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폐란 무엇인가  ?

자폐로 알려지기도 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출생 시 또는 출생 직후 
시작하여 평생 지속되는 장애이다. 자폐는 개인의 학습 
방법과 주변 환경 및 타인과의 상호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 차이. 
• 편협된 관심과 반복적 행위.
• 소리 회피나 산만한 움직임 등과 같은 감각 처리 문제. 
• 여타 아동과는 다른 학습 및 놀이.

자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들을 보일 수 
있으나 모두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당 장애를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지칭한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과, 사회적 이해도, 
의사소통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폐는 어떻게 진단하는가 ?
보통 소아과 전문의나 임상 심리사, 또는 전문가 집단이 
아이를 관찰한 후 부모에게 알려주며, 가끔은 교사에게도 
이야기한다. 학습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로 하여금 
몇몇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도구와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아이가 자폐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자폐는 얼마나 흔한 장애인가 ?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명 당 1명 꼴로 자폐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폐로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원인
알려진 원인은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출생 전과 후 모두 포함)이 공히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이 개인별로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자폐의 주요 특성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본인의 요구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으나: 

• 타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질문과 코멘트를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한다 
• 은유나 다중 의미가 있는 말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 어른처럼 말한다 
• 단어나 구절을 계속 반복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들은 당사자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성
사회화란 타인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성 기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며, 게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고, 때로는 무례하게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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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행동양식을 가지며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행동들은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행동 특성을 보인다: 

• 정해져 있는 일상이 필요하다
• 변화를 싫어한다
• 한 가지 주제에 강한 관심을 보인다
• 손을 반복적으로 떠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신체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감각 처리
감각 처리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뇌가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지각 처리의 
차이가 아동의 학습 능력과 가정과 학교, 공동체에서의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친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외부 자극에 과대 또는 과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소음
• 접촉
• 시각 정보
• 냄새
• 맛
• 움직임
• 인접한 사람이나 사물.

자폐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능력상의 강점을 가진다: 

• 우수한 기억력
• 정해진 일상과 규칙 준수 
•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강한 동기와 지식 
• 시각적 학습
• 정직함.

자폐가 있는 아동들은 각각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 변화
• 주목과 집중
• 사회적 상호작용  
• 감성
• 근육 및 동작 조율 
• 시선 고정
• 의미 파악
• 한 곳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곳에 이전 적용
• 감각 처리 
• 인과관계 (사건의 순서 이해하기)
• 계획과 구성
• 흥미가 덜한 과제 완료를 위한 동기부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야에 대한 단순한 개선 노력보다는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대한 집중이 좋은 학습 전략이 된다.

The Positive Partnerships initiative is fund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e Helping Children with Autism Package.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ublication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or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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