걸 다시 보게 해주는 거죠. (진단전문가A)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은 ADI, ADOS에 준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라
DSM-5의 진단 기준이 입각하여 내리지만, 저는 우리나라 의사들에게도
ADI, ADOS 관련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라고 권해요. 자격증을 따라는
게 아니고, 연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임상가들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런 강의를 들어보는 게 유용하다고 봐요. (진
단전문가B)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까지도 소아학 분야의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이라고 하더라
도 '자폐증'을 지닌 사람을 만난 적도, 자폐증 진단을 내려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으
며,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 역시 자폐증에 영향을 받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위 인터뷰에 드러나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몇몇 진단전문가들은 아동의 발
달 문제에 대해 다루는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들에게 자폐증에 관해 교육하는 활동
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이 나타내는 특정한 행동들에 반
응하는 감각의 네트워크에 연합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십년 남짓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폐증
에 관한 최신 역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감각은 자
폐증 역학 연구의 '중심'에서 생산된 각종 기준들과 도구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조율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폐증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의 지역에서
자폐증에 관한 임상 경험을 쌓으며 자폐증에 반응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전문가들
도 점점 늘어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폐증은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에 민감한
연합체로서의 눈을 지닌 전문가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자폐증이라는 이름으
로 '진단될 수 있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4.1.3 진단의 소비: 진단 전문성의 위계화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에 관한 전문가적 시각을 체화한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
는 동안, 그러한 전문가를 찾아가 진단을 의뢰할 소비자의 안목 역시 빠르게 구성되
었다. 불과 십 수 년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폐증 진단이 매우 드물었으며, 이는
자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물론, 자폐증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
는 부모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 특히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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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자폐증과 관련된 의료적, 교육적 서비스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주체로서 호명되
는데, 엄마는 어린 자녀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민감한' 발견자
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탈이 자폐증의 징후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임무를 지닌다(3장 참고). 본 소절에서는 자폐증 진단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어떠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
폐증 진단 분야의 전문성은 어떻게 계층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폐증을 '먼저' 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자폐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양육자
는 '계몽'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우선, 소아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교육학 등 아동의
발달 문제를 다루는 여러 전문 분과들의 전문가들에게 부모는 자폐증의 진단 시점
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이자, 자폐증에 관한 무지와 오해 때문
에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부모는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관찰자로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를 보이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
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을 임무가 있으며,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폐증에 관
해 무지하거나 자폐증 진단에 대한 부적절한 저항을 가진 것으로 문제시된다. 실제
로 자폐증은 우리 사회에서 다른 소아기 장애들에 비해 부모가 처음 문제를 인식한
시기와 진단을 받은 시기의 간극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조사되었는데, 많은 부모
들이 아이의 문제가 '자라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여겨서'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는 경
향을 보였기 때문이다(박해룡, 2014). 또한,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아이의 일탈적인 행동을 남아이기 때문에, 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해석하면서 특정 시기에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언젠가 정상
적인 발달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진단전문
가C; 행동치료사4 등). 이렇게 한국에서 부모들이 흔히 갖는다고 말해지는 자폐증에
대한 오해는 자폐증을 다루는 '합리적인' 방식, 즉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을 방해하
는 장애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들 간의 대화 속
에서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우리 사회의 담론들은 적극적으로 문제시된다. 2000년대
이후 활발히 개설된 자폐증 및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다양한 논
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폐증에 관해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관념들과 실행
들은 새롭게 도입된 자폐증에 관한 시각들과 실행들과 비교, 검토되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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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지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폐증의 진단과 치료, 일상 생활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범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진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확고한 규범이 형성되어 있다. 즉, 가능한 빨리 자폐증에 관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선배' 부모들은 어린 아동의 자폐증을 의심
하는 부모들에게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는 진단을 받으러 병원이나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는 글이 종
종 게시되는데, 이러한 게시글에 대다수의 회원들은 하루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 정
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독려한다. 또한, 어떤 부모들은 자폐증 진단을 받기 위해 전
문가를 찾아갔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진단이라는 실행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
들은 진단을 받으러 가기 전에 스스로 경험했던 불안감이나 망설임을 묘사하는 한
편, 진단을 받은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거나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실제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진단
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자폐증 진단으로 인해 받은 정
신적 충격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모에게 대다수의 회원들
은 위로를 건내는 동시에 그러한 진단이 이후 치료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한다. 이들 부모들은 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
적인 효과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이다. 북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도 부모가 자녀의 자폐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시작할 책임이 주어지는데, 전
문가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그러한 책임을 지니는 양육자로서 완수해
야 할 첫 임무로 규정되어 온 것이다.
다음으로, 어느 분과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지침이 전해지고 있다. 자폐증이 진단되어 온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치료 방식이나 치료 기관을 선택하
는 문제와 부모들이 가장 활발히 논의해 온 주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서는 아이의 자폐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어느 병원, 어느 분야, 어느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 특정한 병원의 의사가 자폐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또
진료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등이 묻고 답해진다. 또한, 종종
자신이 방문한 병원이나 전문가를 (이름의 일부를 가린 채) 거론하면서 자폐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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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단을 받는 과정에 대한 경험담을 담은 '후기' 글이 게시되기도 한다. 이렇게 특
정 분야나 병원의 전문가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게시글들
은 이후 이를 참조하는 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자폐증을 판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문
가를 찾아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부모들의 논의 가운데, 아동의 발달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분과들에 속한 전문가들 사이에 위계가 만들어진다. 분
과와 전문가에 따라 진단 소견이 달라지는 현상은 부모로 하여금 자폐증에 대한 개
별 전문가의 진단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며, 몇몇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선
택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든다. 현재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과는 소아정신과이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자폐증 전문가로 꼽히며 이들에게 진단
의뢰가 몰리고 있다. 소아정신과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은 가장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이며, 진단 후기 글 역시 몇몇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
문가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소아의
학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자폐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
선, 부모들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들은 자폐증에 대해 잘 모른다. 부모가 아이의 발
달 문제를 의심하여 소아과에 문의하거나 영유아 선별 검사에서 발달 지연이 감지
되는 경우에도, 상당수의 소아과 의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모들 사이에
서 '소아과 의사의 말만 믿고 조기 개입을 놓친' 부정적인 경험으로서 토로된다(부모
11). 한편, 부모들은 대학병원의 재활학과나 사설 아동발달센터의 전문가들은 발달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다고 보지만, 동시에 아동의 정상적인 발
달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거하여 자폐증을 더 좁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고 평가된다. 즉, 재활학과나 아동발달센터에서 자폐증이 아닌 단순 발달지연이나
다른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이라도 정상 발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거
해서 자폐증을 진단하는 소아정신과에 방문하면 자폐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들 사이에서 각 분과별로, 또 각 전문가에 따라 진단
기준과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어느 분과,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모들이 소아정신과, 특히 일부 진단 전문가들을 선호하는 경향은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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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아동 발달에 관해 가장 엄격한 잣대로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의 문제를
가려내는 전문가를 신뢰하고, 또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으로 올수록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
기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내리는 진단이 가장 신뢰되며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음
을 반영한다. 94 이러한 소수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들로의 쏠림 현상은 부모들이 아동
의 발달장애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전문가들 중 이들 전문가들의 감각에 가장 의존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을 받은 과정과 소감에 관
한 '후기' 글을 통해, 이들 전문가들이 진료실에서 부모와 아동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지, 아동의 행동이나 특징 중에 무엇을 문제시하는지 등이 인터넷 상에 기록된다.
이러한 후기 글을 읽는 또 다른 부모들은 현재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손꼽히는 의
사가 어떠한 기준으로 자폐증을 판별하는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다. 요컨대, 가장
정확한 진단을 소비할 욕구를 지닌 부모들에 의해 자폐증이라는 장애에 있어서 다
양한 분과들과 전문가들의 위계가 결정되는 한편, 부모들의 감각 역시 특정한 전문
가들의 감각과 조율되고 있는 것이다.

4.2 진단의 동역학

4.2.1 진단 기준의 작동: 진단 항목과 암묵적 지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방법을 훈련 받은 전문가들과 그러한 전문가들을 찾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
94

소아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지만, 차선책을 고
려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전문가에게 진
료를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 기다려야 하며,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검사와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도 비교적 높다. 또한, 부모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보
험과 관련된 것으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기록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분과에서의 상담
이나 진단과 달리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소아정신과의 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거나, 다른 분과나 개인 병원, 복지관,
사설 아동발달센터 등을 찾아가 '덜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차선책을 택하게 된다. 또한, 어
떤 부모들은 자녀가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스스로 겪게 될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단을 보류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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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전문가를 방문했을 때, 자폐증은 어떻게
진단되는가? 진료실에서 자폐증은 어떻게 출현하며, 자폐증에 관한 전문가의 감각은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으로 도출되는가?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전문가들이 진단의 잣대로 삼는 공식적인 기준들과 실제로 이
러한 기준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암묵적 지식,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루어
지는 여러 실험들과 대화들 속에서 전문가, 부모, 아이 사이에 맺어지는 역동적인
관계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자폐증 진단이 성문화된 기준들에 의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 자폐 과학 분야의 연구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자폐증을 판별하는 공식적인 잣
대로 삼는 것은 주로 미국정신의학협회의 DSM의 최신판에 실린 자폐증의 진단 기
준이다. 2013년에 개정판이 나와 현재 공식적으로는 DSM-5의 진단 기준이 인정되지
만, 임상 현장에서는 그 이전 버전인 DSM-IV의 진단 기준이 병행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95 DSM-IV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진단 범주들이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라는 상위 범주에 묶여 있었다. 전반적 발달장애에는 '자
폐적 장애(autistic disorder)',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레트 장애(Rett's
disorder)', '소아기 붕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PDD not otherwise specified, PDD-NOS)'의 다섯 가지 하위 범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자폐적 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 질적인 결함(qualitative impairment in social interaction)", "의사소통에서의 질적인
결함(qualitative impairments in communication)", "제한되고 반복적이며 정형화된 양식
의 행동, 관심사, 활동(restricted repetitive and stereotyped patterns of behavior, interests,
and activities)"의 세 가지 영역에서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사회성 발달, 사회적 의
사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 상징적 또는 상상적 놀이에서 3세 이전에 나타나는 지연
95

DSM-5에서는 최신판에 의거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이 DSM-IV에서 자폐성 장애를 지닌
다고 진단된 개인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DSM-IV에서 DSM-5로 개정
되는 과정에서 진단 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서 DSM-IV에서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 특히 아스퍼거 장애와 PDD-NOS의 하위 진단명을 통해서 진단을
받던 사람들 중 몇몇이 더 이상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DSM-IV의 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한
편으로는 두 개의 진단 체계가 계속해서 함께 남아있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Volkmar and
McPartla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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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비정상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APA, 2000). 이후 2013년에 5월 발표된 DSM-5
에서는 몇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DSM-IV의 전반적 발달장애에 속해 있
었던 다섯 가지 장애 중 레트장애와 소아기 붕괴성 장애는 제외되고 나머지 범주들
은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라는 하나의 진단명으로 통합되
었다. 이는 DSM-IV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자폐적 장애와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
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가 임상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DSM-5에서는 이러한 자폐성 장애들을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단일한 진단명
으로 진단을 내리되, 증상의 심각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APA, 2013). 또한, 핵심 증
상 영역은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어드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상 영역과 의사
소통의 증상 영역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이 두 영역이 '사회적 의사소
통 및 상호작용'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DSM-5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라는 증상 영역과, 제
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라는 증상 영역의 두 가지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의
미 있는 결함이 관찰되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영역에서의 진단 기준은 세 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결함이 관찰될 때 충족되는데, 각 세부 항목은 '사회·정서적 상
호교환성의 결핍',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핍', '부
모 이외의 사람과 발달 연령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함'이며,
각 세부 항목에는 예시들이 설명되어 있다. 96 다음으로, 두 번째의 진단 기준을 충
족하려면 네 가지 세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결함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각 세
부 항목은 '상동화되고 반복적인 움직임,97 사물의 사용, 또는 말', '같은 상태를 고집

96

세부 항목들에 제시된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정서적 상호교환성의 결핍: 비정상적
인 사회적 접근 및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관심사, 감정, 정서의 상호 교환과
반응이 적은 것 등에 의함)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전혀 시작하지 못하는 것까지의 범위에
걸쳐있다. (2)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핍: 잘 협응되지 않
는 언어성·비언어성 의사소통(눈 맞춤이나 신체 언어의 이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
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의 결핍)부터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전혀 없는 것까지 이에 해당한
다. (3) 부모 이외의 사람과 발달 연령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함: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상징놀이를 공유하기 어렵거나 친구
를 만들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부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까지 포함된다.

97

같은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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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또는 틀에 박힌 언어적·비언
어적 행동',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강도나 집중의 대상이
비정상적',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반응성, 또는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대해 유별난 관심' 등이며, 역시 각 세부 항목에는 예시들이 설명되어 있
다.98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현재의 다른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해를
발생시킨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수십 개의 어구들로 명시화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은 현재 자폐증이라는 질환을 판별하는 잣대로 기능하며, 임상 현장의 전
문가들은 이러한 공통된 기준을 따르며 개별 아동의 증상들이 자폐증의 진단에 맞
는지 평가하는 작업에 임한다.
이러한 임상적 진단에 사용되는 진단 기준 외에도 자폐증에 대해 평가하는 진
단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지만, 자폐증 진단을 위해 필수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사용되는 진단 도구들로는 아동에 대한 임상적 관찰
을 위해 개발된 관찰 도구로는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CARS; Schopler et al., 1988), 자폐증 진단 관찰 척도(ADOS; Lord et al., 2000) 등이 개
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유아의 다양한 측면의 사회-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척도들로
의사소통 및 상징행동 척도(CSBS; Wetherby and Prizant, 2003), 초기 사회-의사소통
척도(ESCS; Mundy et al., 1996)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로부
터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는 자폐증 진단
면담지 개정판(ADI-R; Le Couteur et al., 2003)이 있다. 이렇게 아동에 대한 관찰과 부

98

(1) 상동화되고 반복적인 움직임, 사물의 사용, 또는 말(예: 단순한 운동 상동증, 장난감을
줄 세우기, 사물을 튕기는 행동, 반향어, 또는 개인 특유의 어구 사용 등), (2) 같은 상태를
고집함,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또는 틀에 박힌 언어적·비언어
적 행동(예: 사소한 변화에 대한 극심한 불편감,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의 전환을 어려워함,
융통성 없는 사고 패턴, 인사하는 행동이 틀에 박혀 있음, 똑같은 일상 규칙을 반복해야 하
는 것,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음), (3)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강도
나 집중의 대상이 비정상적(예: 유별난 사물에 매우 강하게 애착이 되거나 몰두함, 관심사
가 매우 한정적이거나 집요함), (4)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반응성, 또
는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대해 유별난 관심(예: 통증/열감/차가운 감각에 대한 무반응이 분
명히 있음, 특정한 소리나 질감에 대해 특이한 반응을 보임 지나치게 사물의 냄새를 맡거
나 만져 봄, 불빛이나 빙글빙글 도는 물체에 대해 시각적으로 매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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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보고를 수집하는 과정을 표준화하는 여러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 자
폐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반드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
구자들은 이러한 평가 도구들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자폐증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많은 전문가에 의한 임상적 진단이며, "어떤 도구도 주의 깊은 임상적 평
가를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한다(Volkmar et al., 2005; 김붕년 등, 2017). 특히, 나
이가 어린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폐증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에서는 더더욱 임
상적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99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폐증 진단에 있어서 신뢰를 얻고 있는 소아정신의학 분
야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DSM-5의 진단 기준과 그에 기반한 전문가의 임상
적 판단이다(진단전문가A; 진단전문가B; 진단전문가C; 진단전문가D; 진단전문가
E).100 DSM의 진단 기준은 자폐증에 관여하는 의사들과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공통
의 언어"이자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로서(진단전문가C), 자폐증과 같은 정신질환
을 진단하는 것은 DSM이라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한
다"는 점에서 "특별할 것이 없다"(진단전문가B). 즉, DSM의 진단 기준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일한 기준에 기반하여 자폐증의 사례를 판별해내고 이를 전문가들 사이
에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DSM의 항목들과 같은 진단 기준이 자폐증에 관해 소통하는 공통의 언
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되는 과정
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거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폐증 전문가로 손꼽히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자폐증의 진단 과정

99

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이러한 진단 도구들을 중요하게 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
한 진단 도구들은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실제 자폐증 여부에 대한 임상적 판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나(진단전문가B), 진단 결과를 제시할 때 좀 더 객
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하거나(진단전문가A), 자폐증에 관한 임상 경
험과 연구 경험은 풍부한 연구자이지만 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진단을 내
릴 수 없을 때 임상적 판단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진단전문가D),
이러한 진단 도구들은 임상적인 관찰과 판단을 보완하는 정도로 국한되었다.
100

ICD-10도 국제적으로는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진단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나, 한국에서는

ICD는 질병 통계나 보험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신의학 분야의 교육
과 진료 과정에서는 DSM이 훨씬 빈번히 사용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폐증 진단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DSM을 진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고, 발달장애와 관련된 학회의 논의
들에서도 DSM을 기준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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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데, 이는 그때까지는 DSM의 자폐증 진단 기준이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에게
합의된 언어이자 도구로서 기능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 당시만(2000년대 중반) 해도, 의사, 캐나다 의사, 시니어 의사들이 같
이 진단하고 판결을 내리면, 그렇게 해줬는데도 엄마가 그 결과를 못 믿
어서 다른 병원 가보면 자폐가 아니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자폐가 아니라는데 왜 자폐라고 했냐고 따지는 경우
가 있었어요.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유명한 병원, 대학병원에
서 자폐 아니라고 했다고 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분
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최근 2~3년 사이
에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고 (확인하기 위해) 오는 아이들도 꽤 있고. (진단전문가D)
2000년대 중반에도 자폐증을 진단하는 언어로서 DSM-IV의 진단 기준과 여러 진단
도구들이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소아학 분야의 전문
가들 사이에서 어떤 증상들에 대해 자폐증이라는 일관된 진단명을 붙이게 하는 언
어로 작동하지 못했다. 당시 자폐증을 진단하는 것은 지금처럼 '특별할 것 없는' 자
명한 작업은 아니었는데, 한 전문가가 자폐증을 진단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
가는 자폐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즉, 당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은 동일한
방식의 진단이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공통의 언어'가 아니었던 것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자폐증 진단이 늘어나고 자폐증 진단에 대한 전문가 사이의
의견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몇 줄의 진단 기준이 모든 전문가에게 동일하
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DSM의 항목들을 비롯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은 아
동의 발달장애를 다루는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잘 알려져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활동하는 의사들은 우
리나라에서 자폐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고 평가
한다(진단전문가A; 진단전문가B 등). 이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에는 자폐증에 관
해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진단전문가B), 실제로 이들 중
몇몇은 동료 전문가들에게 자폐증의 증상과 진단 방식을 가르치는 활동이 필요하다
고 보고 그에 주력하기도 한다. 이는 아동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 분과들에 속해 있
는 '전문가'들이라도 성문화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을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들 진단 전문가들은 동료 전문가들에게 자폐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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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주는 한편,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아이가 있으
면" 일단 자신과 같이 자폐증을 진단해 본 경험이 많은 "자폐 전문의"에게 보내라
고 주문하기도 한다(진단전문가A). 아동의 발달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일지라도 자폐
증을 접해본 임상 경험의 정도에 따라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도, 그로부터 자폐증
의 증상을 포착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
반화된 문장으로 쓰여진 진단 기준과 실제로 진료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들을
연결 짓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현재 자폐증은 '자폐스펙트럼장애'라
는 용어로 불릴 정도로, 개개인이 나타내는 증상과 심각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101 DSM-5의 자폐증 진단 기준인 두 가지 범주, 즉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질적인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으로 묶
이는 증상들이 실제로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방식은 천차만별인데, 아동의 개월수와
지능, 다른 질환의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3세 미만의 어린 아
동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들도 언어 발달이나 또래 상호작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발달 경로를 보이며, 따라서 어린 아동이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보이는 행동적 특성들이 비전형적인 것인지 판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두 번째 범주의 증상들의 경우, 4세 또는 5세의 아동들에게서 명확
하게 관찰되는 반면, 어린 아동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Charman and Baird, 2002; Charman et al., 2005; Stone et al., 1999). 여기에 더해, 자폐증
은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
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학습된 전략에 의해 증상이 감춰질 수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APA, 2013),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학교 생활과 같은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압력을 겪지 않는 어린 아동이나, 자신의 증상을 '감출 수 있는' 전략을 지닌 아동에
게서 자폐증의 증상은 숨겨져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자폐증의 증상은 매우 다
양하며 때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다양한 행동들 중 자폐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을 포착해내는 전문가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101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명칭은 하나의 공통된 질환을 앓는 개개인의 증상과 장애의 정도가

마치 프리즘을 거쳐 나온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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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의 증상을 포착한다는 것은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개별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폐증을 포착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전문가란
눈 앞의 아동이 보이는 여러 일탈적인 행동들을 DSM에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증상 항목들과 대조하면서 특정한 행동들을 자폐증의 증상 항목과 적절히 연
결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DSM-5가 기준이고. … 각 항목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
하죠. 그것을 하나씩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진단을 하는 사람
의 경험, 전문성, 기간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 있죠. 경험도 다르고,
skill(기량)도 다르고, (각 월령에 맞는 발달) norm(규범)을 판단하는 능력
도 다르고. 얼마나 진단 도구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developmental
norm(발달 규범)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능
력, 또 이런 걸 얼마나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진단전
문가C)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DSM-5에 자명한 자폐증의 진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러한 항목들과 실제로 진료실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다양한 행동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 임상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손꼽히는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전문성을 자
폐증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안목'이나 '직관'으로 표현한다. 이
들 전문가들에게는 자폐증은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말해지는데, 이는 진단의 과정에
서 공식적인 진단 기준뿐 아니라 '직관'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 개인에게
체화된 감각이 중요하게 동원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폐증의) 진단 기준은, DSM-5는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
겠지만, 저는 제 임상적 경험에 기반한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 임상가의 안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문장으로 된 기준
들, 그것이 어떻게 애들한테서 표현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 거의
초진 때 90% 정도 임상적 추정 진단을 해요. 정말 애매한 경우, 아주 고
기능이거나 정말 마일드한 경우에는 유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
분은 초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임상적 진단을 내리게 되고,
엄마의 요구 정도에 따라 설명 수위를 조절합니다. (진단전문가A)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 여부는 첫 판에 다 결판나요. ... 간혹 일년에 한
두 번쯤, 너무 울어재끼는 아이는 다시 봐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첫
진료 때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이 나와요. (진단전문가B)
- 161 -

이처럼 현재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은 병원을 찾아온 아동이 자
폐증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체로 첫 진료에서, 수 분에서 수십 분 내의 관찰을 통해
서 직관적으로 판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DSM의 진단 기준의 항목들은
자폐증을 진단하는 명확한 도구로서 작동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에
기반하여 그러한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실제로 아이들에게서 어떠한 모습
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들 전문가들이 자
폐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명시화된 진단 기준뿐 아니라 전문가 자
신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내지 체화된 감각이 필요한 것이다.102
이러한 임상가의 진단 능력을 갖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폐증 사례에 대
한 풍부한 임상 경험이 꼽힌다. 이들 전문가들은 소아과학 분야에서의 훈련과 교육,
현재 학계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도구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얼마나 많이 만나 봤는지가 가장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 몇몇 전문가들은 자폐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진단해
본 경험이 적었던 시기에는 오진을 내린 적이 있다고 소회하며(진단전문가A; 진단
전문가B), 임상 경험의 양에 따라 자폐증 진단의 정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예요. … (아동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오진도 나올 수 있고. … 임상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 애매한 아스퍼거
들의 경우에는 진짜 내공이 필요하고. 저는 한국에서 (자폐증을 지닌) 애
들을 그동안 엄청 많이 봤어요. 한국 들어온 초기부터 이미 많이 봤었고.
(진단전문가B)
위 전문가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자폐증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2

암묵적 지식은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명료하게 공식화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뜻하는 말로, 문자로 표출되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
는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구분은 물리화학자이자 철
학자인 폴라니(Michael Polanyi)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는 과학 활동에서 과학 교재나 이
론에 담겨 있는 명시적 지식 외에, 과학자 개인에게 체화된 개인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Polanyi, 1958). 과학기술학 연구자 해리 콜린스(Harry M. Collins)는 이러
한 개념을 활용하여 실험이 복제되거나 과학 지식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의존해서는 전달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이 중요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
다(Collins, 197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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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임상적 진단이라고 강조되어 왔다(김붕년 등, 2017).
특히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진단에서는 전문가의 임상 경험이 더더욱 강
조된다(Charman and Baird, 2002; Chawarska et al., 2007).
한편, 일단 전문가로 알려지면 임상 경험을 쌓을 기회가 더 늘어나기도 한다.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자폐증 진단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폐증 연구들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폐증에 관한 진
단 기준과 표준화된 진단 방식을 익히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폐증을 지닌 아동
을 찾아내고 진단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단 자폐증 진단의 전문성을 대중적으로 인
정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더 자주,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자폐증 여부를 확인하려는 부모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이들 전문가들의 임상 현장은 자폐증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이들은 다시금 자
폐증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함양하며 손꼽히는 자폐증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4.2.2 사회성 실험: 전문가-아동의 상호작용
언어로 명시화된 자폐증의 진단 기준과 임상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암
묵적 지식을 매개로, 진료실에서 전문가와 아동, 그리고 부모는 실험적인 관계를 맺
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자폐증을 진단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실행으로 이
루어지는데, 첫째는 아동의 행동을 전문가가 직접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양육
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의 발달 과정이나 현재 모습에 대해 청취하는 것이다. 본 소절
에서는 먼저 첫 번째 실행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아동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
는지, 그 과정에서 아동의 '사회성'은 어떻게 생산되고, 자폐증이라는 진단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전문가는 자폐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성 실험'을 준비한다. 자폐증은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
용'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라는 두 가지 증상 영역에서의 결함으로 정
의되기 때문에, 진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 영역에서 아동이 결함을 보이는지 확
인할 수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만들어내야 한다(Charman and Stone, 2006). 진료실은
이러한 실험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장소로, 전문가는 아동에게 일종의 '사회적 압
력'(Lord et al., 2000), 또는 의사소통의 '유혹'(Wetherby and Prizant, 2003)을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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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공한 뒤,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한다.
정신과 진단이라는 건 딱 두 가지, 특별할 것은 없어요. 우선 (아이의) 행
동을 관찰하고, 내가 관찰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상황에서의 행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얻고. … 그걸 막연하게 할 수 없으니 reference(참고)의 틀
을 만들기 위해 진단 도구를 쓰는 거죠. 누군가 정해준 프로토콜에 의해
서 아이들의 행동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 아이가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norm(발달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보는 과정인 거죠. (진
단전문가C)
나는 엄마랑 아이랑 놀이를 시켜서 관찰해요, 20분 정도. 아마 이게 내가
독특한 부분일 거예요. 보다가 잘 못하는 경우는 이것도 해보라 하고 저
것도 해보라 하고 하면서, 내가 보려고 하는 소견들을 살펴보려고 노력해
요. (진단전문가B)
이처럼 진료실은 전문가에 의해 진단 기준의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능숙
하게 설정되는 곳으로, 전문가의 유도에 따라 아이의 이런저런 행동들은 '드러나
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회성 실험의 과정에서 전문가는 아동과 거리를 둔 관찰자라기보다는
아동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실험의 참여자이다. 사회성 실험의 환경은 발달심리학
과 소아정신의학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여러 지식들과 이론들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데, 아이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어떤 물건
을 다른 대상으로 상상하고 활용하는 상징놀이가 나타나는지 등 '사회적' 결함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유도된다. 103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가

103

그간의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영역에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이 보이

는 결함은 크게 공동주의(joint attention) 능력과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의 두 가지로 설명된
다. 먼저, 공동주의 능력은 특정 사물이나 사건을 향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탐지하고 따라
가려는 시도로서, 가리키기, 보여주기, 시선 추적 등이 포함되며, 어휘 발달 이전부터 나타
나는 발달 초기의 결함이기 때문에 자폐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손상으로
꼽힌다(Mundy et al., 1990). 공동주의 능력은 자폐증을 지닌 아주 어린 아동에게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관찰되는 결함이다(Charman et al., 1997; Wetherby et al., 1998; Wetherby et al., 2004).
이러한 공동주의를 시작하고 반응하는 것에서의 결함이 자폐증을 지닌 아동들로 하여금 정
서적인 상태를 나누는 능력에서의 결함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APA, 1994; Dawson et
al., 1990). 한편, 그간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게서는 상징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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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활용하는데, 전문가는 '낯선 어른'으
로서 직접 아이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심을 끌거나 과제를 주는 등 여러 가지 상황
을 꾸려 아동의 반응을 유도한다. 아이에게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만한 반
응의 양과 질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스스로 아이와 '사회
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진단 전문가와 아동이 관계 맺는 상황들이 적절한 실험이 되기 위해서
는 전문가 스스로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 전문가는
아동에게 낯선 사람인 동시에 '친절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진단 전문가는 아
동에게 흥미로운 물건을 보여주면서 반응을 유도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화된 환경이
아동에게 타인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지 여부가 진단의 신
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진단 전문가는 아동과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나이가 많은 유아들은 낯설더라도 친절한 어른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더 익숙하게 여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단 전문가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예컨대 진료실에서 아동과 자신
사이의 물리적 거리나 아동에게 주어지는 과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하며, 아동의 결
함을 관찰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Lord and Richler, 2009). 이렇게 진단
전문가는 스스로가 아동에게 '충분히 친절했는지'를 세심하게 관리하며 실험을 진행
해야 한다.10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문가와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는 자폐증
을 진단하는 실험적 증거가 된다. 진단 전문가는 낯선 어른인 자신과 아동 사이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동이 나타
내는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차원에서의 결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
이 꾸준히 보고되었는데, 이는 이들 아동이 상징이 지니는 관습적이거나 공유된 의미를 학
습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게서는 상징놀이를 비롯
하여, 몸짓, 단어, 모방, 놀이 기술의 습득 등에서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관찰된다(Wetherby et al., 2004).
104

어떤 전문가는 아이의 행동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관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진료실에서 자신과 같은 낯선 어른과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자폐증을 지
닌 아동은 물론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엄마와 아이가
놀이를 함께 하는 모습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을 선호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진단전문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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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실험적 증거가 되어 자폐증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생성하고 지지한
다.

4.2.3 부모 면담: 전문가-부모의 상호작용
진료실에서는 전문가와 아동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전문가
와 부모 사이에서도 중요한 상호작용적 관계가 맺어진다. 자폐증 진단을 위해서 전
문가는 아동에 대해 직접 관찰하는 작업에 더해, 부모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동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청취하게 된다. 부모 면담을 통해서 아동
이 과거에 어떠한 발달의 역사를 지니는지 수집한 정보는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전문가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아동
이 태어나서 신생아기와 유아기를 거치는 동안의 발달 과정, 발달 초기에 나타난 이
상 양상, 질병이나 약물을 투여한 이력, 발달 수준에 대한 이전의 평가 내용, 과거
및 현재의 치료 이력 등이 포함된다(홍강의, 2014).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부모의 보
고는 전문가가 직접 볼 수 없는 아동의 과거와 현재의 일상적인 모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아동의 초기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동의 발달 과정이 전형적인 발달 과정, 즉 발달 규범(developmental norm)에
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자폐증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근
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전문가는 부모에게 아동이 과거에 보인 행동들에 대해 상세
히 묻게 된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가 전문가에 의한 관찰과 잘 어우러지기 위해
서는, 아동을 감지하는 부모의 방식과 전문가의 방식이 유사하게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진료에서 진단 전문가와 부모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아동이 진료실 밖의 일상 생활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문가에게 보
고된다. 이 때, 전문가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부모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자폐증과 발달 규범에 관해 비전문가인 부모가 아이의 어떤 부
분을 발달에서의 문제나 일탈로 인식하고 보고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는 전문가가 부모에게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을 가르쳐준다. 전문가는 부모에
게 자폐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알려주거나 진료실에서 나타난 아동의 행동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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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 자폐증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자폐증의 증상인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면서, 전문가가 아이를 관찰하는 방식대로 부
모가 아이를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든다. 또한, 부모는 아동이 가장 상호작용적일 때
를 기준으로 전문가에게 보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진료 때 부모에게)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아이가 언어가 늦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발달이 또래에 비해 뚜렷하게 떨어질 때 세 가지로 본다고 설
명해줘요.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각각에 대해 다
설명해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언어가 늦는 것은 공통적이고, 사
회성도 공통적이고. 그 외 것으로 구분하는데,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정서
적 교감과 비언어적 상호소통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그래서 2초 이상의
눈맞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리고 쳐다볼 때도 멍하니 쳐다보
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얼굴 표정을 실어서 보느냐, 상호적인 놀이가 얼
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느냐, 상호 제스쳐나 미소 등 감정 소통, 의사
소통, 상호소통,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자폐스펙트럼장애다,
라고 설명해줘요. (진단전문가B)
이렇게 진료 시간이 결국은 부모님 교육 시간처럼 사용됩니다. … 어머니
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에
게 보고하도록 할지를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행동은 RRB다, 이런 것들. (진단전문가A)
이렇게 아동과 부모, 진단 전문가가 상호작용하는 진료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일
종의 사회성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의 행동을 자폐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교육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실험과 교육이라는 실행을
통해, 아동에게서 사회성의 결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충분히 실현되고, 부모가 그러
한 행동을 자폐증의 증상으로서 볼 수 있는 감각을 갖추었을 때, 아동에 대한 진단
전문가의 판단은 부모에게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이러한 실험
과 교육의 과정이 없더라도 진단 전문가의 권위에 의거해 진단 결과를 바로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폐증은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은 여전히 생소한 장애이며 아동
에 대한 진단 결과가 전문가별로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부모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부모가 전문가에게 얼마나 설득되었는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실험과 교육의 과정은 자폐증 진단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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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전문가의 관찰이 잘 수렴되지 않을 때가 있는
데,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실현되는 사회성과 아이와 전문가 사이의 관계에
서 실현되는 사회성이 극명하게 다른 경우에 특히 그렇다.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경
우에는 각각의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는데, 예컨대
매일 겪는 환경인 가정에서 친숙한 사람인 부모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행동이, 진료실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인 전문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부모
와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이가 보이는 모습과 낯선 어른인 전문가와의 실험적
인 관계 속에서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진단을 받는 시점에 아동의 건강이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아동의 행동이 달라지
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동이 기분이 좋고 진단 전문가에게 친밀감을 느낄 경우
전문가의 질문이나 요구에 보다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없어진 행동이 진료실에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 엄마들은 안 그러던 애
가 왜 그러냐, 왜 갑자기 진료실에 와서 몇 개월 전에 그만 둔 문 여닫기
만 하고 있느냐, 이런 건 최근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폐의 특성이예요. ... social pressure(사회적 압력)가 확 올라가는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봐야하는 거죠. 원래 RRB가 심해져요. 친밀한
환경에서는 자폐 증상이 숨겨져 있다가 이것이 social pressure(사회적 압
력)가 올라간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자폐의 특성인 거죠. (진단전문
가A)
우리 아이들(자폐증을 지닌 아이들)은 그 아이가 그날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일반 아이의 감정 변화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날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니까. 지금 진찰 받
고 있는 의사선생님은 처음에 봤을 때는 아이 혼자 검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모습과 질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충격 받을까봐 (진단 내용을) 심하게 얘길 못 했다
고 하시는데. 일 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아이의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시
면서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 돌이켜
생각해보면 병원, 치료실, 학교에서 아이에 대한 첫 평가와 나중에 평가
한 결과가 많이 달랐는데, 아이가 느끼는 낯섦에 대한 불안이 아이를 경
직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진
단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도 시간에 따라 진단이 바뀌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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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부모16)
이와 같이 아이가 실제로 보이는 모습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폐증의 증상들과 문제 행동의 종류들을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
이가 보이는 모습과 연결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아동의 '사회성'을 감지한 결과가 다
를수록, 아이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전문가의 진단 사이의 불일치가 완전히 해소되
는 것은 어려워진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의 행
동과 소통 능력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 또한 자폐증의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여전히 부모 스스로가 관찰한 아동의 다채로운 모습, 특히 '사회
적인' 모습은 전문가의 진단을 부정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모
의 평가가 이후 다른 전문가가 아이에 대해 내린 평가와 수렴할 경우에는 자폐증
진단에 대한 부모의 의구심은 앞서 받은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
로 이어지기도 한다(4.3.2절 참고).

4.2.4 진단의 조율: 진료실에서의 감정들
진단 과정뿐 아니라 진단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나 내용 역시 전문가가 단독
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문가와 아동, 부모 사이의 관계가 조율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진료실에서는 자폐증과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 대해 갖는
다양한 감정들이 분출되고 또 여러 전략들을 통해 조절된다.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
과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전문가가 아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부모를 면담함으로써 데
이터를 수집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충돌하는 감정들을 조
절하고 협상하는 작업들이 포함된다. 진단 결과는 지식이나 데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중첩되고 조율되는 가운데 구성되는 것이다(Ahmed, 2004; Swallow and
Hillman, 2019).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폐증 진단의 순간은 아동의 부모에게는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에게도 상당히 고역스러운 시간이다. 전문가가 부모에게 자녀가 자폐증을 지
닌다고 말해주는 것은 치료하기 어려운 장애를 확정적으로 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
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단의 순간이 부모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한다. 자녀가 고
치기 어려운 질환을 지녔다는 점을 깨닫는 시점에 부모가 갖게 될 실망이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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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 좋아요. 엄마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나가는 뒷모습, 그런 걸 보면 내가 이렇게 자폐 아이들을 계속 봐
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폐증 진단을 내리는 의사는) 상처를 주는,
좀 안 좋은 직업이죠. 암 선고 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폐예요. 약이 없고, 치료도 없고, 난치, 장애라는 점에서. (진단전
문가A)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폐증 검사를 받으러) 발달이 늦는 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데. 그런데 옛날에 발달이 늦다가 catch-up(만회) 하는 아이
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아이 아빠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아이의 할머
니가 하고. 그렇게 발달이 늦어도 언젠가 catch-up(만회) 할 수 있다는 고
정관념이 있어서, 부모님께 소위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들과는 여전
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어렵죠.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 정상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아직도 많이 받
아요. (진단전문가C)
이처럼 부모에게 자녀가 치료하기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또 제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즉,
진단 전문가는 진료실에서 자폐증이라는 질환을 제대로 판별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낙인된(stigmatized) 질환에 얽힌 감정과 오해를 예측하고 관리할 임무를 지
니는 것이다(Swallow and Hillman, 2019).
자폐증 진단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감정들은 현재 자폐증이라는 장애가 개념화
되는 방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현재 자폐 과학 연구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에게
자폐증은 유전적 소인을 갖는 신경발달장애로서 선천적이며 완치가 어려운 장애이
다. 자폐증은 유전자에 견고하게 기입된 생물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자와 뇌의
차원에서 개입하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완전히 치료될 수 없는 장애로
간주된다(5장 참고).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진단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자폐증 진단
은 적어도 전문가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선고'이다. 부모로부터 수집한 아동의 발달
력이나 진료실에서 관찰한 아동의 모습 등을 통해 아동이 자폐증을 지닌 것으로 진
단되었다면, 이후에 여러 증상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더라도 유전자와 뇌의 차원에서
정상인 것은 아니다.
(자폐증 진단을 하려면) 발달 히스토리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이전에 나타난 것들이 지금 없다고 해서 자폐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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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에서 20개월 때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좀 좋아졌는데 여전히 특이
해서 왔다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18개월 때 어땠는가를 열심히 물어
봐요. ... 짧은 기간이 아니라 6개월 내지 1년 정도 호명반응과 눈맞춤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48개월이 되어 눈맞춤과 호
명반응이 좋아졌다고 해도. (진단전문가A)
자폐증의 특성 자체, 즉 뇌가 가진 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치료
를 통해 이런 특성을 약화시키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진단전문가C)
이처럼 아동의 발달력과 현재 모습에서 자폐증의 증상들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나타났다면, 이후에 몇몇 증상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폐증이 아닌 것은 아니다. 어
떤 시점에 아동에게서 자폐증의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폐증은 감추어
진 것일 뿐 완치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선천적이며 완치가 어려운 장애인 자폐증을 진단했을 때 부모에게
유발되는 공포와 불안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에게 자폐증을 확정적으
로 진단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폐증 진단이 흔하게 이루어져 온 국가에서
조차 전문가에 의해 회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문가들이 아동의 부
모에게 '불필요한' 실망이나 좌절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암시한
다. 전문가들은 장애라는 소위 '종신형'을 어린 아동의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더군다나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이후 진단 결과가 오류로 밝
혀질 위험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진단 결과를 더욱 신중하게 말하게 된다. 또한 장
애 진단은 결국 치료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서비스가 적고 이러한 치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굳이 확정적인 진단을 내려야 할 동기가 줄어들기도 한다. 부모에게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이나 진단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 자체
가 어렵고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Charman and Stone, 2006).
하물며 한국에서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은 '암 선고'와 비교될 정도로 무거운 것
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폐증 진단을 내리기 전에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
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열심히 저울질하게 된다. 예컨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폐증
진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관이나 교육 제도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나, 부모가 크게 좌절한 채 아동을 치료하고 양육하는 데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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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확정적인 진단을 미루거나 부정
적인 감정들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발달장애로 대체하여 진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윤현숙(2006)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영유아를 진
단하는 부담을 낮추고 진단으로 인한 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진단을 보류하
거나 다른 발달장애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자폐증의 진단 비율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동이 '너무 어려서' 이후의 예후를
보고 진단을 내리자고 권유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박해룡, 2014).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은 자폐증 진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시도하는 것이다.
자폐증 진단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의 전략적 실행들은 몇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우선, 전문가는 진단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고려하여 진단의 시점을
다소 늦추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폐 진단 전문가
들은 초진 때 아동의 자폐증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장애 진단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진단을 내리는 시점을 연기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어머님의 성향에 맞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방어적이고 아이에 대해 자꾸
좋은 면만 말씀하시는 엄마들에게는 사실 ASD라고 확실히 말하기 힘들
어요. 수용적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너무 편하죠. … 너무 말하기 어려
운 엄마에게는 검사까지 다 한 뒤에 진단 결과를 말해드리기도 해요. 검
사 결과가 있으면 그냥 내 임상적 경험과 직관에 의한 진단이라고 설명
하는 것보다는 진단 결과를 훨씬 받아들이기 쉬울테니까. 이미 처음 만났
을 때 진단과 예후가 다 결정이 되어있지만, 보통 두 세번의 진료 이후에,
그러면 보통 7~8개월 지나있는데, 그 후에 진단 결과를 얘기해준다고 하
기도 해요. (진단전문가A)
이처럼 어떤 사례에서는 아동의 증상들이 자폐증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보다 자폐증 진단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예측하고 진단을 수용하도록
돕는 작업이 전문가에게 더욱 어렵고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 자폐증 진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문가와 부모 사이에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해지며 이를 위해 진단의 시점이 연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보다 부드럽게 제시되기도 한다. 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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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는 부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여러
해석과 설명을 덧붙이면서 진단 결과가 더 잘 수용될 수 있게 만든다. 예컨대, 자폐
증의 심각도가 낮은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은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쓰이지 않는 '아
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진단명과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 '경계'에 있다거나 '경미'하다거나 '애매'하다는 표현이 덧붙기도
한다. 105 또한,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상과 거의 유사
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기도 하고(진단전문가A), 어떤 전문가는 자신에게 자폐
증을 진단을 받았더라도 다른 곳에 가면 같은 진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거나, 전문가나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자폐증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자폐증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하기도 한다. 또한, 자폐증이라는 진단
명은 그저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름일 뿐이라며 진단명 자체가 갖는 함의가
축소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첨언을 통해 자녀가 자폐증을 지닌다고 알리면
서도, 부모가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
000교수님께서는 그냥 아주 경미한 아스퍼거(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스퍼거(관련 정보)를 읽어보면 우리 00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랬더니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아스퍼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부모9)
자폐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름일 뿐이라고 설득하기도 하고. …
또 내가 자폐 진단을 광범위하게 내리는 편이라는 얘기도 해요. 이것으로
위로 삼을 수 있게. (진단전문가A)
36개월 정도에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는 언어가 느리고 문제행동이 있지
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사소통장애라는 진단을 내리시며 조금 더 지
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8개월 때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언어장애라고 하시며 자폐성장애라고 하기엔 눈맞춤도 좋고 표정이 좋아
경미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느낌은 있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 하

105

한국에서 자폐증이라는 새로운 진단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 대해 민족지적으로 분석한

Grinker and Cho(2013)에서는 '경계성 아동(border children)'이라는 용어를 통해 자폐증 진단
에 대한 부모의 저항을 보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경
계'라는 용어의 사용 주체가 다양할 수 있으며 그것의 기능과 의미 또한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는 '경계'라는 용어가 의사에 의해서 확진의 부담
을 조절하고 부모가 장애 진단을 수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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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엔 좀 애매하다는 말을 들었고. ... 만6세쯤 찾아간 병원에서 받은 진단
은 중증자폐 성향이나 지능은 정상 범위인 고기능자폐스펙트럼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지능 점수가 많이 올랐고 아이가 정
서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좋아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는 자폐스펙트럼이지만, 이쪽 부모들 사이
에서는 경계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며, 이런 정도면 보통 다른 부모님들은
자폐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런
경우에는 (자폐)스펙트럼에서 벗어나지는 못 해도, 사회에서 그냥 잘 모
르게 묻히는 그런 정도는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16)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진단을 확정하지 않거나 진단의 결과를 훨씬 모호한 형
태로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확정적인 진단으로 인해 아동
의 변화 가능성이 제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폐증 진단이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대신 전문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의증"이라는 진단명이나 "진단은 나오겠네요"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통해서(부모11), 자폐증 진단 대신 이후 아동이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폐증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조언함으로써, 자폐증이라는 확정적인 진단을 내리지 않고도 아동에게 적절
한 추적 관찰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현재 우리 사회에
서 전문가는 자폐증 진단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줄이고 진단 결과
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의 시점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
다.106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대체 진단들과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반응성 애착장애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잘 내려지지 않는 진단이 빈번히 내려졌으며(Grinker, 2007), 비디오
증후군, 유사자폐, 경계성 자폐 등 공식적인 진단 분류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진
단명들도 끊이지 않고 회자되었다(진단전문가D). 즉, 자폐증 진단과 다른 공식적, 비
공식적 진단들이 공존했으며 오히려 다른 진단들이 자폐증 진단보다 더 우선적으로

106

물론 진단 시점이나 내용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즉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전

문가도 있다. 실제로 자폐증 진단 분야의 한 전문가는 부모들 사이에서 단호한 진단과 직
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의사라
고 비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장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처방한다는 점에서 선
호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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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고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엄마를 두 번 죽이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이
진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역적인 것을 원하고, 차라리 내 잘
못이었으면 해서, 부모님들이 이 진단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
단전문가C)
저는 그런 진단명들(반응성 애착장애, 비디오증후군 등)은 무조건 다 엄
마 탓, 환경 탓을 하는 것 같아서 불만스럽게 생각해요. 나쁜 엄마라고
비난하게 되고, 또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이렇게 원인 제공을 너무 엄마
한테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타고난 특성에 환경이 설상가상의
상황을 이중으로 제공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진단전문가A)
이는 우리 사회에 자폐증 진단을 위한 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폐증 진단을 회피하는 것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체 진단들이 자폐증에 대
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진단들이 유행한 까닭은
그저 자폐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대체 진단들은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설명력을 가지며 자폐증 진단보다 더욱 선호
되었기 때문에, 또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107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대체 진단들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전문가와
부모의 대화 속에서 자폐증의 진단 시점이나 내용이 세심하게 조율되는 작업이 그
러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폐증과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 대한 갖
가지 느낌들은 단지 진단 결과에 대한 충격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단의 속도
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자폐증 진단은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와 부모 사이
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아동 사이에 실험적인 관계

107

Grinker and Cho(2013)는 한국에서 반응성 애착장애와 같은 대체 진단이 유행한 이유로, 이

에 내제된 병인학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낙인을 배제한다는 점,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한
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대체 진단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논리적으로 보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즉, 단순히 자폐증을
진단하는 기준과 전문성의 부재를 넘어, 실제로 대체 진단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잘 수
용될 수 있었으며 많은 것을 해석해주는 설명력을 지녔기 때문에 유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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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맺어지고 이에 대한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한편으로는 전문가와 부모 사이
의 대화 속에서 아동의 과거와 현재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재현된다. 이렇게 생산된
아동에 대한 정보들에 기반하여 전문가는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
통,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의 두 가지 영역에서 발달 규범에서 얼
마나 일탈되어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자폐증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지적' 작업 외에도, 자폐증에 관해 제대로 알리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정서적' 실행(affective
practices)이 수행되며(de La Bellacasa, 2011), 이 과정에서 자폐증 진단의 시점과 내용
이 결정되는 것이다.

4.3 진단 결과의 사회적 삶

4.3.1 진단 결과의 재해석: 경쟁하는 전문성'들'
자폐증 진단을 완충하는 실행은 진료실 밖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진
료실에서 만들어진 진단 결과는 이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평가되고, 또 재구
성된다. 진료실에서 말해진 진단 결과는 이후에 부모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
기하는 과정에서, 또는 '센터 엄마들'이나 '동네 엄마들'과의 대화 속에서,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향해 작성한 '후기' 글에서, 치료사와의 상담 시간
에, 또는 다른 병원의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재진단의 과정 속에서 검토되고, 강화
되고, 때로는 비판되거나 부정되면서 그 내용과 신뢰도가 다시 구성된다. 본 소절에
서는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순환하면서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 즉 진단명의 사회적 삶(social life)을 따라가 본다(Dumit,
2003). 본 소절에서는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을 재해석하거나 해체하는 부모의 다양한
작업들이 진단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폐증의 증상과 아
동의 예후를 '관리 가능한 문제(manageable problem)'로 만들어 나가는 수리와 땜질
의 과정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Mol et al., 2011).
우선, 진단 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혹독하게 재평가되는 경우는 여러 전문가로부
터 받은 진단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도 자
폐증 진단에 대한 전문가 사이의 합의가 부족했으며, 여전히 분과에 따라, 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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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에 따라 자폐증을 판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달라서 진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는 '누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
다.
(진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도 싶었어요. 000(소아정신과의사) 이런 사
람들은 언어지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주위 엄마들이 말해서. 근데 만약
에 그게(자폐증 진단) 아니고 언어지연이라고 받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언어치료 계속 해야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놀이
치료 해야 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가서
(자폐증이) 아니라고 (진단) 받으면 좋겠죠. 근데 내 마음 편한 거 밖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은 했었는데, 한 군데 더 가
볼까 했는데 (안 갔어요). (부모9)
두 돌쯤에는 단순발달지연으로 소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1년 후에도 나
아지질 않아서 다시 갔더니 (자폐증)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6개
월부터 치료실에 다니고 있고, 올초에 장애 등록했고. ... 초반에는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 소아과, 다 다녔어요. ... 치료센
터를 운영하는 소아정신과도 찾아갔어요. 그분들은 그만큼 이런(발달장애
를 지닌) 아이들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 36개월에 (자폐증) 진단
을 받았는데. ... 막상 (병원에서) 가라고 한 치료실에서는 치료사 선생님
은 희망적인 얘길 해요. 자폐 아니라고도 하고. 누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부모1)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진단 시점과 전문가에 따라 자폐증 여부에 대해 다른 소견을
들었으며, 자폐증뿐 아니라 언어장애, 사회적의사소통장애 등 두세 개의 다른 진단
명을 받기도 했다(부모1, 6, 9, 10, 12, 16, 17 등). 진단의 불일치는 실제로 겪게 되는
경험일 뿐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예측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부모9).
또한, 공식적인 진단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미 자폐증 진단을 받은 뒤
에도 아동의 치료사로부터 자폐증이 아닌 것 같다는 소견을 듣는 등 치료 기관을
통해서 다른 진단명이나 평가를 종종 듣게 된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한 진단 시점에 전문가와 아동, 부모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 특정한 진단을 얼만큼 신뢰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폐증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다. 먼저, 진단을 내린 전문가가 얼마나 유명한지에 따라서 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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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결정된다. 자폐증 진단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폐증이 아니라는) 진단 결과를 의심하게 되거나(부모3), 동네 소아과가 아니라 우
리나라에서 자폐증에 대해 잘 아는 권위자로 알려진 전문가에게 받은 진단 결과이
기 때문에 진단 결과를 신뢰하게 된다(부모9).
근데 저도 (병원 진단을) 믿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폐증
이) 맞다 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냥 그거를 믿었을 텐데, (자폐증이) 아
니라고 했는데 보여지는 성향은 (단순한 발달지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결과를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병원을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고. (자폐
증 분야에 유명한 진단 전문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진단
결과는) 정말 손에 꼽히는 인지도 있으신 분들이 검사를 해준 게 아니니
까. (부모3)
저도 이 결과를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동네소아과였으면 아마 못 믿었
을 거예요. 그래도 000병원이라고 여기(결과지에) 찍혀 있고, 이 분이 아
스퍼거를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권위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엄마들이 만약에 (진단을) 작은
병원에서 받았으면 큰 병원 가서 다시 하잖아요. (부모9)
한편,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의 충돌이 아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진단 결과가 재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한국 부모들은 자폐증의 진단을 위
한 검사가 그저 몇 개의 질문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임의적이라고 느끼며 진단 결
과에 의구심을 갖는다. 또한, 부모는 전문가의 진단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동에 대
해 관찰한 결과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단 방식은
풍부한 임상 경험에 기반하여 자폐증에 대한 직관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들
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처음 만난 의사들이 한 순간에 관찰한 것을 통해서 판별된 자폐증 진단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자폐증을 지닌) 아이들은 굉장히 각양각색이고. 또 아이들이 그날 컨디
션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한두 번 봐서
는 알 수가 없는데. 오랫동안 봐야 알 수 있는데, 의사선생님은 한 번만
보고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부모16)
당시에는 애가 말을 안 하니까 아이에 대해서 검사를 잘 할 수가 없더라
고요. 그냥 아이의 행동만 보고 검사를 하는데, 아이를 치료사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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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잠깐 보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치료사가 아이를 보는 시간은 잠깐
이고, 주로 엄마가 설문지를 작성하잖아요. 저는 치료사가 직접 아이를
잘 관찰하고 설문지 항목을 다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
마한테 설문지를 먼저 주고 그거를 작성한 걸 토대로 해서 아이는 치료
사가 잠깐만 보고서 애가 자폐다 아니다 검사를 한 거니까, 저는 사실 기
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이긴 하죠. ... (검사자가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여러 번 봐야
지 알 거 같은데. (부모27)
위 인터뷰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부모들은 전문가가 아이를 판별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부모 자신은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그날 그날 달라지는 아이를 지
속적으로 관찰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별과 비교될 수 있
다. 특히, 진료실에서와 가정에서 판이하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들은 이러한 아동의 다채로운 모습 중 어떤 모습을 기준으로 장애의 여부와 정
도를 판별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전문가의 진단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모의 문제 제기는 일종의 전
문성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문가 진단에 대한 부모의 의구심은 단순히
자폐증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진단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라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찰 결과와 전문가의 관찰 결과의 간극, 그리고 이러한 관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전문가의 진단보다 자신이나 가족, 주위의 부모, 또는 치료
사가 아동의 장애 여부와 예후에 대해 내린 결론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기도 한다.
물론,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과 치료사나 부모가 아이와 보다 많은 시
간을 함께 보내면서 내리는 일상적 판단 사이의 저울질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
렇게 진단 결과는 여러 맥락을 거치면서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평가되고, 진료
실에서와는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재구성된다.

4.3.2 진단 결과의 폐기: 경계 넘기의 희망
여기서 더 나아가,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표면적인 차원에서, 또는 근본적
인 차원에서 폐기되기도 한다. 자폐증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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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폐' 또는 '자폐증'이라는 용어가 거의 발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으로 올
수록 자폐증에 관한 대중적 인식이 증가하고 실제로 자폐증으로 진단되는 아동들이
많아지면서 이전에 비해 자폐증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학계에서 쓰이는 중립적인 용어로 인
식되며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이 보다 완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폐증'이라는 용
어보다는 덜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많은 부모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나
그것의 줄임말인 '자스'를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폐증'이나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는 여러 이유로 말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자폐'나 '자스'라는 용어가 비교적 스스럼없이 등장하지만, 치료사와 부
모, 또는 부모들이 얼굴을 마주한 채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용어들은 빈번히 생략
된다. 한 참여자는 치료실에서 만난 부모들끼리는 '자폐'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다며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떠올렸다.
아니요. 그냥... 자폐라는 말은 안하구요. ... 저는 조기교실 하는 엄마들이
랑 친해졌어요. 몇 개월 같이 있으면서 (치료실 밖에서) 긴 시간을 대기
를 하는데, … 차나 마시러 갑시다 이래서 친해졌는데, 이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 (부모4)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나타내는 자폐증의 증상을 열거하면서도 자폐증이나 자폐
스펙트럼장애라는 명칭을 생략한 채 '진단을 받았다'거나 '성향이 있다', 또는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 등으로 자녀의 자폐증을 완곡히 표현하고, 자폐증을 지닌 아동들
을 묶는 범주로는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 '진단 받은 아이들' 등의 표현을 빈번
히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적 실천이 자폐증 진단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실행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가볍게 이루
어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몇몇 부모들이나 치료사들은 자폐증이라는 용어로 인해
혹시라도 상대편 부모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폐증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낙인이 부여된 진단명
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도 아이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자폐증이
라는 명칭을 생략하는 간단한 전략을 통해 자신과 상대를 배려하는 편이 낫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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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언어적 실천은 앞서 만들어진 진단 결과에 대해 부
모들이 신뢰와 의심을 반복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폐증이라는 진
단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한 전문가가 아동에 대해 한 번 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내
린 일시적인 결론일 수 있고, 다른 전문가나 다른 시기에는 다른 진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적인 진단명으로 아이를 지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자폐증의 진단이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확고한 구분과 불연속성에 기반하고 있는
데 반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이는 계속해서 그러한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
며, 이러한 모습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진단 결과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
한 의구심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자폐증 진단을 확정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
향을 지녔다'는 정도로 완화하여 표현하며, 여기서 자폐증의 '성향'은 이후에 그러한
증상들과 특징들이 언제든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에 대해 '자폐증'이나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진단명
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비전형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
가 자폐증 진단을 받긴 했지만 '경계에 있다', '애매하다', '전형적이지 않다' 등의 표현
을 덧붙이면서 자폐증이라고 묶이기에는 충분히 '전형적인 자폐증'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아동이 보이는 자폐증의 심각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경계'는 자폐증과 자폐증이 아닌 것 사이의 상태뿐 아니라, 자
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 경증과 중증, 자폐성 장애 1등급과 2등급, 또는 2등급과 3
등급 사이 등 다양한 상태를 지칭한다. 108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일반적인 자폐증
사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들을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예컨대 자녀가
중증의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개선되는 속도가 예외적으로 빠르다거나 사
람에게 보이는 관심이 크다는 점 등을 추가로 언급한다.

108

Grinker and Cho(2013)에서는 '경계'라는 용어가 주로 경미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에

게서 자폐증 진단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인 용어이자 특정한 아동 집단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에서는 경미한 자폐증을 지닌 아동
뿐 아니라 자폐증 진단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경계에 있다고 간주되었으며,
이는 자폐증 진단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나 거부라기보다는 치료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언어적 실천이며, 어떻게 보면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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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중중이지만 자꾸 (자폐증의) 선을 넘었다 들어왔다 하는 게 있어서
희망적이고. (아이가) 너무 갖혀있어서,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거 같지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얘가 정말 요즘은 아빠와 상호작용하고,
이모도 알아보고. (부모6)
내가 꼭 우리 애를 101등을 만들려고, 일반 애들 백명이면 101등을 만들
어야지 했는데. 요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잘 해서 70등 정도 만들고 싶
어졌어요. 근데 남편이, 너 하는 거 봐서는 101등이 아니라 한 50등을 목
표로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더라고요. ... 비언어성 학습 장애, 사회적 의
사소통 장애, 그게 좀 더 가벼운 것들이더라고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
어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만 돼도, 조금 사회성 부족한 아이 정도로.
(부모13)
진단을 통해 분류된 집단의 특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은 진단 결과를 의
심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며, 이는 자녀가 언젠가 자폐증이라는 확고한 진단에서 벗
어나거나 현재보다 덜 심각한 상태로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과 결합한다. 이러한 부
모들에게 아이는 자폐증과 자폐증이 아닌 것, 중증과 경증의 경계 등 어떤 종류의
경계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경계에서 (중증의) 자폐증으로 "발을 들이지 말고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치료와 양육에 임하는 것이다(부모13).
이렇게 진단명을 생략하거나 진단 결과의 불변성을 약화시키는 언어적 실천은
자녀의 자폐증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
정에 가깝다. 표면적으로는 자폐증 진단에 저항함으로써 자폐증 자체를 부정하는 듯
이 보이지만, 그러한 언어적 실행은 아동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폐증을 치료
하는 데 매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전문가
에 의한 진단에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이며 완치할 수 없는 장애로서의 자폐증 개념
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절망과 불안 등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자녀를 보다 적극적
으로 치료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자폐증 진단의 가장 큰 목적은 자폐증
이라는 장애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 한국에서 자폐증 진단은 오히려 치료를 위한 동력을 앗아가기도
한다. 부모들이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을 발화하지 않거나 '경계' 등의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은 진단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방지하고, 진단
명에 내재된 정상과 비정상의 확고한 구분을 무너뜨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조절하는 전략으로서, 자폐증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실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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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폐증에 관한 다양한 치료들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진단 결과는 보다 적
극적으로 폐기된다. 예컨대, 일단 자폐증 진단을 받은 뒤에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
가 '정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의사나 치료사에게 계속해서 묻는데, 이는 이들이
자녀가 치료를 통해서 확고한 진단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
을 반영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에 관한 소견이나
진단을 받은 아동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치료와 양육을 통해서 '거의 정상에 가
깝게' 나아졌다는, 소위 '희망글'이 빈번히 게시되며 많은 호응을 받는다. 이러한 희
망글은 자폐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자폐증의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발달이 지
연되었던 아이라도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에게서는 자녀의 예후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데 반해,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험에 의거해서 긍정적인 예후를 추측하고 기대함으로써 자
녀의 치료에 매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희망글을 비롯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게시글을 읽고 또 쓰면서 부모들은 자폐증의 진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절망감을 극복하고, 자폐증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4.3.3 진단과 개입의 역전: 어려운 조기 진단, 쉬운 조기 개입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질병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을 갖기 위한 부모들의 전략적 실천은 진단을 보류하는 실행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
러난다. 자폐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
모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모가 아이에게서 자폐증의 위
험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데려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모든 부모
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시점이 연기되거나 진단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자폐증을 확정적으로 진단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진단 의뢰를 연기하
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
이의 진단을 위해 자폐증 전문가를 찾아가는 길이 두렵다고 고백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또한, 어떤 회원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 나열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자폐증인지
- 183 -

여부를 묻기도 한다. 이러한 게시글들이 빈번히 올라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자폐증
을 확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폐증은 다양한 치료 방
법들을 통해서도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장애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자폐증 진단은 부
모가 아이에게 갖는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 때
문에 일부 부모들은 자폐증 확진과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부작용을 우려하여 진
단을 회피하고 진단 시점을 연기한다.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안 갔어요. [연구자: 왜 안 가셨어요?] (자폐증이)
맞다고 나올까봐요. ... (자폐성 장애) 3급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 두렵
잖아요. (자폐증 진단을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이가) 얼마나 잘 웃고 그랬었는데. (자폐증) 추정만 받은 상태에서 치
료를 하는데, 지금 (아이가) 그냥 자폐, 지적(장애), ADHD 뭐 이런 성향
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부모13)
가끔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도 자꾸 (치료 효과에 관한) 희망적인 글
들을 보게 되죠. 뭔가 저희도 동기가, 그런 쪽에(치료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생겨야 노력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아이에 대한) 장애 등
급을 받지 않은 이유가, 등급을 받으면 금전적인 도움은 좀 받을 수 있더
라도 그게 아이의 한계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될 것 같아서 안 받았어요.
(부모19)
진단이 유보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전문가에 의한 진단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분과나 전문가별로
같은 사례에 대해 진단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폐증 진단에 대한 불신
이 존재한다. 또한,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유명한 자폐증 전문가에게 확정적인 진단
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도 모호한 형태로 진단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전
문가가 부모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진단 시점이나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오
히려 일부 부모들에게는 진단 실행에 대한 회의감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자폐
증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여러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진단명에 따라서 치료의 방
향과 방법들이 설정된다기보다는 부모와 아동이 접근 가능한 치료 기관에 맞추어
치료 방법들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5장 참고). 이로써, 굳이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 때문에 진단을 보류하는 것 역시 자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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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편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자폐증을
관리하는 유일한 시작점이 아닌데, 부모가 전문가의 진단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면서
도 치료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서동수, 2018). 진단 결
과를 재해석하거나 폐기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진단의 시기를 늦추는 것 역시 확
정적인 진단으로 인해 아동에게 낙인이 부여되는 것과 그로 인해 부모가 무기력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이 될 수 있다. 자폐증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부모는 진단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서류로 어떤 증상이나 우리 아이의 신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심리적
인 충격이 있고 용기가 없어지죠. 발달 장애니까 완치되는 게 아니니까
눈높이를 낮추세요, 따라올 수 없어요, 클수록 인지적인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마음을 비우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세요, 이런 얘기를 (치
료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아이의 상태가)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고 내일 또 좋아지진다고 생각해
요. ... 결국 장애 등급을 필요에 의해서 받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떤 낙인 때문에. (부모13)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에는 낙인이 있으며, 특히 완치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은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이러한 감정들이 적
극적인 치료에 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모들은 진단 자체를 보류
한 채 자폐증의 치료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되면, 자폐증과 관련된 치료를 하고자 마음을 먹은 부모들에게는 전문가
에 의한 확정적인 진단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뿐
아니라 진단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도 치료의 방향과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확정적인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폐증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거나 실망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진단의 과정을 생략한 채 적극적으로
자녀를 치료하는 임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단을 받지 않아도) 엄마들은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느낌이 와서.
(처음에는 진단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하다가 이제는 (진단을 받으러) 가
자, 하고 소아정신과를 가요. 000(소아정신과의사), 000(소아정신과의사),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저는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또 예약했다가 취소하
고, 그러고 있어요. 어차피 치료는 계속 해야 되는 거라서. (부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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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료를 받아보니 어차피 진단은 달라도 비슷한 치료 방법을 하라
고 하니까 진단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사회
성은 떨어지고 어떤 진단을 받든 치료는 비슷하게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
고 치료 방법도 선생님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다 달라서 결국 부
모의 판단으로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
그래서 딱 진단을 받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부모16)
병원에서 일단 36개월 즈음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 때는 자폐 아님 이렇
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언어가 너무 느려가지고 검사를 해본 거였는
데, ... 검사를 했는데 (자폐증이) 아니라고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요. 근데 어쨌든 언어가 느리니까 언어를 끌어주려고 (아동발달)센터를
데리고 다니는데 센터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이를 많이 봐 온 이쪽의 전
문가가 봤을 때에는 그냥 (자폐증의) 성향이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병원에서 검사했던 결과는 엄마 설문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도 많기 때문
에 정확하지 않는 결과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주
위 다른 엄마들은 00병원 같은 데 가서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일단 센터랑도 얘기해보니까 지금 어차피 그렇게 딱 판정, 진단
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켜보자 해서.
검사 받은 게 작년 11월이었고 지금 거의 일년 되가는데, 진단은 보류하
고 마음으로는 그냥 (자폐증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의 발달
을) 끌어주고 있어요. (부모3)
위에 인용된 부모들을 비롯하여, 많은 부모들이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받지 않았거
나 심지어 자폐증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자폐
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물론, 많은 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
단과 평가를 통해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이해한 뒤에 그에 맞게 개입의 방향과 내
용을 정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은 주로 아이의 발달 문제를 부정
하면서 개입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는 부모를 겨냥한 것으로, 조기 개입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부모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으로 올수록 여러
이유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그에 앞서 치료를 시작하라는 조언
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모가 자폐증의 위험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조기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조기 진단은 부모에게도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것이지만, 조기 개입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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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자폐증이라는 진단명과 그것이 지칭하는 상태를 존재하게 하는 연합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우선,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는 아동이 나타내는 특정한 행동들
을 자폐증의 증상으로서 감지하는 '눈'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여기서 '눈'은 진
단 전문가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 진단과 관련된 지식과 진단 기준
과 도구들, 그가 이전에 만난 전문가들과 관련 학회, 연구와 임상의 현장에서 만난
아동들 등 다양한 요소들이 연합된 자폐증 진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합들이 잘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의 특정한 행동들은 자폐증으로 진단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실제로 자폐증이 진단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사회-기술적 관계들과
연합들이 맺어진다. 진료실에서는 자폐증 진단 도구들과 관련 지식을 매개로 진단
전문가와 아동, 그리고 부모 사이에 다양한 관계들이 시도되고 성취되는데, 이 과정
에서 아동의 '사회성'이 출현하고 평가되고 자폐증이라는 범주로 규정된다. 또한, 부
모와 전문가의 관계 속에서 자폐증 진단에 연관된 감정들이 관리되는 가운데 진단
의 시점이나 내용이 조절된다.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은 단지 진단 전문가가 아동에
게 '내재한' 사회성의 문제를 발견하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도구들과 지식, 전문가와 부모, 아동 사이의 관계들이 시도되고 적절히 조율되
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인 것이다.
나아가, 자폐증 진단은 진료실 밖에서의 사회-기술적 관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재협상되고 재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폐증 진단 결과의 사회적 삶을 따라가 보
는 작업을 통해, 아동과 연관된 주체들 사이에서 자폐증이라는 진단이 문제 삼
는 '사회성'을 감지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결과에 대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아동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들'이 경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진단 결과가 재구성되는 과정이 자폐증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폐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부정하거나 진단 자체를 보류하는 부
모의 실행은 자폐증에 대한 불안이나 예후에 대한 기대 등을 조절함으로써 자폐증
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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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의 실천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에 관한 각종 정보와 도구들, 점점 민감해지는 부모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이 아동에 대해 갖는 감정과 책임의 연합들 속에서 자폐증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구성되고, 자폐증 또는 그보다 더 모호한
범주인 '다른 아이'로 감지되고 지칭되는 아동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3, 4장 참고).
실제로 지난 십수 년 간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치료 기관이 생겨났으며, 점점 더 많은 아동이 자폐증
이라는 의료적 분류를 중심으로 진단되고 관리되어 왔다. 이렇게 자폐증의 실행이
증가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식별하는 실
행뿐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와 양육의 실행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의 증상을 관리하기 위
한 치료 방법들이 다양한 주체들의 실행 속에서 어떻게 권해지고, 선택되고, 또 거
부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치료와 관리의 현장에서 상연되는 다중적인 자폐증을 드러
낼 것이다.
그간 질병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에서 치료 단계에 주목하는 것은 환자의 경험
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환자는 주체로, 질병이나 의료 기술은
수용되는 대상으로서 간주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치료의 단계는 진단에
이어서 질병을 지닌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심화되는 시점으로 다루어지며(Karp,
1994),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합리성에 의거해 의료 기술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
이 중요하게 분석된다(Berg and Akrich, 2004). 이러한 논의들은 의사의 합리성과는
다른 종류의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환자가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
스를 소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을 치료하
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
에 걸쳐 일어난다. 또한, 이러한 치료와 관리와 과정에서 돌봄의 대상은 단지 환자
나 질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 지식들과 감정
들이며, 결국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이상한 우리의 몸, 그
리고 그에 연루된 모든 기술과 지식,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돌보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Leem, 2016; Mol, 2008; Wina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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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자폐증 치료의 양상과 그 속에서 상연되
는 자폐증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 치료에 연루된 다양한 행위자
들이 어떻게 연합되고 있는지 따라가 보고자 한다. 그간 자폐증에 개입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이 가운데 부모와 전문가들은 복잡한 의사 결정과 판단의 과
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
은 '증거기반실행',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등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치료
방법들의 효과를 입증하고 능률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권한다. 그러나 부모는 이러한
전문가들과는 달리 일화적 증거과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에 의거해 치료 방법을 실
행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자폐증을 관리하는 서로 다른 실
행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자폐증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동의 증상과 기능뿐 아
니라 자폐증의 치료에 관한 각종 정보들과 증거들, 불확실성과 불안,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부모로서의 책임 등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고 관리하는 것
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1 치료의 층위

5.1.1 치료의 정당화: 예후를 계산하기
지금까지 자폐증에 개입(intervention)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활
용되어 왔다. 109 여기서 개입이란 장애나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의 방향이나
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간섭하는 과정을 말
하며, 개입의 목표나 기법, 적용 분과 등의 차이에 따라 교수(teaching), 훈련
(training), 교육(education), 치료교육(therapeutic education), 치료(treatment), 재활
(rehabilitation), 요법(therapy) 등의 용어가 대신 쓰이기도 한다.110

109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는 중재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다. 일반 특수교육에서 중재라는 용

어를 교수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폐증과 관련된 치료나 교육
을 일컫기 위해서는 중재보다는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소현, 2006; 조윤경 등, 2016).
110

이러한 용어들은 일차적으로 그러한 중재법들이 연구, 개발, 적용되어 온 분과나 시행되는

기관의 관습과 여러 특징들을 반영한다. 장애 및 장애 위험을 지닌 영유아의 조기 개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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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폐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황금률은 가능한 빨리 개입을 시작하는 것
인데, 이는 발달장애로서의 자폐증 개념에 의거한다. 현재 학계에서 자폐증은 유전
적 소인에 기반한 신경발달장애로 널리 합의되어 있다. 자폐증에 관련된 유전적 소
인을 지닌 채 태어난 아동에게서 뇌 발달의 아주 초기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은 이후
다양한 발달 영역에 지장을 주어 사회성, 인지, 언어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자폐
증의 증상들로서 발현된다고 간주된다(2, 3장 참고). 이러한 총체적인 발달 개념에
의거하여,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는 가능한 빨리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
정당화된다. 이를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현재
자폐증은 18~24개월 사이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4장
참고), 자폐증의 조기개입은 이러한 진단 직후인 생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시작되는
개입을 의미한다. 111 이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개입은 장애를 지니거
나 장애 위험을 지닌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서 장애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 체계를 미리 제공하여 장애가 심
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권미경, 2016; 이소현, 2006).
이러한 조기 개입은 다양한 측면에서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고
자 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더욱 정당한 실행으로 부각된다. 우선, 자폐증을 가능
한 한 빨리 발견하고 그에 맞는 실행에 참여하는 것은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와 가
족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이점을 발휘한다고 강조된다. 여기서 제일 강조되
는 점은 조기 개입이 최적의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 조기 개입은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한 시기에 습득해야 할 발달 과업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이후

관여하는 사람들로는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와 같은 임상 영역의 의료전문가들, 각종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료사들,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등의 교육자들 등 다양한 분과의 사람
들이 있으며, 이들이 몸 담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 특정한 용어들이 선호된다.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아동 교육 관련 분과에서 개발되고 학교 등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법들은
대부분 중재나 개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교수나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병원이나 발달장애 관련 전문 기관 등에서 이루어지
는 방법들은 대부분 치료 또는 재활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11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안내에서도 조기개입을

만 2~3세에 시작되는 치료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https://autismkorea.kr/2014/bbs/board.php?bo_table=B30&wr_id=98&sca=%EC%9E%90%ED%
8F%90%EC%A4%91%EC%9E%AC%EB%B0%A9%EB%B2%95&pag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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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행동상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로써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하
게 해준다고 간주된다(NRC, 2001; Rogers and Vismara, 2008). 특히, 자폐증 및 전반적
발달장애를 지난 아동 중 5세 이전에 언어와 상징적 놀이를 발달시킨 아동이 더 나
은 예후를 보인다는 보고나(Mays and Gillon, 1993), 아동이 나이가 들수록 개입의 효
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 등(Fenske et al., 1985), 조기 개입과 그렇지 않
은 개입을 비교하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일각에는 조기개입이 성장 후
에 제공되는 중재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기개입에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었지만(Charman and
Stone, 2006),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한 증거가 없더라도 발달의 원리를 고려하면 조
기개입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조기개입의 효율성에 대한 합의는
적어도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발달의 기본
적인 원리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폐증을 지닌 개인을 가능한 빨리 선별하고 그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 전
체의 차원에서도 요구되는데, 이는 주로 장애가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효율적
으로 줄이는 것으로서 논의된다.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의료적, 비의료적 개입에 드
는 일 년간의 평균 비용이 추산되고, 이는 비자폐 아동 및 다른 정신질환을 지닌 사
람에게 드는 비용과 비교된다. 일례로, Peacock et al.(2012)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218세의 자폐증 아동 한 명을 위한 의료적, 비의료적 개입에 1년 간 평균 $40,000$60,000가 든다고 계산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의료비는 비자폐 아동의 1년 간 평균
의료비보다 4.1-6.2배 높으며, 다른 정신과 질환이 있는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도 경
제적 부담이 45% 높다고 추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폐증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적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자폐증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
에서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이것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다른 질병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하규섭 등, 2014). 또한, 정신질환 연구 개발은 투자 대비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분야라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이경숙 등, 2015). 이렇게 자폐증을 지닌 인구 집단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은 다른 질병이나 질병을 갖지 않은 인구 집단에게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개개인의 예후를 개선시킴으로
써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된다. 발달장애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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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은 개인적 차원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관리해야 가장 효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만들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자폐증에 대한 조기 개입의 유용성은 다양한 개입 방
식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입증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5.1.2 참고), 조기에 이루어지
는 집중적인 개입의 '효율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합의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폐증의 치료에 관한 몇몇 연구의 성과들은 (비록 학계에서는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 전통들과 맞물리면서 조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중적인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우선, 아동기 양육 전반에서 뇌 발달의 개념
이 점점 더 부각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에서는 1990년대 초기부터 아동 발달 관련 전문가들과 정치인의 연합 속에서 다양
한 사회적 문제들이 아동의 뇌 발달을 증진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다는 소위 '초기 3년 운동(First Three Years movement)'이 일어났다
(Thornton, 2011). 이 가운데 아동의 뇌 발달이 각종 양육 정책과 대중 담론 속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아동기의 양육은 뇌 중심의 생물학적인 용어로 재개념화되기 시작
했다. 영유아기는 뇌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의
패턴이 고착화되기 전의 시기로 강조되면서, 이 때 시작되는 조기 교육이나 조기 치
료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극대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자폐증을 비
롯한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은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으며, 특히 미국에
서는 1991년 장애인교육법에 자폐증이 독립적인 범주로 추가되면서 자폐증을 지닌
어린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
다(Grinker, 2007).

5.1.2 등급이 매겨진 치료들: 입증된 치료와 그 외의 치료들
현재까지 자폐증에 개입하는 방식들이 이루는 지형은 실로 복잡하다. 각 개입
방식에 따라 목표와 방법은 물론,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달라지고
기반 이론이나 자폐증에 대한 관점 또한 다를 때가 많다. 우선, 개입 방식의 원리와
초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
다. 첫째로, 인간관계 중심의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폐증을 사회적·정서
적 장애로 다루면서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애정이나 애착의 느낌, 소속감 등을
- 192 -

촉진시키는 훈련을 한다. 마루놀이(Floor Time), 놀이-중심의 전략(Play-oriented
Strategies), 관계 개발 중재(Relationship Development Intervention: RDI), 애완동물 치
료 등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다양한 놀이감이나 동물 등 아동이 관심을 지닐 만한
대상을 두고 치료사(또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놀이를 반
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로, 기술 중심의 치료 방법들은 특정 기술을 기능적
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학교와 기타 교육 현장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ABA),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aining, PRT), 보완대체 의사소통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ACC),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PECS), 구조화된 교수(Structured Teaching) 등이 포
함된다. 셋째로, 인지적 치료가 있는데, 이는 사고와 기타 인지적 과정이 개인의 행
동과 수행을 조정한다는 가정 하에,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수행을
감독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인지적 치료로
현재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들은 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Learning
Experiences: An Alternative Program for Preschoolers and Parents, LEAP), 인지행동교정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인지 학습 전략(Cognitive Learning Strategies), 상황
이야기(Social Stories) 등이다. 넷째로, 자폐증의 핵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경학적인 기능 이상이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신경학적 기능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시도하는 생물학적인 개입이 있으며, 여기에는 각종 약물치
료와 감각통합(Sensory Integration, SI)에 기반한 다양한 개입들이 포함된다. 현재 항
경련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제에 속하는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
되고 적용되어 온 약물들은 과잉행동이나 강박적인 행동, 공격성, 불안, 수면장애
등의 자폐증의 특정 증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손상이나 언어적 손상을 개
선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까지 없다. 감각통합에 기초한 개입으로는 청각 통합 훈련
(Auditory Integration Training)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열거한 범주들에 포함되
지 않는 치료들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칸디다(Candida) 관련 치료, 글루텐-카제인
(Gluten-Casein)을 제외한 식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Simpson, 2005).
이렇게 자폐증에 개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과학적
으로 입증되었다고 평가되는 치료 방식은 많지 않다. 현재 학계에서 그 효과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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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표적인 치료 방식은 UCLA의 심리학자였던 이바 로바스(Ivar Lovaas)의 연구팀
에

의해

1970년대에

개발된

행동

치료(behavioral

treatment

또는

behavior

modification treatment)이다. 이 연구에서는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ABA) 112 에 기반하여 개발된 행동 수정 훈련의 방법을 자폐증을 지닌 어린 아동에
게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Lovaas, 1981). 113 로바스의 연구
팀은 행동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실험군에 속한 자폐증을 지닌 4세 이하의
어린 아동 19명에게 주 40시간 이상 치료사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응용행동적 접
근 방식의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나머지 시간에도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과
사람(주로 부모) 모두가 같은 치료적 접근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행동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마련했다. 반면, 두 개로 나
눈 통제군의 아동 40명에게는 이러한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통
제군 1 집단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강도를 주 10시간 이하로 설
계했으며, 통제군 2 집단에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Lovaas, 1987).114
로바스 팀은 이러한 아동들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제공한 뒤에, 이
들에게서 나타나는 지능 지수와 학교 생활에의 적응 여부를 기준으로 치료 효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실험군이었던 자폐증을 지닌 4세 이하의 아동 19명 중 9명

112

ABA는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Ivan Pavlov)에 의해 시작된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행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향상시키거나 문
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중재전략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자폐증
의 치료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로바스의 연구와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가 ABA로 가르친 수기인 Let Me Hear Your Voice(Maurice, 1994)가 대중적
으로 유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Simpson, 2005).
113

로바스의 팀에 의해 개발된 행동 수정 훈련의 방법은 작업을 작은 개별 단계로 쪼개서 체

계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훈련함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지금은 개별
반복 시행(discrete trial training, DTT)이라고 불리며 광의의 ABA 개념 안에 하나의 교수 전
략으로 포함되어 있다.
114

이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통제군을 무작위로 먼저 정하고 그 뒤에 그에 해당하는 치료 프

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험군과 통제군에 배정할 아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 40
시간 이상 치료사와의 일대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
구 방법은 부모의 반대와 연구 윤리 문제, 연구의 실질적인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
정된 것이었으나, 이후 후속 연구들에서 방법론적인 오류로 지적되며 중점적으로 비판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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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인 범위의 지능을 나타내며 일반 학교에 진학하여 성공적으로 1학년 생활
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험군에 속한 나머지 아동들도 경미한 발달 지체만을
보였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행동 치료가 분명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반면, 두 개의 통제군에 속한 아동들은 실험 전의 테스트에서
지능 지수를 비롯한 여러 기능들이 실험군의 아동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의 아동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했고 반 이상이 심각한 발달 지체를
보였다. 이러한 실험군과 통제군의 예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자폐증이라는 질환을
지닌 아동은 결코 정상이 될 수 없다는 당대의 예측과 달리 행동 치료를 통해 지능
과 사회 적응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
다. 동시에, 이러한 증거는 매우 강도 높은 행동 치료가 없이는 자폐증의 자연스러
운 회복(spontaneous recovery)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
다(Lovaas, 1987). 이후 이러한 행동 치료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장기적으로 아동의 예후가 관찰되었다.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에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받은 아동들이 12살이 되었을 때 보
이는 적응적인 행동과 성격을 관찰함으로써, 행동 치료의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고 주장할 수 있었다(McEachin et al., 1993).
이후에도 행동적 접근을 통한 (조기) 개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증명
되었지만, 후속 연구들이 로바스의 연구팀의 결과를 완전히 '재연'한 것도, 그러한
행동 치료의 효과를 완벽히 입증한 것도 아니었다. 로바스의 연구팀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한 이래로 여러 연구자들이 로바스 팀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
기하였는데, 115 그러한 논쟁 속에서 후속 연구들에서 시행된 실험의 내용이 크게 변

115

여러 연구자들이 Lovaas(1987)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비판하였다(Gresham

and MacMillan, 1997; Schopler et al., 1989). 첫째, 아동이 실험군 또는 통제군으로 배정되는
과정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과정을 통해 무
작위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데, Lovaas(1987)의 연구에서는 해당 아동과 치
료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사가 치료 메뉴얼 대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기반하여 실험군과 통제군을 결정하였으므로 배치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실험 전, 후에 아동이 보이는 지능 및 적응 행동 등 여러 요소들을 외부 평
가자가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문제시되었다. 셋째, IQ 컷오프와 같은 선택
기준이 더 나은 예후를 나타내는 샘플을 고른 것이 될 수 있다. 넷째, 적절한 실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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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지점들이 있었다. 주요한 비판으로 로바스 팀의 치료 메뉴얼에 맞추어 동일한
실험을 재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막대한 양의 치료와 높은 전문성은 다른 전문가
들이 반복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점, 그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아동과 가
족들이 견디기에 힘겨운 것이라는 점,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 등이 제
시되었다. 116 이러한 비판은 일차적으로는 과학적 연구의 재연 가능성, 반복 가능성
을 기준으로 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치료 모형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율적으
로' 작동 가능할지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즉, 후속 연구들에서는 행동 치료 모
형의 재연성과 타당성을 높이려는 가운데, 로바스 팀과 동일한 행동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실험실과 가정에서 보다 수월하게 재연할 수 있는 행
동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춘 치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후속 연구들
에서 초기 연구보다는 덜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효과를 평가했다. 이
러한 연구들에서는 행동 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의 비용과 아동 및 가족의 스트레
스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데, 몇몇 연구들에서는 아동들이 이전보다는 적은 주당
18-25시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로바스 팀에 의해 짜여진 치료사 훈련과
치료 메뉴얼의 강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치료의 효과로 여러 영역의 지
능 지수가 개선된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나, 역시 Lovaas(1987)에 보고된 것만큼 현저
히 개선되지는 않았다(Anderson et al., 1987; Birnbrauer and Leach, 1993; Sheinkopf and
Siegel, 1998). 이후에도 여러 연구팀이 지속적으로 자폐증을 지닌 어린 아동을 대상
으로 하여 (덜) 집중적인 조기 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였
으며, 그 결과 전부는 아닐 지라도 대부분의 자폐증을 지닌 아동에게 이러한 '조기

요구되는 방대한 양의 치료와 전문성의 수준은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반복하기에는 과
도하고, 대부분의 아동과 가족들이 견디기에 너무 힘들고, 펀딩 기관들이 지원하기에는 너
무 비용이 많이 든다. 로바스 연구팀은 첫번째와 두번째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두번째
비판의 경우 심각한 결함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세번째, 네번째 비판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
였으나, 자신들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Lovaas et al., 1989; Smith et al., 1993).
116

Lovaas(1987)의 논문 말미에서 이러한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추산된다. 당시에 2년

동안 풀타임으로 특수교육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40,000불로 계산되었으며,
이것은 자폐성 장애인이 평생동안 기관에 머물기 위해 드는 직접적인 비용인 약 2백만불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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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행동적 개입(Early Intensive Behavioural Intervention, EIBI)'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Cohen et al., 2006; Kuppens and Onghena, 2012; Matson and Konst,
2013; Sallows and Graupner, 2005; Tonge et al., 2014).
그러나 이렇게 집중적인 행동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생
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충분한' 증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
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중적인 조기 행동 치료의 효과와 필요성이 대중적으로
널리 인정 받는 와중에도, 학계에서는 집중적인 행동 치료의 효과가 완전히 입증됐
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대 후반에 출
판된 자폐증 치료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조기 행동 치료
적 개입의 증거가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으며(Spreckley and Boyd, 2009;
Tonge et al., 2014), 단기적인 효과는 증명되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Matson and Konst, 2013; Matson et
al., 2012). 이러한 평가는 주로 각 연구들에서 시행된 각각의 실험 방식들과 그로부
터 도출된 결과들을 제대로 비교하고 중첩하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우선,
많은 연구들에서 학계가 요구하는 적절히 통제된 연구 방법, 즉 실험군과 통제군을
무작위로 배치하는 방식을 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각 연구들에서 대상으
로 삼은 아동의 연령대나 장애의 종류 및 심각도가 다르게 설정되었고, 더군다나 그
간 자폐증의 진단 기준이나 도구도 계속해서 변화했기 때문에 자폐증의 진단이라는
비교적 확고한 기준조차 완전히 일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실험 전과 후에
측정한 지수들도 연구마다 달랐다. 또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행동 치료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중적인 치료'의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바
뀌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의 연구들이 '같은' 실험을 했다고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폐증의 치료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
은 기준들을 조율하고 완화해야 했으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대상 논문의 수 자체가 너무 적었다. 요컨대, 학계에서 추구하는 증거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그간 개별적인 연구들에서 자폐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한
행동 치료들은 아직까지 그 효과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한 실행이라고 평가된 것이
다.
이렇게 행동치료를 비롯한 자폐증에 관한 개입 방식들의 증거를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1990년대 이후 의학 분야에서 증거기반의학(Evidence- 197 -

based Medicine, EBM)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증거기반의학을 주창하
는 학자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임상의
들에게 각종 치료 방식들에 대한 보다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Armstrong, 2007). 여기서 믿을 만한 증거는 주로 무작위 대조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다. 그 외의 증거들은 보다 낮은 수준의 증거로 간주되는데, 미국질병
예방관리본부의 분류에 따르면 전문가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개별 사례 보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이며,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환자-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위치하고, 그보다 상위로 인정되는 증거가 RCT 연구에서 도
출된 결과이다. 증거기반의학의 실행이 점점 촉구되면서, 임상의들은 이러한 RCT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의 결과물과 그에 기반한 가이
드라인에 기초하여, 다양한 치료 방식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독려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치료에
서도 증거기반실행(Evidence-based Practice, EBP)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증
거기반실행은 내담자 각각에게 행할 심리 치료를 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연구
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심리 치료를, 임상적으로 숙련된 치료자가 환자의 필요, 가
치와 선호 등의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PA, 2006).
의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의 증거기반실행에서도 증거는 주
로 RCT에서 도출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폐증 치료 분야에서 역시 이러한 증거 개
념에 근거하여 증거기반실행과 그렇지 않은 실행들이 분류되어 왔지만, 앞서 살펴보
았듯이 사실상 아직까지 증거기반실행이라고 부를 만한 치료 방식은 많지 않다. 훨
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행 효과의 입증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문헌 분석에서
는 행동 치료가 자폐증 치료 분야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권해지는 중요한 선택
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효과를 좀 더 엄격하게 입증할 것이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기반실행의 기준에서 보면, 자폐증을 대상으로 완전히 그 효과
가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은 드물며 다양한 개입 방법들이 '완벽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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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없이 실행되고 있다.117
이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개입 방식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
준들도 마련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차원에서 발달장애에 관한
개입들을 증거에 기반한 실행으로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양과 종류를 평
가하기 위해서 개입 방식들을 '효과적인(efficacious)' 것 또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
는(probably efficacious)'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였다(Chambless and
Hollon, 1998; Crits-Christoph et al., 1996). 2000년대에도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었는데,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발달장애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증거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였다(Kratochwill and Shernoff, 2003; Odom et al., 2010).
한편에서는,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개입 방법들을 분류하는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거기반실행 이외의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도 비교
적 '과학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구분하여 치료를 선택하는 과정의 합리성
을 높이고자 한다. 한국뿐 아니라 자폐증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선도
국에서도 증거기반실행 이외의 다양한 개입 방법들이 활용되는데, 이는 크게 '통상
적인

치료(traditional treatments)'와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인 치료는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 개발되고
권고되는 다양한 치료들을 느슨하게 묶어주는 용어로, 일부 학자들은 '성과가 기대
되는 실행(promising practices)' 등의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Simpson, 2005).

117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각종 치료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코크란 연합(Cochrane group)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각종 자폐증 치료 방법들에 대
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https://www.cochranelibrary.com). 이에 따르면,
현재 학계의 기준에 따라 자폐증의 각종 증상에 관해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는 몇몇 약물들과 교육 방법들이 포함된다. 여기서 약물들(risperidone, aripiprazole,
methylphenidate)은 사회적 기술이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기보다는 몇몇 문제 행동을 저
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Hirsch and Pringsheim, 2016; Jesner et al.,
2007; Sturman et al., 2017). 또한, 음악치료와 부모 매개의 조기 개입이 자폐증을 지닌 6세
이하의 어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Geretsegger et al., 2014; Oono et al., 2013), 사회적 기술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룹
치료가 6세에서 21세 사이의 자폐증을 지닌 사람에게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Reichow
et al., 2012). 그러나 이러한 치료 효과들은 몇몇 사회성 기술들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며, 보다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
든 문헌 분석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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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치료에는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개입 방식들이
지만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포함되는데, 인간관계 중심의 치료, 기
술 중심의 치료, 인지적 치료 영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과 일부 약물들을 활
용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보완대체요법은 현재 의료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권해지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부모들에 의해 선택되는 치료 방식들을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점점 더 많은
보완대체요법이 자폐증의 개입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생겨난 용어
다(AAP, 2001). 보완대체요법은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현재로서는 현대 의학에 속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이며, 보완의학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자
면 "현대 의학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가지는 제한점을 극복하거나 다
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사용되는 다른 종류의 의료 행
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붕년 등, 2017). 즉, 의사가 권하지 않았지만 환자와 보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치료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대체
요법에는 고용량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활용하는 치료, 각종 감각통합 요법, 고압산
소 치료 등이 포함되며, 시기와 장소에 따라 빈번히 사용되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와 강도는 달라진다.
현재 자폐증 분야에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처방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과학
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류된 치료의 목록을 가
지고 있다. 학계에서의 기준에 따라 치료에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자
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을 구분한다.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Bowker et al., 2011; Magiati et al., 2012). 또한, 보완대체요법이나 입증되지 않
은 치료를 선택하는 '문화적' 요인들이 활발히 발굴되면서,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전문가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된다(Mandell and Novak, 2005; Neely-Barnes and Dia, 2008; 김경민 등,
2014). 학계에서는 전문가들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거 기준에 기반한 실행,
즉 증거기반실행 내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를 권해야 한다는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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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치료의 처방

5.2.1 전문가의 처방: 교과서적 처방, 완화된 처방
현재 자폐증을 다루는 다양한 분과 학회들에서는 자폐증을 진단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부모들에게 적절한 치료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치료 권고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 기반 실행을 개별 아동의 차이를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일례
로,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마련된 2014년의 치료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시한다. 우선, 자폐증 치료는 가족이 적절히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증거 중심의 구조화된 교육적 행동적 개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택할 만한 치료적
접근으로는 증거 중심의 치료로서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첫 번
째는 행동 치료적 접근으로, 응용행동분석을 기본으로 한 조기 집중 행동 중재를 개
별적,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행동 치료적 접근을
일상 생활과 학습, 상호 의사소통, 사회 기술, 직업 기술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둘째로, 의사소통 치료 접근은 언어 재활사가 함께 개입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치료 접근은 행동 치료적 접근처럼 매우
구조화된, 개별 수준에 적합한 집중적인 개입을 가족을 포함하는 팀을 구성하여 시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Marrus et al., 2014).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치료 권고안이
학회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2007년도에 제공
한 전반적 발달장애의 한국형 치료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다. 자폐
증은 조기에 진단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특수교육과 행동 치료가 제공되
어야 한다. 또한, 자폐증을 관리하기 위해 조기의 집중적인 행동치료적 접근과 증거
기반실행을 추구할 것을 권유한다(안정숙 등, 2007).
이러한 치료 권고안과 비교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꼽히
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증거기반실행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교과서나 관련 정책에서의 치료 권고안과 거
의 유사한 정도의 치료를 권하는 교과서적인 처방이다. 이들 의사들은 효과가 입증
된 개입 방식들을 중심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그간의 연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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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었던 주 25시간 전후의 치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아동이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ABA 조기치료를
중심으로 주 25-26시간, 또는 40시간을 권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주 20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 논문에 나와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소아정신과 의사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 제가 권하는 방식은 ABA
조기치료 1일 세시간씩 주 5회, 언어치료 주 4회, 발달놀이치료 주 2회,
이렇게 주 21시간을 권해요. 나는 대부분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 방식
에 대하여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큰 대학병원들에서조차 집중적인 ABA 조기치
료에 대해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 미국에서는 오히려 나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건데. (진단전문가B)
이처럼 일부 의사들은 증거기반실행과 같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을 중심으로
조기 집중 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폐학회의 발표에서
도 이러한 교과서적인 치료 권고안이 공유되면서, 자폐증을 진단하는 시점에 부모에
게 "지금 당장 치료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미국 정신과에서 권고하고 있
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환자 가족으로 하여금 집중적인 조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서동수, 2018). 이러한 권고는 치료 효
과를 입증한 연구 논문들과 권위있는 학회에서 마련된 치료 권고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적인 치료 권고안이 학계에서 논해지고 공유됨에도 불구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권고대로 치료를 실행할 수 없다는 점
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형태의 처방을 내놓는다. 특히, 아동이 어릴 경우에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치
료 권고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처방을 제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조기진단을 해도 조기개입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
미국에는 (행동적 접근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Early Start Denvor Model도
있고, 중심축, 플로어 타임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매
우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행동적 접근에 기반한 치료
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원칙을 가지
고 아동을 돕는 것이 중요해요. 적어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집중적인 개
입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진단전문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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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치료는 언어치료와 ABA예요. 언어치료도 학파가 여러 개 있는
데 linguistic한(언어학적인) 치료가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
는 언어치료가 있는데, 후자 쪽 치료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죠. 함부로 아
무 언어치료사나 만나면 안 되고. 언어치료사를 고르는 안목에 대해서도
어머니들께 알려줘요. 치료 기관에 부탁해서 언어 치료 참관을 해서 어떻
게 치료하는지 알아보라고. (진단전문가A)
위에 인용된 내용을 통해, 현재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손꼽히는 대부분의 소아정신
과 의사들은 어떠한 치료가 학계에서 입증된 것인지, 어떠한 치료 권고안이 학계에
서 공유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
한 치료들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학계의 치료 권고안보다 다소 완화된, '조율
된' 치료 처방을 제시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의 종류는 행동치료와 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들의 목록으로 국한되지만, 치료의 강도는 우리나라의 상황,
즉 해당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고려하여 약하게 처방된다. 또, 두 돌 이하의 어린 아동의 사례에는 행동치료
대신 놀이치료나 모-아 애착치료와 같은 학계에서는 치료 효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권해지거나,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권고되
기도 한다(김붕년 등, 2017). 진단 전문가들이 보기에 조기 집중 개입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또는 기관이 있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치료를 제
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처방의 내용이 수정되
는 것이다.
이렇게 치료에 대한 처방에는 현재 치료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다. 진단 전문가가 부모에게 자녀의 자폐증이 의심된다면 강도
높은 행동 치료를 받으라는 교과서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러한 처
방대로 치료를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교과서적인 처방을 내
리기로 알려져 있는 진단전문가B은 한국에는 자폐증의 치료 분야에 '사이비 치료
사'들이 많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치료 기관을 알고 있다고 말
하며(진단전문가B), 실제로 이러한 치료 기관과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내용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특정한 치료 기관과 해당 기관에서의 치료 프로그
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합의된 치료 권고안과 거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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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교과서적인 처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학계에서 권해지고 있는
치료의 강도에 맞춰 집중적인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 효과, 즉 긍정적인 예후
를 기대할 수 있는 개입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다른 치료 기관과 직접적으
로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기관들에서 제공되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도가 낮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치료
의 종류와 강도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완화하여 권하게 되는 것이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치료에 대한 처방이 학계에서 합의된 권고안보다
완화되는 과정에서 치료 효과 자체뿐 아니라 '능률성(efficiency)', 즉 투입에 대한 산
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118 현재 우리나라에 마
련되어 있는 제도와 해당 아동이 나타내는 장애의 특징과 정도에 맞춰 치료를 처방
하는 과정에서, 개입의 종류와 강도를 적절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도가 능
률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전문가로서 어떠한 치료를 얼만큼 권해
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치
료를 권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의료적 실행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 ABA 우후죽순으로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잘 모르겠어
요. ... 예후를 고려해서, 쓸데없는 치료는 안하게끔 하려고 해요. 긍정적인
예후가 기대될 경우에는 더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것이 필
요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인데도 너무 많은 기대와 자원을 쏟아
붓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단
전문가A)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아이의 상태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치료의 종류와
강도를 조절하는 의사의 처방은 능률성, 특히 경제성(economic efficiency)에 기반하
여 치료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에 비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그

118

여기서 능률성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률성

과 이상적인 상황에서 치료가 발휘하는 효험을 의미하는 '효과(efficacy)'가 결합된 개념이
효율성(effectiveness)이다. 효율성은 이상적이지 않은 실제 상황에서 해당 치료가 작동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용어로, 일정한 자원을 투입하여 정해진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의미한다(Andrew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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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치료 방식이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아
동에게 너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권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증거기반실행과 교과서적 처방에서 각종 개입을 통해 도출되는 효과, 즉
치료의 실질적인 효험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점과 비교된다. 자폐증이라는 진단
명으로 묶이는 아동을 치료하는 증거기반실행과 이를 반영하는 교과서적 처방에서
는 치료의 효험이 입증된 방식을 그것이 입증되는 과정에서 설정된 강도와 방식에
맞춰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실행될 수
있는 치료의 가능성과 능률성에 맞춰 조율된 처방들에서는, 투자에 비해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치료 방식은 적극적으로 권해지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한 부모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능률적인' 치료를 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의료적 실행으로 간주되
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처방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율된 처방 모두에서, 치료의
종류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들이나 통상적인 치료들에 국한된다. 전문
가가 권고하는 검증된 치료 또는 통상적인 치료와 대비하여, 인터넷이나 주변 부모
로부터 효과가 있다고 소문난 보완대체요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서 문제시된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치료법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이 문제예요. ASD는
애들마다 양상이 다 다른데, 옆집에 사는 비슷한 아이의 치료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요법 등 검증 안된 것들을 너무 따라 하는 경우가 많
은 것 같아요. 각 아이에 맞게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는 곳, 성별
까지도 다 고려한. (진단전문가A)
전문가의 도움 없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아이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별하고 찾아 나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진단명에 포함되어
있는 SPECTRUM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아이마다 참으로 다양한 기능
수준, 문제 유형과 행동-정서 특성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입소
문으로 얻은 정보가 우리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김붕년
등, 2017).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인터넷이나 주변 부모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반
하여 '귀동냥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행동치료사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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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치료를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개별 아동의 특징과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폐증을 치료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문가의 진단
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의료 전문가들은 자폐증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은 이후 적절한 치료의 방향을 세우고 치료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진단의 목적은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중재의 기회
를 제공하여 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진단 과정을 통해 부모는 "부족한 부
분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중재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아이
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김붕년 등, 2017). 즉, 자폐증이라는 진단은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름"으로(진단전문가A), 이는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고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예컨대, "단순한 언어장애면 언어치료
만 열심히 받으면 되지만 자폐를 동반하여 생긴 언어 지연이라면 사회성 치료를 열
심히 해야한다"(진단전문가A). 자폐증의 증상과 수준에 맞춰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세
우기 위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전문가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과학적 정보
에 기반하여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고 실천할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것이다.

5.2.2 치료의 의미: 생물학적 질환, 불확실한 예후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자폐증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치료에 대해 갖는 부모들의 기대감을 조절하는 것에도 상당히 힘을 쏟
는다. 진료실에서 많은 부모들은 전문가로부터 신경발달장애로서의 자폐증을 치료한
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듣게 된다. 현재 우리 사
회에서 자폐증 진단 전문가로 손꼽히는 의사들은 생의학적 모형에 기반하여 자폐증
을 정의하는 한편,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개입 방식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고 설명
한다.
ASD는 neurodevelopmental disorder(신경발달장애), 뇌발달의 문제, 뇌 발
달 장애예요. 그러니까 medical disorder(의료적 장애)인데 뇌과학과 의학
의 한계로 인해서 medical treatment(의료적 치료)를 못할 뿐이예요. 즉,
약이나 수술 같은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main
stream treatment(주류 치료)는 특수교육적 접근, Behavioral approach(행동적
접근)인 거죠. (진단전문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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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것은 약이 개발되어야 돼요. … 조기에 행동적인 개입도 중요하
지만. … 생물학적인 접근, 과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 뇌의 병으로 인식
되어야, 보호자도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그게 안되면 끝까
지 부모의 잘못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천적 심장병과 같이 생
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진단전문가C)
이렇게 치료, 중재, 교육, 치료교육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자폐스
펙트럼장애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뇌과학적 이상이 발생
을 하는 것이고, 사실 눈맞춤, 한정된 관심사,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
나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죠. 의료계에서 보기에는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
료를 해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동수, 2018)
이처럼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개발된 개입 방식들은 사실상 유전자와 뇌의 차원에서
생물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폐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생의학적 모형 하에서 자폐증이라는 질환은 유전자와 신경적 결함에 의해 발
생하는 장애로서, 생물학적인 차이를 제거하는 완전한 약물이나 유전자 기반의 치료
없이는 간단히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나 회복이라는 표현
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자폐증에 대한 개입 방식
들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치료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상상이 제거된 '중재', '개입', '교육' 또는 '치료교육' 등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19
자폐증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의 치료적 접근들에 한계가 있다
는 의견은 현재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료사들에게서도 빈번히 나
타난다. '치료'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 경우에도, 현재의 치료 방식들에 대
해서 치료사로서 느끼는 한계가 상당히 자주 언급된다.
자폐는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놀
이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사회성 교육이라고 봐야되는 거죠. (놀이치료사1)

119

이러한 공식적인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들은 자폐증이라는 의료적 분류를 중

심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그에 기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의학적 질환
으로서의 자폐증 개념과 현재의 치료 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을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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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 특징은 안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상동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폐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예
를 들어 치료하기 전에 상동행동을 2000번 하던 것을 200번만 하게 만든
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폐증의 특징을 줄여가는 것. (놀이치
료사3)
일반 애들이 하얀 색이라고 쳐요. 그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자폐가
빨강이라면, 우리 애들(자폐증의 증상이 경미한 아이들)은 분홍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홍을 파스텔 분홍으로, 흰색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만 그래도 분홍인 거죠. 정상은 될 수 없어요. ... 치료를 통해 최대한 다
듬어서 잘 기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그래도 하얀색이 될 수는 없어
요. 일반 아이들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티 안 나게 하는 게 목표예요.
(행동치료사1)
인터뷰에서 나타나듯이, 각종 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치료사들에게 자폐
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정상'의 상태, 즉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목표
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의 증상들을 최대한 줄이고 완화하는 한편, 전형적인 발
달을 하는 아동들과 유사한 능력들을 갖추고 가능한 한 비슷해지기 위해 교육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의 자폐증에 대해 처음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또는
진단의 과정에서, 부모는 지속적으로 신경발달장애로서의 자폐증에 대해 알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받는다. 예컨대, 부모가 아동의 자폐증에 대해 진
단을 받는 순간이나 치료의 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에,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
하고 아이의 문제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압력
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이다.
뇌의 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결국 이 문제를 부모들이 적절히 받아들이고
개입하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모님
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곤
해요. 그러나 애착, 양육이라는 키워드로 푸는 부모님일수록 혼란스러운
기간을 오래 보내죠. (진단전문가C)
특히, 자폐증은 '뇌의 병'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으로 치료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관문으로 간주될 정도로, 치료에 대한 기대를 적절히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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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치료 방식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을 진단하는 의사들과 각종 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치료사들은 부모
에게 자폐증의 개념과 치료의 기대 효과에 관해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부모들
이 자녀의 자폐증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실제로 의사나 치료사뿐 아니라 부모들에게서도 자폐증에 관한 생의학적 모형
하에 현재의 치료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종종 드러난다. 자폐증은 '뇌
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뇌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비롯한 생물학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현재의 치료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자폐증이) 결론은 뇌가 달라서 이런 거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판단
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하고, (아이의 행동을) 바꿔주려고
(아이에게) 얘기도 계속 해요. 하지만 정말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건 갖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부
모9)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하다 보니까, 의료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줄기세포나 제대혈 이런 거 말고는 (자폐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없
는 것 같아요. ... 이게(현재 마련된 치료 방법들이) 다 겉핥기식이잖아요.
여기(머리)를 열어서 수술시키지 않고는. (부모25)
제가 느끼는 건,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없잖아요. 틱이나
ADHD 이런 것처럼 진정제, 항불안제, 이런 약을 먹어서 증상이 막 이렇
게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자폐는 사실 답이 없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
을 활발하게 해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 분명히 전문가
가 끌어낼 수 있는 게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것
도 아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 먹으면 낫는 것처럼, 언
어치료 백회 받으면 분명히 말 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13)
이렇게 부모들은 전문가들과 치료사들,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반하
여 자폐증이 뇌 발달상의 장애라는 점에서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
로 받아들인다. 자폐증은 치료에 있어서 아직 확실한 답이 없는, 겉핥기식의 간접적
인 치료 방법들밖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만성적인 장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폐증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만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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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폐증과 연관된 실행에 몸 담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서 고루 드러나며, 이는 의료 전반에 퍼져있는 생물학적 통제에 관한 확고한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폐증에 관한 생의학적 치료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유전학적, 신경생리학적 연구들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자폐
증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혀내고 궁극적인 치료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
음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학자 로즈(Nicholas Rose)는 이러한 경향을 두고 소위 '분자
적 사고방식(molecular style of thought)'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석했는데, 그에 따르면
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분자 수준의 이해가 부상하면서 의학적 실천이 효과를 거
두려면 인간의 몸에 관한 생물학적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점점 더 지
배적으로 되고 있다. 이로써 심지어 생물학적인 치료가 잘 실현되지 않는 분야에서
조차 미래에는 생물학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믿
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Rose, 2014; Rose and Abi-Rached, 2013). 자폐증에 개입
하는 실행들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분자적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폐증에 관한 생의학적 개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개입이 언젠가 가능할 것이며 또 그러한 관리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믿음이 기존의 치료 방식에 대한 사고방식 또한 변화
시키는 현상이다. 분자적 사고방식은 단지 유전학이나 신경생리학 연구와 그 속에서
만들어질 생물학적인 치료를 추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적 중재 방식들은 생물학적 치료에 비해 한계를 갖는, 보다 피
상적인 치료로 간주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폐증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식
들은 그것이 목표하는 개입의 지점이 행동적인 특성과 같은 '표면적인' 증상일수록
덜 생물학적인 개입으로, 자폐증의 '원천'에 가까운 내적표현형(endophenotype) 120 이
나 유전형을 표적으로 삼는 것일수록 더욱 생물학적인 개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Hendren, 2013; 김붕년 등, 2017). 또한 이러한 분류에 기반하여 현재 자폐증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생물학적인 질환인 자
폐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유전학과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찾아질 수 있고

120

내적표현형은 명확한 유전적 연결을 통해서 행동적 증상을 보다 안정한 표현형들로 분리

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전적 역학 분야의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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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야만 하는데, 아직은 그 해답이 찾아지지 못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5.3 치료의 선택

5.3.1 '공부하는 엄마들': 정보의 수집, 불안의 관리
이렇게 자폐증 치료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은 그것을 관리하는 특정한 방식의 실
행을 유도한다. 생의학적 모형에 기반하여 자폐증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폐증의 치료
효과가 더욱 불분명해지는 현상은 일종의 생의학적 불확실성(biomedical uncertainty)
이라고 볼 수 있는데, Sulik(2009)에 따르면 질병을 지닌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지닌 사람들은 의사와 의료 체계로부터 얻는 전문적 지식을 스스로 해석하
는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 그들의 삶, 미래, 스스로에 대한 느낌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의 태도, 믿음, 행동, 정체성을 조정하
고 나아가 삶에 대해 만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질병 정체성(illness
identity)을 확립해가는 것은 사람들이 질병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Clarke and James, 2003; Weitz, 1989). 이러한 정체성이 기술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집
약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과학적 정체성(technoscientific identity)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생의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생의학적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며 기술과학적 정체성을 개발하게 된다(Sulik, 2009).
부모들이 생물학적 질병으로서의 자폐증 개념과 이러한 자폐증에 생물학적으로
개입하는 치료 방식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듣는 과정에서, 자폐증은 점점 더 불확
실한 질병으로 느껴지고 그로부터 불안감이 증가된다. 자폐증에 관한 생의학적 개입
이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상상되는 긍정적인 예후와 현재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식들
로 권해지고 활발히 활용되는 치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불확실한 예후 사이의
간극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자폐증에 대한 불안, 혼란, 부담감 등을 발생시킨다.
(진단을 받으러 가서)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와요. ...
자폐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얘길 많이 듣는데, 부모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데 의사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절망감을 많이 줘요. 사람이 예측이
안 되면 두려워지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의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궁금한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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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언어치료, 놀이치료 해라, 이런 무책임한 설명뿐
이고. 암울했어요. 그때부터 이쪽 관련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
예요, 장애예요, 장애란 말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
기를 해요. 미래에 일반 아이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얘
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이쪽에 대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분노감이 드는 거죠. (부
모1)
일단 그런(자폐증의)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그걸 계속 가
지고 갈 건데 얼마나 좋아지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좋아지느
냐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오는 느낌이었어요. … 그게 대단한 부담감이더
라고요. 그게 과연 (치료가) 될까, 이런 느낌이 힘들었어요. ...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11)
이처럼 아이의 예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두려움, 부담감, 그리고
전문가조차 그러한 설명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
다. 특히, 위의 부모들의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는 근본적으
로 완치가 가능하지 않은 장애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상황은 그러한 불
안감과 부담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자녀가 자폐증 진단을 받았거나 자폐증의
위험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폐증과 관련된 각종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실행에 몰두하게 된다. 부모들은 자폐증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개인별로 그 정도와 방법에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폐증에 관한 지
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폐증은)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해야되는 병이예요. (자폐증에 대해 공부
를) 안 하면, 잘 모르면,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치료 받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특수교육 공
부도 해보려고요. 너무 몰라서. (부모6)
(자폐증의 치료 방법으로) 민간요법도 되게 많더라고요. 카페에서 쪽지로
정보를 얻고. ... 요즘은 000 병원에서 000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 어떤
엄마 한 분은 (아이를) 발달학교에 보내면서, 운동 따로 시키고, 식이요법
하고. (자폐증의 치료 방법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세계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각종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
를) 다 듣고. (그러한 치료를) 하든 안하든 엄마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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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한 가지로 다 같으니까. 나한테 맞는 것을 찾고. (부모2)
위 인터뷰에서 나타나듯이, 부모는 자폐증을 지닌 자녀를 치료하고 양육하는 적절한
방식들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위해 갖가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에는 자폐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이해부터 자폐증을 지
닌 아이를 치료하고 교육하는 다양한 방식들과 그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된다. 특히,
자폐증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은 "신세계"로 표현될 정
도로 이전에 몰랐던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부모2),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는 책이나 논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문적 지식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일반인들의 경험적 지식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좋은 정
보를 가려내고 부적절한 치료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마가 공부
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부모6).
자폐증의 개념과 치료 방식에 대해 배우는 것은 지적 활동인 동시에 정서적 활
동이기도 하다. 자폐증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아이의 치료와 양육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몇몇 부모들은 자폐증에 대한 공부가 불안을 줄여준다고 언급한다.
(자폐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아이가 문제행동을 했을 때 화가 나요.
근데 공부를 하면 화가 안 나더라고요. (부모6)
(치료 방법을 몰라서) 너무 힘들고 고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부터 (자폐증에 대해서) 공부해요. 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중심이
되고 제가 뭘 하지 않으면 나의 불안이 더 커지니까. 야간에 공부해요. ...
아이에게 직접 써먹기 위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나의 불안을 낮추
는 것도 중요해요. ...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의 매일 생활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되게 자극하고, 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내
관심사고, 재밌고, 좀 위안이 되고. (부모7)
부모6은 이전에는 그저 문제행동으로 보였던 아이의 행동들이 자폐증의 원인과 증
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러한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부모7은 자폐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아이에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줄어들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위안
으로 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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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상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정서적인 안정으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불안감을 관리하는 정서적 노동을 필요로 하기도 한
다. 자폐증에 관한 정보들에 맞닥뜨리는 시점에 감정적 안정을 잃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도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시금 불확
실성과 불안감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저도 요즘 사실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아
는 게 병이라고, 힘들어요. 알아서 이해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런 게 나오면 또 한 번씩 무너져요.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저런 게 있구
나 그러면서. ...

저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소설책이나 자기 전공책이면 그냥 이렇게 읽
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 얘기잖아요. 근데 (자
폐증을 지닌)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게 똑같이 써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도서관에서 하아 이렇게 한숨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아이의
특징을) 또 깨닫고, 진짜 책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부모9)
도대체 뇌 신경전달 물질이 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뇌가 전두엽이
얼마나 발달이 안되어 있고, 얼마나 감각통합이 안되고, 뭐가 안되길래,
이렇게 사소한 일상에서 무섭게 과거를 기억하고, 직전 행동을 반복하려
고 하는 걸까. 기억력이 정말 놀랍게 좋거든요. 그럼 그 놀라운 기억력으
로 내가 아이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인지적으로 발전
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한데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책이라고 해도 이론서 그런 것들은 자폐스펙트럼의 정의부
터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은 이제 볼 만큼 많이 봤는데. 논문,
이런 걸 뒤져야 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궁금한 거 많아요. (부모
13)
사실 그간 저도 아이가 다른 아이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후부터 이
런 저런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아이의 어려움을 해
결할 책이나 혁신적인 치료법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문제점은 같을
지 몰라도 원인이 다른 아이들의 각각의 특성을 교육 전문가들이 잘 파
악하고 필요한 교육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16)
부모9는 자폐증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아이
의 이모저모를 알아가는 것이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힘들
다고 토로한다. 자폐증에 관해 공부함으로써 자녀의 특징을 깨닫는 것이 아이의 치
료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엄마로서 그러한 앎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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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몇몇 부모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개별 아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은 찾기가 어렵다며 답답해하는데, 이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생산해내고 부모는 다시금 더 적절한 정보를 찾는 데 매진하게 된
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폐증이 완치가 불가능한 장애이며 확실
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수용하는 가운데 치료를 체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치료 방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몰두한다. 비슷한 경향이 우리 사회에
서 장애를 지닌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도 제시
되었는데, 일례로 구미향과 이양희(2002)는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키
우는 어머니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력형'의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
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유형에 속한 부모들은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아이의 발달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아이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
향을 보였다. 그 외의 유형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자녀의 장애를 수용한 뒤 한결 같
은 태도로 치료교육에 임하는 '현실 순응형',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
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 불안정한 정서 상태 속에서 자녀를 위한 최선의 대안
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경계선적 적응형',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실 자체에 분노를 느끼며 자신이 아이
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만족을 얻는 경향을 보이는 '상대적 만족추
구형'이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 대부분은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
망을 갖고 있으며 아이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구미
향과 이양희, 2002). 자폐증에 관한 현재의 치료가 완전한 치유를 약속하지 않더라도
치료와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명확
한 '답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공부하는 엄마'로 거듭나고 있다.

5.3.2 조기 집중 치료의 실현: 후회 없이 치료하기
아동의 치료 내용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부모는 이렇게 자폐증에 개입하
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치료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정보는 진단 전문가의 치료 처방, 치료사의 조언, 주위 부모들의 경험담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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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로부터 얻어지는데, 특히 자폐증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의사들이 제
시하는 치료 처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들이 전문가의 처방을 자폐증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여기는 경우, 둘째는 부모들이 전문가들의 처방이 개별 아동의
상태에 맞춘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로, 본 소절과 다음 소절에서 차례로 다루려
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폐증에 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에 전문가의 진단이나 그
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자폐증을
다루는 의사들은 한국의 상황이나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의 종류와 양을 제
한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자폐증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아동의 연령대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진단 전문가마다 다른 종류의 치료들이 권고되는 경우도 있
으며, 많은 경우에 치료의 지침이 부모가 만족할 만큼 체계적으로 안내되지는 않는
다. 또한, 명확한 치료 방향과 치료 방식을 안내해주는 전문가의 경우라도, 일반적
으로 부모와 전문가와의 만남은 한 번에 그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 간격을 두
고 비교적 짧은 상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 방식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 이후에도 치료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
란이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는 이러한 결정의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는다. 자폐
증에 개입하는 최적의 치료 방법도, 합의된 치료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은 혼란스러
운 상황에서, 부모들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치료 방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아이의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
내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치료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비전문가이지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책임감 때
문에 힘들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고민 많이 해요. 이
치료를 하면 좋나, 이 방법이 우리 아이한테 맞나, 엄마들끼리 얘기하고
정보 교류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전문가, 수퍼바이저가
주축이 돼서 우리 엄마들에게 치료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엄마들 얘기
에 귀기울여주고, 그렇게 서로 쌍방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부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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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내려진 후에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
는 사회적인 개입이 되게 크거든요. …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가이딩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 엄마인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다 해야 돼요. (부모14)
이처럼 많은 부모들은 자폐증을 진단하는 것에는 전문성이 있는 의사들도 치료 방
식을 명확하게 안내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폐증을 치료하는 적절한 방
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부족한 채로 자폐증에 대해 비전문가인 부모 스스로가 치료
방법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모
는 스스로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수
집하는 경로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주로 책, 논문, 학회나 워크샵, 자폐증 관련 지원
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의사나 치료사, 주변의 지인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식도 개인별로 다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거쳐가는 정보 수집의 단계들이 있다. 우선, 주로 초기에는 의사나 치료사와의 상담
시간에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자폐증과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자폐증의 개념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궁금해하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관련된
글이 다 검색이 되잖아요. 어떤 치료를 했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집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문제 행동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지, 긍정적인 행동 강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고 공부하는
거죠. ... 그리고 발달장애 관련된 책을 많이 봤어요. (부모13)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책이랑, 그냥 제가 서점에 가서 내용 보고 필요한
책 같아 보이면 봤어요. 처음엔 모르니까 쉬운 책으로, 자폐가 도대체 뭐
지? 그런 책 읽다가, 나중에는 놀이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어는
어떻게 말 해줘야 하는지 그런 책 위주로 읽었어요. ... 책은 안 본지 오래
됐어요, 이제. 책은 작년 말에만 보고요. 처음에만 엄청 보다가, 다 내용
이 아, 결론은, 결론은 그렇구나. 아이 특성을 알면 실제적인 데 필요한
책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는 부분 부분 보고,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고,
이제는 책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 000 블로그 보고 거기서 하는 것(개
입 방법)들 보고. (부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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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거(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를 굉장히 많이 읽어
봤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엄마들이 다 그 얘길 해요.
엄마들이 그 카페를 안 들어가요. 그 카페에 들어가는 게 제일 초보적인
거죠. 질문하고 센터 찾고 이런 게 제일 초보적인 거고요. 그 다음 단계
엄마들은 센터 다니면서 커뮤니티가 생기죠. ...

지금은 예비학교 커뮤니

티가 너무 좋아요. … 거기 엄마들은 다 베테랑인 거예요, 벌써. … 그 엄
마들은 이미 이런, 뭐 병원 어디 좋아, 딱 딱 나오고, 센터 어디 좋아, 딱
딱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 엄마들 모임 있다고 그러면 꼭 가
서 들어보고.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맨날 밤에 카페 보는 것보다 열
배, 백 배 더 좋은 거예요. (부모9)
이처럼 초기에는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찾아보면서 자폐증의 개념과 치료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은 치료 선택에 대한
지침이 합의되지 않은 질병으로, 이에 대해 처음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부모들의 선택과 결과를 중요하게 참조하게 된다. 이때 발달
장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선배' 부모들의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 인프라로
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9나 부모4의 말처럼,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주로 진단 전후의 단계나 치료 초기 단계에 국한된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들은 다른 경험자, 즉 '선배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의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정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여러 가지 다양
한 치료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다. 특히,
부모들은 각종 치료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는 안목이 생기기 전부터
아이의 치료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폐증의 치료에 뛰어든
초기 단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부모들은 비슷한
장애를 지닌 자녀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법을 이미 경험해 보았던 다른 부모들이 어
떤 치료법을 사용하는지, 그러한 치료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정보들을

신뢰하게

된다

(Mackintosh et al., 2005).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들이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에 비
해 주위의 다른 부모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더욱 중요하게 참조하는 이유이다. 부모
들에게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자폐증이라는 의료적 분류로 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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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 집단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자폐증의 개념과 치료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는 도움이 되지만, 개별 아동의 문제나 특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반면, 자폐증 치료에 관한 경험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자
폐증에 대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아동과 가족이 처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의 조언은 자폐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자녀의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
요해진다.
00병원을 다니면서 그룹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엄마들끼리 쉬는 시간
에 정보 교류하면서,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그러면서 치료
정보를 얻는 거예요. 엄마들의 경험담을 듣는 게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에서는 치료 정보는 거의 안 봤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냥 힘든
점 읽고, 애들 이럴 때 어때요, 이런 건 봐도. 인터넷에서 이런 치료가
좋다더라 이런 걸 보기보다는, (주위의) 경험자들의 정보를 많이 얻었던
거 같아요. 선배 엄마들. (부모7)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 아이 수준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정말 이 수준이라는 걸 잘 잡고, 중심을 잘 잡고, 끊을 건
끊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들한테 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선
생님하고 상담할 수가 없거든요. ... 어떤 수업이 필요해서 이걸 넣고, 이
건 아닌 거 같으면 얼른 끊고 자르고, 이런 걸 최종 결정은 제가 하지만,
그때 (주위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부모9)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개별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 또
그러한 치료를 실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정한 치료 기관과 치료사 등에 대한 정
보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이를 한두 번 밖에 만나본 적
이 없는 의사와 의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해 충분히 보고 들은
사람이자 비슷한 문제를 지닌 아이를 키워보고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과학적'이라는 등급이 붙은
치료에 관한 정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자폐증에 대한 생의학적 치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은 온갖 치료법들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며 정보를 수집하
는 가운데 예후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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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이가 느리고, 그래도 모든 엄마가 우리 아이가 잘 크길 바라잖
아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정말 신체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막 이렇
게 민간요법 같은 데에 혹 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귀 얇아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심정이 이해
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거기에 또 혹 해가
지고 막 또 그 쪽 정보를 찾아보고, 이 사람 만나서 상담 받아보고. (부모
3)
지난 번에 치료실에서 들으니 자연 힐링 치유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
는데, 해독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관심 있게 듣더라
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 신경쓸 여력은 없어서 열심히 듣지는 않는
데 그래도 귀는 열어두죠. 어떤 엄마는 바다에서 나는 거 절대 안 먹이는
그런 엄마도 있더라고요. ... 그리고 자폐 치료라고 인터넷에 치면 000 뜨
잖아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애를 데리고 00대학
병원에 입원해서 쫙 검사를 하고. 그 엄마는 나 오늘은 대구야, 오늘은
인천이야 그러면서, 여기 저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엄마가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들을) 다 따라하지는 않더라도 꼭 얘기는 들어봐요. (부모
6)
위에 인용된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의사나 치료사가 권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해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보이며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는 활동 자체는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 소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방법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증상을 개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5.3.3절 참고).
이처럼 자녀의 자폐증 진단을 전후로 자폐증의 치료 방식들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접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의사가 권하는 치료만 받기보다는 더 강도
높은 치료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
는 가운데 조기 집중 치료를 강조하는 담론이나 실제로 조기 집중 치료를 받고 있
는 주변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주 앉은 의사가
제시하는 소극적인 치료 처방에 만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00병원에서는 놀이치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놀이치료를 받
으라 하셔서 놀이치료만 하다가. 제가 그때부터 막 책을 읽었는데, 놀이
치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놀이치료 하고, 감통(감각통합치료)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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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어치료 시작한 게 다 10월 말쯤부터 했어요. (부모4)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22개월), 의사선생님이 특별히 어떤 치료를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기질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발달 촉
진이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게 좋다, 뭐 놀이치료 같은 거 하면 좋다고 했
어요. 왜냐면 언어치료를 하기엔 너무 어렸거든요. ... 근데 그냥 많이 했
어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도 할 수는 있으니까. 물론 그 기법을 다 쓰기
엔 너무 어리지만, (치료사에게) 일단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음악이나 미술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해달라
고 해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했고.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복지관에
서 많이 했고요. (부모11)
옆에 엄마들이 하는 거 보고 많이들 (치료를) 추가하죠. 언어(치료)도 추
가하고 뭐도 추가하고. 토요일도 시키고 싶어 하고. 우리 아이들은 토요
일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뇌를 운동해줘야 하거든요. 끊임없이
시냅스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길(신경 회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도 시키고 싶은데 선생님이 없어요. (부모18)
그 당시에는 그냥 안 하는 거 보다는 낫겠지 해서 언어 센터를 주 1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때 병원에서 매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도 많은데
주 3회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횟수 늘려가지고 지금
여덟 번까지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

나중에 후회할까봐. 인지(치료),

언어(치료), 감통(감각통합치료), 이렇게 합해서 여덟 번 다니고. (부모3)
위의 부모들처럼, 많은 부모들은 의사가 권하는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들을 추가
로 실행한다. 책이나 인터넷 검색, 치료사의 조언, 주위 부모들의 조언 등을 통해
알게 된 치료들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치료 방식들에 관한 한, 의사보다는
비슷한 아동을 키우며 여러 치료를 직접 시도해 본 부모들이나 자폐증을 지닌 아동
을 계속해서 만나며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치료사들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자폐증의 치료에 관한 의사의 개괄적인 처방이나 다소 소극적인 처방에 기초하
여 알기 어려운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해, 부모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치료해 본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
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한 각종 정보에 더해, 조기 개입의 시기를 놓쳤다
는 불안감은 보다 강도 높은 치료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러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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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기 집중 치료의 필요성은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그에 반해 조기 집중 치료
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발달의 적기,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만성적으로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부모는 조기 개입의 '황금기'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3.3.1절 참고),
가능한 빨리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다.
(치료를 받는 양을 기준으로 볼 때) 상 중에 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데
(발달학교) 기본으로 다니고. 이거 끝난 후에 오후에는 센터, ABA 치료
센터 같은 곳, 고액이죠. 그런 곳에서 두세 시간 기본으로 받고. 또 그거
끝나면 집에 치료사 불러가지고 레슨시키고. ...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연간 이 돈을 쓰는데, 이게 단지 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
니까. 취학 전에 쏟아붇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황금기이기도 하고. 사
실 제대로 된 황금기는 세 살 전이고요, 그 다음 황금기가 여섯 살 전,
그리고 그거 놓치고 나면 열 살까지라고 하는데. 그때를 놓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부모18)
5세 이전에 해야된다고 써있어요, 책에. 말랑말랑할 때 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몇배의 노력을 해도 변하기 힘들어요. ... 진짜 나인 투 나인으로
돌렸어요. 원하는 만큼 해보자 싶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5세 이전에는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린 아이들 엄
마들한테, 돈 없으면 꿔서라도 올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부모20)
위의 인터뷰에 나타나듯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자폐증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일단 발달의 '황
금기'나 뇌가 '말랑말랑'한 시기가 지나면 몇 배의 노력을 해도 변하기 힘들 정도로
치료의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에 부모는 다양한 치료 방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집중적인 치료가 증거기반실행만으로 구
성되기는 어렵다. 집중적인 치료를 실행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와 열망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과학적인 개입 방법들로 구성된 집중적인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기에는 그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훈련된 전
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실제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국가
에서 마련되어 있는 지원책인 바우처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적
절한 치료 기관이 거의 없고 그마저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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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김경민 등, 2014; 이주영 등, 2017). 수도권에서, 주로 몇몇 병원을 중심으로 제
공되는 치료 프로그램들이 치료 권고안에서 제안하는 집중적인 조기 개입을 치료
강도와 치료 내용 면에서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었지만(이주영 등, 2017), 이러한 병
원 중심의 조기 집중 치료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숫자는 전체 자폐증
인구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다.121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권해지는 집중적인 조기 개입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치료들이 우리나라의 조기 집중 치료를 구성하게 된다. 김경민 등(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
술치료, 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를 포함하는 교육-행동 요법과 약물 치료, 그리고 한
약, 비타민 요법, 청각통합요법을 포함하는 보완대체요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시
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개입의 양상은 치료 권고안이나 교과서적인 처방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치료 권고안과 치료 인프라 사이의 간극, 그리고 조기 집중 치
료에 대한 욕구와 실제 실현 가능한 치료 사이의 간극 사이에서 부모들은 전문가들
이 권하는 것과는 다른 치료법들로 집중적인 치료를 실행하게 된다. 이처럼 여러 경
로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반하여 다양한 치료 방식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면서 소
위 '백화점식 치료'가 만들어진다(행동치료사7). 이러한 백화점식 치료는 집중 치료
에 대한 부모의 열망과 책임감은 강한 데 비해 이러한 치료를 받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한국식' 조기 집중 치료라고 볼 수 있다.

5.3.3 맞춤 치료의 실현: 다양한 아이, 다양한 치료
자폐증에 대한 '백화점식' 치료의 네트워크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가 갖
는 불안감이나 조기 집중 치료에 대한 열망뿐 아니라 부모가 각종 치료 방법을 선
택하기 위해 증거로 삼는 다양한 정보들로 구성된 것이다. 부모들은 전문가가 권하
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방법이나 통상적인 치료 방법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보
완대체요법을 시도하면서 조기 집중 치료를 실천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선택들은 현

121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데,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곳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자폐증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폐증을 치료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Jacobson and
Mulick, 2000; Newschaffer and Curr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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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모와 아동의 관계 속에서 자폐증의 치료 효과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평가되
고 있는지, 달리 말해서 실제로 자폐증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
부모들이 각종 자폐증의 치료 방법들의 효과 또는 기대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
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에게는 개별 아동의 자폐증이 결코 하나
의 범주로 묶일 수 없는 다양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부모
들이 현재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의 처방이 개별 아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
지 않는 '판에 박힌' 처방이라고 비판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들 부모들에게는 자
폐증이라는 의료적 분류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치료 방법을 처방하는
것은 개별 아동마다 달리 나타나는 증상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불만스럽다.
영양제를 뭘 먹여라, ... 막 이런 거 주워 들어서 먹이고. 각성을 떨어지게
하려면 마그네슘을 먹여라. 엄마들이 치료사고 의사예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보면, 000 소아정신과 유명하잖아요. 근데 처방 내용은 똑같아요.
애들은 다 다를텐데. 이십 분씩 여섯 번 집 안에서 상호작용 해야 되고,
학습 하지 말고, 바깥 놀이 삼십 분만 하고. (부모13)
물론 이러한 부모들의 비판과 불만은 의사들의 치료 처방이 개별 아동에 맞추어 제
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곧바로 뜻한다기보다는, 학계의 원칙에 기반하여 치료 방향과
종류를 안내하는 의사와 개별 아동의 특성에 꼭 맞춘 구체적인 치료 방식이 제시되
기를 원하는 부모 사이의 입장 차이를 반영한다. 의사들도 개별 아동의 기능 수준과
행동 특성, 심지어 성별과 사는 곳까지 고려하여 개별 아동에게 맞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안내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치료의 방향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아동의 특
성이나 문제, 장애의 심각도가 바뀔 경우 계속해서 수정된다(진단전문가A). 그러나
자폐증이라는 의료적 분류를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몇 치료 방식에 국한하
여 치료의 명칭과 횟수로 표현되는 치료 처방은 여전히 부모에게는 개별 아동의 다
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은 부모들에게 자폐증을 지닌 개별 아동은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으
로 묶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닌 존재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간 자폐
증을 지닌 사람들의 다양성은 학계에서도, 또 대중적 담론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자폐증의 증상과 심각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그간 자폐증이라는
질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처럼 부각되어 왔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공식적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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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도 이를 반영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
가 자폐증을 지닌 아동들 사이에서도 '예외적'이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한다. 대부
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과도 다르지만 '전형적
인' 자폐증을 지닌 아동과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아
스퍼거증후군'이나 '경계성 아동'이라는 공식적인 진단명이 아닌 범주로 불리는, 즉
자폐증의 범주에 속하지만 지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때때로 자폐증과 정상의 경계에
있다고 간주되는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설명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의 지능
이나 기능 수준이 자폐증과 정상의 경계를 넘나든다고 해석하는 것뿐 아니라, 자폐
증을 지닌 아동 개개인 모두가 구체적인 행동 특성이나 성격, 지능, 욕구 등이 전부
다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녀의 예외성과 비전형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
다(4장 참고).
이렇게 자폐증을 지닌 아동들은 부모와 개별 아동의 관계 속에서 자폐증이라는
의료적 분류에서 상정하는 전형적인 증상과 특성에서 벗어나는 존재이며, 이는 특정
한 치료법이 각각의 아동에게 전혀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다.
우리 아이는 (자폐증 관련) 책을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백명이면 백명이 다 달라서. ... 그래서 기존의 의사들은
굉장히 터부시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잘 맞을 수가
있어요. ...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청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 이런
아이는 그 감각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면, 의사나 치료실에서는 자기 영역만 알고, 자기가 모르는 건 하지 말라
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쟤 청각과민이 있는데, 치료사가 그 엄마가
000(청각 치료)를 끝까지 못하게 하면서 아이를 계속 고통 속에 있게 하
는 거죠. (부모17)
각 애들한테 맞는 치료가 있는 거 같아요. 애들이 다 달라가지고. ABA가
맞는 친구는 ABA 하면 급속도로 좋아지고, 언어(치료)가 맞을 수도 있고,
고압산소(치료)도 맞는 애들이 있고. 운동이 맞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자기
애를 잘 판단해가지고 치료를 잘 골라서 해야죠. ... 병원을 믿으면 안 되
고, 병원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느낌이 제일
중요한데. (부모24)
(치료사를 선택할 때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신 선생님을 추천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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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금 아이들 보다 보면 똑같이 자폐 2급인데, 나
이 똑같고, 아스퍼거라고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거
든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발달장애인의 차이보다, 발달장애인 간의, 똑같
은 명칭, 진단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간의 차이가 더 커요.
정상인과 발달장애인 사이의 차이보다 (발달장애인 사이의 차이가) 더 커
서, 이런 아이들 위주로 보신 분이 아무래도 이런 타입의 아이들을 잘 알
고. 레벨업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그냥 제 직관이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니예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아
이들이 다양해서. (부모10)
부모들이 보기에 자폐증이라는 같은 진단명으로 묶여있는 아이들이라도 그들이 지
니는 각기 다른 증상과 특징에 대응하여 치료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며, 이렇게 볼 때 비슷한 치료 방식들로 구성된 천편일률적인 전혀 다른 증상과 특
징을 갖는 아이들에게 동일한 치료가 권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
가된다. 또한 부모10처럼 동일한 치료 분야에 있는 치료사들 중에서도 자폐증을 지
닌 아동 중 자녀와 비슷한 증상과 특성을 보이는 아동을 다루어 본 치료사를 선호
할 정도로, 자폐증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인 아동들에 대한 치료는 항상 개별 아동
의 특성에 맞춰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부모들이 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하여 치료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실행과 크게 구분되는 지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로,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의 유무를 기준으로 치료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
는 전문가들과 달리, 부모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일지라도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면 시도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주위 부모들로부터 얻은 정보
에 기반하여 자폐증의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확고한
증거에 기반한 실행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에 기반한 치료 실행이라며 우려한다.
자폐증의 진단과 치료 분야의 의사들과 치료사들이 자폐증에 능률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참조해야 한다고 보는 근거는 과학적 증거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동이라
는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식과 강도를 택할
것이 권고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확고한 증거가 마련된 치료의 종
류는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그러한 증거기반실행만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5.3.2절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다른 부모들이
제시하는 일화적 증거, 즉 개인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에 의존하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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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추측한다.122
(이 보완대체요법을 통해서) 자폐 판정 받은 애도 일반 아이가 된 경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도 믿고 가
야죠. 어쨌든 (발달)센터를 데리고 다니고 있고 (아이의 발달을) 끌어주고
는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추가로 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3)
000 내과 글루텐프리(식단 요법)를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별로 효과
가 있어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걸 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 애가 괜
찮아지는 게 보이면 저도 하려고요. 브로콜리는 실제로 한 사람이 (효과
가 있다고) 말 하니까 혹 하긴 혹 해요. (부모15)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닥 (보완대체요법까지는 시도하고 싶지 않아요). 물
론 절박한 마음이고, 그걸로 효과를 보는 애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애
들이 예민함이 있으니까, 그런 특정한 예민함을 자극하거나 낮춰주거나
하면 달라질 수는 있기는 있겠죠.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그만큼의 가성
비가 있나 싶어요. 검증되지 않는 거에 그만큼의 돈을 들이기에는, 검증
된 쪽에 돈을 들이는 게 안 나은가요? …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을
시도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효과 봤다는 경험적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
요. 그래서 만약에 해봐서 우리애가 효과를 보면 사실 그만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부모11)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례
가 주위에 있을 경우, 부모들은 그러한 치료 방식에 대해 보다 신뢰하고 시도를 할
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또한, 부모11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는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치료에 대한 경험적인 사례들을 근거
로 삼아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자폐증에 관한 전문가들이
주로 과학적 증거만을 증거기반실행의 근거로 삼는다면, 부모들에게는 개인차는 있
지만 과학적 증거뿐 아니라 일화적 증거도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증거로 간주되는

122

Mandell and Novak(2005)은 자폐증을 지닌 아동의 부모가 치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질

적인 치료 효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동 발달이나 자폐증의 증상 및 병리에
관한 부모의 인식과 해석, 의료 체계에 대한 부모의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
다. 특히,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조차 그것의 효율성에 대한 집중적인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가 많으며, 이 가운데 부모는 관찰된 효율성(observed effectiveness)에 의존하여 치료
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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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의존하는 일화적 증거는 기존의 과학적 증거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을 다루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영
향을 준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동등하다. 즉, 각종 치료 방법들의 효과
를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행위성은 '과학적' 지식이 갖는 인식론적인 권위에서 나온
다기보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자폐증을 다루는 각각의 실행 속에서 얼마나 연합되느
냐에 따라 결정된다.12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진단 전문가들이나 치료사들 또한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들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
적 중재라는 것이 실험을 설계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이 반드시 치료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고 말한다. 또한, 자폐증을 지닌 아동 및 가족과 훨씬 자주 만나며 치료적 동맹
을 맺어가는 치료사들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 의사들에 비해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자폐증에 관한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방식으로) ABA 얘기를 많이 하는데,
ABA는 실험적 디자인이 가능해요. 결국 evidence(증거)가 나올 수 있다
는 거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쉽다는 것이고, communicational publish(소통
되는 출판물)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일 입증된 치료로 받아들여
지게 된 경향이 있어요. (진단전문가C)
ABA는 회기수를 끊어서 경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기가 편한 치료 방식이
예요. ... 놀이치료는 그렇게 확실하게 회기수를 끊고 경과를 보는 그런 방
식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놀이치료사1)
물론 전문가와 치료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치료사들이 자신이 몸 담고 있
는 치료 외에 다른 분야의 치료들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떤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치료 방
법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123

하대청 등(2015)은 이처럼 연구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지인들의 증거를 과학적 증거와 대

비하는 재현적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증거 개념인 '재현적 증거'와는 구분되
는 '존재론적 증거(ontological evidence)' 개념을 제안하였다(하대청 등, 2015). 본 연구에 참
여한 부모들이 중요하게 참조하거나 생산해낸 일화적 증거들은 모두 존재론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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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치료사들은 부모가 원할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대다수의 치료
사들과 일부 의사들은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각종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부모들
의 관심과 열망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언어치료사4). 이들이 보기
에 그러한 실행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봄으로써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는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근거가 없는, 그렇다더라 하는 사례만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안 된다고 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어요. 고압산소, 영양제, 이런 것들. 또
요즘 해독이 유행이거든요. ... 그런데 저는 생명에 위협을 끼칠 정도가 아
닌 이상은, 경제적 여건이나 시간적 여건이 되는 한에서 해보는 것도 좋
은 것 같아요. (치료 효과가) 얻어걸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 또 나중에
(부모에게) 후회를 남지 않게 할 수도 있고. (행동치료사4)
위 인터뷰에 드러나듯이,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라도 특정한
사례에 한해 치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또 그러한 기대에 기반한
실행은 부모가 이후에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보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상황을 방지하
고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치료사들의 권유는 능률성을 기준
으로 삼아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위주로 처방과는 의사들과는 다른 증거와 다른 효
과를 고려하는 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극명히 갈리는 두 번째 지점은,
전문가들이 추구하는 '능률성'보다는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다는 점이다. 어떤 치료 방법의 증거가 아직 없거나 대부분의 아동에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혀졌더라도, 많은 부모들은 그 치료가 개별 아동에게 잘 맞아서 효과가 있
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런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
다 낫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부모들은 증거의 존재나 능률성, 경제성에 대한 평가
가 아니라 효과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린다. 물론 대다수의 부모들이 치
료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만, 그러한 여건 하
에 거의 모든 부모들은 아동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최대한 다양한 치료를 적극적
으로 실행한다.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쏟아 부을 수 있는 돈이나 노력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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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입하여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는 것이 이후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
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후회없어요. 오히려 그때 병원에서는 (병원 치료 외의) 다른 프로그램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 저는 그냥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제가 아는 건 다 했어요. 거의 거를 것 없이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애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다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참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도 저는 그래도 기다렸어요, 최소 2년은. (부모20)
저도 (뇌 관련 치료나 식이 요법도) 하고 싶은데. 뉴로피드백 하는 엄마
도 있고, 000 치료실 다니면서 고압산소 그런 거 하는 엄마들도 있고. 식
이요법은 영양제를 먹이거나 글루텐 안 먹이고. 몸에 좋은 거 먹여서 애
가 완치되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 이런 걸 하
고 나서 아무 소용없더라도, 그래도 했으니까 후회가 없죠. (부모13)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되듯이, 부모가 추구하는 집중적인 조기 치료는 나중에 '후회
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치료 방식들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치료
효과나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의 능률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
된다. 부모13의 말대로 특정한 치료 방식을 시도한 뒤에 아무런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해서 소용이 없더라도, 그것을 시도해 본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부모에게는
능률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꾸리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치
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한 치료의 결과는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
이라고 간주된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폐증으로 분류된 아동 개개인이 모두
다른 존재인 만큼 개별 아동과 특정한 치료법의 관계는 기존의 증거에 기반하여 완
벽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부모들은 대다수의 보완대체요법에 대
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시도하지 않지만, 또다른 부모들은 그러한 보완대체요법이
자녀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이들은 이러한 보완대체요법이 자폐증을
치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알고 있지만, 자폐증을 지닌 '모든' 사
람에게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고 본다.
저희 아이의 경우에, 한국 나이로 6세랑 8세 때 두 번에 걸쳐서 청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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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훈련이라는 걸 받았는데, 000라고 하는. 얘는 그게 되게 잘 들었던 케
이스예요. 근데 모든 아이한테 맞는 거는 절대 아니예요. 이게 000 치료
실 소장은 이 치료가 모든 발달장애에 다 맞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요. … 특정한 조건의 친구들은 이걸 하면 굉장히 점프를 많이 해요. 청각
적 예민도 때문에 실제로 그 네트워킹(뇌 발달)이 힘들었던 경우에. 근데
그거를 지금 뇌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는 없는 단계잖아요. …
그 조건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뇌과학 연구, 이비인후과 연구 그
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왜냐면 지금은, 그걸 알아내는 즉시 엄마
들이 그걸 다 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 먹히는 경우가 당연히
태반이죠. 저 같이 000가 효과가 있는 경우는 정말로 운이 좋은 케이스
예요. (부모10)
그때도 뭐 비타민 B6,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루를 사다가 먹였
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었던 거 같고. 그런 게 장의 예민함 때문에 그
런(자폐증인) 애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감기가 증상은 다 같이 기침이
지만 여러 바이러스 때문인 것처럼, 이것(자폐증)도 애마다 다르기 때문
에 (다양한 치료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 효과를) 모른다고 생각해
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해도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20)
이처럼 자폐증으로 묶이는 증상이 비슷한 아동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의 원인은
각각 다를 수 있고 각 아동이 처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치료가
개별 아동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치료법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한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치료가 아이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확률이 매우 낮
다는 점도 강조되는데, 실제로 부모 스스로 자녀가 보완대체요법으로부터 도움을 받
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설명된다(부모10). 즉, 부모 역
시 대부분의 아동이 그러한 보완대체요법으로부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매
우 낮다고 본다는 점에서, 부모에게도 그러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능률적인' 실행
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치료를
시도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치료는 선택되고 실행된다.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치료 효과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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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기도 한다.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치료 효
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치료들이 시도된다. 여기에는 현재 우
리나라에서 자폐증에 관한 주류 치료 방식으로 자리잡은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특수체육, 놀이치료, 응용행동분석 등의 치료뿐 아니라, 비주류에 속하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들도 포함된다. 주류에 속하는 치료 방식들은 대부분 놀이와 교
육 기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
교적 쉽게 시도된다. 반면, 비주류 치료는 부작용에 관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중
심으로 치료 선택 여부가 달라진다.
(감각통합치료는 의사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저희 애가 좋아해서 했어요.
저희 애는 평가를 했을 때 감각의 불균형이 없다고 나와요, 늘. 근데 막
상 감각통합수업을 하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얘가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푹 잔다든지, 좀 더 차분해진다든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변
화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 엄마들이 다 효과를 느끼는 건 감통(감각통
합치료)이 제일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다닌 의사들은 (감각통합치료를)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다른 엄마들도 다 감통은 좋아
해요. (부모11)
저도 00이 데리고 부산 가서 한약도 먹고. 난치병이니까. 당장 죽는 거
아니면 다 시켜보는거죠. 민간요법도 되게 많고. 분명히 얘하고 맞는 게
있을 거니까. (부모2)
(어떤 보완대체요법을 시도할지) 결정할 때, 사전 조건들, 어떤 친구들한
테 효과가 있었다는 사전 조건들을 일단 검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작
용 검색을 해요. 부작용이 왔을 때, 얘는 일반 애도 아니잖아요. 일반 애
도 아니어서 부작용이 왔을 때 그 부작용 감당이 힘들 경우에는 절대 하
면 안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그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것 같다, 부작용은 내가
감당을 해낼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부모10)
부모11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대다수의 부모들이 선택하는 주류 치료 방식에 속
해 있는 치료들은 치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도 쉽게 시도된다. 이들은 의
사가 권하지 않은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의사들이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
고 보고 권하지 않은 치료들에 대해서도 부모 스스로나 주위 부모들이 경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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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가 좋다고 느낀다면 실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치료비로 인한 경
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지는 각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각 부모가
경제적, 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한에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치료는 실행된다. 반면, 비주류 치료들의 경우에는 주류 치료들만큼 부작용
이 없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시도할지 여부가 더욱 신중하게 검
토된다. 이러한 비주류 치료에 속하는 보완대체요법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부모
가 감수하는 정도에 한해 치료가 시도되며, 주류 치료와 병행하여 추가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부작용만 없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간주된다.
이처럼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의사와 치료사, 전문가 사이에 적
절한 치료를 찾기 위해 근거로 삼는 정보와 치료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점
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생
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Bowker et al., 2011; Magiati et al., 2012). 또한, 보
완대체요법이나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선택하는 사례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문가가 나서서 부모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치료 방법들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Mandell and Novak, 2005; Neely-Barnes
and Dia, 2008; 김경민 등, 2014). 그러나 부모들에 의해 시도되는 보완대체요법은 과
학적 증거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실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비슷한 아이의 치료 경험이라는 일화적 증거를 근거 삼아서 선택된 일종의 '맞
춤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자폐증을 지닌 아동 개개인이 지니는 장애의 증상이나 정
도, 특성 등에 맞춰 개별화된 개입을 집중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사, 치
료사, 부모 모두에게서 제기되지만, 각 주체의 실행 속에서 실현되는 개별 아동과
치료 방식의 조합은 모두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어떤 치료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지극히 '과학적인' 치료
법은 아닐지라도 시도해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 부모들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새로운 기술적 선택지들은 강요된 선택을 만들어내는데(Franklin,
1998:108), 이는 비단 '과학적인' 선택지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아동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선택지들이 존재하는 이
상 그것은 반드시 실행되거나 거부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실행이나 거부에 대
해 설명할 책임이 주어진다. 예컨대, 재생산 기술이나 산전 검사, 제대혈 보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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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이 존재할 경우, 엄마에게는 이러한 기술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가족과
아동을 위해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Franklin, 1998;
Jeong, 2014; Throsby, 2004). 자폐증은 현재 완치가 불가능한 장애로서 개념화되어 있
고, 학계에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로서 권해지는 방법은 적은 데다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지 않다. 이와 평행하게, 자폐증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부
모는 그러한 선택지들에 맞닥뜨려 시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해
명할 책임을 지닌다. 이 가운데, 확실한 부작용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같이 선
택지를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개별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 속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활발히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5.4 소결
이번 장에서는 치료의 장에서 다양하게 행해지는 자폐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최근으로 올수록 자폐증의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추동되고 자폐증을 치료하
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발히 개발되면서, 자폐증에 연루된 다양한 주체들은 자폐증에
대한 개입 방식이나 강도 등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시도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
러나 각 주체별로 이러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증거와 가치는 달라지며,
이와 함께 자폐증도 다른 연합들 속에서 다르게 존재한다.
우선, 전문가들은 각종 치료 방법들 중 적절한 개입 방식들을 가려내기 위
해 '증거기반실행',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등의 범주에 의거하여 그에 해당하는 치
료 방법들을 처방한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치료 기관들이나 개별 아
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노력에 상응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치료들로 구성된 '능률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이에 더해, 부모가 자폐
증 치료와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들은
생물학적인 질환으로서의 자폐증 개념을 부모에게 설명하면서 아동의 발전 가능성
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부모들의 손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자폐증이 행해진다. 부모들에게 자
폐증은 확실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는 장애로,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불안감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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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을 수반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폐증의 치료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공부하는 엄마'로 거듭나는 가운데 자폐증과 아동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절한다. 또한, 부모들은 자폐증 인구 집단에 대해서 과학적으
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법들뿐 아니라, 주로 주위의 다른 부모들을 통해서 얻어지
는 일화적 증거들을 참조하며 각종 치료 방법들을 시도한다. 이는 자폐증이라는 범
주로 묶이지만 각기 다른 자폐증을 지닌 개별 아동의 특성에 맞춰, 치료 효과가 기
대되는 모든 방법들을 후회 없이 시도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폐증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도하는 과정은 아동과 부모, 진
단 전문가, 치료사, 그리고 특정한 방법 사이의 관계들을 예측해보고 실행해보는 과
정이다. 자폐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동의 증상을 개선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자폐
증이라는 진단명으로는 포섭될 수 없는 개별 아동에 대한 부모와 치료사의 관찰, 우
리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치료 방식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 치료 효과의 불확
실성에 대한 불안과 조기 개입에 대한 열망, 아동에 대한 진단 전문가와 부모, 치료
사의 책임 등이 충돌하고 조율되면서 연합되는 과정이다. 즉, 자폐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에 연루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모든 관계들과 느낌들이 형성되고 조정
되고 관리되는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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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지식, 감각, 감정의 집합체로서의 자폐증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이 발병되고, 진단되고, 치료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폐증은 현재 계속해
서 발굴되고 있는 질병이다. 자폐 과학 분야의 실행들 속에서 자폐증은 계속해서 변
화하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이 되고 있다. 자폐증은 유전자에서
시작되어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는 뇌 발달의 문제로 간주되면서, 어린 아동의
이모저모가 자폐증의 증상으로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개발된
자폐증이라는 진단 범주는 그것을 통해 진단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계속해
서 진화해왔고, 이러한 진단 범주는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 새로운 자폐증 인구를 발
굴해내고 있다. 또한, 자폐증에 관한 새로운 치료 방식들이 개발되고, 각종 치료 방
법의 효과와 한계에 관한 과학적, 대중적 정보는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실행 속에서 자폐증은 아주 어린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 없이는 포착할
수 없는 질병의 위험으로, 증상의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여 판별하기 어려운 장애로,
각종 치료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는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질환으
로 간주되며, 이러한 확실성의 부재를 원동력으로 끊임없이 자폐증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도구가 생산되어 왔다.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도구를 매개로 점점 더 자폐증을 민감하게 느끼
는 전문가와 부모, 치료사의 연합, 즉 자폐증 감각의 네트워크가 탄생하고 있다. 한
국에서 자폐증은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일탈들에 대한 모호한 느낌으로 시작하
여, 자폐증에 관한 각종 지식과 정보, 도구, 감정과 중첩되는 가운데 자폐증의 징후
로 변화한다. 자폐증이라는 진단 범주는 병원과 학회, 암묵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
가에게는 자폐증 인구를 경계 짓는 분명한 기준으로 작동하지만, 진료실을 벗어나
부모와 치료사의 손에서 이러한 경계는 다양한 정도로 흐려진다. 정확한 진단은 합
리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간주되지만, 치료 현장에서 자폐증 인
구 집단은 개별 아동에게 맞는 치료를 만들어가는 실천 속에서 해체된다. 즉, 자폐
증의 증상들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사회적 매개를 통해 함
양된 감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감각을 작동시키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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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집합체가 없이는 자폐증의 증상은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자폐증은 그 진단명을 통해서 '말해지는' 것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
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닌 주
체와 함께 존재한다. 자폐증은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이름이 붙기도 전에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책임을 수반하는 대
상이다. 또한, 자폐증이라는 진단은 단지 특정한 관점과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순간
적으로 판별된 결과라기보다는 진료실에서의 사회적 관계들과 감정들을 조율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자, 진료실 밖에서도 갖가지 지식과 정보, 감정, 책임의 연
합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에 덧붙는 다양한 해석들이나 저
항들은 자폐증 진단과 자폐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희망을 유지함으로써 자폐증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치
료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자폐증은 그 이름을 통해
서 인식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감지되고 세심하게 판별되며 끊임없이 개
입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6.2 자폐증에 관한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한국에서 자폐증의 존재가 어떤 행위자들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드러내
는 작업은 우리 사회에서 자폐증에 관한 좋은 돌봄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자폐증은 그것이 말해지고 인식되는 의미의 망을 넘어 온갖 지
적, 정서적, 사회적 실행들 가운데 다양하게 상연된다는 점에서 자폐증은 다중적인
(multiple) 자폐증'들'로서 실재한다(Mol, 2002). 이렇게 자폐증이라는 대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연된다면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지는 의미가 없어지며, 다양한 상연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진다(Mol, 2002). 본 논문에서는 자폐증을 감
지하고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그에 연루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연합들을
생성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실천들임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자폐증 네트워크의
모든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들과 그 속에서의 느낌들에 주목할 때, 우리는 자폐증을
보다 적절히 돌보는 새로운 방식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자폐증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들과 가족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자폐 과학의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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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폐증을 진단
하고 그에 개입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식과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더해, 자폐증을 지닌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폐증을 인식하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장애 진단을 보다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저감시키기 위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자폐증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2007년 UN에서는 매년 4월 2일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로 지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자폐증
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학계와 대중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각종 실천들에서는, 자폐증의 증상과 자폐증을 지닌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폐증을 보다 빨리 포착하고 그에 개입
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자폐증의 증상 또는 그것을 지닌 사람에 관해서 알리는 것에
서 한 발 물러나, 과연 자폐증이라는 것을 느끼고 명명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인
지에 관해 의구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폐증을 지닌 채 살아간다는 것
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사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자폐증에 연루된 모든 행위자들
이 매일매일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논
의는 자폐증이라는 범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수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
련된 지난한 지적, 정서적, 윤리적 노동을 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이려는 것이다.
자폐증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돌보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되는 순간 순간의 노동을 행하는 것이다. 자폐증은 생물학적인 증상이
나 그것을 지닌 당사자를 넘어서 그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적, 정서적, 윤리
적 활동 가운데 다중적으로 존재한다. 본 논문 역시 자폐증에 대해 '반응할 의지'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기능할 것이며, 그만큼 자폐증은 다시 한 번 숙고되
고 새롭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6.3 과학기술학적 함의
본 논문은 한국에서 자폐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
폐증에 관한 관점과 의미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자폐증에 관해 행해지는 것들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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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보았다. 이를 통해, 자폐증을 감지하고 명명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개별 아동의
증상뿐 아니라 그에 연루된 지식과 도구, 의사와 부모의 감각과 감정, 그리고 책임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실천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폐증의 실행들을 조명함으
로써, 의학 지식이나 진단 범주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또는 작동하지
않는지)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의학의 권력에 관심을 둔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특정한 질병에 관한 진단 범주와 전문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작업에 집중해왔는데, 진단은 의학 이론과 실행에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후 질병의
경험을 창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Brown, 2007; Dumit,
2006). 또한, 일군의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세계를 창조해내는 생명
과학 지식과 기술들을 분석해왔는데, 래비노우의 '생명사회성(biosociality)'이나 로즈
의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과 같은 개념들은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위
시한 생명과학 분야의 성과들이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동원
되고 그에 기반한 권리 운동이 펼쳐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Nadesan, 2008; Rabinow,
1996; Rabinow and Rose, 2006; Rose and Novas, 2005). 물론, 이들이 생명과학 지식이
나 범주의 권력이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환자나 일반 시민의 능동적인 활
동을 통해서 구축되는 것으로 상정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
에서는 의학 지식과 진단 범주가 갖는 능력과 그에 기반한 정체성 작업이 부각되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에 관한 지식과 진단 범주, 도구들의 권위는 각각
의 상황마다, 개별 전문가와 부모, 아동과 같은 다른 행위자들과 연합되는 가운데
생성되고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자폐증은 권위 있는 진단 범주나 지식, 또는
그것들로 무장한 몇몇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만들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
은 새로운 지식이나 범주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천 가운데
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지식이나 범주가 갖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것에 얼마나 인식론적인 권위가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실천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자들의
연합을 매개하는 것이 단지 지식과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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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실행에서 지식 이외의 요소들, 특히 다양한 감정과 책임이 갖는 역할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간의 과학기술학 연구들에서 과학자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는 물론, 환
자나 보호자 등 일반인의 행위성 역시 지식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되
었다. 환자 자조 집단에 관한 과학기술학적 연구들에서는 환자 운동가들이 전문가와
의 생산적인 관계 속에서 전문 지식이나 실험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었다(Epstein, 2008; Epstein, 2011). 또한, 자폐증에 관한 선행 연구
들에서도 부모의 행위성은 자폐증에 관한 유전학적 관점을 선호하는 이해관계나, 자
폐증 진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의료적 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자폐증에 관한
각종 연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연구 참여자의 차원에서 분석되었다(Bumiller,
2009; Chamak and Bonniau, 2013; Eyal, 2010; Grinker, 2007; Shattuck,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폐증을 감지하고 진단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부
모와 전문가의 실행은 단지 잘 합의된 정신의학적 관점에 의거해 정해진 진단 기준
과 치료 방법을 따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폐증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다루기
위해서 전문가와 부모는 자폐증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스
스로의 감각을 함양해야 했으며, 일상적으로 아이와 함께 하면서 매순간 발생하는
반응과 감정과 책임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했다. 이러한 지적, 정서적, 윤리적 실행
속에서 자폐증이라는 대상 자체, 그리고 그것이 다루어지는 방식 자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느낌들과 감정들, 아동에 대한 책임 등은 의학적 결과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 방식은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1970년대 미국과 영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주도된
장애 운동에 뿌리를 둔 장애학에서는, 장애를 개인에 내재한 병리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로 정의하는 '장애의 의료적 모형'에 대응하여, 장애(disability)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인 결함(impairment)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가 부과한 것이라는 '장애의 사회적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모형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
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태의 문제이므로,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이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이
러한 장애의 사회적 모형에서 장애인은 치료되거나 돌보아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고 간주되며,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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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Oliver, 1990; Oliver and Barnes, 1998; 김도현,
2009). 이러한 입장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예컨대 심각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이나 장애를 지닌 어린
아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또한, 장애인 당사자 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술들의 목소리에는 어떻게 귀기울일 것인가? 본 논문은 이
러한 딜레마를 뛰어넘는 하나의 연구 방법을 보여준다. 자폐증을 돌보는 과학기술학
적 연구는 자폐증을 지닌 아동 개인을 다루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에 연루된
모든 행위자들의 관계들과 느낌들, 즉 자폐증의 집합체 전체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자폐증을 가진 당사자'의 독립성이나 그에 기반해
서만 말해질 수 있는 자폐증의 정체성은 따로 상정되지 않으며, 장애인 개인의 목소
리는 그에 연루된 수많은 행위자들과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포착할 수 있
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항상 부분적으로 밖에는 복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을 더 적절히 대변하고 더 적절히 돌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많
은 사건들을 따라가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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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Atypical Children':
Networks of Sensing, Diagnosis, Treatment of Autism in Korea

Hawon Chang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ontology of autism, the way in which
autism is enacted in various practices. In order to talk about autism itself, not
meanings of autism or perspectives on autism, this dissertation describes the
process of cultivation and association of various actors who have sensibilities,
knowledge, emotion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autism. Based on an
ethnography of a series of events and practices related to autism, this study
argues that autism is multiple in the sense that it is realized through the
associations of different actors at different sites and situations.
Then, how can these networks of autism be constituted, sustained, or
disassembled? First, various kinds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tools are
important elements to mediate associations of actors dealing with autism. In
scientific practices, autism is a-disease-in-the-making, as a risk of disorder
that can not be easily diagnosed because of its diverse symptoms and
intensities, as a condition that can not be managed effectively without
informing scientific evidence for various treatments. These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of autism lead to the extensive prod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ols to identify and intervene in autism.
With these scientific words and tools, the collective body for sensing and
identifying autism can be constructed. It is the association of doctors,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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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apists who can be affected by hitherto unsensible signs of autism.
Autism starts when a mother feels her child is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s.
And this subtle feeling becomes more and more stable while the same sense
felt by different actors are accumulated. Autism is diagnosed through not only
diagnostic criteria and diagnostic experts but also the coordination of the
various relationships among doctors, parents, and children. This diagnostic
result can be reinterpreted if a child's sociality detected by various actors can
not be converged while they are associating with the child. But this
deconstruction of diagnostic result is not a denial of autism, but a kind of
strategy to intervene in autism more vigorously, without losing the hope for
the best prognosis.
This study shows that caring for autism is not only treating the symptoms
of individual children, but also the process of managing and coordinating
senses, knowledge, tools, emotions, responsibilities related to atypical
children. This analysis can be a starting point for creating 'good' care for
autism.
Keywords: autism(Autism Spectrum Disorder), developmental disorders, medical
practices, care, the ontology of disease, medical anthropology, multi-sited
eth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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