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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1일 차)
시간 프로그램 내용

9:40-10:00 접수

[세션 1] 신경다양인의 차별 및 과제

10:00-10:30
‘자폐당사자의 생애 경험 속 차별 현황 ‒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윤은호(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10:30-10:55
‘신경다양인 당사자가 겪는 고용 애로사항과 그 실제’
장지용‧달팽이(estas‧세바다)

10:55-11:20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한 성인 자폐인의 자폐 진단 경험에 관한 연구’
김세이‧이원무‧김도현‧낙지비빔밥(세바다‧estas) 

11:20-11:45
종합토론
좌장: 김미옥(전북대학교)

11:45-12:40 점심식사

[개회식]

12:40-13:00

개회사
조미정(세바다)

환영사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제철웅(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축사
최혜영 의원‧용혜인 의원‧김예지 의원

[기조세션] 정신적 장애인과 CRPD

13:00-13:35
‘CRPD와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김미연(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13:35-14:00
‘정신적 장애인 인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원무(estas)

14:00-14:15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 및 함의’
조미정(세바다)

14:15-14:35

지정토론
좌장: 윤은호(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Rosa Idalia Aldana Salguero(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이용석(한국장애인인권포럼,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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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5:00 비지정토론

[세션 2] 영국과 신경다양성

15:30-15:40
‘스코틀랜드의 자폐와 신경다양성’ [동영상]
Kevin Stewart(스코틀랜드 정신웰빙 및 사회돌봄장관, 국회의원) 

15:40-16:15
‘왜 신경다양성이 중요한가’ [동영상]
Sonny Hallett(자폐상담가, AMASE) 

16:15-16:40
‘GAFTAR와 이후 ‒ EUCAP 관점에서 보는 자폐인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옹호’ 
Heta Pukki(EUCAP‧핀란드 자폐스펙트럼연맹)

16:40-17:05
‘학교와 신경다양성: LEANS 프로젝트와 그 맥락’
Fergus Murray(AMASE)

17:05-17:30
종합토론
좌장: 제철웅(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17:30- 1일 차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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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2일 차)
시간 프로그램 내용

9:40-10:00 접수

[세션 3] 라이트닝 토크

10:00-12:00 라이트닝 토크‧질의응답

12:00-13:10 점심식사

[세션 4] 신경다양성 수용을 위하여

13:10-13:40
‘「오토에모지테」의 당사자연구에 대한 기본이념과 실천’
아야야 사츠키綾屋紗⽉(도쿄대학교)

13:40-14:05
‘자폐수용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과제’
김소윤(덕성여대)

14:05-14:35
‘자폐스러운 공간’
Panda Mery(숲생각, 독립연구자)

14:35-15:00
종합토론
좌장: 김고은(광운대학교)

[세션 5] 신경다양성의 교차적 연대 구축

15:30-16:00
‘신경다양인과 성: 대한민국 거주 신경다양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아나(세바다)

16:00-16:25
‘위키미디어와 신경다양성 운동 협업’
구은애(한국위키미디어협회)

16:25-16:55
‘뉴로프라이드 아일랜드, 신경다양당사자가 이끄는 커뮤니티 구축’ [동영상]
Gillian Kearns(NeuroPride Ireland) 

16:55-17:30 종합토론

17:30-17:35
폐회사
장지용(estas)

17:35- 2일 차 일정 마무리 &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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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차별과 배제 속에서 답을 찾다

조미정(세바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세바다 대표 조미정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작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사자 단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행사에 이어서 2회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옆에서 애써주신 세바다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바다와 함께 신경다양성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estas 조정자이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전임연
구원으로서 포럼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윤은호 박사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일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공동 주최로 참여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기획 의도와 비전에 적극 공
감해주시고 공동 주최에 함께해주신 국회의원 최혜영 님과 용혜인 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번 행사에 마음을 보태주신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및 국회의원 김예지 님께 감사드립니다.

신경다양성 당사자 및 당사자 주도 운동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1회 행사와 이번 2
회 행사를 묵묵히 지원해주신 한양대학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제철웅 교수님과 연구진, 직
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경다양성에 대한 좋은 의견을 이 공론장에 나누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님, Rosa Idalia Aldana Salguero 위원님, 이용
석 더인디고 편집장님, Kevin Stewart 장관님, AMASE에서 오신 Sonny Hallett 님과 Fergus 
Murray 님, EUCAP의 Heta Pukki 님, 도쿄대학교의 아야야 사츠키 특임강사님, 덕성여대 김
소윤 교수님, 숲생각의 Panda Mery 님, 한국위키미디어협회 구은애 이사님, NeuroPride 
Ireland의 Gillian Kearn 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및 온라인에서 이 행사를 보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경다양인은 지난해 3월, 첫 번째 신경다양성 포럼을 통해 한국 신경다양성 운동의 포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여는 신경다양성 학술 행사였고, 세바다 역시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경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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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행사의 규모와 질적 수준이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제1회 신경다양성 포럼’은 
신경다양성 운동의 존재를 한국 사회에 알린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신경다양성 포럼을 계기
로 세바다와 estas의 연대가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자폐인 긍지의 날 행사 공동 주최, 장애인
권리협약 보고서 공동 집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간의 뜨거운 연대는 오늘 신경다양성 
포럼 공동 개최라는 큰 결실을 낳았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신경다양성 당사자가 그간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신경다양성 운동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정체성, 젠더,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
로 계속해서 반목해왔다면 이번 행사는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신경다양성 포
럼’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신경다양인 집단이 신경다양성의 가치 아래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신경다양인의 차별과 연대’입니다. 신경다양인이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
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차별과 방해 요소에 대해 탐구하고, 신경다양인이 그러한 차별
과 방해에서 벗어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차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그 대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다양인은 정신적 장애인으로 태어나 살아오면서 갖은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어
떤 당사자는 조기에 진단받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당사자는 어린 나이에 폭
력적이고 억압적인 치료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당사자는 학교폭력의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
도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당사자는 타인에 의해 생명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떤 
당사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당사자는 성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자폐 정체성을 부정당합니
다. 어떤 당사자는 당사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사생활과 직업 선택, 재정 관리 등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 간섭과 통제를 당합니다. 어떤 당사자는 미등록 혹은 경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군
대에 강제로 징집되어 ‘관심병사’가 됩니다. 어떤 당사자는 성폭력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들은 우리가 신경다양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다양
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할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장애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는 당연한 것
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신경다양인에게 ‘당연하게’ 자행되어 온 차별과 배제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저항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러한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권
리협약의 가치에 근거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다양인이 아픔에서 벗어나 신경다양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교차성과 연대에서 찾습니다. 자폐권리운동과 신경다양성 운동이 발
전한 영국과 아일랜드, 자폐 당사자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함께 알
아볼 것입니다. 신경다양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당사자 발표와 함께 위키미디
어와 신경다양성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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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나아가 자폐와 신경다양성이 수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을 자폐 수용 
교육 프로그램과 자폐스러운 공간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경다양성 수용을 위
해 모든 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
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그동안 신경다양인이 받았던 차별과 배제의 무게만큼 앞으
로도 신경다양인에게 놓인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경다양인은 어떠한 차별 속
에서도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그 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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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애써주신 용혜인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김예지 의원님과 에스타스(estas), 세바다, 한국후견‧
신탁연구센터의 관계자분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경다양성과 신경다양인에 대한 개념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용어조차 생소하게 여겨지
고 있으며, 신경다양인이 처한 어려움과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이
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경다양성과 신경다양인에 대한 몰이해 또는 오해로 인하여 신경다양인은 일상 속에서 편
견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경다양성에 대한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오늘 이 자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자폐인 등에 대
한 차별과 고정관념, 지속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맞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신경다양인은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신경다양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신경다양인들이 경험하는 편견, 오해와 차별, 그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 
현황과 전략, 그에 관한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신경다양성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신경다양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더 많은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신경다양인을 포함한 모

든 사람의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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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개인이 속한 가족, 소규모 집단, 나아가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 생존에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
한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화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회가 다
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배적 문화에 자신을 맞출 수 없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들을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해 왔습니다. 마치 교육을 통해 아동이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지배적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한 사람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성 질서에 적응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역설적이게도 학대와 방임, 폭력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비⾮발달장애인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 자체가 어
떤 의미에서는 ‘폭력’이고, 실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은 다른 개인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성장한 배경이 되는 환경에서 한 개인은 다양한 형태로 각기 다른 내
용과 강도의 상처를 받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각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의 생존방식이 결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개인들 상호간에 서로를 모른다는 것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배움의 과정’이고 ‘상호 대화’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일상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경다양성 포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신경구
조와 사고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신경전형인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다름
을 알리고 또한 서로를 배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경다양성의 인정을 가장 
소리 높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ADHD 등 전형적인 신경구조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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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들인 것은 바로 이들이 문제해결에 가장 큰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신경구조를 갖지 않은 신경다양인들은 2021년 제1회 신경다양성포럼을 개최하였습
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3년에 이르러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을 개최하지만, 이 포럼은 발달장
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사일 뿐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포럼이기도 합니다. 후견·신탁연구센터로서는 
세바다, estas가 주축이 된 신경다양성 포럼을 공동주최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자 감사한 마
음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포럼을 공동주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용혜인 의
원실, 최혜영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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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추후 게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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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1년 기준, 정신질환자 비중은 10년 사이 10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장벽은 공고합니다. '정신장애'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
로 여겨지고, '약 먹었니?'라는 말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경다양인은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교육, 노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서 장벽을 
경험하고, 미흡한 법제도로 인해 장애인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신경다양성 운동은 '정신장애를 고쳐야 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에 맞서, '바뀌어야 
할 것은 다양성을 결함으로 만드는 차별적인 사회'라고 지적합니다. 부끄러워야 할 것은 정신
질환이 아니라, 신경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사회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합니
다. 오늘 포럼이 신경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대하고, 신경다양인이 우리 사회에서 존
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해 이뤄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포럼의 발제를 살피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과정에
서의 신경다양성 운동의 성과와 정부의 불성실한 권고 이행, 향후의 과제에 대해 촘촘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장애인등급판정제도, 의사결정제도 개선 등 신경다양성운동이 마주한 과
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으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제2차 신경다양성 포럼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eatas와 세바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후견·
신탁연구센터, 그리고 최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된 신경다양성포럼이 1
년만에 보다 큰 규모로,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어 기쁜 마음
입니다. 신경다양성 담론을 형성하고 당사자로서 분투하며 목소리 내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신경다양성 운동과 포럼에 연대하
며,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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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김예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 신경다양인의 차별과 연대’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
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국가인권위원회, 최혜영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한국 후견․신탁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
들과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경다양인은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차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포럼은 
신경다양인이 마주하고 있는 차별을 지적하고, 신경다양인들이 스스로 차별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연대의 장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 또한 장애당사자이자 우리나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앞장서서 추진
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다양인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과 정책 제안을 통해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포럼을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세션]
정신적 장애인과 CRPD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

신경다양인의 차별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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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션: 발표 1

CRPD와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김미연(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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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션: 발표 2

정신적 장애인 인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원무(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겸 estas 회원)

필자는 올해 8월 24~25일 양일간 개최된 2·3차 병합국가보고서 정부심의에 심의 대응 연대 
일원이자, 지적·자폐성 장애인 대표로 참여했다. 위원들에게 시설폭력과 자폐성 장애인과 신경
다양인의 사회·정책 참여 배제 등 지적·자폐성 장애인 관련 이슈를 로비하고, 이를 문서로 전
송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심의 종료 직후에도 빠진 이슈는 없는지 자폐성 장애인 자조모임 
회원들과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9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내렸다. 권
고 내용을 보면서 성과와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선 지
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권고에 관련된 성과 및 아쉬움, 주목할 만한 우려와 권고 및 앞으로의 
과제를 말해보려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성과 1: 위치 추적기
3년 전 실종된 자폐성 장애인이 제작년 봄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장애계는 울분을 

토하며, 장애인 실종에 관한 국가 차원의 예방정책을 요구했다. 그럴 정도로 장애인 실종과 사
망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실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7~8천 명대고, 미발견 장애인은 2016년, 2017
년 5명에서 2020년 47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종신고 대비 미발견 수에서 지적장애인이 아동, 
치매환자에 비해 2배 높다,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실종된 채 사망되어 발견된 경우는 
226건인 등 이들의 실종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1).

그래서 실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맞는데, 엄태영 의원 외 여당 10인의 의원이 지적·자폐
성·정신 장애인의 보호자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자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는 없는 채 말이다. 이러면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등 사생활은 물론 자유권, 이동권까지 침해당한다.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증진 일환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중시하기에, 이런 동의가 없는 건 협약의 정면 위반이다. 그래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

1) 2020 경찰통계연보(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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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모델에 따라 장애인 실종 예방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신경다양인
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며,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장애인 동의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
적 모델에 따라 장애인의 실종 예방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들
도 이 이슈에 대해 3~4번을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부분은 자
폐 자조모임 estas로선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권고 이후에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위치추적 장치 등의 실종 예방 장비 등을 명시
한 조례 개수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
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조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1) 등을 포함해 모두 15개나 된
다. 위치추적장치 발부 시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
다는 언급은 아직 어느 조례에도 없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대한 
실종 예방 대안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성과 2: 
자폐성 장애인·신경다양인 등의 정책사회 참여 배제
자폐성 장애인과 신경다양인 등이 정책·사회 참여의 경우,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국가와 

부모 등이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지적장애인, 자폐인 등의 관련 
정책은 제공자 중심의 정책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에게 뜻을 전달했다. 

이에 자폐성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단체의 의미 있는 참여의 보장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응답했다. 물론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이 자폐성 장애인도 정책·사회 
참여에서 배제되는 건 심각하기에, 자폐인에 대한 언급이 권고 앞쪽에 언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구상·공유할 시 자폐인과 신경다양인은 다시 배제되고, 
이들의 부모 등은 초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제공자 중심의 자폐인 관련 정책
은 여전할 것이 우려된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성과 3:
아무런 대책 없는 자폐 혐오
자폐성 장애인 혐오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위원들

에게 말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게렐 위원이 이에 대해 언급했고, 실제로 여당 의원들은 ‘자
폐적’이란 단어를 ‘폐쇄적’이란 의미의 부정적 어감의 단어로 심심치 않게 상대방 의원, 대통
령 등을 공격할 시 계속 사용했다.

1) 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 (검색어: 장애인 실종)

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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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투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위축돼서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프레임
에 빠져 초라한 모습이다. 일종의 자폐적 증세를 과감히 벗어나 야당의 투쟁력을 보여야 
한다." (2021년 1월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 발언)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선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반복
적인 증오 및 비하 표현이 계속됨을 우려하며,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기에 앞으로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장애 비하 단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혐오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하겠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성과 4:
자폐성 장애인의 생명권은?
한 통계자료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요인 중 가장 높은 게 폐렴과 함께 자살이 공동 1

위1)로 꼽혔다. 이에 위원회는 장애인의 자살률과 실종률이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높
다는 점도 우려하며, 위원회는 당시 자폐성 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정신장애인), 가족을 대
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와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를 포
함하는 장애인 국가 자살 및 실종 예방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시점에서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는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 예방정책 시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와 활발한 조치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통해 향후 이 문제에 관해 자폐인 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기대되는 바다. 

이외에도, 장애의 의료적 손상에 기반한 접근으로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성 장애아동, 
지적장애 아동 등의 수가 증가함을 우려하며, 위원회는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 포용문화를 촉진하기 위
한 전략으로 포괄적 교육정책 수립 및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 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의 제공을 권고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아쉬움 1: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반면 아쉬움도 존재했다. 먼저 5조 ‘평등과 비차별’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특히 장애여성, 이주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및 HIV 감염 장애인 
등 장애인이 직면하고 다중적·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미등록도 포함) 등과 관련한 합리적 조정(정
당한 편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등 장차법은 이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
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어야 하는데 되지 않아 아쉬웠다.

1)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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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아쉬움 2: 
접근성 관련
9조 ‘접근성’과 관련해선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도 아직도 건축시기, 건물규모, 바닥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건축시기, 건물규모, 바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 보장 의무규정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
했다. 그런데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공제’ 등 모든 건
물과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 권고에선 언급이 없었다. 

또한, 쉬운 건물 안내도, 감각통합실, 조용한 공간 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겐 편의
시설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관련해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지침 
및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를 우려하고, 관련한 권고사항이 나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권고
사항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아쉬웠다.

키오스크, 웹, 모바일 등의 정보기기 접근성과 관련해선 모든 장애인, 특히 교육시설과 가정 
모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보장하라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하지
만 키오스크의 경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사용성 평가는 없고, 키오스크 지침에 맥락
에 따르거나, 알기 쉬운 언어와 표현, 구성 등 이들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카드 사용 키오스크가 대부분이라 카드를 소지하는 비율이 적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
애인에겐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된다. 

얼마 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보건복지부 개정안 발표에서 지적장
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관련 합리적 조정내용은 아예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적장애인 당사자
는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쉬운 안내자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1).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엔 키오스크 화면의 빛을 조절하는 기능 등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없었다. 

웹, 모바일 등에서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사용성 평가는 없고, 역시 맥락에 따르거
나, 알기 쉬운 언어와 표현, 구성 등 이들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정보기기 접근성은 제약되기에 이들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한 디
지털 기술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권고사항에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아쉬움 3: 
자폐성 장애인의 법 앞의 평등과 자유권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선 후견제도와 대체 의사결정제도의 폐지를 위한 진전이 없고, 

심리사회적 또는 지적 손상을 이유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자폐성 장애인도 속하고, 이들도 심리사회적 손상이 있어 후견제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자폐인도 언급했어야 했는데 언급하지 않았다.

1) 장애인 키오스크 차별 정당화? 화살은 복지부로(에이블뉴스, 2022년 12월 29일 기사) 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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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선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여전히 손상에 근거해 
자유를 박탈하는 법 적용을 받으며, 격리를 포함한 자의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들
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이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
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을 위원회는 권고했다.

하지만, 치료감호의 경우, 해당 형기를 다 살고도, 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소에서 격리 형태로 감금당하는 자폐성 장애인의 사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는 권고사항과 손상에 근거해 자유를 박
탈하는 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려 사항에서 자폐성 장애인은 더더욱 언급됐어야 
한다. 하지만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아쉬움 4: 
가정·가족에서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에선 장애아동과 그 가족, 장애가 있는 부모가 부모의 책임

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 부족을 우려해,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 
양육이 되도록 효과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장애인 가족지원체계가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부모의 욕구를 통합
적으로 고려하는 장애의 인권적 모델이 아닌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체계이고 예산으로 가족지
원대상을 제한하므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이 특히 부족하다고 우려사항에 나와야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권고도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가 있는 부모의 욕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따라 장애인 
가족지원체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한편, 성인 자폐성 장애인과 자폐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부양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죽
이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원인 중 7위는 인
구 10만 명당 4.9명으로 답한 가해(타살)이 차지한 통계자료도 있다1).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부모들 사정을 이해한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조 생명권 관련 우려에선 장애부모가 아동을 죽이는 것을 언급했다(실은 부
모가 자폐성 장애아동 등의 장애아동을 살해하는 것으로 우려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 우려
점에 대해 CRPD 사무국에서 수정하진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
한 장애인의 생명권 박탈을 관용하는 인식과 법원 관행을 개선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로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어 아쉬웠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관련 권고에 대한 아쉬움 5: 
자폐성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학교폭력은?
24조 ‘교육’과 관련해선 특수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당사자들

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의사, 교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관련 학과에 자폐 당사

1) 장애와 건강 통계(국립재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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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진학이 금지되며, 중등교육 전반에 학교폭력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고등교육
에 진학해도 대학원 진학이 용인되지 않거나 제한된 학과에 수용돼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
권이 박탈되고, 연구 커리어 진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이 우려 사항에 들어갔으면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접근을 
막는 물리적, 비가시적 규제를 철폐함은 물론, 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상담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나오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27조 고용에서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를 통해 장애인고용 회피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고,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당사자 고용 거부가 계속 일어나기에 이를 우려하는 것을 
언급하고, 정신적 장애인 의무고용 1% 의무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현실화 등 장애인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증진하는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와야 했는데, 이조차도 없었다. 

주목할 만한 우려와 권고사항 1: 장애아동 관련 우려와 권고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선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

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함을 우려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곳에 자폐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지 않기에1), 이런 우려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 표명·구
성하도록 보장하되, 장애아동 발달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장
애아동 학대의 경우, 지금 현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 아동 불안을 조장하는 즉시 분
리조치는 지양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원가정 기능의 회복, 강화를 위한 조치를 통한 
원가정 양육 원칙 이행의 실마리를 얻을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본다.

또한, 장애를 고려한 놀이시설 안전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장애아
동의 발달능력과 의견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게 되면, 통합놀이터 설치 시 안전기준 등
에 대한 장애아동 의견이 반영되기에,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실마리도 얻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장애아동의 의견이 존중받기에, 장애아동 의사를 무시한 이전에 비해서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통합교육 및 사회통합 기반을 어려서부터 구축할 가능성
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에 언급된 권고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주목할 만한 우려와 권고사항 2: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법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

는 제한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걸 우려한다고 했다. 그래서 관련 권고가 5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
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작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화두였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변호사 우
영우라는 캐릭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현실이지만, 고인지 자폐인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

1) 청소년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12조(청소년특별회의 참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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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리나라엔 미등록 자폐인이 대략 3만 정도 된다). 미국에선 헤일리 모스라는 자폐성 장애인
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현실인 등 외국에선 자폐인 변호사가 비현실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에선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인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말이다. 

외국에서 이렇게 된 데는 자폐성 장애를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자폐인이 법조계로 
진출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맥락에 따르는 자료, 사회의 장애인 통합 인식) 등의 개별화된 지
원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법조계로 진출하는 자폐인들이 많아진다면 자폐성 장
애 감수성이 없는 판결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폐인들과 그 가족의 사례를 점점 눈을 씻
고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에, 이 권고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목할 만한 우려와 권고사항 3: 기후변화, 코로나 등의 재난과 관련해
인간의 경제활동에 화석연료는 늘 따라다녔고, 이로 인해 얘기치 않게 피해를 받던 동식물

에 대한 연민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고 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변화는 한파와 
폭염 등이 더욱 심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생명도 앗아갈 정도인 
등 인권의 문제까지 이르고 있다. 인권을 침해받는 계층에게 기후변화는 그야말로 재앙 수준
에까지 이르러 또 하나의 차별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올해 8월 우리나라에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
던 기초생활 수급을 받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침수로 사망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의 한 
의원은 이는 상관없다는 듯, ‘비 좀 사진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공분을 샀다. 

이런 참변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 미비, 가난과 장애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 등에서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이 재난에 취
약한 데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중립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없음도 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심지어 국가기후변화대응계획엔 장애인의 거주환경 개선 계획 외엔 없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정부심의에서도 이 문제는 다뤄졌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
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대표단은 국가 
기후변화 적용대책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3차 대책은 증가하
는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분에 기후변화적응력을 강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 전 부분에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담고 있으며, 장애인 포
함한 취약계층 보호 또한 중요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답했다. 위에 언급한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의 답변은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거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와 권고를 냈다.

(우려) 재난위험경감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와 기후변화 대응, 아태지역 “Make 
the Right Real” 인천전략 목표 7 관련 국가 차원의 이행과 보고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

(권고) 재난위험경감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11, 13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모든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기획하고 이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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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

올해 폭우뿐만 아니라 강한 태풍, 울진 산불 등 기후재난이 충격적 형태로 발생했는데 이의 
본질이 기후변화인 것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했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슈는 계속 부각
될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부각될 기후변화 이슈는 인권을 침해받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비장애에 지원자 중심으로 계획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울진 산불 당
시에도, 지적장애가 세 가족이 있었지만, TV나 휴대폰에서 장애인에게 이와 관련된 안내는 없
었고, 이웃 도움이 없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하니 말이다1).

그러기에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기획하고 이행할 시 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장애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
고는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보며, 주목할 만한 권고라고 본다.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장애 유형과 연령,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해 구체화해 장애인 개인에게 맞추는 매뉴얼
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2019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재난 수준으로 
되었고, 이에 2020년 국제보건기구는 팬더믹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팬더믹 또한 차별을 받았던 
장애인에게 크게 다가왔고, 대한민국의 경우만 해도, 정신병원인 청도 대남병원에서 102명이 집
단으로 감염되었다. 그중에 COVID-19로 인한 최초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나가는 등의 코호트 정책을 실시했다. 폐쇄된 
환경에서 바이러스는 더욱 활개를 치는 환경 속에,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선 긴급상황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도록 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를 처음 겪어보는 상
황에서 나온 권고라 새롭긴 하나, 한편으로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의 장애계와 정치권
은 탈시설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에 휘말려 있고, 그런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와 같은 재
난이 다시 온다면, 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자폐성 장애인, 정신병원에 
갇힌 정신장애인 등이 건강권 등 여러 권리를 침해받을 게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바다. 

앞으로의 과제
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국가보고서 심의는 끝났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내려졌다. 

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대해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시민단체와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의 것들을 말하고 싶다. 

앞으로의 과제 1: 
2014년 1차 권고와 비교, 진전없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선
2014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차 대한민국 정부심의를 거친 후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의존한 장애인등급판정제도를 인권적 모델로 개선, ▲장애인 소송과 관련한 부담금 감면/면제, 

1) 비마이너, “울진 산불, 운 없으면 죽을 뻔, 장애인 지원 매뉴얼 아직도 없다”(비마이너 2022년 3월 9
일 기사) 링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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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바닥면적, 건축시기를 막론하고 모든 건축물, 구조물에 접근성 보장, ▲성년후견제 
등의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지원의사결정제도로 바꿀 것 등의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권고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진전이 없었고 2·3차 최종권고 때 다시 재차 권고
됐다. 그만큼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협약 이행 여
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당사국에 마련되지 않았다. 그
렇기에 정부의 협약 미이행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신경다양인 등이 모니터링 체계에 참여
할 수 있는 공식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관련해선 이들의 부모가 당사자를 보호한다든지. 이
들이 뭔가를 할 수 없거나 책임지기 어렵다는 편견에 가까운 명목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내리는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거나 당사자 결정에 대해 부모가 간섭해왔다. 하지만 당사자도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요, 부모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의지, 선호, 욕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독립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인식 전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될 수 있
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도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알고 이를 일상에서의 장애인 권리 존
중에 적용하도록 국가·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협약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들도 장애인권리협약 권고 등 협약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권리
를 지킬 수 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이들에겐 추상적이라 이해가 어렵다. 그런데, 국
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알기 쉽거나 맥락에 따른 자료의 생산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알기 쉽거나 맥락에 따른 자료를 의무적으로 생산하
는 법과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와 내용 등을 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 자
신의 권리를 제대로 옹호하게끔 하는 민간과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직해 만든 자조단체의 독립성은 생길 것이라 본다. 

더군다나 탈시설, 위치추적장치 등의 사생활 침해 이슈 등의 인권 이슈들이 있을 때,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들 각각이 스스로 만든 당사자 자조단체들 사이에 서로 소통하
고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손상 중심의 문화에
서 장애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로 바꾸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또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내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정기적·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
를 정책, 입법, 판결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계, 그리고 시민
사회의 피드백을 받고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1). 보건복지부 내의 공무
원들 모두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정기적·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

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대로 하고 있나? (2021년 11월 5일 에이블뉴스 칼럼 인용) 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32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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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마련도 그 일환이라고 본다. 

장애인권리협약 담당 부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
련된 것에 전문성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은 주로 인권과 차별, 법과 연관되기에, 법무부가 주
무부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구성원들의 장애 감수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 업무하면 무조건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부도 장애인권리협
약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훈련 수준까지 배우며 배운 원칙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사
법체계에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장애
인권리협약 주무부서를 그때 법무부로 바꿔도 된다고 본다. 그전까지는 장애인권리협약 주무부
서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하되,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법무부에 장애인 인권부서 설치도 필요하다. 

법무부로 장애인권리협약 주무부서를 이관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
행 관련 담당하는 사람의 담당 기간이 2년이라 너무 짧고 그렇다고 너무 길면 매너리즘에 빠
질 수도 있다. 그래서 8~10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하는 등 순환보직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계에
서 나온 지적이기도 하다. 이행기구엔 보건복지부, 법무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이 포함되
어야 하고, 그 기구 안에 그동안 소외된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아울러 말하고 싶다. 거기에서 장애인 의견이 존중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 행동계획이 나올 것이라 보며, 그럴 때 재차 이행하지 않은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 본다. 

앞으로의 과제 2: 
2014년 1차 권고와 비교, 진전없는 권고사항 이행 촉구
① 장애인등급판정제도에 관해
이제 재차 권고 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의존한 장애인등급판정제

도를 인권적 모델로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물론 정부가 장애판정 시 복시, 기면증,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뚜렛증후군 등 이전에는 장애 인정이 되지 않은 게 장애로 인정
되는 등, 장애 영역과 범주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새로 인정된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도 순전 
기능 위주의 의료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 여전하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 차별 및 환경, 그리고 장애인의 욕구 등은 장애판정 
시 반영되지 않아 장애의 의료적 모델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 자폐성/지적장애인
이 양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환경, 장애인의 욕구 등
까지 반영하는 등 장애의 인권적 모델로의 변환을 통해 미등록 자폐성/지적장애인들이 장애 특
성만 있어도 장애인연금, 가족지원, 사법 접근성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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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에 관해
1차 권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는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 의사

결정 제도로 가기 위한 논의에서 진전이 없었다. 그러기에 아직도 대체의사결정 제도가 팽배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가 없는 건 물론,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회의 상황에선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대신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 등 누군
가에 의한 강제된 동의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인권침해의 한 형태가 된다. 

사생활과 관련해 장애인의 동의하에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라는 권고를 예로 들어보자. 대체
의사결정 제도가 팽배한 우리 사회 상황이라면, 강제된 동의를 통한 위치추적장치 발부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따른 실종 예방정책의 미이행은 물론, 협약
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
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조치는 꼭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가져야 함을 말하고 싶다.

이 경우에도 특히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장애인 당사자를 필두로 장애인단체와 시
민단체가 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식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거기에서 장애
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지원 의사결정 제도로 가기 위한 고민을 머리를 맞대
고 함께 해야 한다. 그럴 때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며,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 증진의 계기는 물론. 지원의사결정체계의 정착이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 패소자 부담원칙 폐기
장애인 소송 관련 부담금과 관련해선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인해 장애인이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장애인차별 소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형
기의 8배에 달하는 기간을 치료감호소에서 보낸 후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1).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 제기에 필요한 인지·송달료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이들이 감
당하기엔 버거운 비용이었고, 패소 시 패소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
해야 하는 등의 현실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다. 

얼마 전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경로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선택의정서엔 국내의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도, 미해
결될 경우 개인이 진정하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한 인권침해 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에 
가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조사제도가 있다. 하지만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
해야 한다면, 국내의 모든 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거기에 장애인의 활발한 개인진정제도
를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이 제도 이용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선택의정서 제도 활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소
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시키고 추가비용이나 행정적 부담
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1) 형기 끝났는데 ‘11년 치료감호’ 발달장애인, 국가배상청구 항소 포기(경향신문 2023년 1월 6일 기사) 
링크: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0614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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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서부터라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법, 제도 등을 통해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④ 모든 건축물, 구조물에 접근성 보장
작년 5월부터 건물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등편의법이 개정됐다1). 이전 바닥면적 기준(300㎥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보다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건축 시기가 작년 5월 2일부터이다. 
2019년 기준 전체 편의점은 43,975개 중 300㎥ 기준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시설은 830개2)

라 1.8%이고, 50㎥ 기준으로 하면 20%만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전과 비
교해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다.

복지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에 장애인 편의시
설 설치를 포함시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해외사례에서도 미국은 장애인 편
의시설 설치 점포에 세액 및 소득 공제제도 등 세금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독일은 소규모 
시설에 접근성 보장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미언급을 통해, 국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의무를 회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쉬운 건물 안내도나 감각통합실(감각과민 있는 자폐성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등 지적·
자폐성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설치지침 및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부재
하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에 명시된 
건축시기, 수용규모, 바닥면적 기준 폐지, ▲소규모 근린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
련한 세금공제,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가지원 필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지침 및 기준 등을 장애인등편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등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5년마다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도 포함시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상
시적 모니터링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건축물과 
구조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의사능력 없는 장애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가 아직도 폐지
되지 않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하며, 장애인의 사전 동의 없는 임의적 자유 박탈과 입원, 시설
격리는 즉시 시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의 과제 3: 
2·3차 정부심의를 통해 나온 새로운 권고사항 이행 촉구
한편, 이번 권고사항엔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

식 제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 채택 및 관련 결과 모니터링 ▲자폐성 
장애인 등 장애인의 장애인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활발한 참여 보장을 통해 장애인 국가 

1) ‘반쪽’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시행(에이블뉴스 2022년 4월 26일 기사) 링크: 
http://cms.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07 

2) 2019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

http://cms.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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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및 실종 예방전략 채택과 이행 ▲장애의 인권적 모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한 실종 
예방정책 수립과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 등의 동의하에 GPS추적장치 발부 ▲탈시설 로드
맵의 재검토와 이행 강화 등이 있다. 

① 자폐성 장애인 혐오 근절을 위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혐오, 비하가 계속된다

는 우려 속에 장애인식 제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 채택 및 관련 결과 
모니터링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권고했다. 

자폐성 장애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자폐‘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 국립국어원 우리샘에서의 
’자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폐-증: (뜻) 1~2세 무렵부터 나타나는 발달 장애.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자기중
심적인 행동을 하고 대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1)

심지어 통계청조차 ’자폐‘이란 단어를 쓴다. 국제사회에선 모든 자폐 특성을 ’자폐성 장애‘로 
통합했음에도 말이다. ’자폐‘이란 단어는 자폐성 장애를 고칠 수 있는 병이라 보는 것인데, 장
애는 고칠 수 없는 것이라, 이 단어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며 자폐인을 
차별하는 단어다. 

또한, 디씨인사이드 등의 온라인 상에선 한국의 젊은 네티즌들이 철스퍼거(철도를 사랑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있는 사람), 버스퍼거(버스를 사랑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있는 사람) 등의 용
어 사용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1항에선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악의적인 차별과 관련해선 차별
의 고의성과 지속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4가지 사항을 
고려해 차별의 악의성을 판단하라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예전엔 악의적인 차별 4가지 요건을 전부 다 고려해 악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
부‘란 말을 삭제하며 차별의 악의적 요건을 완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원에선 악의적 요
건 4가지를 골고루 보고 있다. 자폐성 장애인 혐오의 경우를 보면, 차별의 지속성 및 차별 피
해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혐오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자폐인 혐오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자폐성 장애인에게 하는 것이요, 
혐오를 의식적이거나 은연중에 배울 비장애인도 불특정 다수다. 따라서 차별의 규모와 지속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에, 자폐성 장애인 혐오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바다. 

또한, 장차법엔 온라인 혐오 관련 조항이 없기에 이에 관련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차별행위 
입증과 관련해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차분한 분위기 조성 등의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회이다 보니, 차별행위를 입증하는 

1)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사이트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1611&viewType=confirm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1611&viewType=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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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폐인에겐 쉽지 않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선 장애인의무고용제와 편의시설 설치, 합
리적 조정에 대한 설명은 있다. 하지만 장애인 비하·혐오·차별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며, 이 교
육은 장애를 장애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아닌 순전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장애의 인권적 모델을 중시하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과 정신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악의적 차별 요소 4가지 골고루가 아닌 하나라도 만족하면 
차별로 해석해 처벌하는 등의 처벌요건 완화조치, ▲차별의 악의성 입증 시 장애인에게 합리
적 조정 제공, ▲온라인 혐오 등 혐오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근거 규정 마련, ▲‘직장 내 장애인
식개선교육’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자폐인 당사자 등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속에 장애의 
인권적 모델을 중시하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과 정신을 반영해 장애인 비하·혐오·차별을 방지
를 위한 교육을 포함할 것 등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순 교육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수준으
로 대중을 포함해 국립국어원, 통계청 등의 공공기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에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자폐인 혐오에 대해 자폐성 장애인 및 신경다
양인 당사자 단체의 독립적 모니터링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다양한 인권증진 활동이 앞으
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② 자폐성 장애인의 자살 등 생명권에 관해
자폐성 장애인 자살 등의 생명권과 관련해서는 자살 예방전략을 세워야 할텐데, 그러려면 

단순한 자살 예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시스템과 약육강식 문화 등으
로 인해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폐성 장애학생(미등록 포함)과 
신경다양인 등은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는 자폐성 장애인의 
자살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자폐성 장애 자조모임 estas 회원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신경다양인 등의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다. 이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줄어들며, 단순노무직이나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의 업무에 임금은 기껏해야 최저임금이 최고인 직장에 종사하는 자폐인, 정신장애인, 신경다양인
이 대부분이다. 임금이 적은 것 또한 자폐성 장애인 자살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양 부담만을 언론에 기사로 내보내는 행태도 가만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혐오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부양 부담과 관련해 장애인 당
사자의 의견이 들어갔을 때 혐오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텐데 그거조차 없다. 이럴 때 지적·자
폐성 장애인 자녀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 쉬우며 자살하고픈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신경다양인 등에 관해 학교폭력과 자살과의 상관관계, 
임금수준과 자살과의 상관관계, 고등교육 접근성과 자살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
체 차원의 정성적, 정량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 당사자들이 
이런 연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고, 연구결과를 통해 자폐인,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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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환경 수립 등 포괄적인 국가 행동계획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③ 위치추적장치 관련
위치추적장치 이슈에 관련해선 아까도 말했듯이 강제된 동의가 아닌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에 

따른 장치 발부가 되도록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 정신장애인 등의 장애인과 관련한 지원의
사결정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하루속히 이루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생활 보호
조치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위치추적장치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신경다양인을 이동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꿔야 한다. 

글씨 많은 건물 안내도와 버스 노선도 등 비장애 중심의 건물, 교통체계에 이동권 교육을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기에 이들의 이동권은 제약되고 있
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자폐성·지
적·정신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자폐성·지적·정신 장애인과 
관련 이동권의 현실을 내용에 포함해야 함은 물론, 이들에게 필요한 이동권에서의 합리적 조정
은 무엇인지 조사·규명해 정책에 반영·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게 정기적이고 체계
적인 이동권 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아울러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④ 탈시설 로드맵 재검토 및 이행강화
정부는 2021년 8월 2일 신규시설 입소 금지 등의 원칙을 담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

만, 20여 년 동안 탈시설을 하면 결국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전환이 중심인 
점,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후견인 결정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로드맵 이후에도 여전히 시설에 2천여 명이 거주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하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뱀’을 검
토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 
가칭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틱을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작년 9월 9일 8개의 아태지역 정부에게 권고를 내림과 동시
에 전 세계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선 시설은 선택도 아니고 복지
서비스도 아닌 감금이라 규정하며, 탈시설 논란을 그만하고 탈시설을 위해 어떻게 하는지 논
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정치권과 장에계에선 탈시설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탈시설은 권리라고 주장하는 측
이 있는가 하면 탈시설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장애 인식 
부족 등의 요인이 있어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겐 강제적 탈시설이라 시설과 지역사회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측이 있다,

시설을 선택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설입소 당시 장애인이 ‘나를 시설에 들어가게 하시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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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전제가 맞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장애인은 거의 드물며,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했다고 본
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하길 원하는 응답이 많다는 시설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사실은 지
역사회 지원서비스가 인권적 모델에 기반하지 않아 장애인에겐 시설밖에 대안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시설밖에 대안이 없다는 건 사실상 강제로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설은 
선택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시설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박탈된 곳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의사 및 선택을 확인하기 어려워 탈시설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의 경우엔 언어소통이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엔 언어 말고도 몸짓, 발짓, 그
림문자 등 자신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언어만을 인정하는 비장애 중심의 의사소통 체계만을 인정하며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한다는 
건 장애인권리협약 5조에서 천명하는 평등과 비차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설은 선택의 일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감금이며,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 등을 시
설 유지의 정당화 구실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한다. 물론 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올 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다음과 같이 언급1)하
며,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임을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
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 환경일 수 있다. 당사국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발달)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의 ‘취
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
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을 기
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
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37항)

그러므로 정치권과 장애계 모두 이제 탈시설에 대한 논란을 그만하고, 탈시설에 대해 어떻
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보건복지부
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 번역작업을 조속히 해야 한다, 그리고 번역내용에 
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단순 교육 차원을 넘어 훈련 수준으로 교육해 탈시설 로드맵 
수정 시 이 가이드라인에서 천명하는 원칙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로드맵을 수정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고 있기에, 시설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81조 등의 폐지와 더불어 지

1)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번역문 사이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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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자립을 위한 예산 증대를 꾀해야 한다. 아울러,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당사자들이 
탈시설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읽으며 탈시설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민간
의 역할도 중요함을 말하고 싶다. 그럴 때,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당사자의 권리임을 자각하
고,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을 당사자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탈시설 가이드라인대로 정책을 수행한다면, 결국엔 해당 형기를 다 살고도 장애를 고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을 장기 수용당하는 자폐성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등도 더 이상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장애의 인권적 패러다임이 담
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외에도 자폐성·지적·정신 장애인과 신경다양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장차법과 관련해 이들
과 관련한 교육, 고용, 사법 체계 등에서의 합리적 조정 내용을 명시하는 것, 포괄금지법 제정, 
자폐 아동 포함한 장애아동이 자유롭게 의견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수립 등을 통해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자폐성 장애인 및 신
경다양인 단체에 놓인 새로운 권고 내용을 통한 과제라 하겠다. 

나가며
다음 심의까지 10여 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전부 

이행하는 데는, 아니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길지만은 않은 시간이다. 그러기
에 다음 심의 때까지 자폐성 장애인 자조모임 estas와 신경다양성지지모임 세바다 등은 협약의 
권고사항 이행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사회 참여에 있어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의 참여를 보
장하는 공식적 통로 및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는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진행하고, 이 체계에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 정신장애인 
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장
애인권리협약의 기본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란 정신을 실천하며, 협약 이행의 실
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토론회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 등의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사회 참여 활성화 모색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자리가 되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
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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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션: 발표 3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와 그 함의

조미정(세바다 대표)
1. 들어가며
2021년 세바다의 설립과 estas의 연대로 대한민국의 신경다양성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신경다양성 운동이 미처 자리 잡기도 전에 장애계는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
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3차 병합심의가 그것이다. 한국이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2014년에 첫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의는 첫 심의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리
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장애계 역시 NGO연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의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다양성 관점을 반영한 보고서는 발간된 바 없다. 그리하여 세바다는 신경다양성 
관점을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시점이야말로 신
경다양성 관점에서 신경다양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고를 내리도록 유엔에 요구해야 할 중요
한 시기였다.

그러나 신생 단체인 세바다가 독립된 대안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세바다의 CRPD 팀은 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estas와 함께 ‘한국신경다양
성연대(KNDC)’를 임시적으로 구성하여 공동 집필에 나섰다. 그 내용을 다음 장부터 소개한다.

2. Introduction of coalition and Mission(연대 소개 및 미션)
‘Introduction of coalition’ 장에서는 한국신경다양성연대를 “Korean Neurodiversity 

Coalition(KNDC) is a Coalition provisional established to promote self-advocacy and 
friendship among Korean neurodivergent people. 한국 신경다양인의 자기옹호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 연대체”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옹호self-advocacy’란, 1
차적으로는 대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경다양인의 권리를 당
사자가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장에서는 연대를 구성하는 두 단체(세바다와 estas)에 대한 소개가 언급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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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특기할만한 내용으로, “ 'estas' is the first adult autistic self-advocacy group 
established in South Korea, and unlike other 'developmental disabled' self-advocacy 
groups, it focuses on actual rights advocacy. The existing 'developmental disability' 
self-advocacy group in South Korea was created formality and passively by institutions 
and centers related to the disabled, and 'estas'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is 
situation.  estas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성인 자폐인 자조모임으로서, 다른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과 달리 실질적인 권리 옹호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자조모임이 장애인 관련 센터나 기관
에 의해 형식적, 수동적으로 생겨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estas의 기본 정신인 ‘저항Protest’과 ‘독립Independence’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발달장애인’ 단체 및 모임에서 부모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된 획일적인 질서에 반대하
고 당사자만의 목소리와 방식으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세
바다의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한국신경다양성연대의 미션인 ‘당사자주의
Consumerism’와 연결된다. 당사자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Also, they endevor ensuring of 
speaking, independent from family, workers in institutions, health workers, and the 
state party. 또한 가족, 시설 관계자, 의료진, 국가 등의 타 집단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의 발언권을 보장”이라는 표현이 한국신경다양성연대의 당사자주의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One-page Summary(요약문)
One-page Summary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여전히 무관심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한계에 지친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권에 투표하였으나, 정작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신경다양인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글을 집필하는 2023년은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신경다양인의 권익 저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Despite regime change in May 2022, previous Moon Jae-in government, and 
current Yoon seok-yeol government do not have any concern to protect the right 
of neurodivergents. 

2022년 5월에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이전의 문재인 정부도, 현재의 윤석
열 정부도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무관심하다.

요약문에서는 그러한 사례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인 코호트 격리와 그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발달장애인의 실종과 사망을 들고 있다. 특히 다음의 구절은 잇따른 발달장애인 사
망사건에서 KNDC가 취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The lack of suppor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duced 
continious murders and suicides of families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부모가 당사자를 살해하고 자살하
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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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사망을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muders and suicides’로 지칭한 것
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죽음이 당사자 자신이 ‘선택’한 ‘자살’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살해’임을 명확하게 천명한 것이다. 신경다양성연대가 발달장애인 부모가 
설정하고 주도하는 의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당사자 주도
성을 옹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약문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 장애등급제 역
시 함께 언급되었다. 특히 미등록 당사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세바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미등록 장애인이며, 그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는 세바다 대표인 필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미등록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근로능력
평가의 수치스러웠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On the other side, the dis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July 2019, 
but it is actually dualization(severe-mild) of the system. The workablity evaluation, 
which impose making of prove of inability, is also thriving. Moreover, the disability 
registration criteron is still unreasonable, regardless of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people with unregistered disabilities, which are 
excluded from disability welfare, are increasingly occurring.

한편,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에 폐지되었지만, 이는 장애등급제의 실질적인 폐지가 아
닌 중증과 경증의 이원화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를 기만하는 조치이다. 장애등급제와 더
불어 경증 장애인에게 무능을 증명할 것을 강요하는 근로능력평가 역시 건재하다. 게다가 
장애등급이 이원화되고 경증 정신장애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록 기준은 여전
히 비합리적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되는 미등록 당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4. Disability Diagnosis of Autistic Adults(성인기 자폐당사자의 진단) (1-4조)
기존의 문헌에서 볼 수 없었던 대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성인기 자폐당사자의 진단 문제

가 1-4조에 언급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자폐 담론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인종 성인
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 것은 상당히 반가운 지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자성에 대한 
언급이 말 그대로 ‘언급’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폐당사자에 대한 임상경험이 부족하여 오진이 잦
고, 자폐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성인기 ‘고인지’ 당사자의 자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자폐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
적한 것은 발달장애계의 비판에서 멀어진 의료계의 행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All over the world, an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especially women and 
ethnic minorities) identify their neurodiversity when they are in adulthood (see 
INT/CRPD/ICS/CAN/35691#A.6/R-4(:6)); This trend does not appear to be much 
different in Korea. However, in Korea, such verification attempts face considerable 
difficulties. First, the international phenomenon in which psychologic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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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for autistic persons who discovered themselves in adulthood are rejected 
or misdiagnosed is repeated in Korea due to the inexperience and 
misunderstanding of a significant number of mental health doctors in clinical trials 
of autistic traits. Second, there is a strong tendency for psychiatrists not to 
diagnose, especially in adult high-cognitive autistic individuals.

전세계적으로, 성인기에 들어서 자신의 신경다양성을 확인하는 (특히 여성과 소수인종)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INT/CRPD/ICS/CAN/35691#A.6/R-4(:6) 참조), 이러한 추세
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확인 시도가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로, 정신건강 의사 상당수의 자폐 임상에 대한 미경험과 
오해로 인해 성인기에 자신을 발견한 자폐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심리학적 검사가 거절되거
나, 오진단이 내려지는 국제적인 현상이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둘째로, 특히 성인 고
인지 당사자에 대해 정신의학자들이 진단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하다.

다만, 유엔에 요청하는 권고가 의학적 진단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직 신경다양성계와 
발달장애계가 정체성의 발견을 의료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일부 자폐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폐인 카드 등의 대안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a)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DD-CarePlan and legal regulations so 
that those who discover neurodiversity in adulthood on their own can receive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st of diagnosi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ituation

b)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for all people suspected of autistic 
traits to receive early diagnosis and registration by training specialists in primary 
and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s who can correctly diagnose autistic 
characteristics.

a) 따라서 한국 정부가 DD-CarePlan1)과 법률 규정을 개정하여 성인기에 스스로 신경다
양성을 발견한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진단비용의 상당수를 지원받을 수 있
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b) 또한 정부는 자폐 특성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1․2차 의료기관 내 전문의를 양성
하여 모든 자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빠른 진단과 등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5. exclusion of unrecognised autistics(미등록 자폐당사자의 배제) (5조)
한국신경다양성연대의 보고서에서는 기존 발달장애계가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 다시 한번 포

함되었다. 경계선 지능을 가졌거나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진단받은 당사자 등 ‘고인지’ 자폐당
사자가 모든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발달장애계가 등록장애인,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위주의 담론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높은 인지능
력을 가진 당사자의 소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장애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미등록 및 고인지 자폐당사자와 정신장애

1) 2018년 9월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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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사회의 복지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신경다양성 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고 할 수 있겠다.

As seen in Paragraphs 22-25, the current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excludes the person from registration when it is shown that the person has an 
impairment that is not caused by detectable damage.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people with high-cognitive autistic traits, also borderline (autistic)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or nonverbal learning disabilities, find themselves in this 
situation. Un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endure the same unproductive 
and inhumane education, especially secondary educatio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non-disabled, and compete on an equal footing with ordinary people 
at the starting line behind non-disabled in major life positions such as college 
admissions and employment.Naturally, they do not have access to the support 
readily available to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22-25항에서 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손상을 가지
고 있더라도 그것이 검측 가능한 손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때에는 당사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불행히도 고인지 자폐당사자의 대다수, 또한 ‘경계선 지능’
을 가지거나, 비언어성 학습장애 등을 가진 경계적 (자폐)당사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등록되지 않은 당사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비생산적이며 비인권적인 교육, 특히 중
등교육을 동일한 조건에서 견뎌야 하며, 대학진학, 취업 등의 주요한 삶의 자리에서 일반인 
뒤에 있는 출발선에서 일반인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 당연히 이들은 등록 장애인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부모들이 주도하는 기존의 담론 속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부모에 의
한 당사자 소외를 함께 짚고 있다. 당사자가 장애등록을 직접 신청하는 경향이 높은 다른 장
애유형과 달리, 자폐성 장애는 부모 등 타의에 의해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장애등록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당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의해 좌지우지되
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y have autistic characteristics and have 
scores that meet the criteria for disability registration, there are a number of 
persons who are denied registration of disability, especially by their parents. Their 
parents block the registr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for reasons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 In some cases, registration is blocked by parents because there is 
clearly less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life in the life cycle that occurs when 
people hide their disability characteristics or live emotional labor like non-disabled 
people, rather than the social disadvantages caused by being registered as a 
disabled person. There are some parents who do not recognize the status quo and 
believe that they will enjoy the same life as non-disabled people over time. As a 
result, the unrecognized autistic persons do not enjoy the autistic characteristics 
that should be recognized, and they enjoy a low quality of life in emotional labor.

한편, 자폐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장애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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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모들에 의해 장애 등록이 거절되는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부모들은 
정부와는 다른 이유에서 당사자의 등록을 막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발생되는 사
회적 불이익보다, 장애 특성을 숨기거나 비장애인처럼 감정노동을 하며 살아갈 때 발생하
는 생애주기 내 삶의 질 저하가 분명하게 적기 때문에 등록을 막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의 
자폐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자폐 특성을 누리지 
못한 채 감정노동 속에서 낮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

다만, 미등록 당사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권고는 부모들로 하여금 정신과 방
문 및 자폐 진단 시도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생학적인 정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b) The government should select and record unregistered persons or persons 
diagnosed with disabilities who have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gave up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mending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etc. A provis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o allow the relevant parties to 
use support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receive 
some support under the Ac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tc.

b) 발달장애인법 등을 개정하여 미등록 당사자나,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장애인 등록을 
자의나 타의로 인해 포기한 당사자를 정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기록하고, 해당 당사자들이 
발달장애인 지원기관들을 이용하며, 발달장애인법 등에 따르는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서술한 대목이 있다. 1-4조의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sychosocial disability's registration(정신장애 법적 등록 기준과 절차)가 그
것이다. 세바다의 신경다양성 운동이 정신장애 영역까지 포괄하게 됨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6. Women with Disabilities(장애여성) (6조)
한국신경다양성연대의 보고서에는 이전의 estas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 바로 장애

여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장애여성의 학력 실태와 성폭력처럼 기존 장애계에서 
중점을 두었던 사안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몰개성적인 머리 모양을 강요함으로
써 장애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현실 역시 지적하였다.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20, 70%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d 
secondary education or lower.

According to the "Policy Plan to Support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published by the Korean Disabled Development Institute in 
October 2019, women with disabilities and especially mentally disabled people were 
exposed to sexual violence, but statistics are insufficient. Among the four types of 
statistic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tatistic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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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 were separated only in some of the questions of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Sexual Violence Victim Support Project."

In social work facilities such a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mental 
care fac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often forced to have the same hairstyle 
because it is easy for the workers to manage. Social workers should identify the 
desir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여성의 70%가 중등
학력 이하라고 한다.

2019년 10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여성 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
책방안’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과 그중에서도 정신적 장애인은 성폭력에 항시 노출되어 있
으나 장애 여성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자료가 되는 통계가 부족하다. 여성
가족부에서 발간하는 통계 4종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의 일부 문항에서만 
장애인의 통계가 분리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
계없이 시설 종사자가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에서 모두가 동일한 머리 스타일을 가질 것
을 강요 받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취향과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
게 지원하여야 한다.

7. Discrimination related to military service(군역에 대한 차별) (16조)
16조에서는 미등록 당사자가 겪는 고충의 하나로 군역에 대한 차별을 제시한다. 국방의 의

무가 미등록 자폐당사자, 경계선 장애,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 당사자를 배려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 particular,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regarded as a citizen’s duty 
in Korea, comes as a great burden to autistic persons, including unrecogn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despite ultimate damage to social communication. 
Paragraphs 103~104-2 of Attached Table 3 of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Judgement Physical Examination Rules, if you have a borderline disability or a 
pervasive developmental disability, you are required to serve as a social welfare 
worker if the disability is not severe. In the course of training or service for social 
worker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or autistic traits, many of them are again 
subjected to hierarchical violence, and as a result, the parties spend an important 
period in their lives in violence.

특히 한국에서 국민의 의무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는 사회 소통에 대한 궁극적인 손상
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당사자를 포함한 자폐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행 병
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3 103~104항의2에 따르면, 경계선 장애나 전반적 발
달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도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 복무를 하게 되어 있다. 정신장
애 사회복지요원 복무 훈련이나 복무과정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또다시 위계적 질서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일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폭력 속에
서 보내게 된다. 

이 대목에서 특기할 점으로, 자폐당사자 및 신경다양인의 무조건적인 복무 면제를 요구하는 것



54 |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 - 기조세션

이 아니라, 당사자가 복무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하도록 함께 요구한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 선
택의 자유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 여기서는 자폐당사자와 정신
적 장애인 당사자가 군복무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c) If the person volunteers, consider creating a new unit where autistic persons 
or other people with psychological disabilities may serce, such as Unit 9900 of the 
Israel Defense Force.  

c) 당사자가 자원하는 경우, 이스라엘 방위군의 9900부대같이 자폐당사자나 기타 심리
적 당사자가 복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을 검토할 것

8.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ationality acquisition
(장애인에 대한 국적 취득 차별) (18조)

기존 estas 대안보고서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이주민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내용이다. 장애를 
이유로 국적 취득 과정에서 차별을 행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discriminated against a severely 
disabled person of a foreign nationality by requiring them to provide proof of 
ability to sustain a livelihood when acquiring the Korean nationality.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DDASK) criticized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ir discrimination against the PoD.

The person in question in this case was born to a mother of Korean nationality 
and should have been granted citizenship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Nationality Act. Despite living in Korea for 36 years, this person was discriminated 
against due to their disability.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 국적의 중증장애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생계유지 능력 증
명을 요구하는 차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진정을 하였다. 이 경
우 한국 국적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국적법 2조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어야 하며 36년간 
한국에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것이다.

9.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의사 및 표
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21조)

21조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간 웹 접근성에서 고려되었
던 당사자가 주로 감각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KNDC 대안보고서에서는 정신작 
장애인과 신경다양인에 대한 웹 접근성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웹 접근성이 주
로 콘텐츠 원문 자체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뿐 실제 콘텐츠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이
해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내용 측면에서의 접근성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쉬운 읽기easy read 정보의 양적, 질적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발달장
애인에게 쉬운 읽기 자료만이 강요되어 고인지 자폐당사자가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의 주된 고려 대상에 고인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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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QPR/2-3#22(b) :autistics, PwID and persons with psychological2) disabilities are 
excluded from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type of ‘Web accessibility’ in 
2-3#127. Currently, web accessibility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on the 
homepage. Even a PC/Mobile site that has an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not be said to have web accessibility if it cannot be 
understood by all people with disabilities. 

Regarding 30-1(c) in CRPD, as of 2022,  the # of Material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was only 108.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majority of the contents consider and 
respect the characteristics and age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tics, except for policies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ch as elections 
and welfare services.  Also, there are no materials such as essays or novels in the 
form of easy or contextual information. These contents were created by the Media 
Foundation with money paid to KBS. It is a clear violation of Article 9-1 and 21 in 
CRPD to restrict supplying information by providing uncommon content to specific 
parties with disabilities. 

 QPR/2-3#22(c): No laws or policies related to Easy-Read have been proposed or 
published to make it easi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access information with 
difficulty in understanding Korean. However, this system plays a positive role in 
ensur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mplies with Article 9 of the Convention, 
particularly 9-2(a)(f)(g) for persons with psychological disabilitie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situation in which high-cognitive autistic people have to access 
reading materials as easily as oth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lso an act 
of infringing upon the human rights of autistics.  

QPR/2-3#22(b) : 2-3#127의 ‘웹 접근성’에 대한 장애유형별 당사자에는 정신적 장애 
당사자가 빠져 있다. 현재의 웹 접근성은 홈페이지 내 콘텐츠와 관련이 없다. 장애인 접근
성을 획득한 PC/모바일 사이트도, 모든 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다면 웹 접근성이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조약 30-1(c)와 관련해, 2020년 3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소장한 ‘발달장애인자료’의 수
는 103권에 불과하다. 내용의 대다수는 선거와 복지서비스 등 정부‧지자체 정책을 빼면 지
적·자폐 장애인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존중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쉽거나 맥락에 따른 정보 
형태의 수필집, 소설 등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콘텐츠들은 시청자재단이 KBS에 돈
을 주고 만든 것이다. 특정 당사자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콘텐츠를 공급하여 공급 정보를 
제약하는 것은 협약 9-1, 21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QPR/2-3#22(c): 한국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당사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하게 하
는 쉽게 읽기(Easy read) 관련 법률이나 정책이 제안‧발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신적 장애 당사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협약 9조, 특히 9-2(a)(f)(g)를 준수하도록 하는 긍
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고인지 자폐당사자들이 다른 ‘발달장애인’과 같이 쉽게 

2) 원문은 psychosocial로 적혀 있었으나, 이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즉 정신장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psychological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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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 또한 자폐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0. Psychosocial Disability and mental illness as grounds for divorce and 
judgment(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이혼 사유로 규정 및 판결) (23조)

다른 의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신경다양인의 혼인 문제를 다룬 대목이다. 정
신질환과 정신장애를 약혼 해제의 사유 및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판결하는 법령 및 판례에 대
해 당사자의 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은 두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는 민법에 언급된 ‘불치의 정신병’의 실제가 무엇인지
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민법과 판례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이 자폐 등 다른 신경다양성에도 적
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진우(2019)는 혼인의 유지가 실질
적으로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한다. 자폐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폐인의 혼인 비율이 높지 않아 사례가 거의 없다. 그
러나 김용국(2013)에서는 자폐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비록 정신장애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폐당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Article 804 of the Civil Act (reasons for dissolution of 
engagement), ‘when there is 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ncurable mental 
illness, or other incurable disease’, these cases are stipulated as grounds for 
divorce. General mental illness is not defined as an ‘incurable mental illness’, so 
there ar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whether it falls under ‘other serious reas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ntinue marriage’.

In general, if the symptoms of mental illness are mild or recoverable, the spouse 
should do their best to treat the other person. However, if the prognosis is 
difficult to predict, or if the maintenance of the marriage causes mental and 
physical sacrifice, stress, and financial loss, it is a ground for divorce.(Refer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December 22, 1995, the decision 95m861,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September 13, 2004, the decision of the 
2004m740.)

To specify psychosocial disability as a reason for divorce violates the right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o establish a family. Even if the reason for 
divorce is limited to ‘incurable mental illness’,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whether each person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falls under that category, so it 
may be abused to infringe on the family rights of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mental illness.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에 따르면, 이혼 가능한 사유로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신질환은 ‘불치의 정신
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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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혼인의 유지가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금전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참조).

정신장애를 이혼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가정을 이룰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고, 이혼 사유가 ‘불치의 정신병’만으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가정
권을 침해하는 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11. Genetic psychosocial disabilities are an exception to the ban on abortion 
surgery(유전학적 정신장애는 임신중절수술 금지의 예외) (23조)

정신장애로 언급되었지만 자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한 가지 더 소개한다. 기존
의 모자보건법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인공 임신중절 허용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여성
의 재생산권과 가정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장애여성이 출산과 육아, 재생산
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온 기존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특히 자폐는 유전성이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자폐여성에게까지 적용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로 규정되었어도 발달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f you or your 
spouse has a eugenic or genetic psychosocial disabilities or physical disease, you 
can perform artificial abortion with your and your spouse’s consent. In addition, if 
you or your spouse is unabl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abortion may be granted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guardian, or a person who is under obligation to support. .This deprives 
a person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who has difficulty expressing their intentions, 
of the right to reproduce and the right to organize a family.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
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이는 의사표시가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으로 하여
금 재생산권과 가정구성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12. Ex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from self-support projects for 
basic livelihood recipients(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참여 배제) (27조)

자활사업에서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비판한 대목이다. 특히 다음에 언급된 
에이블뉴스 기사는 필자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고백한 것이다. 
KNDC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세바다 대표의 경험에서 우러나
온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According to the '2022 Self-Support Program Guide (I)' published by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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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lth and Welfare, there is a provision that 'However, persons with mental or 
alcoholic diseases may b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at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the city/gun/gu'

According to a column of Able News, a case was reported of an unregistered 
person with a psychosocial disability who could not apply for it because his 
participation in the self-help project was restricted due to a schizophrenia 
spectrum disability. This is an unreasonable violation of the labor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자활사업안내(Ⅰ)’에 따르면,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다.

에이블뉴스의 한 칼럼1)에 따르면, 미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신청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정신
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노동권을 비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13. Work Ability Assessment of Basic Livelihood Recipient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28조)
요약문에서도 언급되고, 후속 로비 문서에서도 다시 언급되었던 의제로,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다. 이 역시 세바다 대표의 개인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근로능력평가 의제는 장애계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왔던 경증 장애인의 의제로서 고
인지 당사자의 권익에 주목해온 KNDC 보고서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으로, ‘성인의 인격 및 행동장애’를 배제하는 것을 지적한 점이 있다. 정신장
애계를 비롯한 기존의 장애계 담론에서 소외되어왔던 성격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정신장애계에 있어서 최초라고 볼 수 있다.

Article 9 (5)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tipulates that livelihood 
benefits may be provided to beneficiaries with working ability on condition that 
they participate in self-support projects. Accordingly, the work ability evaluation is 
being implemented for adult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s.

According to the ‘2022 Work Ability Assessment Program Guid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ult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s 
(F60-F69)’ is defined as an excluded disease. This deprives persons with personality 
disorders who are unable to work, the opportunity to receive basic benefits. The 
work ability evaluation causes shame and undermines the dignity of recipients, 
especially a person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기초생활보장법 9조 5항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기초생활수급
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에 따르면, ‘성인의 인격 및 행동장

1) 조미정. (2022, February 25). 정말 일하실 수 있겠어요?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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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F60-F69)’가 배제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성격장애 당사자로 
하여금 기초수급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근로능력평가는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
발하고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

14. Mental health medical expense support project that excludes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utistics and minorities with mental illness

(발달장애인과 소수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28조)
자폐당사자부터 성격장애인까지 넓은 범위의 신경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바다의 특성이 드러

난 대목이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발달장애인
이나 성격장애 등의 소수 정신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에 평등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요
구하는 것이 신경다양성과 결코 상충되지 않으며, 자폐 등 발달장애의 근본적인 치료와 제거
가 아닌 자폐인 등 발달장애인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반
영된 것이다.

Starting with the ‘Youth Mind Care’ project in Gyeonggi-do,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in each region are providing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for 
youths with mental illness. The beneficiaries are mainly limited to schizophrenia 
spectrum disabilities, mood disabilities, neuroses, etc., so minorities with mental 
illness such as personality disabilities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autistic traits 
cannot receive support.

경기도의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을 위시하여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주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
분장애, 신경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성격장애인 등 소수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이 지
원을 받을 수 없다.

15.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의 함의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의 특징으로, 첫째, 자폐부터 성격장애 등 소수 정신장애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당사자를 신경다양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에 estas가 주장했던 자폐 중심의 신경다양성 논의를 세바다가 발전시킨 것이다. 기
존 estas의 관점보다 더욱 확대된 관점이 보고서 전반에서 반영됨에 따라, 세바다의 신경다양
성 관점이 estas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세바다가 적극적, 능동적
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등록 및 고인지 당사자의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다. 기존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담론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그 고려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이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보
다는 등록장애인의 권익이 우선시되고 미등록 장애인은 소외되어 왔다. 그 특성상 미등록 장애
인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고인지 당사자 역시 복지 정책과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소외되
고 있다. KNDC의 대안보고서는 기존 장애 담론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당사자를 권리옹호
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존 담론을 보완하는 신경다양성 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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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 및 이주민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공론화를 시도한 점이다. 비록 분량의 제
약으로 인해 상당수가 삭제되었고, 남은 부분도 다소 형식적인 언급에 그쳤지만 기존 estas의 
대안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연대에서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꼽을 
수 있다.

넷째, 빈곤층 장애인의 의제가 몇 가지 포함된 점이다. 세바다 대표가 빈곤층 미등록 장애인
으로서 겪은 아픔에 대해 빈곤과 장애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
를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성격장애인 차별 문제까지 공론화를 
시도한 것 역시 상당히 발전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신장애인과 자폐당사자가 함께 공유하는 의제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미등
록 장애인 및 장애등록 기준의 문제, 이혼 사유 판결 문제, 인공임신중절 예외조항 문제, 정신
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차별 문제 등 정신장애인과 자폐당사자가 상당히 많은 의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고서 집필 과정과 분석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 신경다양성 담론이 지향해야 하는 점이 상당히 유사하고, 이들의 
권리옹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바다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된 
신경다양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섯째, 기존 장애계 의제를 신경다양인의 특성에 맞춰 변형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웹 접
근성 담론은 장애계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주로 감각장애인의 웹 사용환경에 맞춰 콘텐츠의 
형식적 전달에만 치중되었다.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신경다
양인에게 맞춘 콘텐츠 내용 면에서의 접근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콘텐츠 하면 흔히 언급되는 쉬운 읽기Easy read를 모든 당사자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발달장애계에서도 그 전례가 없다. 모든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상정하고, 편의제공을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estas
가 발달장애계에서 고인지 당사자가 소외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러한 상황의 반복을 우려하
고 있는 것이다.

16. 마치며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의 의의를 몇 가지 들자면, 우선 기존 발달장애계 및 정신장애계, 

estas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의제를 담고 있다. 여성, 빈곤층, 이주민에 달하는 정신적 당사
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당초 다양한 성별 및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바다와 달리, estas는 중산층 남성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어 의제 선정 및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자 이슈에 estas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보고서 집필이 갈등 없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는 소수자 이슈 및 진보적 의제에 대한 청장년 남성의 의식 변화라거나, 
자폐인 남성의 가치관 차이보다는 장애인 단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등록 당사자의 인권 현실을 공론화하고, 장애등록 및 진단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 1: 신경다양성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법적 능력인정 및 CRPD 협약 조명 | 61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모든 당사자가 환영할 일이다. 특히 등록장애인 위주의 담론에서 
소외되어왔던 병역 의제가 주요한 의제로 보고서에 실리게 되어 미등록 및 경증 장애인의 고
충을 알렸다.

당사자가 장애인으로서 겪은 다양한 고충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제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반영된 점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KNDC의 보고서를 좀 더 생동감있게 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살아있는 당사자의 증언에 힘을 싣게 해주었다. estas가 고인지 당사자로서 
기존의 발달장애계에서 소외되었던 경험과, 세바다가 비남성(여성), 성인 미등록 당사자, 빈곤
층을 겸하는 당사자로서 겪었던 차별 경험을 다수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집필 과정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세바다의 통합된 신경다양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
간 점도 반갑다. 이 발표를 위해 보고서를 분석하던 중, 자폐와 정신장애가 가진 공통 의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자폐 당사자 중 정신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앞으로 자폐
성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연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연대의 보고서에서는 아쉬운 점도 다수 존재한다. 우선 당초 기획했던 의제 중 상당
수가 분량 문제로 삭제되었다. 대안보고서 본문의 분량은 10,800단어로 제한되어 있다. 제한
된 분량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차별금지법 부재 등 많은 내용
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30조가 통째로 삭제되면서 문화계 및 장애예술계 관련 비판 
역시 사라지게 된 것은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신경다양성연대라고는 하지만 통합된 신경다양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자폐와 정신장애 당
사자의 권리를 각자 주장하는 형태가 된 것이 아쉽다. 앞서 말했던 공통 의제 역시 사후 분석 
도중에 발견된 것이고, 기획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자폐 관련 내용을 estas가 상당수 작성하고, 정신장애 관련 내용을 세바다가 다수 작성
하는 식으로 분담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준비 시간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 보고서의 품질이 저하된 것 역시 한계점이다. 보고
서의 집필을 6월경에 시작함에 따라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본문 작성 및 번역, 출처 정리를 모
두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게다가 estas는 이전에 대안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었지만, 독립된 대안보고서를 함께 준비하였기 때문에 KNDC 보고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다. 결국 출처 정리를 다 끝내지 못한 상태로 제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어판 
정리 및 후속 백서 제작 역시 완료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국 KNDC 보고서가 인용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
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다음 심의 때는 완
성도가 높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한국신경다양성연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
해 연대를 정식 출범하고, 공동 활동과 통합된 신경다양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한국 
신경다양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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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션: 토론 1

신경다양성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법적 능력인정 및
최근 발부된 권고에 대한 후속논의로서의 

CRPD 협약 조명

로사 이달리아 알다나 사구엘로(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들어가며
신경다양성 관점에서 뇌의 차이는 손상이라기보다 정상이다. 신경다양인들은 세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며 [재]해석한다. 이 정의에 기반한 축적은 생각 및 학습에 있
어서의 차이에 따른 낙인Stigma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신경다양성 원칙은 특히 개인 간에 존
재하는 차이점과 함께 과학, 미술, 음악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
력들을 언급한다.

따라서, 신경다양성은 자폐를 CRPD가 증진하는 것에서 떨어진 의학적 모델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병리학 대신 인간 다양성의 표현, [즉] 정상성의 변형으로 이해할 가능성의 전제를 옹호한다.

신경다양성 개념은 인간의 지적능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80년대에서야 신경다양장애인
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재형성할 필요의 결과로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지능 
검사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함께 개인지능을 질적으로 평가assess하는 검사의 가능성을 제시한 
Lewontin, Rose, Kamin(1984)의 도움이 크다. 이들은 또한 지능지수가 유전적 능력이며 개인
의 삶 전체에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생각에 대해, 유전과 불변이라는 개념의 신화를 해체하
였다demistify.

이해능력과 지적 능력이 일생동안 불변하게 남아있다고 보는 전통적 모델과 함께, 이것이 
유전된다고 보고, 사람이 가진 이해능력의 양화quantification를 통해 자신들의 표현 속에서 모든 
사회 부정의와 불평등을 정당화‧자연화‧법제화 하는 방식으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
문에, 이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사회장애인 개념과 그 시야를 재정의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보
호자와 부모, 보건 전문가들은 CRPD, 즉 [장애의] 인권적 모델과 거리가 먼 전통적인 장애에 
대한 관념을 정당화하면서, 능력을 얕잡고 신경다양인의 적절한 교육, 훈련중재가 가진 엄청난 
가능성을 제한하여 안정되고 근본적인 훈련 절차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이는 이 환경이 개인
의 지적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condition, 그들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얕잡기 때문에 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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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는 그들의 법적능력을 감소하고 이들이 자신에게 내재된, 양도할 
수 없으며inalienable 포기될 수 없는unrenounceable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부한다. 

논리적 사고와 사유
논리적 사고가 사물과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며, 자신의 환경 속에서 물체와 사람 사이에 이

미 만들어 낸 관계의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개인의 정교화로부터 도래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하
고자 한다. 그렇다면 논리적 사고는 어떤 사람이 분석하고, 이해하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나은 방식으로 정리하며 자신과 연결
된 관계들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논리적 사고라는 개념이 사람이 실수를 깨닫
고, 이를 수정하며,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 학습과정 전반에 도움이 
되도록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사유가 기존의 관습적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순진한 생각이 꽤 논
박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개인 자신보다는 맥락과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어떤 사람의 참여를 제약하거나 막는 것은 
환경이며,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12조를 고수한다는 전제를 
강조한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
CRPD 12조는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의 행사의 전제조건이므로, 다른이들과 동등한 기

반 위에서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 특히 신경다양인과 사회심리장애인에 대한 존엄성 비하, 구별‧배제‧
차별적인 처치, 학대, 혹사, 심지어 고문을 밝혀냈다. 국제장애위원회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에 
따르면, “대리의사결정체계, 특히 금치산 및 후견 관습은 자신의 삶의 행위자인 사람을 완전하
게 부정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사망’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민사회, 즉 신경다양인 자신과 다른 기관들로부터 장애인 대중에게 일어나는 학
대를 막고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하지만 시설화는 최소화되기는커녕 팽배해 있다. [시설
은] 자신의 동의에 반해 이뤄지는 장애인의 시설화나 자신의 이동권, 자유, 자율성, 독립성을 
제약하는 GPS 등의 장치 등과 같이 [장애인 대상] 학대가 유발되는 수단 중 하나이다.

 나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이 어디에서나 법률 앞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재확인하
는 내용을 분명히 서술한 협약 12조 1항을 제시하고자outline 한다. 법률 체계 앞에서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들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따라서 협약 전반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을 
전부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12조 1항은 모든 인간이 법률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인용하는 협약 16조를 재확인한다.

 12조 2항은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타자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법적 능
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서술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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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여기는 이 항목의 가치에 의해 다른이들과 동등한 기
반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나는 당사국이 장애인
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자신이 가진 권리들을 온전히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을 다시 강조한다.

 동일하게, 12(2)항은 특정 집단에 법적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는 ‘사법적 인격권juridical 

personality’의 인정 권리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식될 능력이 수여된다는 평행 법률 분석으로 이
어지며, 이는 따라서 모든 다른 권리의 전제조건이 된다. [분석결과]는 또한 ‘법적 능력’ 개념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일 능력을 선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
신의 결정을 통해 의무가 부여된다고 가정함으로서(동적 요소), 이것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
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적 능력에는 ‘행동할 능력’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동
일하게 사회 속에서 발전하고, 어디에 살지, 무엇을 공부할지, 결혼할지 아닐지, 가정을 가질지 
아닐지,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지,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CRPD의 최근 대화에서 도출된 권고
2022년 9월 이뤄진 최근의 대화에서 위원회가 표현한 우려와 권고에 대해서, 다음을 상기

하고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당사국의 장애의 의학적 모델이 장애등급제를 포함해 ― 최근 장애등급제가 개정되어 
6단계에서 2단계로 줄기는 했으나 ― 여전히 만연해 있어서, 장애인의 사회 포함을 막으며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정치인, 판사, 검사, 교사, 의료‧보건 전문가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기타 전문가의 인지가 부재하다.

따라서 이를 권고한다.
a) 장애사정체계에서 장애의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교체하여 장애의 인권기반 모델 원칙

에 일치시키고reorient, 장애인의 법적, 환경적 장벽 사정 및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온전한 
사회통합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및 보조의 제공에 목적을 둔 체계를 수립할 것;

b) 장애인단체들과 가까이 협력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료‧보건 및 기타 전문가들에게 장애인의 권리 및 협약 내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역
량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c)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심리사회장애인들을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부터 제외한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페이지이며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보호를 보장하
기 위해 재고되어야만 한다.

3. 장애부모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의 아동을 살해하는 사례들과 함께, 자폐인과 심리사
회장애인이 높은 자살 및 실종률을 보인다;

4. 코로나19 세계유행 기간 중 시설환경에서 일어난 장애인의 사망.
d. 특히 자폐인, 심리사회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대책을 포함한 국가 장애

인 자살 및 실종 방지전략을 채택 후 이행하며,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통해 장애인
과의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를 보장할 것;

e. 장애인 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기구와 협의해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독립된 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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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건상황 속에서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긴급탈시설을 시작하는 방안
을 개발할 것.

결론적으로, 법 앞의 동등한 인정(12조)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위원회는 심리사회 및/또는 지적 손상에 기반해 장애인의 활동능력을 제한하는 후견 
및 대체의사결정 체제를 폐기하는데 진척이 부재하며, 동시에 이 체제를 조력의사결정체계
로 완전히 대체할 시간표가 없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되는 조력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 또한 
우려한다.

6. 위원회는 이전 권고(CRPD/C/KOR/CO/1 22항)을 상기하며 일반논평 1호(2014)에 따
라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f. 신탁 및 후견을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체계를 장애인의 개인화된 돌봄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 의지, 선호를 존중하는 조력의사결정체계로 대체하라.;

g. 개혁 과정 및 관계인사의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조력의사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독립된 자신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통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또한 긴박하며 필수적인데, 신경다양성에 

대한 최근 연구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대다수가 많은 경우에 비질서disorder라는 개념과 장애 차이
를 부적응이나 체계의 정상적 기능 속에서의 이상으로 여기는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더욱 전통
적인 기준에 의해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기까지, 자기 역사와 
자기 결정의 주인공으로서,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완전한, 사회적, 개인적, 노동
적, 전문적 삶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더해져야 하는 모든 종류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단체, 가정, 국가, 신경다양인들은 모든 형태의 차별 및 배제수단에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표현의 자유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 옛 패러다임을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redouble해
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침묵하지 말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정과도 독립되어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국가가 자원을 관리해 장애인과의 동원, 참여, 직접적인 협의와 장애인간의 협의를 격려, 증
진하고 재무자산을 배정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헌신으로서 국가는 협약의 이
행에 대한 노력을 강화redouble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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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이행 과정에서 신경다양인의 전략적 과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더인디고 편집장)

지난해 8월 말경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CRPD 위원회)의 당사국 국가심의
를 받았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심의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제
도의 변화의 긍정적 결과를 국제적으로 확인받는 자리인 동시에 향후 당사국으로써의 CRPD 
이행 최종견해를 받는 자리였다. 당연하게도 장애인단체로 이뤄진 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들
은 정부의 국가보고서의 정책적 기만성을 알리고 국내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최종견해에 포함
시키기 위한 활동을 노력을 다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 과정이 치열했다는 소식은 참석자들을 통해 전해들었지만, UN WEB TV를 통해 본 
CRPD 위원들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질문은 평이했고, 모호했으며, 어설프기까지 했다. 반면 
정부의 답변은 질문에 비해 지나치게 장황했고 현란했다. 그 결과, 정부는 협약의 29개 조항에 
79항목의 권고를 받았다. 79항목의 권고는 얼핏 많아 보이지만 8년만에 이뤄진 심의였고, 더구
나 앞으로 9년 후에나 예정된 차기 제4-5-6차 심의 일정를 감안하면 되려 적다는 느낌이다. 

반면 정부는 2008년 협약 비준 당시 유보했던 제25조 건강 e항의 유보철회를 선언하고 수
어법,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 등을 보
고함으로써 국가심의에 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최소한의 권고만을 이끌어
내 선방했다. 물론 이후 선택의정서 비준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을 감안하면 장애계의 노력 
또한 성과가 있었다. 

지난 제2-3차 국가 심의의 결과인 최종견해는 2023년 신경다양성 포럼의 주제인 ‘신경다양
인의 차별과 연대’에서의 논의와 맞닿아있다. 

정신적 장애인 인권, 아직 갈 길이 멀다(이하, 제1발제_이원무)와 한국신경다양성연대 보고서
와 그 함의(이하, 제2발제_조미정) 등 두 발제 모두 제2-3차 UNCRPD 국가심의 최종견해에 
대한 신경다양인들의 심정적 아쉬움이 깊게 베어있는데, 이는 신경다양인 당사자들이 겪는 현
실적 차별에 대한 절박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적 방안들이 최종견해에 반영되
지 않았던 탓인 듯하다. 

특히, 제1발제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미등록도 포함) 등과 관련한 합리
적 조정(정당한 편의) 장차법 상의 명시, ▶쉬운 건물 안내도, 감각통합실, 조용한 공간, 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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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웹, 모바일 등에 대한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관련해 구체적인 접근성 기준 미흡, ▶후
견인 및 대체의사결정제도 폐지(제12)나 강제치료, 치료감호(제14조)에 대한 문제와 이외에도 
부모 등 조력자 중심의 지원체계, 물리적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등 최종견해에 담기
지 않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제도적 약점을 짚고 있다. 이러한 제1발제의 지적은 현재 우
리나라가 받아든 제2-3차 국가심의 최종견해에 담긴 신경다양인에 대한 미흡한 반영에 대한 
아쉬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향후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즉, ▲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식 제고 및 장애인에 대한 편
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 채택 및 관련 결과 모니터링 ▲자폐성 장애인 등 장애인의 장애인단
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활발한 참여 보장을 통해 장애인 국가 자살 및 실종 예방전략 채택과 
이행 ▲장애의 인권적 모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한 실종 예방정책 수립과 자폐성 장애인, 
신경다양인 등의 동의하에 GPS추적장치 발부 ▲탈시설 로드맵의 재검토와 이행 강화 등 제2
차 취종견해에 담긴 정책적 이행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제1차 최종견해처럼 흐지
부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제2발제는 제1발제에 담긴 UNCRPD 최종견해에 담겨야만 되는 우리나라 신경다양인들의 
정책 문제를 촘촘하게 정리한 보고서에 담긴 함의를 ①자폐부터 성격장애 등 소수 정신장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당사자를 신경다양인의 정의 모색, ②제도적 사각지대
에 놓여있는 미등록 및 고인지 당사자들의 권익옹호에 초점을 주고 있다. 또한 ③ 여성 및 이
주민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공론화, ④신경다양인들의 빈곤화, ⑤미등록 및 장애등록 기
준 문제, 이혼 사유 판결 문제, 인공임신중절 예외조항 문제,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차별 
문제 등 정신장애인과 자폐당사자간 의제 공유, ⑥웹 접근성 등 기존 장애계의 정책 의제 담
론을 신경다양인의 특성에 맞춰 변형해 주장하고 있다. 특히 ⑦요즘 소위 신경다양인에 대한 
특성화된 정보접근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쉬운 읽기Easy read를 모든 당사자에게 강요하지 말
라고 주장함으로써, 신경다양성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특정 장애유형에 특화된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현실을 적확하게 짚고 있어 의미있다.

그렇다면, 두 발제에서 주장하는 신경다양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담론들을 현실적으로 의
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차례다. 특히 UNCRPD 최종견해에 신경다양인의 담론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국내의 정책적 아젠다로 접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신체적 장애 중심의 UNCRPD 국내 장애계 활동에 대한 비판적 기제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주류 장애계의 기울어진 정책 담론의 균형추를 새롭게 맞추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접근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이어야 한다.

① 신경다양인 – 용어 정의에 대한 각 유형 당사자간의 합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포럼에서 당사자를 가리키는 용어인 신경다양인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본인이 신경다양인의 범주 안에 드는 장애 유형으로 지적장애인, 자폐
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심리사회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형들은 법적 장애유형인 발달
장애인(지적, 자폐성)과 정신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와 이론적 용어로써의 신
경다양인과 법적 용어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현실적 정책 담론
을 구성하는데 자칫 모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형간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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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경다양인 정책 이슈의 컨텐츠화
두 발제에서 정리한 신경다양인에 대한 정책적 이슈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 

협의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의 니즈와 상관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거
나 혹은 정책적인 고려조차 되지 않는 이슈들도 많다. 

한 예로 제2발제에 언급되어 있는 7. Discrimination related to military service(군역에 대
한 차별) (16조)‘군역에 대한 차별’ <한국에서 국민의 의무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는 사회 소
통에 대한 궁극적인 손상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당사자를 포함한 자폐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
로 다가온다.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3 103~104항의2에 따르면, 경계선 장애나 전
반적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도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 복무를 하게 되어 있다. 정
신장애 사회복지요원 복무 훈련이나 복무과정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또다시 위계적 질서에 의
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일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폭력 속에
서 보내게 된다.> 은 신체적 장애가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들만이 겪게 되는 문제- 최근 ‘뇌전
증’을 빙자해 병역비리가 터졌고, 이로 인해 뇌전증 장애인들이 병역회피자라는 혐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라는 점에서 다른 장애유형과의 연계를 통해 컨텐츠화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
자들이 실제 겪는 사례를 모으고 언론 등에 이슈화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반영한 컨텐츠화 
작업이 필요하다.

③ 분명하고 명확한 당사자들의 창조적인 활동 영역 확장성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률인 발달장애인법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결정권’을 본인의 의사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신경다양인 당사자가의 삶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느
냐 하는 문제여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UNCRPD의 정신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
라의 법제도는 발달장애인(신경다양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행하는 후견인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대행이 당사자의 ‘최선의 이
익’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고민과 명확한 정책적 어잰다를 도출해내
는 것이 중요하다. 

④ 부모·가족 등 소위 당사자 조력인 중심 활동단체와의 연대
끝으로 현재 신경다양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의 영향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인 점을 인정하고 

당사자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의 미흡은 자신들만
의 정책적 담론을 사회적 의제화로 확장시키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가 
의미있는 정책적 담론을 컨텐츠화로 나아가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
한 불리한 환경적 조건은 연대의 손을 내밀지 않는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장애계에 대한 불만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경다양인이라는 장애계에서의 소수성은 명확한 현실이며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국가 복지
정책의 틀은 강고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환경도 이미 ‘돌봄’과 ‘지원’이라는 부모나 조
력 중심의 정책으로 정착화되고 있다. 현실적인 환경의 강고한 틀 속에서 신경다양인 당사자
의 자리는 없어보이며, 앞으로 현재의 방식은 더욱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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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경다양인으로써의 당사자성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묘안은 지극
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협소한 공간에서나마 당사자들의 니즈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
을 해야 한다는 답답한 상황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답답한 현실에서 신경다양인 당사자들이 당사자성을 유지하며 “Nothing about 
us, without us란 정신을 실천하고, UNCRPD 이행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려면, 내부적으
로는 두 발제를 통해 집약되고 정리된 정책적 담론들의 컨텐츠화 작업을 통해 의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제1발제의 “다음 심의 때까지 자폐성 장애인 자조모임 estas와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등은 협약의 권고사항 이행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다짐대로 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방
식으로 끊임없이 활동함으로써 신경다양인 당사자 단체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기존의 장애인단체들과의 정책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는 전제가 있다. 장애인단체들과의 연대 과정에서 단체의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활동 과정에서 
신경다양인 당사자들이 종속화가 되지 않고 동등한 관계에서 정책적 담론의 논의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제적 연대활동을 통해 신경다양인의 정책적 담론들이 정책적 의
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연대를 먼저 제안하는 용기기 필요하다. 

이제 장애계에서조차 ‘당사자성’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조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



[세션 1]
신경다양인의 차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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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발표 2

신경다양인 당사자가 겪는 고용 애로사항과 그 실제

알비스 [장지용] (estas) · 달팽이 (세바다)

Ⅰ. 여는 말
신경다양인의 고용은 단순한 고용이 아닌, 신경다양인의 생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

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몇몇 신경다양인에게는 법적인 복지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로 안정적 수익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은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지점으로 다가온다. 

이번 연구는 신경다양인 중 직장 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논증하였다.

Ⅱ. 신경다양인의 고용 특성
신경다양인의 고용 특성은 일반적인 직업 특성과 유사할 듯하지만, 자폐성장애로 판정 받은 

경우 전문직 입직에 상당한 제약 조건이 부과되는 요소가 있다. 이는 자폐성장애는 대중의 인
식에서 ‘무능력자’로 종종 낙인찍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에는 신경다양인이 
의사1), 변호사2), 교수3), 선출직·임명직 정치인4) 등 신경전형인도 입직이 어려운 직종에 진입
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보고 사안이 있는 것으로 미뤄봐 한국의 신경다양인 고용 수준은 극
히 후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신경전형인에게만 개방된 직업에 신
경다양인이 입성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정식 임용된 사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고작 고시
를 통해 입성하는 공무원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직 일반 대중에게도 입
직이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는 ‘9급’ 채용을 의미할 뿐, 소위 ‘행정고시’를 통해 입직하는 5급 
이상 직위는 아니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입직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을 명분으로 몇몇 직종은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한 사례도 간혹 있다. 심지어 운전면허 취득조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의 보증 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득에 상당한 제약사항이 있는 것은 더 유명한 사

1) 국내에서는 신경다양인 의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외에는 Autistic Doctor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eurodiverse Doctors 등의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미뤄봐 신경다양인 의
사의 존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방준식, <헤일리 모스 "한국서 '우영우 열풍' 신기…드라마 보고싶어">, 2022년 7월 18일, <한국경제>
   박은하, <닮은 듯 다른…일본판 ‘우영우 변호사’ 떴다>, 2022년 10월 24일, <경향신문>
3) 로버트 저겐(Robert Jergen)의 저서 <Little Monster> (학지사)에서 자신의 교수 임용 후 이야기가 

언급되는 사례가 있다. 그는 ADHD 성향이다.
4)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 Lorna Slater는 자폐인임을 트위터에서 고백한 사례가 있다. 2021년 스코틀랜

드 의회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여 Lothian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현재 스코틀랜드 지
방정부의 임명직인 녹색기술, 순환경제 및 생물다양성 장관(Minister for Green Skills, Circular 
Economy and Biodiversity)도 2021년 8월 30일부터 역임하고 있다.

5) 류수현, <자폐성 장애인, 경기교육청 공무원 합격…"희망의 본보기">, 2018년 8월 9일, <연합뉴스>



90 |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 ‒ 세션 1

실이다. 물론 자폐성장애 중에서도 운전면허가 발부된 사례는 간혹 존재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대단히 극소수의 일이다.

신경다양인의 고용에 있어서 또 다른 장벽은 바로 입사를 위한 과정 자체에 있다. 예를 들
어 입사 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필기시험 자체에서는 신경다양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
공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보고자가 지역 공기업 입사시험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시험 주최 공기업은 이것을 ‘정당한 편의 사항 없음’으로 
처분하였다는 보고1)가 있다.

최근 들어서 신경다양인의 고용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면접시험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면접 시 편의사항 제공 원칙 등이 제정되어 도입되고 있
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지점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명2)에 따르면, 신경다양인 중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는 ADHD등 다른 신경다양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 면접 일정과 장소 등 중요한 내용을 안내할 때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작성함
* 불안감 등으로 면접 일정과 장소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문자로 추가 안내하

는 것이 좋음
* 낯선 장소,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할 수 있으니 최대한 미리 안내함
* 면접 장소에 의사소통 지원자가 함께 배치되면 좋음

그렇지만 신경다양인의 직업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고용에 있어서 직종 다양성은 대
단히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3) 통계로 증명할 수 
있다. 실제 통계에서는 신경다양인 상당수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의 주요 종사 산업의 비중에
서 과반수인 50.9%가 단순노무종사자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지체장애에서는 주
요 종사 직업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규모인데 반면, 발달장애는 압도적으로 단순노무 종사
자이고, 관리자 및 전문가 직군에서는 겨우 3.3%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성한 신경다양인들은 다양한 직업 생활에서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대
중의 신경다양성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보니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다양인의 고용 후 대응 요령 자체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룰 문제이다.

Ⅲ. 신경다양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고용 애로사항과 그 실제
신경다양인의 고용에 있어서 당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실

제 신경다양인과의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내용과 보고자들의 실제 고용 애로사
항을 바탕으로 논의되었다. 실제 FGI는 2023년 1월 19일에 진행되었다.

1) 장지용, <“나는 어떤 정당한 시험 편의제공이 필요할까?”>, 2019년 8월 23일, <에이블뉴스>
2)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장애인 고용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3)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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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다양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용에 임하기
신경다양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용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모험을 각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신경다양인 정체성은 대체로 무능력함의 상징으로만 여겨질 뿐, 다른 다
양성 있는 고용 또는 다른 특성을 가진 노동자로서의 관점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서번트’ 등 제한된 특성만 겨우 인정해주고, 그러한 것의 이면에 있는 지점
은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서번트’ 특성도 그 재능을 이용하여 발전적인 관
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닌, 그 재능을 이용하여 다른 이익을 노리는, 일종의 ‘재주는 곰이 부
리고 사람은 돈을 번다’ 식의 태도인 점이 문제점이다.

먼저 신경다양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용에 임할 때,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사례에서는 장애
인 제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
인 고용 관련 규정이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DHD 
등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것이 장애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실제로 일본은 ADHD를 발달장애 일부로 간주하여 법적인 장애인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봤을 때, ADHD 당사자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도 아니고 비
장애인도 아닌 혼란스러운 지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신경다양인 중 등록 자폐성장애인의 장애정도 판단 기준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는 2019년 장애인등급제 규정 변경 당시 장애 유형에 따른 등급 구분 체계의 차이를 이해
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기계적으로 구 1급~3급을 중증, 4급~6급을 경증으로 단순화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폐성장애 경증에 해당하는 구 자폐성장애 3급을 중증장애로 처리
하면서 졸지에 법률상 중증장애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졸지에 구 자폐성장애 3급의 실제 
상태가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로 오해받으면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업체들에게 
지원 거절 등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가끔 보고되는 것도 있다. 심지어 보고자도 이 상황을 경
험한 바가 있다.

그 외에도 최근 성인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성인기에야 자신이 발달장애 또
는 신경다양인 정체성을 남몰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사례1)도 간혹 있다. 
특히 입사 후에야 정체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이번 FGI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FGI 과정
에서 논의된 부분 중 하나는 ADHD 등 일부 신경다양성 특징은 결국 장애 불인정 등의 관점
에서 결국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논의되면서, 결국 한국 사회에 신경다양인 정
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노동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만은 확실히 있다는 결론으로 연
결되었다.

그러나 신경다양인 정체성을 공개하고 고용되는 것의 단점도 존재한다.

먼저 신경다양인이라는 점에서 해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신경다
양인은 신경다양성 정체성의 다양성이나 다른 업무 역량 등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정
상적’이라는 부적절한 인식의 한계에 갇혀 고용주는 신경다양인 직원을 고용 다양성 관점이 
아닌 단순 ‘부적절 사원 1호’로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에 해고 등에서 우선순위로 해고되는 

1) 정지음의 <젊은 ADHD의 슬픔>에서 저자는 성인기에야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서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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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

거래처 등 대외적으로 신경다양인 직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신경다양인 직원이라는 사실은 긍정적 요인이나 다양성의 요인이 아닌 부적합 요
인으로 간주하면서 신경다양인은 거래 등에서 불신임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거래처 등
지에서 신경다양인 직원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존재하며, 심지어 신경
다양인 정체성이 거래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간혹 있다.

끝으로, 장애인 등록이 된 신경다양인의 고용에서 제일 악질인 부분은 ‘고용에 대해 책임지
지 않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고용상 책임인 임금의 안정적 지급, 고용의 지
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고용상 받는 가산점, 지원금 등만 노리고 고용을 부랴부랴 
했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즉시 폐기, 즉 해고해버리는 특성이 간혹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
고자도 2015년 이러한 경험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었다. 

2. 회사에서 신경다양성 정체성을 승인받기
기껏 입사해도 결국 신경다양성 정체를 승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노동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신경다양성은 노동의 안정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
들에게 신경다양성 개념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신경다양인 직원을 대하는 요령에 대한 사회
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지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번 절의 논의 부분이다.

한국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업무를 줄여서 배정하여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을 증
대한 전략이 아닌,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업무는 과다하게 부과하면서 고용도 적게 하는 특
성이 있다. 즉, 한국 노동문화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직장인의 업무 역량의 특성은 소위 ‘일
당백’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경다양인이 정상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
량을 합리적으로 배분받는 것은 어려우며, 이러한 것이 ‘전문성의 강화’ 이런 것이 아닌 ‘업무 
역량 부족’ 등으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것이 제한된 수준의 업무 분야로 배정하는 
것도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 기업에서 임원이자 현지 지사장을 지내며 한국 기업을 경험한 프랑스인 에리크 
쉬르데주(Eric Surdej)의 평가처럼 한국의 기업이 성공한 비결이 ‘극도의 효율성과 치밀한 전
략,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분된 업무 배분, 성취 평가’에 있다고 그의 
저서 <한국인은 미쳤다!>1)에서 이야기 한 바가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 특유의 효율성 중시 문
화와 세분된 업무 배치 등은 한국의 신경다양인 노동자에게 간혹 문제 요소가 될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업무 문화에서 업무상 소통과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은 신경다양인에게는 어려운 지
점이 다른 곳에도 있다. 업무상 소통 과정에서 신경다양성 정체성으로 인한 의사소통 오류는 
가끔 신경전형인 직원들에게 소통이 어려운 존재로 낙인찍히고, 이러한 신경전형인의 암묵적 
문화에 적응할 수 없는 신경다양인 직원들은 결국 소외되고 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경다양
성 정체성은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낙인찍히고, 신경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한다.

1) 에리크 쉬르데주 저, 권지현 역, <한국인은 미쳤다!>, 북하우스, 2015
프랑스어 원제는 <Ils sont fous ces coree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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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성을 간신히 존중해주는 사례도 간혹 존재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며 그나마 
겨우 존중하는 수준이고, 관리자 등이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관리자에 따라 다른 소위 Case 
by Case에 가까운 부분이 짙다. 또한, 업무 평가나 평판 조회에서도 이것은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신경다양인이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3. 신경다양성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기
결국, 신경다양인 노동자들도 노동한다. 즉 일한다. 실제로 신경다양인 노동자들의 경험 애

로사항에서 실제로 일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한 노동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절은 실제 노동 실무에서 벌어지는 애로사항을 논의할 것이다.

먼저 업무 진행에 있어서 보면, 업무 우선순위 설정·업무 수행 과정의 협소성과 응용력 부
족·업무 흐름 구성의 어려움과 융통성 부족·다중 업무 대처 역량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신경다양인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업무 우선순위 등의 관점
이 아닌, 업무가 접수된 순서가 곧 업무의 우선순위라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업무 우선순위를 
관리자들이 설정하라고 해도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업무 조정 등
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지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업무 수행 과정의 협소성과 응용력 부족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일종의 경로의존성이 대
단히 강력한 신경다양인 노동자의 경우, 원칙주의 성향에 따른 업무 흐름의 변화 등은 조금 
어렵고, 변화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업무 혁신’의 적용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가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한국 기업에서 말하는 ‘업무 혁신’이 
대체로 급진적 업무 혁신에 가깝다 보니,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신경다양인은 
이것의 적용이 더 어려운 지점이 생기곤 한다.

업무 흐름은 신경다양인 노동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업무 가치이다. 이는 신경다양인 노동자 
상당수가 업무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운 신경다양성에서 유래한 특성이 있
는 것으로, 긴급 업무 지시 등이 생길 경우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이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것은 업무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업무 상황을 매니지먼트 해야 하는 관리자
의 주의점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FGI 과정에서도 업무 흐름이 깨지는 문제로 비상사태를 
겪는 신경다양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 청취 되었다.

현대 직장문화에서 요구되는 다중작업, 이른바 멀티태스킹 요구도 신경다양인에게 부적합한 
업무 방식이다. 신경다양인 노동자들은 한가지 작업에 한가지 역량을 투입하고 한 가지 일이 
시작되면 집중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신경다양인 노동자들에게 고역이 따르는 업무 행위 중 하나이다. 그래서 나타
나는 현상은 A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B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신속하지 않으며, 특히 A 업무
와 B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 FGI의 결론이었다.

덧붙여 주 업무와 부 업무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어서 주요 업무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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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업무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동시에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나 이 주 업무-부 업무 간의 적절한 비중을 맞춰서 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자폐인의 실행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하려 했다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 등, 자폐인 등 신경다양인의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가 의학계 등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신경다양인 노동자들은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데, 이는 신경다양인 노동자들의 안
정적 고용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 등의 과도한 부담감 등이 원인이다. 인간관계 설정 등을 강
요하는 특수한 사례 등은 잦은 이직 등으로 나타나며 잦은 이직의 영향으로 업무 용어가 뒤섞
이는 현상이 간혹 존재하기도 한다는 FGI의 보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업무 역량 습득이 부족
한 요소도 있다. 한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로 동료들과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이 있고, 
동료들과의 업무 진행에서 통제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4. 업무 너머의 업무가 벌이는 애로사항
업무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업무는 업무 시간 이전, 이후에도 진행

되는 성향이 있다. 물론 시간외 노동, 즉 이른바 야근 등의 문제도 있지만, 회식이나 근태 등 
업무 이외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소재는 간혹 문제가 되곤 한다.

한국 직장문화에서 자주 거론되는 직장문화 개선 요구 사안 중 주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회식 문화이다. 오죽하면 코로나19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사적 모임 제한 규정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이 진행되었을 때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회식에 대한 규제가 
생겼다고 반가워하는 사례1)까지 있을 정도이면 한국 직장문화에서 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한국 직장인의 특징 중 하나인 음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거대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대통령선거 시절부터 음주 관련 추태로 상대 정파의 
공격을 받았던 이력2)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직장 내 음주 문화는 직종, 직군, 계급을 막론하고 
한국 직장문화의 일반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다양인 노동자들 상당수가 하급직인 특성상 한국 직장 권력에서 회식을 거절할 수 있는 
수준은 ‘거의 없음’ 수준이라 회식이 벌어지면 비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사의 제품은 부드러운 이미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아예 주류(酒類) 업체가 역발상 구호로 ‘회식을 반대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 사례3)도 존재할 정도이다. 그만큼 한국 직장문화에서 음주가 차지하는 비중
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짚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량’이라는 웃지 못할 지점은 한국 신경다양인 노동자에게는 어려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채상우, <“코로나 핑계로 회식 빠질 생각마”…직장인들 두려움에 ‘아우성’>, 2022년 7월 25일, 헤럴드경제
2) 소중한, <윤석열, 사과하러 가서 폭탄주... 거짓 해명과 모르쇠>, 2021년 11월 20일, 오마이뉴스
3) 이하린, <"부장님과 술 마시기 싫어요"…맥주회사가 '회식 반대' 외친 이유>, 2022년 10월 14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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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회식 문화에서 음주, 자리 배치 등 사회적 불문율을 어기는 것은 신경다양인에게는 
자주 벌어지는 특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회적 
불문율을 신경다양인이 깨는 등의 문제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편견으로 되
돌아올 뿐이다. 실제로 일본의 자폐인은 사회적 불문율이 무엇인지 문의했다거나, 직장문화에
서 부적절한 부분 등을 지적하였다가 ‘그저 비뚤어지고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일
이 있다고 술회한바1)가 있었다.

신경다양인에게 으레 따라오는 또 다른 특성은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한 약물 복용 문제가 
있다. 신경다양인의 안정 등을 위해 의학적으로 부과되는 약물치료 등의 영향은 약물을 반드
시 복용해야 하는 특성으로 연결되어 가끔 신경다양인을 억압하는 기제로도 약물이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신경다양인 노동자에게 이러한 약물치료 일부분의 부작용으로, 근태 관리의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는 FGI의 보고가 있었다. 약물치료의 특성상 ‘차분히 행동하게 한다’라는 명목
으로 행동을 일부 지연시키는 특징이 있다 보니, 정작 신속성을 요구하는 부분인 출근 등에서
는 이러한 것이 ‘과도한 지각’, 즉 근태 문제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근태 문화
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을 정도로 근태 문화에 유연근무제, 자율 출근제도 등을 도
입하여 근태 문제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지만, 한국 기업은 이러한 문화를 잘 받아들
이지 않고 산업사회의 일률적인 노동시간 정책을 아직도 사용 중이다. 그렇지만 정부도 시차
출퇴근제·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2)하고, IT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율 출근제를 도입하는 등3) 
한국 직장 근태 문화의 개선 지점은 희망이 있어 보인다.

앞 절에서 거론한 직장 내 상호작용 문제는 직장 내 다른 지점에서 재논의되는 부분이 있는
데, 바로 직장 내 인간관계 설정에서 가끔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한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설정하려고 해도 신경다양인의 특성상 의사소통 등에서 애로사항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는 한
국 직장의 특성 중 하나인 ‘평판 문화’에 영향을 끼쳐서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한 인간관계 설
정에서도 가끔 오류 사항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Ⅴ.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신경다양인 중 전문직종과 사무직종을 중점으로 연구된 부분이기에 신경다양인의 

주요 종사 분야인 생산직, 현장직 등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보
상 체계 설정 등의 문제로 현장직 등을 FGI 대상으로 섭외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점은 안타
까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었
기 때문에 더 자세한 연구 등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는 신경다양인 당사자가 직접 신경다양인 노동자를 대면하면서 직접 당
사자가 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토로하는 문제점을 직접 
논의했다는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1) 이세아, <일본 자폐인 "'우영우' 좋다면서 장애인 시위 비난, 이기적">, 2022년 8월 7일, 여성신문
2) 김현철, <유연근무제 말뿐…공공 참여 20%, 민간 80%는 제도조차 無>, 2017년 5월 7일, 뉴스1
3) 남혜정, <워케이션에 격주 놀금제… ‘일과 휴식’ 두 토끼 잡는 IT기업>, 2022년 6월 20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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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닫는 말
신경다양인에게 자신의 생계를 위한 고용안정은 단순한 고용안정의 문제가 아닌 신경다양인

의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경다양인의 직장생활
은 이번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매우 험난한 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의 직장문
화에서 신경다양인의 고용을 꺼리는 문화가 있고, 신경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직장 문화 또는 
업무 부여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경다양인은 기존의 직장문화에서도 조화할 수 있으면서 신경다양인
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신경다양인 친화적인 
직장문화의 형성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2회 신경다양성포럼은 그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신경다양인의 직장 진출은 
활발해질 것이고, 신경다양인이 단순노무직을 넘어서 전문직 등 고급 직종에까지 진출할 수 
있어야 하는 날은 언제 올 것인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처럼, 신경다양인 전문직이나, 입사 필기시험 
전형을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사에 성공하는 신경다양인은 언제야 등장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신경다양인이 이러한 곳에 입성했다면 그것은 뉴스거리가 되고도 남았
을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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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발표 3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한 
성인 자폐인의 자폐 진단 경험에 관한 연구

김세이‧김도현‧낙지비빔밥(이상 세바다)‧이원무(estas)
 

I. 이 연구의 필요성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 장애를 포함해 일부나 전체 특성이 비슷한 여러 증후군을 모은 

개념이며, 서번트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포함하고, 관심사 제한과 사회생활 문제 등이 
공통 특성으로 꼽힌다. DSM-5에선 아동기 붕괴성 장애1),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2), 아스
퍼거 증후군 등을 묶어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자폐성 장애를 법정 장애로 인정하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
는 사람도 장애인등록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 기준이 ▲전반성 발달장애로 정상발
달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이하(구 장애등급 1, 2급)거나, 71이상(구 장애등급 3
급)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인 GAS척도가 20점 이하(구 장애
등급 1급), 21~40점(구 장애등급 2급), 41~50점(구 장애등급 3급)인 것 등으로 기준을 정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자폐로 진단해 인정한 경우라도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자폐
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니, 미등록 자폐성 장애인 양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
국엔 등록 장애인이 아니기에 장애인 사법 지원이나 장애인연금, 장애인 가족지원 등의 서비
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자폐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위의 자폐성 장애 기준은 순전히 의료적 내용이고 다양성보다는 결함의 관점에서 보는 거
다. 이렇기에, 자폐성 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으며, 최근 정부
의 AI 행동 치료란 공약은 이와 상당히 연관 있다. 하지만 장애란 치료할 수 없는 거기에, 자
폐성 장애인에겐 정신적·정서적인 고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자폐를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다양성으로 정의해 자폐 당사자들, 돌보미, 사
회가 신경다양성3)을 지닌 자폐 당사자들의 위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자폐 인권운동Autism 

Rights Movement이 198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1~2020년까지 발행된 자폐성 장애 진단과 관련된 논문 42편을 분석해 이 장애를 
진단하는 것에 관한 연구 동향을 알기 위한 논문4)에선, 연구의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에서 

1) 2~3세부터 언어 기능 등의 신체발달이 지연되는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2) 일부 자폐성 장애 특징이 나타나나, 일부만 보이거나, 약한 정도라 자폐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함(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3) 뇌신경의 차이로 발생하는 다름(예, 자폐특성, 자폐 스펙트럼, 성격장애, 조현스펙트럼, ADHD, LD, 

SCD등)을 다양성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인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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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조기진단’, ‘포커스’, ‘조기선별’, ‘영유아’의 순으로 나왔다. N-gram 분석을 통
해 ‘자폐성 장애’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조기진단’, ‘조기선별’, ‘아동’, ‘영유아’ 순
이었으며, 의미연결망 분석에선 ‘조기진단’과 가장 높은 연결 정도 중심성을 ‘자폐성 장애’ 키
워드가 보여주었다. 이 논문들은 주로 특수교육 분야의 학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조기진단’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 조기진단이 미진한 현실 속
에 교육기관, 치료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련한 지식·인식을 
조사해 조기선별을 위한 현장 실태를 알아보며, 이 장애의 조기발견과 관련한 대책에 관한 기
초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1),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 아동의 인구학적·임상적 특성 및 
산과적 합병증을 비교하고, 초진 시 지적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중 재방문 시 진단이 바뀐 아
동과 진단이 유지된 아동의 특징을 비교하며, 자폐성 장애 조기진단의 활성화를 모색한 연
구2),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 가족의 경험 및 인식 조사를 통해 조기진단 및 교육연계 활성화
를 위한 지원요구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3)등이 있다.

‘조기선별’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부모가 영아의 문제를 발견·의뢰하면서 거치는 조기
선별과 장애(자폐성 장애 포함) 진단 과정과 조기 개입 서비스 연계의 현재 상황을 통해 부모
의 관점에서 일련의 연계과정 지원 구축방안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며,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에 대한 효과적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연구4), 특수교육 및 의료 현장에서 자
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선별 하는 중요성과 선별 결과를 실질적 중재로 연계하는 것의 중요
성 강조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AI 기술과 융합한 조기선별 도구 필요성을 제안한 연
구5),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별 도구인 M-CHAT과 CHAT을 활
용한 선별을 통해 효용성을 논하는 연구6)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자폐성 장애의 조기
발견·진단·선별을 통해 언어치료 등 치료연계로 가기 위한 목적의 성격이 짙어, 장애의 의학적 
모델에 여전히 의존하는 연구란 한계가 있다.

‘아동’과 관련한 문헌을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 아동들의 성공적 통합에 영향을 주는 적응행
동 기술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7), 자폐성 장애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
보며 이 장애 교육 분야에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8)등 여러 연구가 있지만, 사회적 

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자폐성장애 진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011-2020년까지 발행된 국내 
전문학술지 중심으로(최진혁 외, 한국행동분석학회, 2021)

1)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기선별에 대한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식 조사(선우현정, 유희정 외, 대한소아청
소년정신의학회, 2017)

2)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 장애의 산과적 합병증 및 임상적 특성의 차이(이슬비, 정희정 외, 정신신체
의학, 2016)

3) 자폐 범주성 장애의 조기진단 및 교육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 가족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이소현 외, 2012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 발견과 진단 및 조기 개입 연계과정과 지원요구(조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2013)

5) 자폐스펙트럼장애 조기선별을 위한 행동발달지표 개발 기초 연구(최진혁, 박재국 외, 자폐성장애연구, 
2021)

6) 한국판 영유아 자폐 선별 검사(KM-CHAT)의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김수진, 송혜경 외,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013)

7) 자폐성장애 아동의 적응행동 향상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한동욱, 강민채,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3)

8) 자폐성장애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국내 특수교육 분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김은경 외, 특
수교육학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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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결함이란 관점으로 교육을 지원하거나, 뇌 작동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자폐성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 치료를 소개하는 등 인권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영유아’와 관련한 문헌을 살펴보면 조기진단, 조기선별과 관련된 위의 연구 일부 외에도, 
부모-교사의 협력을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1),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족 지원과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포괄적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연구2), 협력적 팀 접근을 통
한 중심반응교수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과 중재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연구3)등 여러 연구가 있다. 중심반응교수의 경우 감각통합 등의 합리적 
조정이 있고, 장애영유아 가족지원에선 비장애 형제자매의 지원 등 가정역량 강화 내용이 있
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한 문제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장애 완화를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장애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를 안고 있다. 협력적 팀 접근을 통한 중심반응교
수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장애 유아 개인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장애를 결함의 관점으로 본
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자폐성 장애진단 연구는 아동과 영유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인과 관련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극히 적다. 성인 자폐성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도 양육 부담 및 자폐 자녀의 가
정 지원과 자폐 치료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인 자폐성 장애진단과 관련해서도, 
양육 부담으로 인한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 등의 경험과 성인 자폐 장애진단 도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외국 논문의 경우는 자폐성 장애진단에 관여된 성인 자폐성 장애인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부모와 전문가들의 진단과 관련한 경험 및 시각을 조사해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진단 과정 시 만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등을 규명한 질적 연구4), 성인 여성
과 소녀가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자폐 진단을 방해하는 장벽을 검토함으로, 여성 자폐 인식 증
진을 통해 조기식별 및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려는 연구5)등을 통해 
장애진단에 관련된 성인 자폐인 당사자의 경험을 일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폐성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신경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삶을 살기 위한 대안이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진단과 관련해 장애 당사자의 경험을 기록한 질적 연구는 
국내에선 거의 없다, 이에 관련해 본 연구에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성인 자폐인
의 자폐성 장애진단 경험을 연구해 자폐성 장애의 이해·인식 증진은 물론, 이들이 신경다양성
을 존중받으며 삶을 살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부모-교사 협력을 통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자폐성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김영아, 정대영, 한국특수아동학회, 2013)

2)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권미경, 최효미 외, 육아정책연구소, 
2015)

3) 협력적 팀 접근을 통한 중심반응교수(PRT)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
향(김설아, 김은경, 특수교육논총, 2019)

4) Autism Diagnosis in the United Kingdom: Perspectives of Autistic Adults, Parents 
and Professionals(Laura Crane, Richard Batty, et al,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18)

5) Journey to diagnosis for women with autism(Dori Zener, Advances in Autis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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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는 자폐성 장애인 자조모임과 신경다양성 지지모임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등록 자폐성 장애인 1명, 미등록 자폐성 장애남성 3명, 미등록 
자폐성 장애여성 3명이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1와 같다.

표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2023년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약 14일 동안 7명의 연구참여자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

뷰를 진행하며, 본 연구 자료의 수집을 진행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란 개방형 질문
(open-ended questions)으로 구성된 인터뷰 가이드를 질문으로 대상자의 경험, 의견, 감정, 
인식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 양적 연구에서 얻기 어려운 대상자 경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선 ‘자폐 진단’이란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와 관련해 연구참여자의 생애주기
별 생애사를 알아보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인터뷰 시간은 각 연구참여자당 약 60분이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해선 모든 연구참여자가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뷰 중에 연구참여자들이 논의한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연구자들은 녹취록을 작성해 분석을 시도했다. 

인터뷰 전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는 질문을 계획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연구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할 최종 질문이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주요질문

연구참여자 성별 장애 등록 여부

A 남 미등록

B 여 미등록
C 남 등록(자폐성 장애)
D 여 미등록
E 남 미등록
F 여 미등록
G 남 미등록

구분 질문

시작질문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입/전환 질문
- 어렸을 때 어떤 성격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유치원 때와 초등학교 때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냈나요? 동료들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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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는 7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개별 인터뷰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를 적용해 폭넓은 현상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FGI 내용의 
반복적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문장·단락을 선택, 개방코딩Open Coding을 분류했다.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치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에서 의미 있는 개념의 확인 후, 범주화 과정
을 통해 총 3개 주제, 10개 하위범주, 30개의 하위단위가 도출되었다.

표3. 자폐 진단 경험에 대한 FGI 분석결과

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실 수 있
나요?
- 중학교 때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생활하면서 좋았던 순간, 힘들었던 순
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고등학교 때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생활하면서 좋았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대학교 때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핵심질문

- 자폐성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어떤 계기를 통해 들게 되었
나요? 
-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릴 때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알릴 때 혹시 두려운 감정이 든 건 있었나요?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등록한 후 어떤 게 
좋았어요?(등록에 성공한 경우)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을 시도할 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등
록, 미등록인 경우)
- 사회에서 자폐성 장애인으로 삶을 산다는 게 본인에겐 어떤 의미인가

요?

마무리질문
- 자폐성 장애인으로 삶을 살면서 앞으로 사회에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

지요?

주제 하위범주 하위단위

자폐 인식 이전의 경험

다른 사람과의 차이

- 감각 과민, 상동행동 등 특이한 특성이 있
었다

- 특별한 관심
-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어려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차별

- 이상하거나 특이한 사람 같았거나 특이하다
고 취급받았다.

- 천박한 장애인식
- 눈치가 있어야 살아남는다
- 자폐 특성 마스킹

낮은 대처능력
- 심리적 대처 시도
- 자폐일 리가 없거나, 자폐인 줄은 몰랐음

자폐 인식 및 진단 
이후의 변화

자폐 인지 계기
- 자폐 관련 검사
- 세미나 등을 통해 자폐 의심함



102 |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 ‒ 세션 1

III. 연구 결과

1. 자폐 인식 이전의 경험
 1.1 다른 사람과의 차이
연구참여자들은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들에게 감각 과민 등의 특이한 특성이 있었다

고 진술했다. 또한, 엄청 호기심이 많고 과학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등,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이해가 어렵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친구가 거의 없
었다고 하는 등.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있었음을 인식했다.

연구참여자 A: 어릴 때 저는 목 근처에 사람 살갖 재질만 닿아도, 전기에 오르는 듯한 느
낌이 들면서 깜짝 놀라고, 사후적으로 어지러워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감각과민이 있었거
든요. 제 손으로 제 목을 못 만졌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용히 있어야 다른 애들이 나
를 만지지 않을 거고, 그래야 편할 것이란 기계적인 계산으로 조용히 있으려고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엄청 호기심이 많고,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다큐멘터리 책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게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는 성향인 것 같아요. 특히 ADHD적 성

자폐 진단 이후의 감정
- 알았을 때의 감정(뿌듯함, 편안함. 좋음, 그

냥 그럼, 풀리는 느낌 등)
- 자폐에 대한 생각 정리

자폐를 알렸을 때의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두려움

- 아직은 자폐임을 알리지 않았음
- 자폐성 장애인 자조모임 참여 계기
- 자폐에 대한 주위의 무지 및 혐오가 섞인 
인식
- 사람이 아닌 자폐가 되거나 무능력자인 느

낌
자폐성 장애 등록 계기, 

등록 후 좋은 점
- 취업 시도 시 서류나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

음

자폐성 장애 등록 시도 
시 어려운 점

- 의사의 자폐에 대한 전문성 부족
- 양육자의 자폐에 대한 부정적 생각
- 자폐 진단기준이 지능, 과거 기록과 연관
- 장애 등록을 해도 복지로 인한 실익 적음
- 장애인의 욕구, 의지 등을 무시한 행정으로 

장애 등록 싫음
- 자폐 검사비용 과다 등

자폐의 의미

사회에서 자폐성 
장애인(신경다양인)으로 

산다는 의미

- 장애인으로 보며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한다
는 느낌

- 자폐임을 알며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계기가 
됨

- 장애인권리증진 필요성

자폐성 장애인으로 
살면서 사회에 원하는 것

-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등록기준 자체, 제도의 변화
- 자격 제한 법률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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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인 것 같은데, 도파민 나오는 활동 막 찾아다니는 거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
보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활발한 정보가 끊임없이 나오는 분야가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C: 애들이 장난치면 보통은 하하하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난, 진
담, 농담 등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동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겼죠. 그것 때문에 저를 괴롭
히기 시작했어요. (괴롭힘을 당하면서) 마음도 쉽지 않고 엄마에게도 이르고 그랬는데, 그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학생 상담을 할 때 자폐 쪽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셨지만, 상담하다가 어쩌
다가 저도 모르게 반향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갑자기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기억으로 남아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지도교수님이랑은 
편하게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반향어를 사용하는지 몰랐거든요. 교수님이랑 상담하다가 교
수님이 저에게 되물어가지고, ‘왜 되묻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자폐가 있었고 학급이래? 

연구참여자 E: 하는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너희 집에 불 났다’고 
했을 때 집으로 달려가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F: 전교에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간 여전히 친구가 없었고요. 그래도 
학교폭력이 줄어든 건 살만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혼자 다니다 보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몰려다니면서 담임선생님랑 밥도 먹는데, 저는 3년 내내 혼자서 거
의 밥을 먹다시피 했으니까, 식당에 저 혼자 올라와서 저 혼자 먹고 저 혼자 내려오는 거
예요. 그래서 그걸 비관해서 혼자 운 적도 있고요. 

 1.2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차별
연구참여자들은 어렸을 때 사차원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주위에서 특이한 사람이라는 소리

를 들었다는 등 이상하거나 특이한 사람 같았거나 특이하다고 취급받았던 과거를 이야기했다. 
자신을 암묵적으로 배제했지만, 자폐성 장애가 있는 후배를 위하는 척하는 동료들의 위선에서, 
장애인식이 천박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언급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자폐 특성을 숨
길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힘들었다는 등 눈치가 있어야만 살아남
을 수 있고 자폐 특성을 숨기게끔(마스킹Masking) 부추기게 되는 고맥락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
도 짚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음을 인식하게 됐다.

연구참여자 A: 초등학교 때 인간관계에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초기값
이 중간은 가지만 이게 결국은 왕따가 되는 쪽으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초기화를 한 다음 이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내 원래 성격을 숨기고 조용하
고 얌전한 보통 사람인 척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는 힘들었죠. 마스킹을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살
고 내가 덜 귀찮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저 자신을 지킬려고요.

연구참여자 B: 사차원이라고. 참 특이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불편한 부분이 생기잖
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연구참여자 C: 왜 7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렇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말을 늦게 배웠으니 문
법을 배우는 것도 늦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
요? 그거 때문에도 (애들에게) 놀림 받고 그랬었는데....

연구참여자 D: 고1(학생) 중에 영어과에 자폐성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같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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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중에서 얘를 암묵적으로 배제시키는 거죠. 발표할 일이 있으면 제는 장애인이니 빼
자고 하는 일이 있어서요. 제가 고2때 다른 저희 반 아이들이 ‘너는 장애인 차별하냐?’ 나
서서 하는 걸 봤는데 저는 가식이라고 느꼈고요. 제가 있을 땐 그런 것 아무 것도 안 하다
가 후배 중에 자폐성 장애 학생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챙기는 척하는 것 봐라 하면
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그 학생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은) 1
학기만 다니다가 학교 힘들어서 자퇴했어요

연구참여자 G: 저 같은 경우엔 동아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동아리를 잘렸어요. 동아
리에서 겉돈다는 이유로 동아리를 잘린 적이 있어서요. 게임하는 것에서 게임 동아리였는
데, 리듬게임으로 했는데 그냥 갈려나간 거죠. 싹 다 갈려 나가서 과에서 이제 종강하거나 
개강하거나 할 때, 술자리 갖는 게 너무도 싫었어요, 저는 술을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
서 술자리가 너무도 싫었는데 (술자리가 의례사항이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반쯤 타
의로 반쯤 자의로 잘린 거예요. 본인의 의지, 타인의 의지가 반반 섞여서 잘린 거예요.

 1.3 낮은 대처능력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학교폭력 속에서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도서관에 신문 읽는 활동, 

또는 동료들이 자신을 끼워주면서 자신에게 친구가 생긴 게 위안이었다고 하는 것 등을 통해 
심리적 대처를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편, 머리가 좋으면 자폐일 리가 없고, 자폐임이 
의심되어도 의사가 자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 듣고서 자폐를 의심하지 못한 등 자폐성 장애
에 대한 편견이 팽배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언급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연구참여
자들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A: 그렇게 중학교 때 정신적으로 망가지면서, 손에서 공부를 놓게 된 것 같
아요. 그러던 시절에서 저를 달래고 있던 게, 리듬게임 얘기 아까 했잖아요. 리듬게임 입문
한 게, 엄밀히 말하면 2005년이지만, 중학생 때 본격적으로 좀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B: 옛날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유행했는데, 되게 얇고 조그만 미
국 잡지인데, 번역해서 들어온 잡지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어떤 자폐 당사자의 에
세이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문이 고장 났는
데, 자동차, 장난감 소방차 자동차였을 거예요. 그게 문이 고장 났는데, 그래서 고치려고 종
이로 붙였데요. 문을, 그런데 종이로 붙이니까 그게 끼어서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좋아하던 자동차를 도랑에다 집어 던졌데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나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략) 그런데 제가 자폐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연구참여자 C: 중학교 1학년 때 괴롭히던 애들이 같은 반이거나 옆반이 되든지 해서, 저
를 괴롭혔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나의 마음을 알아보고, 동료들 가운데 친구가 생
기면서, 동료들 가운데서 몇 명이 나를 모임에 끼워주고, 그랬던 게 위안이었고, 중학교 2
학년 때 성적 올랐던 것도 위안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수업내용이 뭔지 좀 알게 되
면서, 애들이랑 조금씩 얘기를 나누면서 성적도 오르고, 그나마 그게 위안이었죠. 사람들이
랑 어울리는 동료도 (중학교) 2학년 때처럼 조금씩 생기고요.

연구참여자 E: 진단 자체는 기억하기론 아주 어렸을 때 받았던 것 같고 병명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그렇지만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인을 했었던 것 같
기는 하네요. 왜냐면 자폐가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연구참여자 F: (자폐성 장애 검사의 일종인) AQ검사에서 50점 만점 중에 40점이 나온 
거죠. 그런데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래도 여자고, 진단도 못 받았는데 무슨 자폐냐? 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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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자폐 얘기를 했는데, 의사는 자폐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진단명이 조현형 성격
장애가 자폐랑 비슷하거든요. 자폐랑 연결이 많이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너는 그래도 자폐
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의심하지 못했어요

2. 자폐 인식 및 진단 이후의 변화
 2.1 자폐 인지 계기
아스피 테스트라는 자폐 관련 검사에서 자폐성 장애인 분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나, 

임상보고서 결과를 보고 자신이 자폐임을 알게 되었다는 증언, 한 세미나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특징 설명을 통해 자신이 자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됐다는 경험을 했다고 연구참여
자들은 전해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폐를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확인했다.

연구참여자 A: (자폐성 장애 검사의 일종인) AQ검사에서 50점 만점 중에 40점 언저리
는 나온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랑 다르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의외로 감각과민이나 상동행동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에 감각과민 관련해서 
정신과에 갔을 때도, 의사가 자폐 스펙트럼이란 의심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강박장애라고 진
단한 거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은 오히려 의사가 저에게 내린 진단이기보다는 아무리 봐
도 제가 여기에 해당하니까,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를 일부러 잡아서 일부러 검사해서 (자
폐 진단을) 받아낸 거예요. 제가 종합심리검사를 자진해서 안 받았다면 제가 미진단자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 이런 게 여성 자폐인들은 더할 거라고 보고요. 

연구참여자 C: 교회 자선단체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도 못 맞
추고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의 모습이랑 비슷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나일지도 모르겠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연구참여자 D: 영어로 적힌 서류를 발견했고요. 짐을 챙기다가 버리니 마니 하다가 
Clinical Report 영어로 적힌 걸 보고서 내 이름인데, 무슨 내용인지 하면서 보다가 영어는 
읽을 수 있으니까 보고 ’뭐지?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지?‘하면서 왜 내 이름이 적혀 있지 
했습니다(그 때 자폐를 알았습니다).

연구참여자 G: 슈인 쪽의 퍼리펜덤이라는 온라인 동아리 모임에서 아스피 테스트(ORG)
라고 AQ보다 문항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검사를 했었늗데, 레딧에서 유행하던 테스트가 있
었는데, 자폐성 장애인과 분포가 똑같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중략) 21세 때 복무지를 
옮겼는데 하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팀이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팀에 속해 있던 
사례 관리하던 공무원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폐성 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2.2 자폐 진단 이후의 감정
자신에게 자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이유를 증명했기에 뿌듯하다던지, 편안

함이 왔다던지,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자폐스럽단 생각에 그냥 
그렇다는 등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진단 이후의 감정을 표출했다. 또한, 자폐를 안 후 장애계 단
체 등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애가 다양성이고 창피한 것이 아니란 생각으로 정리되었다고 진술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자폐 진단 이후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A: 뭔가 99.9%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은 상태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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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이 검사를 받는다고 당장 내가 뭔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종합심리검사를 받
은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B: 알았으니 당연히 답답하던 게 해소되니 좋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의문이 
드디어 풀린 거잖아요.(중략)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느낌은 시원함보다는 사실은 
편안함이에요

연구참여자 C: 나중에 누나가 알려주더라고요. ‘너 자폐는 고칠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장애니 인정하고 살라고.’‘그런데 너가 똑똑한 것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니까 자신감을 가
져도 된다.’ (중략) 그때 ‘고칠 수 없다니 나는 적응할 수 없나 보다. 그래도 나는 똑똑하니
까.’ 그걸로 위안을 삼았죠. (중략) 6년 뒤에 장애계 단체에 취업해서 장애를 배우고, 장애
인권리협약 활동도 하고, 여러 장애 세미나도 다니고, 내가 다니던 직장 안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장애란 무엇인지, 장애 철학은 무엇인지 조금씩 알음알음 배워가면
서 나의 장애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라고 해서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장애는 다양성이고, 고칠 수 없는 거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연구참여자 D: 좋았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특이한 행동 같은 게 있었는데, 절대 
내가 너무 이상해서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연구참여자 F: 지금은 자폐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게 주변에 자폐인들을 만나면, 저보
다 더 자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2.3 자폐를 알렸을 때의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두려움
자폐라는 걸 알았지만, 정체성으로 확립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자신의 자폐 정체

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자폐성 장애를 알림으로써 자폐 당사자 단체들과 
연결돼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애를 알림으로, 지능이 
높은데 자폐일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타인으로부터 경험했거나, 자신이 무능력자로 불
릴 게 두렵다는 감정도 든다는 등 아쉬움과 두려움을 언급한 연구참여자들이 더 많았다. 

연구참여자 A: (나의 자폐성 장애가) 알려지게 된 결과가 좋았던 점은 2019년 당시에 
estas를 시작으로 여러 당사자 단체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가서 같이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세바다(신경다양성 지
지모임)시작부터 함께 하게 된 거고요.

연구참여자 B: ADHD라는 걸 알렸고, 자폐란 건 알리지 않았어요.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저는 주변에는 하나씩 하나씩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중략) 자폐인 것을 ADHD보다 조
금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못 알려준 거고요. 그런데 자폐가 있다는 것을 알
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중략) 알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에,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
아요. 어떤 이러이러한 면이 다른 사람이랑은 달랐다고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알릴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그 기간 안쪽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한편에선 너가 무슨 자폐야? 니 머리 똑똑한데 니가 무슨 자폐야? 좀 얘
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 나름대로 혐오하게 될까봐 그게 조금 두렵기는 해요. 

연구참여자 E: 자폐 인식이 뭔가 나쁜 쪽으로 플러스 알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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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가 바보 취급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지금 상태로도 약간 이
상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알렸다가 오히려 혹 같은 것을 붙이는 그런 느낌? 

연구참여자 G: 두려운 감정이 있죠. 있긴 한데, 다른 대학생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
가, 퍼리팬덤 쪽이라든가 그런 걸로 불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자폐성 장애인으로만 불려서 무능력자로 불리는 게 상당히 싫었던 것 같아요.

 2.4 자페성 장애 등록 계기, 등록 후 좋은 점
취업 시도 시 서류나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지만, 장애인 전형이 있다는 소리에 장애 등록을 

하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등록을 결심했다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장애인에게 직업이란 자
아실현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장애 등록을 활
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등록 후 좋은 점은 아쉽게도 없었다.

연구참여자 C: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면접이라든지 서류 등의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필기시험 등에서 계속 떨어지고, 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필기시험을 보긴 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건강보험 좋은 정책 
좀 한 번 해보겠다는 꿈이 있었죠. 누구나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필기시험 떨어졌
죠, 이후 다시 건강보험공단 시험을 넣으려고 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전형으
로 하면, 붙기가 쉬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등록을 
했었죠, 건강보험공단 필기시험 기회는 있다고 해서, 서류를 넣어보긴 했는데, 아예 영어에
서 고득점자가 많아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었는데...

 2.5 자폐성 장애 등록 시 어려운 점
의사가 자폐 진단을 해주지 않아 등록까지는 엄두도 못 내거나, 병원 다녔을 때 자폐성 장

애에 대해 고려조차 않는 것 같다는 등 자폐에 대한 전문성이 의사에겐 부족하다고 언급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자폐성 장애인을 낙인화하는 걸 우려하거나, 자폐를 고칠 수 있는 질
병이라고 인식하는 등 양육자의 자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장애 등록 시 어려움이 있기
에, 자폐와 관련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연구참여자들은 공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 부모님도 CARS 검사라고, 아동기 자폐검사인데, 제가 진단받는데 우호적
이지 않은 방향으로 하셨으니까, (중략), 의사도 장애 등록이 힘들다고 한 거지, 이 정도면 
본인이 힘든 상태인 건 맞다고 했는데 부모님께 설명하셨는데 부모님이 구지 들으려고 하
시지 않았죠. 당장 저도 성인기 자폐진단 특성상, 제가 제 자폐를 확실히 인터넷에서 찾아
다가 검사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으면 제가 진단을 못 받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
로 진단을 받아낸 게 맞기는 한데요. 오히려 부모님이 이거를 보시고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진단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연구참여자 C: 너는 1%만 고치면 완벽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확실히 알
게 된 거는 장애란 고칠 수 없는데, 말을 반복하는 것도 처음엔 쉽게 고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것
을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신께선 내 장애가 알
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그리고 엄마한테도 영향이 갈까봐 그러셨던 
거예요.

연구참여자 D: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자폐성 장애 관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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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단 제가 한 18살, 19살부터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성인기에 가까웠는지 모르겠지
만, 자폐성 장애에 대해 고려조차 않는 것 같습니다. 18, 19세 때 청소년이어서 소아청소년
과에 갔었는데 그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연구참여자 F: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제 경우에는 조현병이 
원래 자폐랑 많이 혼동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자폐라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조현병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다행이었어요

지능이 높기에 자폐 진단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과거 자폐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자폐성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는 등, 진단과 등록기준 시 대한민국의 자폐성 장
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A: 이미 성인인 입장에서 참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딱히 없을 거고, 지
능이 높게 나왔기에, 장애가 등록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그
래서 JS척도도 모르고, 장애 진단서 같은 것을 시도한 적이 아직은 전무합니다. 또한 어릴 
때 자폐 특성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저도 장애 등록을 기대하기엔 더더욱 어
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연구참여자 D: 제가 자폐성 진단받았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의심하는 태도
가 있기에 의심받느니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죠(중략). 자폐성 장애가 성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아동들에게 있는 장애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중략) 내가 너무 말을 잘하
니까요.

연구참여자 F: 지능지수도 그렇고, 옛날 자폐 특성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기
록부 기록이 결정적이어서 찾으려 했거든요. (중략)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
무런 데도 연락이... 초등학교 때도 그나마 자폐인 게 대부분 경직되고 말이 없고, 다른 사
람들이랑 못 어울린다 그거뿐이어서 (장애 등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도 아쉽고요. 자
폐라는 것을 밝혀서 솔직히 무슨 도움이 되거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없다시피 하니까, 평
소에 나서서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자폐성 장애로 등록하면서 발생하는 실익도 적고, 등록으로 인해 위치추적기나 시설수
용을 우려하는 등 장애인의 욕구, 선호 등을 무시한 행정으로 장애 등록조차 하기 싫다는 답
변도 있었다. 아울러 자폐를 검사하고 관련 상담하는데 드는 비용이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하기엔 큰 금액이라, 자폐성 장애진단 및 등록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참여자 A: 제가 공익근무를 했는데, 공익근무 월급을 모아서요. 그때는 지금보다 월
급이 더 적었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연구참여자 C: 저인지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을 펴니까 저는 어느 거 하나 
해당되는 것 없고 등록된 이후에 오히려 좋은 것 없고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미등록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연구참여자 G: 부모 동의만 있어도 위치추적기를 달 수 있구나 하며 당사자 생각은 안 하
고, 당사자 주변의 가족들만 생각하는 복지제도가 있어서, 등록하는 게 맞아? 등록한다 해도 
나에게 들어오는 게 있나?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냐? 그냥 포기한 거죠.(중략) 
아니면 잘못하면 시설에 갇힐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하는 거지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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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폐의 의미
 3.1 사회에서 자폐성 장애인(신경다양인)으로 산다는 의미
신경다양인이 사회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의 동기 제공, 장애 감수성의 관점

에서 문학작품 심사에 임하거나, 장애인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 장애인권리증진 
필요성을 느끼게 됨은 물론, 자폐임을 알게 되며, 자신의 적성을 찾게 되어 좋다는 등 이 세상
을 자아실현을 위한 장으로 보는 연구참여자들이 많았다. 반면 같으면서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토로한 연구참여자도 있어, 실질적인 다양성 증진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고, 이 점에 연구참여자들은 공감했다.

 
연구참여자 A: 같으면서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세상은 사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

가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연구참여자 B: 제가 작년에 문학상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된 작품이 상에 접수

된 작품 중에 장애를 다루는 내용이 많았어요, 아마도 요즘 장애 활동이나 우영우의 영향
을 받은 거 같아요, (증략) 사실 그전에는 저 스스로도 아무 것도  몰랐는데, 클럽하우스에
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작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좋
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E: 자폐 인식이 변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제가 살아간
다는 건, 일종의 사명 같은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경다
양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그런 활동, 그런 쪽에서 투쟁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격하지만, 아무튼 그런 운동을 해야 할 일종의 사명이 주어진 것 같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F: 신경다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공무원 준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제가 기획을 좋아한다던지, 브
랜딩을 좋아한다던지, 아니면 글을 잘 쓴다던지, 교재를 이끈다던지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만큼 커
리어도 쌓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못했던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요.

 3.2 자폐성 장애인으로 살면서 사회에 원하는 것
연구참여자들은 자폐성 장애 등록기준 및 제도 자체가 사회적, 인권적 모델로 바뀌어야 하

고, 자폐성 장애인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철폐,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가 자폐인으로 살
면서 사회에 원하는 것임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폐성 장애인에게 행하는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목적에 공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 세상이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아직
까지도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제대로 실천은 안 되고 있
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삶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다양성부터 쳐내는 것 같고요. 
(중략)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사
람들에게 정신적인 병을 유발하고, 신체적인 병도 유발하고, 먼저 했던 사람도, 사람을 아
프게 하는 사회,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연구참여자 C: 장애에 국한해서 한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의 욕구, 선호, 의
지를 정말 반영하는 의료적 모델이 아닌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
들이 우리 사회에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의료적 패러다임이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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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기에, 쉽지는 않아 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에게는 감금인 시설수용
도 의료적 모델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 시설수용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연구참여자 E: 우선 등록기준 자체가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려면 아마도 저도 등록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

연구참여자 F: 자폐성 장애인이든, 정신장애인이든 이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당히 많은 
법률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백치나 정신병자 같은 말도 법률에서 퇴출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IV. 논의 및 결론
이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폐를 인식하기 이전’이란 주제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감각 과민 등의 특이한 특성,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등 다른 사람과
는 차이가 있었고, 이런 차이를 주위 사람들이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바라보고, 자폐성 장애인
을 암묵적으로 배제하고, 자폐 특성을 숨기도록 부추기는 사회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다른 사
람으로부터의 차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차별 속에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
법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언급했다.

‘자폐 인식 및 진단 이후의 변화’란 주제에 관해선 연구참여자들은 자폐 검사 등을 통해 자
신이 자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진술했고, 자신이 자폐가 있음을 알게 되
면서 뿌듯함, 편안함, 인간이 아닌 자폐가 된다는 느낌 등 여러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했다. 자
폐가 있음을 알릴 때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음이 좋았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
이어야만 자폐란 인식 등을 경험하며 아쉬움과 두려움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자폐성 장애등록 기준에서도 지능지수와 과거 자폐가 있었다는 기록 등 여러 요건을 만족시
켜야 장애 등록이 되는 현실, 등록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적음까지도 언급했
다. 장애진단과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자폐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장벽과 
차별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폐의 의미’란 주제에 관해서는 이 세상을 자아실현을 위한 장으로 여기면서
도 사회엔 다양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실질
적인 다양성 증진이 더욱 필요함에 연구참여자들은 공감하고 있었다. 자폐성 장애인이 인간답
게 살기 위해서는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등록기준 및 제도 등으로의 변화와 다양성 증진 등이 
필요함을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전술했듯이 전반성 발달장애로 정상발달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와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인 GAS척도까지 만족시켜야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
는 등 장애등록기준은 순전히 의료적 기준이다. 2019년엔 지능지수라는 기준을 자폐성 장애등
록기준에서 폐지해 고무적인 듯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기준은 복원됐다. 이로 
인해 지능이 높은 고인지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는 자폐 특성이 있음에도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다, 이는 또한 미등록 자폐성 장애인 양산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순전한 의료적 기준에 의존하는 장애 등륵기준은 비단 자폐성 장애에 한한 것은 아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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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장애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그나마 작년 4월 보건복지부에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간신증후군, 중증 복시, 백반증, 기면증 등 6개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10개 질환에 장
애등록 가능하게 해 장애인정범위를 확대시켜서 다행이긴 하다1). 하지만 10개 질환을 장애로 
인정하는 세부 인정기준조차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의료적 기준에만 매달려 있어. 협소한 장애
개념이기에 정책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의 욕구, 선호, 삶의 질 등을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 차별과 공동체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폐성 장애 등을 포함
한 장애등록기준은 의료적 기준에 사회적 차별, 공동체 생활에서의 재정적, 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 욕구, 당사자의 특성까지 고려하는 등 장애의 인권적 모델
에 따른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생활상의 어려움과 차별을 겪는 자폐성 장애인이 자
폐 특성만 있어도 인권보장의 일환이 되는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폐성 장애진단과 관련해서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이 비슷하다고 의사들이 얘기했다
고 말한 한 연구참여자의 말에서 우리는 의사들의 자폐 진단에 대한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 상당수는 자폐 임상에 대한 미이해 및 오해로 인해 
진단이 잘못 내려지거나, 성인기에 자폐 정체성을 발견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학적 
검사가 거절되기도 한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정신의핮
자들은 특히 성인 고인지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 진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또한 국
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자폐 진단 검사는 3차 병원인 대학병원과 일부 2차 기관에서 신뢰성 있게 이뤄지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이들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비용이 심리학적 검사까지 포함해 수십만 원 들
어간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니 오롯이 자기 부담이 된다. 뿐만 아니
라, 발달장애인법 제23조 2항에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 발달
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진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 자폐가 의심되어 자폐성 장애 관
련 진단을 받으려는 성인과 청소년은 진단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거다. 

따라서 동네 보건소 등 1차 병원과 2차 병원에서 자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이 분
야에 전문적인 전문의 양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는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에 자폐성 장애, 신경다양성을 발견한 당사자들이 
경제적 사정에 맞게 진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도 필요함을 
아울러 말해두고 싶다. 

또한, 자폐성 장애는 고칠 수 있다거나, 저인지여야만 자폐란 인식을 통해 아직도 장애인식
은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있긴 한데, 그 가운
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보면 자폐성 장애에 대해 ‘사회적 상
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임’으로 정의한다. 또한, 상호작용 결함, 한 가지에 집착, 특정행동 반복 등으로 자폐 

1) CRPS·뚜렛장애 등 장애 판정기준 마련(에이블뉴스 2021년 1월 20일 기사) 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1
012009094509907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1012009094509907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1012009094509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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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착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과 강점이 있는 것이기
에 잘만 활용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자폐성 장애인에게 감각을 
안정시키거나, 맥락에 따른 정보를 주지 않고 눈치껏 살아야 살아남는 비장애 중심의 사회로 가
다 보니, 비장애인이 보기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다.

이처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를 사회와 개인·제도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 개인의 문제로 왜곡한다. 장애란 진화하는 개념이
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는 장애인권리
협약 전문 (e)항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이자 동등한 인간으로 보
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이 겪는 차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교육까
지 포함돼 있지 않다. 여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나 어울리기보다는 서로 분리하는 
사회이다 보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말만 장애인식개선교육이지, 실제로는 실효적이지 않고 오
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 정신과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장애인의 권리는 무엇
인지를 변호사, 의사(자폐성 장애진단 의사 포함)뿐만 아니라 대중에까지 단순 교육 수준이 아
닌 실생활에 장애인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실습 등을 포함해 훈련 수준에까지 교육하는 장
애인식개선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장애 감수성이 가
미된 교육, 커리큘럼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하다.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 장애의 인권적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장애에 
대해 혐오와 무지로 인한 차별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눈치가 심한 대한민국과 같은 비장애 중심의 고맥락 사회에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인지/미등록 자폐성·정신 장애인은 자신의 자폐 특성을 감추는 소위 마스킹
Masking이란 것을 하고 살아간다. 장애등록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자신의 장애 특성을 감추는데
서 오는 불이익이 더 작기에 마스킹을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자폐 특성을 감추는 동안 고인
지/미등록 자폐성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은 악화되며 극단적인 경우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상담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대책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이라 하여, 저인지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 
부모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필요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고
인지/미등록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당사자의 정신적 건강에 위기가 올 때 이를 지원해 건
강을 회복할 상담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선 전무하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지속적 상담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려면 장애진단·등록 기준이 인권적 모
델에 기반한 것으로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며, 저인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자녀의 지속적 
심리상담도 필요한 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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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
이번 연구에서 한계점으로는 자폐성 장애 등록기준이 순전 의료적 기준이라, 이로 인해 등

록에 두려움을 갖거나 불이익을 받는 미등록 성인 자폐성 장애인, 특히 고인지 자폐 당사자들
로만 연구가 이뤄졌다는 거다. 이로 인해 저인지 자폐 당사자의 자폐 진단 및 등록 경험에 관
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자폐 진단 및 등록 경험에 대해 전남, 전북, 강원 
등의 지역에 사는 자폐성 장애인들의 경험을 연구하지 못한 건 한계로 지적될만하다. 마지막
으로 기한이 약 1개월인 점도 충분하고 질적으로 풍부한 연구가 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성인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로 나서 당사자의 장애진
단 및 경험 연구를 주도하며, 당사자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려 했다
는 점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의 실천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려는 작은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엔 고인지 자폐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인지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들도 자폐 진단 
및 등록 경험에 관한 연구에 포함되길 바래본다. 그러기 위해선 언어 말고도 손짓, 몸짓, 그림
문자 등도 의사소통수단으로 인정하도록 인권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또한,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 사는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들도 향후엔 
자폐 진단 및 경험에 관한 연구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적 연구 기
간도 3개월 이상으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으면 한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그 연구 결과들이 정책과 제도, 법률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자폐 특성만 가지고도 인권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등 자폐성 장애인 
차별을 더 이상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자폐 당사자들의 신경다양성이 진정으로 존
중받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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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발표 1

스코틀랜드의 자폐와 신경다양성

케빈 스튜어트(스코틀랜드 정신보건 및 사회돌봄 장관)

전 세계의 대표, 친구, 특별 연사 여러분, 한양대에서 개최하는 신경다양성포럼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케빈 스튜어트Kevin Stewert입니다. 에버딘 중부Aberdeen central를 대표하는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이자, 스코틀랜드에서 정신보건 및 사회돌봄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소관에는 신경다
양성, 특히 자폐, 학습‧지적장애와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태아알코올성 장애(FASD)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럼에 직접 참여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다양인의 
삶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하고 있는 일들 몇 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려 노력하고자 합니다.

배경 설명: 스코틀랜드 현황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6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약 100명 중 1명, 즉 56,000명이 자폐인

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학습/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약 2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5%에 해당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 기조 프로그램Programme for Government”을 통해 우선순
위를 밝히고 내년과 그 이후에 취할 조치를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의회년도를 위한 입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에 했던 야심찬, 장기적 약속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중심에는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 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이들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스코틀랜
드에 있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우리는 신경다양인이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존
재하고, 사회에서 활동하며 실제로 기여하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경다양당사자 및 가족, 돌봄제공자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



118 |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 ‒ 세션 3

부 안에서 모든 정책과제를 다룰 때 설명되어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적 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신경다양인의 권리 이

행을 돕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는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국가 신경발달 서비스규정
정부는 2021년 9월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가 신경발달 서비스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신경발달 특성 및 돌봄요구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7가지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진단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측면은 정부가 더 이상 한 가지 질병에 따라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자폐, ADHD 또는 정신건강 문제와 같이 지원이 필요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성인을 위한 경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또한 ADHD 및 자폐에 대한 단일진단경로를 지원하고 구현하기 위해 성

인 신경발달 경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진단을 받으러 오는 성인들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와 
[성인 간] 적절한 지원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2개월간의 시범사업이 곧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성인 신경발달 경로를 이행하기 위한 실
천방안을 개발하고 기존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혁신을 향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1년 3월에 “학습/지적장애와 자폐: 변화를 향하여” 계획을 발표했습

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자폐인과 학습/지적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이들이 모든 
이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도록 보장하는 지원, 서비스 및 
태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계획을 살펴봅니다.

행동계획은 가능한 가장 이른 나이 및 생애주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초기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육
교육은 당연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는 어

린학습자들이 최상의 출발을 하기 위한 협동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진단기반 교육체계가 아닌 니즈기반 교육체계를 따릅니다. 공식적인 진단
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을 기다리는 아동도 여전히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은 모든 학생의 추가 지원 필요를 확인하고, 제공하고,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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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기

대합니다.
 

전환기
또한 우리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의회 회

기 동안 스코틀랜드 최초의 국가 성인 전환기 전략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청
소년이 성인기 생활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장애청년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우선 순위
스코틀랜드에서는 현재 모든 자폐인과 신경다양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외에도 몇가지 

핵심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단 후 지원
저희는 2020년 12월에 시작된 국가 진단후 지원서비스 시범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 시범사업은 자폐진단 후 초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폐인 및 자폐지원기관과 함
께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 계획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단을 이해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에
서 다른이들로부터 필요한 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의 이해가 가진 중요한 역할
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용 
이러한 조정의 핵심 영역 중 하나가 고용입니다.

현재 수치는 자폐인이나 학습/지적장애인이 직업을 향해 나아가고 취업할 때 지속적인 지
원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취업을 원하는 모두가 괜찮은 일자리fair work를 얻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립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정부는 2038년까지 현재의 장애인 고용격차를 최소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스코틀랜드 정부
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돌봄서비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사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국가돌봄서비스를 개발하겠다

는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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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습/지적장애인, 자폐인과 기타 신경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조율된, 사람중심, 
인권에 기반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욕구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이런 지원방식의 공동 설계과정에 초청되고 참여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정부는 만 16세 이상의 학습/지적장애인을 위한 연례 건강검진을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축

적한 증거와 2021년에 발표된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
반 인구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2년 5월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연례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200만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례 건강검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기타 이니셔티브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입니다.

‘다른 마음’
우리는 2년 전 일반 인구의 자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른 마음Different Mind’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폐인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전역의 기금 지
원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됩니다.

‘다른 마음’은 웹사이트와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자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자폐수용성이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리더

십 및 참여 모델은 지난 18개월 동안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 경
험을 가진 개인들과 직접 협력해 몇 가지 독창적인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살아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자와 예산 책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업무 방식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태아 알코올성 장애
스코틀랜드 정부는 또한 임신 중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태아 알코올성 장애(FASD)

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태아 알코올 자문지원‧교육 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이 태
아 알코올성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의 지식, 태도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
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 태아 알코올성 장애 허브를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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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진행 중인 업무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다른 이슈를 강

조하겠습니다.

  - 복합돌봄욕구Complex Care needs 관련업무
  - 신경다양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 성립 업무

복합적 돌봄 
정부는 2018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습 장애와 복합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불필요

하게 병원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 
오다Coming home’라는 제목의 업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합욕구를 가진 필요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퇴원할 수 있는데도 병원에 계속 입원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적
절한 주거 및 활동지원사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2024년 3월까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지방 당국이 적절한 해결책을 시행하도록 재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 자폐, 신경다양성 법안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신경다양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할 획기적인 법안을 여러

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모든 신경다양인의 권리가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장
애, 자폐, 신경다양성 법률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정부는 삶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법안의 공
동설계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기반 접근 방법론을 채택하였습니다.

법률안 기획 작업은 작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사람들
이 법률안에 포함될 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공청회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신경다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신경다양성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
자로 하며, 이는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신경다양인의 삶에 진정
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나는 전진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및 감사 인사 
오늘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가 자폐와 신경다양성과 관련해 수행하는 중요한 조치들
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
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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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습장애, 자폐, 신경다양성 법안과 제가 언급한 업무들은 모든 신경다양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신경다양인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이며, 현재
와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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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발표 2

왜 신경다양성이 중요한가
- 자폐상담가로서 배우고 있는 몇 가지1)

소니 할렛

배경 설명
저는 Sonny Hallett입니다. 저는 에딘버러에 있는 사람중심 치료 및 야외 치료사이자 자폐

인입니다. 나는 또한 트랜스이고 혼혈이며 중국과 영국 사이를 오가며 자랐습니다. 치료사 훈
련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자폐 커뮤니티와 더 넓은 신경다양성, 장애 커뮤니티에 깊이 관여했
고, 여전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기에 자폐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공
동으로 만들었으며, 에딘버러 자폐상호도움협회(Autistic Mutual Aid Society 
Edinburgh)-AMASE를 공동 창립하고 의장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위기상황에도 있음에도 정신건강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워하거나, 도움
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그들의 정신건강 어려움들을 악화시키는 지원만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폐인들을 만났습니다.

저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고, 동일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즉 서비스나 전문가가 내가 자
폐인이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제공된 지원 방식이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심지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비록 나는 매우 유용하고 변화된 요법을 경험할 수 있을만큼 운이 좋았지만요).

저는 AMASE 와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는 자폐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고, 이후에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화 요법에 
대한 자폐인의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미디엄 블로그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 적지 않은 좌절감, 심지어 분노가 처음으로 저를  
상담훈련에 참여하게 하였다. - 저는 많은 자폐인들(그리고 다른 소수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의 
상담경험으로 인해 불행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1) 이 작품의 오디오 버전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vQB6OeJSweY

https://youtu.be/vQB6OeJSw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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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습니다. 저는 또한 신경다양성, 자폐 커뮤니티, 그리고 장애운동에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
서 인간중심이론, 더 넓게는 상담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못되고 있
는 것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접근법들과 개념을 알게 됐지만 동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는 심리상담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경다양성이란 무엇입니까? 
하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neurodivergence 와 neurodiversity 를 동일하게 이해

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신경다양성은 한 집단에서`의 서로 다른 마음 형태의 다양성을 묘사합니다. 숲과 같은 환경
이 많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포함할 때 생물학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포함할 때 신경다양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신경다양성은 뚜렛이 
있거나, 자폐를 지니거나 ADHD 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뚜렷한 진단표식을 가진 신경다양인 
또는 신경소수집단을 지칭하는 데만 잘못 사용되거나, 더 나쁘게는 개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없는 개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경다양성은 우리 모두-신경전형적이고 신경다양성인-에 관한 것입니다. 신경다수자와 신경
소수자. 주변 사람들과 더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나타내는 생물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
는 다양한 방식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경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특히 다른 인간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치료사들로부터 받는 공통적이고 매우 타당한 질

문은 '이것이 모두 매우 좋긴 하지만, 왜 내가 어떤 선입견 없이 각자의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신경다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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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그 대답은 우리가 다른 종류의 다양성 훈련이나 다른 특정 CPD를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폐인이 어떤 사람인지, ADHD가 있는 사람들
과 일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존재 방식에 대한 우
리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확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내적 
판단과 신념,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출발점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볍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오는 소수그
룹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항들 ― 예를 들어 멜트다운이 무엇인지, 또는 빛이 압도할 수 있
고 냄새가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을 설명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유일한 내러티브들이 특정한 신경전형적인 경험들을 강화할 때 우
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조차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많은 자폐인과 마찬가지로 저는 청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다른 소음이 있을 때 대화를 따라가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카페나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완전히 외롭고 시끄러운 소리와 소음에 압도당했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
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 저는 
그것을 나에 대해 잘못되고 나쁜 것으로 내면화했고, 분명히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듣지 못한 것에 대해 내 스스로를 질
책하곤 했습니다.

다른 자폐인들을 만나고 청각 처리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조용한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면 
들리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직접 경험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인간의 
경험이 현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 조건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저는 신경다양성 커뮤니티의 일부가 된 저의 배경을 통해 내가 배

운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과 상담, 특히 사람중심 이론에 접근하고 이해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다르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 다른 공간에서 온 것 같
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에서 여러분과 조금 공유하
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인 공감, 일치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또는 수용)이라는 제목 아래 이 강연의 다음 섹션을 구성할 것입니다.

공감
공감은 처음 상담 교육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걱정스러운 주제였는데, 내가 나 자신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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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폐인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신화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담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불행히도 때때로 그랬습
니다). 또한 그 시점의 저의 거의 모든 소셜월드는 자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규칙과 
기대에 당황하거나, 제가 이해하지 못 하고 틀렸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저는 자
폐가 아닌 사람들 또는 좀 더 신경전형적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상담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배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느낌, 의미, 기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옳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
다. 그것은 그저 우리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편'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내 상담 교육과 다른 많은 교육들, 그리고 CPD가 COVID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새로운 상황에 던져졌고 사람들은 ‘여기의 사회적 규칙이 무엇입니까?', 
‘언제 내가 말할 차례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평생 사회적 상황에서 겪었던 동일한 질문과 불확실성을 
갖는 비자폐적 공간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협상을 해야 했고, 모두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고 합의된 신경전형
적인 규범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신경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 데 큰 부분을 차지했던 아이
디어인 이중공감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중 공감 문제는 자폐인 학자인 대미언 밀
튼Damian Milton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에 대미언의 말을 인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 공감 문제'는 상호 이해의 붕괴(두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음)를 
의미하므로 양 당사자가 다투는 문제이지만, 성향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시도
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자폐인과 비자폐인 간의 교류라는 맥락에서 문제
의 원인은 전통적으로 자폐인의 뇌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자폐는 주로 상호 
및 대인 관계 문제로서 자폐인과 비자폐인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사회적 소통 장애의 관점
에서 프레임화되었다.

— Milton, Damian et al(2022), 'The 'double empathy problem': Ten years on', 
Autism, 26(8), 1901–1903. 

교차 신경형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이중공감문제는 제가 협력한 에딘버러 대학의 DART 연
구소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연구에서 강력하게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확산 사슬
diffusion chains’로 알려진 전화게임에서 참가자의 세 가지 사슬을 따라가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한 체인은 모두 자폐인이었고, 
한 체인은 모두 신경전형인이었고, 하나는 둘 사이를 번갈아 가며 움직였습니다. 처음 두 체인
은 체인이 끝날 때 손실된 정보의 양과 거의 동일하게 수행되었습니다. 혼합된 그룹은 가장 
많은 양의 정보가 손실되어 매우 눈에 띄게 더 나빴습니다. 유사한 연구에서도 혼합 그룹의 
훨씬 낮은 교감에 비해 동일한 신경집단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감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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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체인 작동 방식의 예
이 모든 것을 검토되지 않은 특권과 권력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

가의 세상에 대한 경험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더 비슷하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그들의 
추측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특히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믿게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평생 동안 그들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서투르다
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스스로 이미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공감하는 것이 지속적인 노력과 노력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도
전하는 사람들과 더 고군분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화 요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 에
서 자폐인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고 노력할 때,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나, 
기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지 않아 해고당했다는 것,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무효라
고 느낀다는 것 또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기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상담사]는 아마도 내가… 자폐인이고 
진정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분리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
처하는 도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정
말로 믿기 시작했다.

— 응답자 Hallett, S. & Kerr, C.(2020)의 인용문 '당신은 지원, 검증, 훌륭한 대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수용이 필요하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자폐성인 경험.

예를 들어 저는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감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많
은 신경다양성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그들과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면의 
자아를 감지하고 그 감각을 신뢰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언어에 관한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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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정확하고 싶거나 오해를 받을 위험
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종종 감정적 범주가 저에게 적합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다고 말할 때 당신도 같은 슬픔을 상상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설렘이 지금까지의 당신의 경험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흥분은 무서울 수 있고, 불안은 특이하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단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말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말
을 들을 것을 걱정하며 상담받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
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휘를 버리라고 제안하는 것은 해방되고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많이 그렸고 20대와 30대 초반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
니다. 나에게 그것은 ‘감정적인 말들’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었고, 때로 어떤 말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통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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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 전에 제가 그 순간 경험하고 있던 평온함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말로 표현하
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카운슬러에게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집어드는 느낌을 묘사한 것인지, 정확하게 느껴지는지 확
인하는 것인지, 또는 말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이미지인지 이미지와 은유를 탐구함으로써 종종 
화자와 더 가까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파도일까요? 그것들은 
시끄럽고 압도적이며 당신을 쓸어버린다고 위협하는 파도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씻겨 내려
와 당신을 계속해서 지치게 하는 끝없는 너울swells입니까? 당신은 해변인가요, 아니면 바위인
가요, 또는 파도에 걸린 작은 게인가요? 당신은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나요, 아니면 파
도가 당신을 세게 때리거나 이리저리 던지고 있나요?

이 이미지들, 이 전체적 다감각적 세계는 그것이 오직 상상력에 기반을 두든, 말 그대로 우
리 주변의 풍경으로부터 온 것이든, 특히 우리가 밖에 있다면, 감정적인 어휘의 모호한 개별적
인 짐(그들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오는 다수의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다른 신경다양인이 종종 이미지와 감각적 은유를 사용하는 데 가장 흥분하고 열
광하는 사람들이고, 이는 우리의 작업에 엄청난 풍부함과 장난기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했
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다양인과 은유를 사용하라’(그리고 많
은 자폐인들도 은유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 규범적 기대에 포
함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 사이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이중 공감 격차를 해소하려
고 할 때 항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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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의 말에 따르면 공감은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마치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느끼지
만, "마치" 특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Rogers, On Becoming A Person, 60th Anniversary 
Edition, p. 284).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힘과 규범이 치료사에게 더 많이 있는 것
으로 보일 수 있는(또는 실제로 있는) 언어를 고집하기보다는 각 관계에서 공유되고 다감각적
인 언어를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많은 부분이 두 개인 사이의 기대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공감은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믿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적 연결을 마법 같은 것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프레임화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동안 이미 배웠을 수 
있는 소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무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마법이 아니며 
가장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담 교육에서 제가 가장 좋
아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학습 중 하나는 진술하기에 너무 명백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담사는 그의 업무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그는 “나는 
결코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고 있는 것 또는 
그 순간의 의도를 진술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변수나 불확실성을 제거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알지 않아도 괜찮고, 명확해도 괜찮은 모델을 생각합니다. 이제 세션이 
시작될 때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문을 제대로 닫을 때 저는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
합니다. 야외 세션이 끝나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하고 어디에서 작별 인사를 
할 것인지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측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주인
의식을 갖고 잠재적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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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상담 공간 사진을 제 웹사이트에 공유하여 잠재적인 신규 내담자가 처음 상담을 받
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상한 은색 
물체는 램프이며 서프라이즈 테라피 돌고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모든 종류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제 자신의 이
상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
니다. 과거에 저는 이것을 다른 인간들이 당혹스럽고 접근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보았습
니다. 제가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되었고, 무엇을 기
대해야 하는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에 덜 놀랄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더 복잡하고 
일치하는 응답을 질문을 초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이 사례는 최근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친구: 그렇게 고대하던 파티를 취소해야 했는데, 어땠어?
나: 모두들 내가 실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안심이 돼. 내가 모두를 보고싶

어 했지만, 모두를 한 번에 본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웠고, 이젠 따로 각자를 만나서 할 얘기
가 너무 많아.

조화
저는 이것이 저를 조화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화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는지,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그 모든 것에서 '진짜'가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화의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조화는 
내가 항상 갈망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이 감사했던 현실성과 부조화에 대한 두려움을 위한 
언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지의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면과 짙은 화장,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무서웠고 지금도 가끔 그런 것
들이 불안합니다. 많은 자폐인들, 다른 신경다양인, 그리고 대인관계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
들(여기에 많은 중복이 있음)은 발생할 수 있는 부조화에 특히 민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경계심, 특히 우리가 사회적 규칙과 기대에 맞추거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 방식
을 왜곡해야 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부조화 측면을 과도하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킹masking은 특히 자폐인의 '신경전형인 척하는'(예: 자극 억제) 경험-예를 들어 반복적인 
움직임을 진정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stims를 억제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끄러움 또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 것 같은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이 유별나게 
볼 수 있다는 관심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덜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라면서 동물의 골격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스케치하기 위해 박물관에 가
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것이 소름끼치고 기이하다고 말했을 
때 흥미가 없는 척했고,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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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이상한 관심이었다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동물 해부학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아
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제가 만든 쥐 해골 자수입니다.

여러 면에서 신경다양적이거나 다른 면에서 대다수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 
사회에 의해, 우리의 내면화된 메시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부조화를 향해 밀려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실제 자신과 너무 거
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압박감은 우리가 자신 속에 사라져 갇히거나 탈진할 때까지, 또는 이 모
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느끼는 고통의 공감의 순간들로 폭발할 때까지 고조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치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
이 기대했던 것과 정확히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그
들 자신이나 그들 주변의 기대치 또는 둘 모두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담을 받
으러 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슬프지만 슬픔을 느끼지는 않는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상상할 때 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걸까요?’, 
‘나는 나의 성정체성에 매우 행복하고 옳다고 느끼지만, 나의 가족들은 내가 잘못됐다고, 혼란
스럽다고 믿으며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등이 그것입니다.

로저스C. Rogers는 상담자가 일치하는 상태에 있고 내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말
하지만 상담 자체의 역할이 양 당사자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압박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저는 앞에서 상담을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상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치료에 적합하
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상담자로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보이고, 놀라움이나 혼란을 숨기고, 실제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하거나 더 함께 보이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료의 맥락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규범과 기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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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때 어느 쪽도 그 안에서 완전히 현실적 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
다. — 그리고 우리가 카운셀러이든 고객이든 평균과 더 다를수록, 우리 자신을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
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는가? 왜 여기에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걸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가? 그 질문과 함께, 상담원으로서 가면을 쓴 우리 자신의 순간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것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유능하거나 침착하게 보이도록 전문화된 
가면인가? 현실생활이 어지럽고 무섭고 어색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이 되는 것도 어지럽고 무섭
고 어색할 수 있는데, 상담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카운슬러로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현실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색함과 자폐(그리고 관계 및 맥
락과 관련된 나에 관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개방적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노골적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외부 소음에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클라이언트가 방금 
말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게 두는 것보다 큰 소리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내 낙서A doodle of me being awkward

내담자로서의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실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색
한 혼란과 함께 일어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이 자기감정에 책임을 
지고 잠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면) 상담원과 함께 있을 때 
항상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추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부조화가 두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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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많은 신경다양인들에게 지나치게 매끄럽고 전문적이거나 조용히 보류하는 카운슬러는 심
각한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특히 사람 중심의 카운셀러로서, 우리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자신을 그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저한다고 행각합니다. 또
는 우리는 침묵이 항상 매력적이라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이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인 우리에게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가질 가능성이 훨씬 적은 공간과 형식에 대한 친숙함을 바
탕으로 구축된 그 자체로 일종의 '파워무브'가 아닐까요?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비지시적 
상담의 '개방성'이 위협적이며 소외되기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도록 격려(압력)하기 위해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구조가 필요하고 그들이 질문하기를 원했습니다.

— 응답자의 발언에서 인용.

저는 사람 중심 접근 방식에 강하게 공감하고 제 자신이 상당히 비지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낯설고 두려울 수 있는 공간에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과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기보다 우리 자신으로 적극적으로 거주
함으로써 비지시적 고요함을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불 옆의 통나무에 앉아 있고 당신 옆에 누군가를 초대하여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가장 매력적인 일은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 빈 통나무를 기대에 차 바라보기
보다는 당신이 통나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옆으로 이동하면서 불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입니다. 

오셔서 따뜻함을 나누세요!

마찬가지로 상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담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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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방에 대해 조명을 바꾸
거나 창문을 열고 닫거나 의자를 옮기는 것과 같이 방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
지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야외에서 나는 때때로 제 관절 상태가 특정 경로를 피하
거나 막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그들
의 책임으로 여길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고, 그들 역시 뭔가 관리할 수 없거나 
편하지 않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협력과 협상의 일부가 되며, 저는 이것이 
협력적이고, 바라건대 더 평등한 치료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더 합치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평가
마지막으로 종종 수용과 관련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내 생각 중 큰 부분은 장애행동주의, 지원, 그리고 도움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도
움이 되지 않았던 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나에게 있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큰 
부분은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 상황에서 신뢰는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들이 필
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 하에 일을 한다는 능력을 추정한다는 개념과 연
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그들의 완전한 인격을 신뢰하
고 그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는 그 사람에게서 의미가 있다는 생
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정말로 느
끼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일을 더 명확하게 하고, 덜 어렵거나, 수치심이나 판단에 의
해 덜 막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신경다양인과 다른 장애인들은 우리 자신의 결정을 신뢰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의 결정, 행동 또는 감정이 이치에 맞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능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TV에서 자폐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
에게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자폐인 캐릭터의 묘사를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비자폐 배
우는 우리의 동기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행동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개편된 Heartbreak High 시리즈의 Quinni(그림)는 
훌륭하게 자폐를 표현하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또
한 자폐당사자 배우가 그녀의 역할을 작성하는 데 크
게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경다양성에 대
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지식을 서투르게 사
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우리의 현실과 계속 접촉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
구에 따르면 자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거의 알지 
못하는 카운슬러는 대부분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자폐
인 내담자를 대할 수 있는 반면, 자폐에 대해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카운셀러는 극단적임을 시
사합니다. 응답자들은 그들의 세션이 매우 잘 진행되거나 혹은 매우 나쁘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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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인이 비정상적이고 강렬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란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느낌일 수 있는지 또는 왜 그렇게 흥미로운지 이해하려고 실
제로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
고 그것이 그들의 동기를 어떻게 물들일 수 있는지를 탐구하지 않고 ADHD와 관련된 산만함
을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로저스는 “효과적이 되려면 […], [치료자]는 그의 주관적인 자아를 풍요롭게 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만 [경험적인] 지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 자신이 그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두
려움 없이 되어야 한다(p. 269).”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연구의 맥락에서 쓰고 있었지
만 저는 이것이 다른 형태의 학습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입견을 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주관적 자아, 이해 및 감수성을 배우고 확
장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는 우연히 우리의 
선입견을 감소시킬 뿐이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믿음을 재검토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경험 위에 놓는 일종의 기계적인 안내서가 아니라, 우리
가 세상에서,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또는 함께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배움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더 나아지고 더 사려깊고, 민
감하며 공감하는 실천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지 않고 미묘하고 현실적인 대중적
인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불능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많은 신경다양인들
을 만났습니다. 매년 4월에는 많은 자폐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자폐수용의 달’로 알려진 
것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자폐 인식의 달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인식
(awareness)이 정말 최소한이기 때문에 더 나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수용(Acceptance)이 
더 낫지도 않다. 왜냐하면, 다시 로저스의 말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포함할 때까지 수
용은 큰 의미가 없다(p.34)”. 자폐수용의 달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돕는 것으로서 ‘수
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지저분한 소파를 덮기 위한 천처럼 무언가를 그저 던질 수 있
는 수동적이어서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레고로 만든 신경다양성 프라이드 상징(제가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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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수용은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자연스럽
게 오는 것 같고, 그와 함께 무조건적인 따스함과 신뢰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Rogers
의 수용 인용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기에 너무 끔찍하거나 너
무 약하거나, 너무 감상적이거나, 또는 너무 기괴하게 보이는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과 같
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보는 대로 내가 그들을 보고, 당신과 그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 
내면의 숨겨진 구석과 무서운 틈새를 정말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에딘버러에 있는 자폐 서비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놀랍도록 이해심 많고 따뜻
한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당시 저는 자폐와 제가 어려움을 겪었
던 일들에 대해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우 괴로웠고,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으
며, 무너질 뻔했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지원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와서 "당신은 막 갇혔어요"라고 말했고,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 다른 것들은 그가 그 멈춤이 어떤 느낌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던 것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할 수 
있지만, 또한 그가 내가 한 일을 무의미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신
뢰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내 세계 경험과 일치했습니다. 나는 약간의 긴장을 풀 수 있었고, 더 
많은 이해와 호기심으로 내 자신의 막힘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었고, 심지어 그 느낌 속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공개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고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고 믿을 수 있다면 올바른 지원, 따뜻함, 성장할 공간이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
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갈 필요가 있고 이것은 내가 갈 곳, '예상' 또는 '표준'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 전반에 걸쳐 신경다양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종종 특히 자폐에 대해 이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신경다양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
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경우, 많은 자폐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종
종 내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덜 필요하지
만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행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존재 방식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와 비슷한 사람들, 심지어 
나 자신에게서 간과했을 수도 있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
다. 그것은 내 일, 내 삶,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모든 부분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관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상담과 차이에 대한 제 생각 중 일부가 사물을 
보는 약간 새로운 렌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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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있었던 일

이라라(세바다)

안녕하세요. 이라라입니다. 정체성은 자폐스펙트럼 관련 글을 보면 아 이거 너무 내 얘기다 싶
기는 한데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진단명도 없고요. 다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위화감을 느끼고 또래무리에서 도태됐었고요. 어딘가 이상한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을 찾
다가 친구가 너 자폐같다고 해서 자폐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겪은 경험과 제가 살아온 이야기, 생각들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
어야 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저는 이런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요. 21년 12월, 직장에서 대인관계 어
려움을 겪다가 퇴사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워크넷에서 적성검사를 받
고 사람과 접촉할 일이 적고 변수 없이 메뉴얼대로 일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맞겠다 싶어 내
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전산회계 전산세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첫날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관리자가 이중요구를 하는 것, 
업무 바운더리가 명확하지 않고 지위고하가 명확하지 않아 눈치로 일해야 했던 것, 업무능력 
대신 사람과의 관계로 평가받는 것 이렇게가 저를 힘들게 했는데 회계 세무 업무는 몇 월에는 
뭘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기입하고 이런 메뉴얼이 있고 정답이 있는 일이니까 이건 
잘할 수 있겠지 싶었어요. 드디어 내가 잘할 수 있을만한 걸 찾았다. 한껏 꿈과 희망으로 부풀
었었는데 결국 2주만에 정신과 진료내역서를 제출하고 울면서 수강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세무 회계 수업을 맡은 강사분은 고함을 지르고 칠판을 쾅! 치거나 발을 쿵! 굴러서 학
생들을 주의집중시키는 강사였습니다. 칠판을 쾅! 바닥을 쿵! 내리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
슴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울렁거리고 숨이 막히고 턱에 힘이 들어가며 이가 꽉 앙다물리고 몸
을 앞뒤로 흔들게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지 않겠냐”, “조는 학생들이 있
어서 어쩔 수 없다” 같은 얘기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업시간에 사
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큰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막고 책상에 엎드리게 됐고 결국에는 강사
에게 칠판 쾅쾅 좀 그만 하라고 악을 악을 쓰고 교실을 나오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자폐스
펙트럼인 사람들이 감각과민과 분노성 멜트다운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올라오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발작한 거고 도저히 수업을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수강을 
철회한 건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행정에 가닿지 못 했습니다. 싸가지 없게 강사에게 감히 화
내는 문제있는 사람이 되었고 신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이 수업을 왜 못 듣냐, 병명이 뭐냐 
같은 질문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결국 제 수강철회 사유는 ‘변심’이 되었고 국비지원교육을 
중도 수강철회할 때 받는 불이익을 모두 받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고민했어요. 뭔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서 꾀병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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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인성에 하자있는 사람이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면 장애 진단을 받으면 해결될
까. 내 진단명을 찾아 병원 순회를 하고 서류를 들이밀고 나에게만 나는 특별하니까 배려 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나. 그럼 나는 성인이라 자폐 진단을 받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운이 좋아 자폐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장애 등록을 들이민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큰소리에 놀
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반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 학원 다니지 말고 장애인 시설 가서 구직훈련 받으라고 하겠지? 애초에 강사
가 큰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저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싶어 검색하다가 신경다
양성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경 발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운동으로 활
동가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신
경다양성인 사람들을 위한 환경들을 개선할 때 해방되는 건 신경다양성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레오 카너, ‘정신박약자를 해방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해방하는 것
이다.’) 자폐스펙트럼  관련 서적을 봤는데 재밌던 게 자폐스펙트럼인을 대하는 법으로 ‘명령
이 아니라 제안을 한다’, ‘언행일치를 명심한다’ 와 같은 방법이 제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자폐 스펙트럼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저의 원한을 강화시킨 학원 이야기로 돌아가면, 애초에 그 강사가 큰소리를 내지 않
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인이 되고 싶어서, 나를 변형시켜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의 기준에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스스로에게 참자참자 되뇌었지만…. 하지만 애초에 학생
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고작 위협적인 소리를 내 학생들을 놀라게 하는 거라
는 게 문제 아닌가요? 큰소리는 자폐 스펙트럼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쾌한 경험을 주
는데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지고 수업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학생에게 일방적으
로 참으라고 하는 게 문제 아닌가….

더 이상 저를 신경전형인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인구집단도 존재한다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경다양성에게 좋은 것은 신경전형인에게도 좋다’를 구호로 누군
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요새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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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rd Pride

퍼거스 머레이(AMASE)

나는 윌드 프라이드(Weird Pride),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념하고 이상스러워짐에 따
른 낙인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사람들의 서로의 다른 점들을 보고 ‘어?’ 하거나 더 나
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폐인은 우선, 무엇보다도 이상하다는 이유로 낙인화됩니다. 사
람들은 우리가 매료된 것에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 중 일부만이 자폐를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이지만, 자폐를 가진 사람은 낙인에 직면합니다.

저와 제 어머니 디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자폐'라는 꼬리표에 의해 꽤 잘 묘사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스스로를 자폐라고 생각하기 전부터 이
상한 프라이드를 옹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폐를 수용하는 것과 이상한 것에 대한 프라이드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빛바랜 펠트팁 잉크로 만든 이상한 프라이드 배지를 아직
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식 행사에 그것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세상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저는 운 좋게도 제가 이상해도 된다는 것을 일
찍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이 모두 꽤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
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했을 때, 저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
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상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저는 이상한 
자극을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손가락 마디를 부딪치고, 구부리고, 다른 근
육들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저는 파티에서 묘기로 관절에서 뼈를 튀어나오게 하고 내 뻗은 어
깨뼈로 춤을 추곤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많은 파티에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정보를 한꺼
번에 제공하는 것을 좋아했고, 누군가가 틀렸다고 확신할 때는 그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이상한 모습을 많이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상함에 대한 선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함에 대해 마치 나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숨길 수 없는 이상함을 가지고 있고, 그저 그것에 
익숙해져야 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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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상함에 대한 프라이드를 옹호합니다. 당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와 
이상함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퀴어 프라이드, 블랙 프라이드, 매드 프라이드
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한 프라이드와 다른 모든 종류의 프라이드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범주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애 프라이
드와도 크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장애 프라이드의 달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
다.) 하지만 자폐 당사자가 되는 것과 자폐와 관련된 이상함, 그에 수반되는 낙인과 괴롭힘은 
자폐라는 장애로 완전히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괴롭힘이 있는
데, 여기에는 신경 발달 관련 장애가 있는 사람, 성별에 불순응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모
두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자, 여자, 여자 또는 남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이라는 사회의 
이미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종차별과도 관련이 있다.

자폐 프라이드(그리고 뉴로 프라이드)는 이미 존재하지만, 이상한 프라이드는 신경과민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의 일부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숨겨야 했
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상함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끔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상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세요! 올해 첫 이상한 프라이
드의 날이 3월 4일에 열렸고, 내년에는 훨씬 더 큰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들을 공유하세요. 사람들에게 안전하면서 이상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것과 여러분들은 왜 그것
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도와준 노래, 이야기, 시리즈를 말해주세요. 어떤 괴짜들이 당신에게 가장 많은 영감
을 주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
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상함과 다른 사람들의 이상함을 받아
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지만, 이상하다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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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성인 자폐성장애 사회인이 느끼는 것들

성윤채(estas)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성인 
자폐성 장애인 자조모임 estas 총무를 맡고 있는 성윤채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
다.

제가 이번 행사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좀 이야
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한지는 총 한 7년 반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이제 구성으로 일
한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한 회사에 있지마는, 이렇게 일한다는 게
요, 참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보다 이제 자폐성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가 
늘었고, 이제 사업장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한계가 많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졸업할 때, 한 중소기업에서 처음 인턴 생
활을 시작했던게 1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중소기업에 대해서, 빨리 이제 퇴사한 경우도 그때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인턴기간 2개월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싶었고 사회생
활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그런 오기 때문에 제가 달려온 거였고요.

제가 인턴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가지 일들도 해봤었구요. 현재는 이제 한 기업에서 5년을 
일했지마는, 참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직장에서 자폐는 장애인
이 설 자리가, 아직은 일반 기업에선 많지 않구나,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사실 이제 성인 자폐성 장애인이 전보다 알려는졌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양 같이, 그리고 실태조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많
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며는, 현재 자폐성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여러가지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일자리 개발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는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제 소도시에서도 생활을 해봤었는데요, 소도시에서 생활할 때 뭐가 아쉬웠었
냐면, 제가 원했던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꿈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
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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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제과제빵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기능사자
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했죠. 했었는데 문경에
서는 그런 일자리가 없었어요. (저희 본가가 참고로 문경입니다.) 문경에서 없어 가지고, 구미
나 다른 도시로 알아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소도시에서 장애인들이 꿈
을 펼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더라구요.

사실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장애인은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수도권을 살지마
는, 비수도권에서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 일할만한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도 이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걸 관
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제도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사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참 
3급에서 좀 많이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급, 예전 3급 장애지만 단일
장애라서 아쉽게도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 연금이 이제 도움이 되기는 하죠. 만
약에 회사에서 실직을 했다 그러며는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그런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
발적인 퇴사일 경우가 문제겠죠, 일자리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인 퇴사'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나오긴 하지만 한
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먹고 살다가 얼마 안 지나서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인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열심
히 살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정말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
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자폐성 장애인들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
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이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물어보신다면 일
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이동권도 마찬가지고, 많
은 부분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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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인과 신경다양성에 대하여

오늘(사람중심당)1)

전 세계 신경다양인 여러분, 그리고 이 포럼에 참가해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다’의 주인공,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오늘은 작가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 최초의 자폐인 출신 정
치인 캐릭터로 시의원에서 출발해 시장과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습니다.

자폐성 장애, 나아가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장애’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
지만, 저는 설령 ‘장애’라고 표현할지언정 제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알게 되었고, 난생처음 
제 존재를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원인 모를 죄책감으로 고통받았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되는 재수 없는 사람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해도 제가 느낀 위
화감의 원인이 명확해졌고 인간관계와 사회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안
도감을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는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는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는 ‘장애’로 분류하는 편이니 그나마 ‘장애니까 어쩔 수 없잖아’라고 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미등록 자폐당사자로서 겪은 고충을 바탕으로 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는 세상에서 대통령으로서 신경다양인법 시행령을 고치기 전까지는 미등록당사자
로 설정되어 있었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나아지려면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인식의 
장벽 등을 포함한 사회적 모델에 기반해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판단기준에 IQ가 포함되어, 고기능 자
폐인들이 자폐 장애를 겪는데도 IQ로 인해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
로 인해 미등록 자폐성장애인들은 법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되니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인 사법 지원, 대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독립 주거 지원 서비스, 장애인 연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자폐인은 사실상 지적장애인

1) 전용현 님이 연재하는 소설 ‘오늘을 살다’의 주인공 자격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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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영화 ‘말아톤’의 경우, 홍보 문구로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이라는 문구를 씀으로써 ‘낮은 지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자폐’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지만 
DSM-5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언론에
서는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 버젓이 쓰이는 실정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지적장애
를 동반하는 자폐’와 구별하고자 당사자들이 쓰는 경우도 있다지만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신경다양인의 경우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다양인 의무 할당
제 같은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신경다양인들이 많은 기회를 빼앗기고 살았던 현실을 인정하
고, 그 빼앗았던 기회를 되돌려 줄 때 비로소 공정한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경다양성 운동에 대해서입니다만, 배경 및 입장 차이가 신경다양인 집단의 단
합을 깨트리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
다양성의 범위를 좁히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 및 정체성에 붙어 있는 ‘다양성’이라는 단어
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다양성운동은 뇌신경 발달의 여러 모습들을 다양성
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운동입니다. 젠더 다양성, 성적 지향의 다양성, 인종 다양성, 문
화 다양성 등 사회에서 존중해야 할 수많은 ‘다양성’ 중에 ‘신경다양성’ 개념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이죠. 신경다양성 이전에 수많은 소수자들의 다양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다양성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신경다양성 운동을 존재하게 해준 고마운 개념을 단합을 깨뜨린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경다양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존중할 때, 신경다양성은 그 가치를 이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의 본질입니다.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적장애인, 경계성 지능인,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한 신경다양인에게도 동등한 존엄
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능지수가 낮아도, 성적이 낮아도, 행복
하지 못해도, 공감능력이 부족해도 누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
게 된다면 자신의 지능지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세상에서도 저와 같은 신경다양인이 참정권을 누리고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즉 ‘우리 
빼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는 말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내용들은 ‘조미정(2021). 똑같은 신경다양인은 없다, 에이블뉴스.’에서 발췌한 문장을 일부 수정했음
을 밝힌다. 

2) 이 내용들은 ‘조미정(2021). 나는 왜 내 지능이 부끄러울까, 에이블뉴스.’에서 발췌한 문장을 일부 수
정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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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발표 2

자폐수용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과제

김소윤(덕성여대)

서론
대부분의 자폐인은 상당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 및 낙인은 

자폐인에게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tha & Frost, 2020). 이
에 비자폐인의 자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Jones et al., 2021). 특히 한국에서의 자폐에 대한 인식은 미국, 영국에 비해 낮으며 
자폐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Kim et al., 2021),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폐인과 함께 
개발한 자폐수용교육 프로그램이 비자폐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라
는 Gillespie-Lynch et al. (2022)의 결과를 기반으로, 자폐인과 함께 자폐수용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연구 방법
총 비자폐인 참가자 22명이 파일럿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81.8% 여성, 평균 연령 22.5세). 프로그램은 미국, 일본, 레바논 등 해외에서 검증되었으며, 
자폐인과 함께 공동 제작된 자폐 수용 트레이닝 (Gillespie-Lynch et al., 2022)의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국내 문화에 맞게 제작되었다. 국내 문화에 맞도록 번안하는 과정에도 
자폐인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88페이지의 파워포인트로 이루어진 본 프로그램에는 자폐
의 특성에 대한 내용, 자폐의 장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 이중공감이론, 자폐를 지
칭하는 용어, 신경다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자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자폐에 대한 태도는 자폐인과 다양한 친밀
도 수준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향을 측정하는 Social Distance Scale을 (1점,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5점, 관계를 맺고 싶다) 사용하였으며,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인터뷰를 마친 참가자들은 Qualtrics를 통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이후 자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묻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제공
하였다. Social Distance Scale에 대한 답변은 pair-sample t-test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프로
그램에 대한 피드백은 질적내용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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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참가자들의 태도를 유의미하게 개선하였다 (프로그램 전 점수: 3.2; 프로

그램 참여 후 점수 = 3.9). 항목별 참가자의 태도 변화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에 대
한 참가자의 피드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논의
본 파일럿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Gillespie-Lynch et al., 2022; Jones 

et al., 2021), 짧은 온라인 자폐수용교육 프로그램이 비자폐인들이 자폐에 대해 갖고 있는 낙
인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특히 추후 연구에서는 파일럿 결과를 적용하고 자폐 수
용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기술적, 교육적 측면과,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폐를 바라보는 비자폐인의 태도와 수용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메타버스를 사용하여 비자폐인 참가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보
다 더욱 효과적인 태도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수의 참가자가 신경
다양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으나, 신경다양성의 개념이 납득이 가고 동의한다는 발언을 하였
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다양성의 개념을 접할 수 있도록 연구자, 임상가, 다양한 관
련 기관의 실무자들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표 1> 참가자의 태도 변화

문항 사전 M 
(SD)

사후 M 
(SD)

p-
value

나는 자폐인과 함께 수업을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4.0 (1.1) 4.7 (.5) .003*

나는 자폐인과 같은 팀이 되어 팀프로젝트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2.9 
(1.3) 3.9 (.9) .0002*

나는 자폐인 동료와 함께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 3.6 
(1.2) 4.1 (1.0) .04

나는 자폐인 친구를 사귈 의향이 있습니다. 3.7 (1.3) 4.4 (.8) .006*

나는 자폐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3.5 
(1.4) 4.1 (1.2) .001*

나는 자폐인 상사의 밑에서 함께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 3.0 
(1.3) 3.7 (1.2) .0002*

나는 자폐인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3.4 
(1.7)

3.6 
(1.4) .17

나는 자폐인과 연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2.0 (.9) 2.5 (1.1) .001*
총 점수 3.2 (.8) 3.9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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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가자의 피드백에서 도출된 주제 

주제 참가자의 답변 예시

신경다양성에 
대한 흥미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가는 그런 용어여가지고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참가자 
12)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학적 다양성이었나 용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자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도 다 다른 신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했었다라는 게 가장 
크게 배운 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뀌게 되는 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가자 6)

자폐를 개인의 
특성/정체성으로 
수용

“자폐인들도 그냥 그러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 25)
“한 개인의 정체성이고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 11)

다양한 
수용프로그램의 
필요성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
계를 맺고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그런 케이스들을 실
제로 제가 좀 알아보고 싶다” (참가자 11)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좀 실제 자폐인을 만나볼 수 있거나 질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참가자 8)

태도가 변하지 
않음

“그들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했지만 본질적으로 내 연인이 된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저와 이런 가족이나 연인으로서 받아들일 때 그래도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제가 정말 온전한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참가자 
17)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사실 태도라기보다는 되게 이해도가 되게 높아져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참가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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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발표 3

자폐스러운 공간

판다 메리(숲생각,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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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발표 1

신경다양인과 성: 
대한민국 거주 신경다양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1)

이아나(세바다)

1.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최초의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인 ‘세바다’의 친목 모임 채팅 채널인 오픈 카카오톡 채

팅방에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 및 
신규 회원은 자신이 가진 신경다양적 특징과 함께 여러 정체성을 소개하곤 했다. 많은 경우 
그 중에는 성소수자 정체성이나 비건 지향인이라는 정체성이 함께 자기소개로 등장했다. 구체
적으로 통계화 하지는 않았으나 체감상 신경다양인 중에는 성소수자가 많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 주제에 대해 직접 탐구하기로 마음먹기 
전, 우연히 읽은 논문에서 이런 ‘신경다양성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 연구할 동력을 얻었다. 그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여성에 대해 탐구한 어느 연구 논문*에서였다. 그 논문에 
따르면 ASD 여성의 일부는 자신을 양성애자 내지 성소수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
었다. 나는 그 논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고, 관련된 다른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신경다양성’ ‘신경다양인’과 ‘젠더’, ’성소수자‘ 등을 키
워드로 하여 검색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전혀 없었다. 과거와 그리고 현재까지, ‘신경다양성’이
라 하면 무엇인지 모르고, 알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만 가시화된 것을 고려해 혹시나 
해서 ASD 관련 키워드로도 정기적으로 검색하였다. 내가 찾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렇
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걸까 고민했다. 아쉬움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니 내가 해
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계획했고 보고서도 쓰고, 또 제 2회 신경다양성 포럼에
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2. 용어의 정의 및 문항 선정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에 해당하는 진단명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e Disorder: 

ADHD, 사회적/화용적 의사소통 장애Social Communication Disorder: SCD, 우울 및 양극성 장애

1) 이 논고는 원고 마감 당시 미처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표 현장에서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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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비언어적 학습장애
(Non-verbal Learning Disorder),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order), 조현 스펙트럼 
장애(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중 1가지 이상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신경다양성
의 범위는 ‘뉴로 프라이드 아일랜드(Neuropride Ireland)’의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성소수자sexual minority’에 해당하는 사람은 트랜스젠더이거나 비-이성애자non-hetero인 사람으
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비-이성애자인 사람에는 성적 끌림sexual attraction으로 주로 대표되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뿐만 아니라 로맨틱 끌림romantic attraction이 이성애적이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연애지향preferred dating relationship이 독점연애지향nomoamory이 아닌 다자연애
지향polyamory인 사람들에 대하여도 ‘성소수자’로 규정하였다.

‘등록 장애인’이란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15가지 장애 유형 중 최소 1가
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뜻한다. 등록장애 여부를 조사한 이유는 신경다양성이란 것 
자체가 장애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신경다양성의 ‘공식 진단’이란 병원,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의사 또는 
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진단을 받은 것을 뜻한다. ‘비공식 진단’이란 앞서 서술한 경로 외에 진단
된 경우를 뜻한다. 그 대표적 예로는 ‘자가진단self-diagnosis’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자가진단의 
경로로 ‘자료 또는 책/지인의 이야기/대중매체/그외’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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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소주제에 따라 소제목은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I. 연구목적 설명 및 참여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II. 신경다양성 자기 인식
III. 인구학적 정보
IV. 신경다양성에 대한 질문
V. 신경다양성의 공식/비공식 진단 관련
VI. 신경다양성과 성소수자 정체성의 교차성
VII. 피드백 및 사례 안내

첫 번째 소주제에 따른 질문은 연구목적을 간략히 안내하고 참여 시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었다. 해당 질문에 동의할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란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신경다양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다양성을 지녔고 자기 인식을 가졌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소주제
는 “신경다양성 자기 인식”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자기 자신을 신경다양인으로 
인식하십니까?”였다. “예”를 선택해야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했다.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으나 “아니오”를 선택 시 설문지가 종료되도록 설정하였다.

세 번째 소주제로는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성별sex,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로맨틱 지향romantic attraction, 연애 지향, 나이대, 거주 지역, 국적, 등록 
장애인 여부를 포함하였다.

문항을 선정한 후에는, 구글 온라인 설문지로 연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문장은 어려운 한
자어보다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구성하여 완벽하진 않더라도 쉬운 말easy-read을 사용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테면 ‘복수 응답 가능’이라는 말 대신 ‘여러 개 선택 가능’으로 바꿔 
쓰도록 구성하였다.

응답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총 2주간 응답을 받았다. 인터넷 커뮤니
티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응답 완수 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였다. 소정의 사례
로는 2천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또는 ‘세바다’에 2천원 간접후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208 | 제2회 신경다양성 포럼 ‒ 세션 5

3. 결과와 해석

총 응답자는 90명이었다. 응답자 90명은 모두 자기 자신을 신경다양인으로 인식한다고 답
하였다.

신경다양인의 성적소수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설문지인 만큼, 성별sex을 묻는 항목에 간
성intersex의 선택지를 포함하였으나 해당 선택지로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female이라고 응
답한 사람은 73명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하였다. 성별정체성을 뜻하는 ‘gender’와 구별하기 
위해 성별에 ‘sex’라고 표기하긴 하였으나, 이것이 지정성별assigned sex을 뜻하는지, 또는 현재의 
법적 성별legal sex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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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gender의 경우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32명으로 가장 많
았고 이는 전체의 35.6%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신경다양인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고
민하고 있거나 또는 확정짓지 않으려고 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시스젠더 여성이 27.8%, 
논바이너리 또는 젠더퀴어가 18.9% 순으로 많았다. 또한 논바이너리 또는 젠더퀴어로 응답한 
신경다양인은 17명인데 반해, 트랜스 여성 또는 트랜스 남성으로 응답한 사람의 수는 총 8명
이었다.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신경다양인 중에서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가 2배가량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적 지향을 묻는 중복응답이 가능한 질문에서 34.4%가 자신을 양성애자로 설명하였다. 이
어 동성애자라고 답한 사람은 23.3%였으며, 그 뒤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들은 14.4%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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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지향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앞선 문항과 유사하게, ‘양성애적 로맨틱 지
향’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성애적 로맨틱 지향’을 선택한 사람이 
22.2%,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13.3%로 많았다.

연애 지향을 묻는 문항에서 독점 연애를 뜻하는 ‘노모아모리’가 51.1%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
지하였다. 제시된 선택지 외에 기타 응답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무성애적 성적 끌림과 무성애
적 로맨틱 끌림을 지향하여 연애 자체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명(1.1%)으로 나타났다.

Aromantic Asexual의 경우 연애를 전혀 지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연구자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그 외’ 선택지를 추가하였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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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나이대는 26세~29세가 35.6%, 30세~35세가 27.8%, 20세~25세가 21.1% 순이었
으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20세~35세의 청년층이 이 설문 응답의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
다. 46세 이상의 응답자는 없었으며, 청소년에 해당하는 10세~19세 사이의 응답자는 총 3명
(3.3%)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 35.6%, 서울특별시 26.7% 순으로 응답자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 설문지를 제작할 때 대구광역시의 선택지를 빠뜨려, 일부 응답
자들에게 혼선을 주었으며 수정되어 추가 되기 전에 응답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거주 지역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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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중국적을 가진 응답자 1명(1.1%)를 제외하고 모두 대한민국 국적
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98.9%). 이 문항을 넣은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인 신경다양인에 대하여도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등록장애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대부분(88.9%)이 자신을 비장애인으로 설명했다. 

그 외의 8명(8.9%)는 ‘미등록 또는 비등록 장애인’으로, 4명(4.4%)만이 ‘등록 장애인’으로 
답하였다. 그 4명(4.4%)의 응답에서는 각각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청각장애, 정신
장애로 답하였다(중복장애 응답 허용).

다음은 ‘미등록 또는 비등록 장애’의 경우 법적 장애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어느 장애에 해당
하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앞선 문항에서 ‘미/비등록 장애인‘으로 응답한 사람은 8명이었으나 
구체적인 유형을 묻는 다음 문항에서는 총 18개가 기록되었다. 응답자 수와 장애 유형 개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비등록 장애‘라는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며, 중복장애의 응답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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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문항에서의 응답을 살펴보자면, 법적으로 장애 유형으로 분류 시 자폐
성 장애 9명, 정신장애 8명, 언어장애 1명에 해당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신경다양인의 일부
는 중복장애 또는 공존장애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경다양인이냐는 복수 응답 가능 문항에서 ’우울 및 양극성 장애‘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가 41.1%로 뒤를 이었다. 모든 
진단명에서 중복응답이 있었고, 이전 문항에 이어 신경다양인은 공존장애가 실제로 많고, 여러 
신경다양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단명을 공식 진단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65.6%는 모든 진단명에 대하여 공식 진단되
었다고 답했으나 11.1%는 모든 진단명에 대하여 비공식 진단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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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을 공식 진단 받기까지 어려웠거나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냐는 복수 응답 가능 문항에
서 37.5%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35%는 심리검사 또는 면담 시 드는 비용부
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비공식적으로 진단된 경우 어떻게 진단되었는지 분류를 나누어 복수 응답 가능 문항으로 응
답을 선택하게끔 하였다. 그 중 50%가 ’인터넷 또는 책과 같은 자료를 보고 자가진단‘하였다
고 답했다. 



발표 1: 신경다양인과 성: 대한민국 거주 신경다양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 215

공식적으로 진단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의 반대 또는 무관심’이 40%로 가장 많았다.

신경다양성과 성소수자 정체성의 교차성을 지님으로써 겪는 어려움으로는 무엇이 있냐는 복
수 응답 가능 질문에 41.1%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중의 인식이 부족
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6.5%, ’의료진 또는 상담사가 신경다양성 또는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8.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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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다양인이자 성소수자로서 필요한 지원에는 무엇이 있냐는 복수 선택 가능 질문에 
53.3%는 ’자신의 신경다양성 또는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답했
다. 그 외 응답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그동안 주변에서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복수 응답 가능 질문에 55.6%는 ‘도움이 
된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

(결론과 참고문헌은 발표 현장에서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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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발표 2

위키미디어와 신경다양성 운동 협업

구은애(한국위키미디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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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발표 3

뉴로프라이드 아일랜드, 
신경다양당사자가 이끄는 커뮤니티 구축

길리안 컨스(NeuroPride Ireland)

안녕하세요. 뉴로프라이드 아일랜드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에게 뉴로 프라이드 아일랜드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
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발표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컨퍼런
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것이 기쁩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기반의 신경다양공간으로서의 뉴로프
라이드 아일랜드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뉴로프라이드의 배경과 우리가 왜 뉴
로프라이드를 세웠는지 그리고 신경다양인이 이끄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프라이드 아일랜드란 무엇일까요? 뉴로프라이드 아일랜드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하는 
DPO, 즉 장애인 단체Disabled Persons’ Organisation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에 의해 완전히 주도되고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당사자들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UN CRPD가 인정된 용어입니다. 
UN CRPD 하에서, 당사자의 경험과 당사자의 의견은 정책과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
니다. 물론 항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UN CRPD는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이 정
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 프라이드는 아일랜드에서 전
체적으로 다양한 성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로 프라이드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6월 18일 자폐 프라이드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자폐 프라이드는 성소수자LGBTAIQ+ 프라이드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에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폐 프라이드 날은 “왜 6월 18일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날이 6월 18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자폐 프라이드를 최초로 만든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창립자 중 한명의 생
일이 6월 18일이었고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이유나 의미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8월 8일로 날짜를 바꾸었고, ‘8’이라는 숫자에서 무한대를 나타내는 그 
기호의 상징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자폐 당사자
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신경다양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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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는 ADHD, 통합운동장애, 난산증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진 자폐 당사자입니다. 
왜 특별히 하나의 신경발달장애만을 위한 날을 만들까요? 대다수의 신경다양인은 훨씬 더 복
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항상 다양한 특성들을 뭉쳐버리거나 구분 짓는 걸까요? 이 질문
에서 바로 신경다양인 그룹, 뉴로 프라이드Neuro Pride의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8월 
8일 뉴로 프라이드 데이를 정점으로 일주일간의 축제를 하기로 결정했고, 모두 온라인으로 진
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공동체 그룹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소풍뿐만 아니라 (소풍은 주로 여름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매우 습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일 년 내내 온라인 모임을 주최하
고 우리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언제나 연락할 
수 있고 일 년 내내 계속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신경학적인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
되고, 강점이 강화되는 아일랜드와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신경다양인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습
니다. 패러다임은 신경발달적 어려움을 가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존경받을 만
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위시리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포용, 신경 발달적 문제 지원 
및 서비스를 옹호하는 포괄적인 신경다양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여정의 경험, 생각,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의 창의적인 프로젝트, 관심, 열정에 기쁨을 
전파하고, 일상생활, 정신건강, 일, 관계 및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목소리를 공유하고, 아일랜
드의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경다양인 관련 현재 이슈들과 최신 출판물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제공합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의 커뮤니티 그룹과 우리의 대면 미팅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들입
니다. 우리는 신경다양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신 연구를 계
속하고 생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 신경다양인 커뮤니티가 존재하여야 하며, 왜 우리는 신경다양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더 폭넓은 장애인 권리 공동체에서 나온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연구와 출판물, 페이스북 페이지, 모든 것이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신경다양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관점은 완전히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실
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생생한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신경다양
인에 대한 많은 오명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폐 당사자들은 모두 백인이고 남성이고 ADHD 당사자들은 모두 어딘가를 뛰어
다닌다는 것처럼 말이죠. B군 성격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거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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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는 꽤나 해롭고 비인간적인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무
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요
소들을 숨겨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들이 자폐적인 공간, ADHD 공간, 양극성 공간, BPD 공간이 아닌, 자신의 모든 측면에 대
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심
지어 두 명의 자폐 당사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
니다. 어떤 두 명의 ADHD 당사자도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야
기할 수 있다는 것은 꽤 자유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제가 전에 언급했던 오명 때문에 개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자폐인들의 짧은 수명에 대한 여러 통계 결과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자폐인의 기대수명이 36세에서 51세 사이라는 것은 엄연한 통계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통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공동체가 없는 느낌은 자폐인의 수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은 우리 공동체에서 매우 큰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안, 우울, 중독이 신경다양인와 함께 오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어린시절부터 
경험했던 사회적 고립과 낙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원했습
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미션과 핵심 가치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충분히 신경다양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다양인neurodivergent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일종의 워드 클라
우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들만, 그리고 그 이상은 없다”고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소화불량, 난독증, 조울증, 뇌전
증, 그리고 더 ‘잘 알려진’ 자폐와 ADHD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증후군, 뇌 손상, 치매, 감각 
처리 장애, 섬유 근육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견해는 만약 여러분 자신이 
신경다양인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신경다양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신
경학에 대한 경험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반드시 자신을 신경다양인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양
한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또 다른 질문은 “왜 뉴로 프라이드라는 이름이 있을까?”입니다. 제가 강
연을 한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프라이드는 죄”라고 했고, 불행히도 “프라이드를 왜 느껴야 
하나요? 왜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가져야 하나요?”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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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폐나 다른 신경 발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로 프라이드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그것은 꽤 상처가 되었고, 둘째로,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오
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신경다양인으로 정체화하는 것
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누구도 신경다양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해
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포용합니다. 신경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모든 신경 유형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
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장애의 의학적 모델을 거부하고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더 수용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는 순전히 장애로 인한 결함에 기반한 신경학적 관점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폐나 ADHD와 같은 것들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분명히 사람
들이 치료법을 원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장애로 인한 결함에 기반한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고치는 것에서 사회를 고치는 것으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치
는 것으로 그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령 보편적인 디자인과 접근 가능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것들을 교육이나 직장과 같은 곳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옹호 아래 존재합
니다. ‘유용한 현실useful reality’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Autism Level Up에서 나온 아이디
어 또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파멸과 암울함, 모든 것이 끔찍하고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훌륭하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훌륭하다는 생각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용한 현실이란 어떤 것들은 당신이 신경다양인일 때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에게 더 어려운 것들 말이죠. 뇌의 집행 기능과 사회적 불안에 관한 문제들, 신경다양인에 관
한 문제들은 쉽지 않은 것들이죠. 하지만 장점이나 강점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파멸과 우울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용한 현실 -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인
식하고 그룹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프라이드라는 개념은 우리가 개인의 장애와 투쟁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
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경다양성을 초능력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신경 관련 장애나 문제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뇌처
럼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뉴로 프라이드 아일랜드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뉴로 프라이드 아일랜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회의, 월간 회의를 운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전통적이지 않은 북클럽을 가
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모두가 같은 책을 읽는 북클럽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읽고 있는 책이나 팬픽션, 심지어 TV나 영화에서 그들이 좋
아하는 책을 각색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신 책일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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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고,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글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이
야기할 수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오디오북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아 예술과 공예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게임의 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자
영업자나 사업가인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일랜드에 있다
는 것이 참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비
슷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옹호 그룹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 그룹은 특히 미래에 우리가 옹호하
고 싶은 것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면으로 소풍으로 가기도 하고, 그 곳
에서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 커뮤니티 그룹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지지를 
구하고, 채팅을 하고, 밈을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
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8월에는 뉴로 프라이드 축제가 열리고, 온라인 
미팅이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당사자를 위한 것도 있고, 신경다양성과 신경다양인에 대
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동료들에게 열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는 패널들처럼 더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른 행사들은 특별히 신경다
양인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
우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경다양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다양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
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온라인 어린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2일간의 주말 동아 우리는 스토리
텔링과 공예를 했습니다. 그곳은 신경다양인 아동들이 와서 다른 신경다양인 아동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일랜드 정부에 정책 문서와 전략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Disabled Power 
Ireland와 Alliance Against ABA in Ireland와 같은 다른 옹호 단체들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뉴로 프라이드의 일원이 됨으로써 생기는 옹호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신경다양인 정체성의 자기발견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특히 늦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신경다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듣고,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뉴로 프라이드 그룹에 와서 다른 일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과 신
경다양성에 대해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일종의 옹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룹에 와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거나 “나는 이런 식으로 나쁘게 대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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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옹호를 하는 방법에 대해 도와줄 수 있습
니다.

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옹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자폐 당사자
다”, “나는 강박장애인이다”, “나는 양극성 장애 당사자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내가 숙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접
근성이다” (저는 숙소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접근성에 대한 요
구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옹호하는 또 다른 부분은 [커뮤니티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최자 중 한 
명인 Cir는 아일랜드의 모든 도서관을 위한 신경다양성 책과 자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는 작년 뉴로 프라이드 페스티벌 전에 그들과 연락을 취했고, 이 목록을 아일랜드의 모든 도
서관에 보내서 그들에게 이 책들을 전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옹호입니
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신경다양성에 대
해 배우려고 할 때, 고정관념보다는 신경다양인을 인정하는 여러 책이나 자료들을 활용하여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은 교육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에는 교육용 비디오가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
해 그들의 신경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공동체로서 알고 있지
만 더 많은 대중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감정표현불능증, 청각과민증- 공동체로서 우리는 알
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여러분
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 스스로를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은 우리의 임무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경다양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
문에 우리의 일이 다른 영역과 교차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백인 에이젠더agender인 아일랜드 
사람으로서의 나의 경험은 아일랜드의 흑인 신경다양인이나 아일랜드의 신경다양인 여행자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연결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인식하고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함께 일하기 위해 다른 장애인 단체와 연결함으로써 여러 소외된 사람들과 상호연결을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뉴로 프라이드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우리의 기쁨과 창의성을 기념하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그룹은 매우 창의적인 그룹입니다. 첫 번째 뉴로 프라이드 축제를 
위해 사람들이 제출한 작품이 담긴 짧은 비디오를 재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담긴 기쁨과 창
의성, 기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신경다양인에게 창의성이란 매우 중요한 감
정의 배출구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노래도 우리 커뮤니티 멤버 중 한 명이 제출한 음악입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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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폐회가 아니다: 
단지 거대한 문제의 시작일 뿐

장지용(estas 공동조정자)

단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는 거대한 문제로 가는 입구였을 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신경다
양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
니라, 성서의 표현대로 오늘부터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기 위한’ 
출발일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많은 논쟁적인 지점들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통해 신경다양인의 현재를 논의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놓인 현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그 유산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
서 신경다양성이라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백
지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사회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신경다양성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
다. 우리에게 신경다양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했었고 
지구 저편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표는커녕 첫 글자를 썼
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이것을 폐회한다고 표현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번 우
리의 이야기는 다른 의미의 개회입니다. 이 신경다양성과 관련된 논쟁을 한국사회의 논의 탁
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회가 아닙니다. 굳이 폐회라고 해야 한다면, 이 포
럼의 폐회일 뿐입니다.

내일 이후 우리는 더 많은 논쟁과 더 많은 투쟁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신경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이들은 적은 편입니다. 신경다양성 논쟁은 싹트기 시작했으
며, 2017년에 미국 경영학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읽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논의될 정도의 이야기인데도 한국에서는 그것이 무슨 괴상한 소리인 
줄 아는 집단이 더 많습니다.

다행인 점은 신경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차분히 ‘그런 게 있다더라’ 식이라도 말이라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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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번 논쟁에 참여한 우리야말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지금 무슨 일인지를 직접 
논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 논쟁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신경다양성의 ‘증거’를 가지
고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이 순간의 토론을 마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토론할 것이 다 끝났을 뿐, 우리는 내
년이든 언제든 다시 모여서 또 이것을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도 신경다양성 포럼
을 치렀듯이, 우리는 다시 2024년에 다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
고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논쟁을 출발시킵니다.

2024년 제3회 신경다양성포럼이 있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열린다면 더 많은 
논쟁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신경다양성의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신경다양성도 잘 보면 돈이 되고 경제 혁신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중에는 이것을 논
증할 수 있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것도 논의 탁자에 올릴 준비는 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논쟁이 돈 안 되는 논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다양성도 돈이 될 
수 있고, 경제 발전이니 혁신이니 그런 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확실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신경다양성에 무지한 원인 중 하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
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도 결국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서 의외의 진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미터법
이 프랑스에서 일반화되어 대중화된 계기는 단지 미사용 시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던 법령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신경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적
어도 법률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존중하지 않음이 손해가 되는 세상이 와야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가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저들은 이익과 손해 
관계를 따져야 정신을 차릴 집단일지도 모릅니다. 저짝들이 다양성을 부르짖는 시점은 그것이 
돈이 될 때야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다양성을 진정 평등이 요구되는 것인 고등학교 문제에서 
그랬던 것을 상기합시다. 신경다양성도 돈이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합
시다.

우리는 지금 이 포럼만 폐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일단, 제3회 신경다양성 포럼이 열리는 순간까지, 일단 이 자리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4주 
뒤가 아닌 제3회 신경다양성 포럼 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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