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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linical us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dified-Checklist of Autism in Toddlers (KM-CHAT) in Korean children. Research ques-
tions were to compare the rates of the positive identification between initial screening and 
follow-up interview on those items failed on the initial screening; to compare identification 
rate differences by genders and in three age groups; and to examine response patterns on 
the 23 items between screen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Methods: Parents of children 
(age between 16 and 36 months old) were recruited to complete the Korean version of the 
M-CHAT (23 items of yes/no responses) from private/public day care centers in Cheonan, 
Korea. The collected M-CHAT responses (n= 208) were scored using an automatic scoring 
program which Diana Robins provided on her Website. Results: There were notable differ-
ences in screen positive rates between the initial and follow-up screening. No gender and 
age group differences were observed. Response distribution analysis revealed remarkable 
differences on two items after the follow-up interview. This difference occurred in both 
screen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Conclusion: This preliminary result indicates that fol-
low-up interviews are warranted for those children who screen positive on the initial screen-
ing. It will be useful to have the trained personnel (speech-language therapists, pediatri-
cians, nurses, etc.) conduct the follow-up interview immediately after screening of 16-36 
months old Korean children with the KM-CHAT. Two specific items that revealed remark-
ably high fail responses should be considered for revision of the Korean translation. 

Keywords: Korean Modified-Checklist of Autism in Toddlers, ASD, Early screening test for 
autism

자폐성 장애는 신경생리적, 유전적, 발달적 장애로 분류되는 대

표적인 발달장애(Filipek et al., 1999)로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

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의사소통의 문제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상동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

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

tion, 1994)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것을 진단 준거

로 삼고 있다. 자폐성 장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특정 도시지역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서는 10,000명 당 자폐성 장애는 9.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Hong 

et al., 1999),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2.64%에 이른다고 발표된 바 있다(Kim et al., 2011). 영

국, 미국, 중국, 오만, 스웨덴 등의 연구들은 결과에서 10,000명 당 1

명에서 157명(0.1%-1.5%)으로 다소 넓은 범위의 유병률을 보여주

었다(Zaroff & Uhm, 2011). 이렇게 유병률이 다양한 것은 진단기

준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자폐성 장애가 널리 알려지고 중요

한 장애로 인식이 변화된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의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의 발

달에서 이상을 감지하는 시기는 2세 이전인 반면, 자폐성 장애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시기는 대부분 3-4세 이후로 알려져 있다

(Kleinman et al., 2008).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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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발견하고도 전문적인 진단을 늦게 받게 되는 이유 중의 하

나는 부모가 객관적으로 아동의 발달형태를 평가할 적절한 검사가 

부족하다는 것일 수 있다. 자폐성 장애의 조기 진단은 아동이 진단 

이후에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걱정과 혼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중재가 빠를수록 아동의 후일 언어, 정서, 행동 및 학업발달까지도 

예후가 더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Dawson et al., 2010; Moe-

ller, 2000; Rossetti, 2001).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8월부터 장애아

동복지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되어 모든 영유아 보육

시설에서 장애의 유무에 따라 차별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모든 

시설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가 배치됨은 물론 이들

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특별직무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다. 이

처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혜택이 확대되었으나, 만약 진단을 받

지 않은 상태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 영유아가 일반 아동

들과 통합되는 경우에,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교사들

로부터 소위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고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동과 그 가족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폐성 장애의 진단과정에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심

리학, 언어병리학, 특수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뢰와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나 양육자 또는 영유아기에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이나 교육기

관의 관련자일 수 있다. 따라서 자폐성 장애아동들의 조기 선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선별검사 개발이 우선시 된다. 현재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보고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는 설문지 형태의 

검사이다(Kogan et al., 2009; Reznick et al., 2007; Wetherby, Bros-

nan-Maddox, Peace, & Newton, 2008).

자폐성 장애의 경우 운동발달과 같은 이상이 보이지 않고, 증상

이 사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가장 주요한 증상인 사회적 상호

작용과 언어발달지체 등의 결함은 영유아기에 관찰되기 어려울 수 

있다(Robins, Fein, Barton, & Green, 2001). 이런 이유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폐 검사들이 3세 이후의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Dietz, Swin-

kels, van Daalen, van Engeland, & Buitelaar, 2006; Kim, 2010; Lee, 

2008; Robins et al., 2001; Wetherby, Brosnan-Maddox, Peace, & 

Newton, 2008)은 3세 이전의 영유아 시기에도 충분히 장애를 판별

할 수 있는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며 선별검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진단하여 조기 개입을 통해 아동과 교사 및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보육문화의 변화로 영유아도 보

육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에 노출되

고 있어 조기선별 진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유아기 선별 가능성을 검증하고 언어 이전기 특징을 제시한 

Wetherby 등(2008)의 전형적 검사 내용으로는 제스쳐, 소리내기, 

공동참조, 상징놀이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

는 영유아기 자폐 선별검사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선별검사가 개정판 영아기 자폐성 장애 선별검사

(The Modified Checklist for Autism in Toddlers, M-CHAT; Rob-

ins et al., 2001)이다. M-CHAT은 CHAT (Baron-Cohen, Allen, & 

Gillberg, 1992)을 기초로 하여, 원 검사에 포함되었던 검사자 관찰

용 5개 문항을 제외시키고, 기존의 부모 보고용 9문항에 14문항을 

추가하여 총 23개의 부모 보고형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상은 16개월에서 30개월이다. 

M-CHAT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CHAT은 국내에서 ‘한국판 

영유아기 자폐선별 검사(K-CHAT; Kim, Kim, & Lee, 2002)’로 번

역되고 타당성과 변별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 보급된 바 있다. 연구

자들은 이 문항이 한국에서도 16개월부터 20개월 유아를 대상으

로 자폐성 장애를 선별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

구에서 정상 발달 아동 68명과 지적 장애아동 49명 및 자폐성 장애

로 진단 받은 아동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자폐성 장애를 진

단 받은 아동을 선별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별 반응

경향성을 분석하였는데, 자폐 선별 기준문항이라고 제안된 5번(흉

내놀이 유무), 7번(흥미로운 것 지적하기), 9번(흥미로운 것 보여주

기)의 세 문항 중 하나 이상에서 선별된 경우가 자폐아동 집단은 49

명 중 43명(약 90%)으로 일반아동(약 10%)과 지적 장애아동 집단

(약 20%)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영국에서 개발되어 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던 CHAT에 Robins 

등(2001)은 다양한 경험적 데이터를 보강하고, 필요한 적용 대상의 

연령 범위를 확장하여 수정판인 M-CHAT을 제작하였다. M-

CHAT은 전형적인 자폐 선별 문항을 추가하고 전반적인 발달을 선

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추가되었으며, 대상 연령을 16개월에서 30

개월까지 확장시켜 보급하였다. 이 검사의 한국어 번역판은 제공되

어 있지만(Appendix 1), 국내에서나 미국에서 이 검사를 한국 아

동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지 검증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M-CHAT 개발과정에서 Robins 등(2001)은 총 1,293명(일반 영

유아 1,122명, 조기 중재 영유아 171명)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

시한 결과 39명, 약 3%가 자폐성 장애로 진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영유아의 평균점수는 23문항 중 10.3점이

었다. 변별력이 높은 6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4.1점이었다. 변별

력이 높다고 보고된 6개의 문항은 타인에 대한 관심, 흥미로운 것 

지적하거나 보여주기, 모방하기, 이름에 반응하기, 공동 참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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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하기 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이다. 의사소통 과정 그 

자체 혹은 의사소통의 전제 기술들에 해당하는 이 문항들은 자폐

성 장애의 변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andey 등(2008)은 대상 아동들을 월령(16-23개월, 24-30개월

의 두 집단)과 자폐성 장애의 위험 정도(고, 저)를 기준으로 나눈 네 

집단에 대하여 M-CHAT을 실시한 결과 장애를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 어린 집단(16-23개월)보다 나이든 집단(24-30개월)에서 더 

높았음을 보여주면서 어리고 위험성이 낮은 집단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임상적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별 검사는 검

사를 진행하는 검사자의 전문성과 검사에 참여하는 부모의 지식이

나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Sigman, Dijamco, Gratier와 Rozga 

(2004)는 실제로 부모들이 요구하기 행동과 관심 공유 행동을 구

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별

도의 개발과 검증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영국에서 개발된 CHAT을 

미국에서 적용하는 과정에도 같은 언어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로 그 적용의 한계점이 생긴 것이 M-CHAT의 개발 배경 중 하

나였음을 상기한다면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한 과정은 보다 더 면

밀한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Kim 등(2002)은 K-CHAT 개발연

구에서 일반아동 집단의 부모관찰 보고와 전문가관찰 보고 간의 

일치율이 50% 내외였다고 보고하고, Baron-Cohen 등(1992)의 연

구에서 영국에서 CHAT을 사용한 부모와 전문가 간의 일치율이 

92%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두 연구 간의 큰 일치율 차이가 문화

적 차이 및 문항의 번역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자폐성 장애아동들의 조기 진단과 중

재를 위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M-CHAT (Korean M-CHAT ver. 2; 

http://www2.gsu.edu/~psydlr/DianaLRobins/Official_M-CHAT_ 

Website.html)을 한국의 16개월에서 36개월의 영유아들에게 적용

하기 위하여 검사의 개발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폐 선별 

검사가 부족하고, 진단이 대부분 3세 이후에 내려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대상 연령의 확대는 연구분야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큰 의

의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를 통한 1차 선별 과정을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되는 

비율과, 1차로 선별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2차 전화 후속 면담을 통

해 최종 위험군으로 선별되는 비율을 비교한다.

둘째, 성별 및 월령(age)을 기준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16-36개월 사이의 유아들에 대하여 

본 검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최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각 문항별 실패 비율을 통해 국내 

일반적인 유아의 각 문항별 반응패턴에 대한 양상을 알아보고, 선

별된 위험군 집단과 검사에서 통과한 집단의 반응비율 양상을 분

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1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를 대상으

로 하여 부모님께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생년월일, 성별, 응답

자, 응답일 등)를 묻는 설문지와 선별 문항이 포함된 검사지를 배포

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집단 I은 생후 

16개월부터 22개월, 집단 II는 23개월부터 29개월 그리고 집단 III은 

30개월부터 36개월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60명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거하여 분석한 대상자 수는 총 

208명으로 남아는 105명, 여아는 103명이었다. 집단별로는 집단I이 

59명(남녀비율 30:29), 평균연령 19.47개월, 집단 II가 87명(42:45), 

평균연령 26.22개월, 그리고 집단 III이 62명(34:28), 평균 32.92개월

이었다.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M-CHAT의 한국어 번역본은 M-CHAT의 

개발자인 D. L. Robins의 Website (http://www2.gsu.edu/~psydlr/

DianaLRobins/Official_M-CHAT_Website.html)에 탑재되어 있

는 Korean M-CHAT (김현욱 번역)을 저작권자인 D. L. Robins, D. 

Fein, & M. Barton과 번역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몇몇 문항들의 

어휘와 표현을 약간 수정(Korean M-CHAT ver. 2)한 후에 10명의 

한국 부모들을 대상으로 두 번역본의 이해도를 평가토록 하였으

며, 이해도가 높게 나타난 Korean M-CHAT ver. 2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Korean M-CHAT ver. 2에서 수정된 문항은 1번, 5번, 

8번, 14번, 그리고 22번 문항이었다. 현재 D. L. Robins의 Website에

는 Korean M-CHAT 과 Korean M-CHAT ver. 2가 모두 탑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orean M-CHAT ver. 2는 Appendix 1

과 같다. M-CHAT의 1-9번 문항은 CHAT으로부터 가져온 문항이

고, 더해진 14개의 문항은 상호작용, 의사소통 수용과 표현, 상동행

동, 청력 및 운동능력과 같은 전반적인 발달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

히 여섯 개의 문항은 자폐성 장애 변별력이 높은 고변별 문항(criti-

cal items)으로 알려져 있다(Robins et al., 2001). 여섯 개의 고변별 

문항은 검사 문항들 중 2번(다른 아동에 대한 관심), 7번(흥미로운 

것 가리키기), 9번(흥미로운 것 보여주기), 13번(어른 모방하기), 14

번(이름에 반응하기), 15번(어른이 가리킨 물건 쳐다보기)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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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208명에게 실시한 23개 문항에 대한 반응 분석으로 구

한 Cronbach’s alpha는 .983으로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절차

천안의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부

모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선별 검사에 참여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동의한 부모에게 1차 검사인 설문 검사지를 배포하

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 검사지를 수거하였다. ‘1차 검사 결과’는 

M-CAHT의 제작자인 D. Robins이 제공해준 채점 프로그램(http: 

//www2.gsu.edu/~psydlr/DianaLRobins/Official_M-CHAT_Web-

site.html)을 이용하여 채점하고, 엑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별 반응을 자동 집계하였다.

1차 검사 결과를 집계한 후에 2차 선별 검사를 실시할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2차 선별 검사 대상자는 원 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채

점 방식에 따라 고변별 문항 6개 중에서 2개 이상의 문항에서 실패

하거나 전체 23개 문항 가운데 3개 이상에서 실패하는 사례였다. 

분석 결과, 고변별 문항에서 1차로 7명이 선별되었고, 전체 문항에

서는 54명이 선별되었다. 그러나 고변별 문항에서 선별된 7명 중 6

명이 전체 문항 점수에서도 3점 이상을 받은 관계로, 최종적으로 1

차로 선별된 대상자의 수는 총 55명이었으며, 따라서 전체 검사를 

실시한 208명 가운데 후속 면담(phone follow-up)을 실시한 경우

는 총 55사례(26.4%)였다. 후속 면담 대상자에게는 전화통화를 이

용하여 실패한 문항에 대해 D. Robins의 Website에 제시된 한국어

판 후속 면담 절차에 따라 반응을 확인 하였다. 후속 면담을 통해 

부모가 문항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경우에 반응이 바뀌었으며, 이

렇게 바뀐 반응을 통해 나온 ‘최종 검사 결과’를 다시 채점하고 집

계하였다. 후속 면담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질문형태와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았다. 

<후속 면담의 예>

검사자: 검사에서 ‘아이가 소리에 민감하다’에 ‘예’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엄마: 예

검사자: 아이가 세탁기 소리와 같은 소리에 부정적인 반응, 예를 

들어, 귀를 막는다든지 또는 운다든지 하는 해동을 보이나요? 

엄마: 아니요, 

검사자: 아기 우는 소리에는요?

엄마: 아니요 

검사자: 청소기 소리는요?

엄마: 아니요, 

검사자: 사이렌 소리는요?

엄마: 아니요

검사자: 자동차 소리는요?

엄마: 아니요, 

검사자: 문이 꽝 닫히는 소리는요?

엄마: 아니요

검사자: 아, 그러면, 부정적인 반응은 없고, 단지 소리를 잘 듣는

다는 말씀이군요.

엄마: 예. 작은 소리도 잘 듣는다는 거였어요.

자료 분석

각 문항은 ‘예/아니오’라고 응답한 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실패로 

결정되었다. 검사 문항 중 11번(소리에 대한 민감성), 18번(얼굴 주변

에서의 특이한 손동작), 20번(청각 문제), 22번(허공 응시)의 네 문

항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 통과(reverse items)로 분석되며, 

나머지 19개의 문항은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통과로 분석된다. 각 

문항을 통과한 경우에는 0점, 실패한 경우에는 1점을 부과하고 이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부가적으로 고변별 문항 6개에서 

실패한 경우의 점수를 합하여 고변별 문항 합을 구하였다. 

‘1차 검사 결과’와 후속 면담 후 ‘최종 검사 결과’의 문항별 반응

점수는 엑셀을 이용해서 분석하였으며, 최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기술 통계치와 집단 간 차이는 SPSS ver. 14.0 (SPSS Inc., Chica-

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차와 2차 선별 과정을 통한 위험군 선별 비율 결과

1차 선별 과정인 선별 검사지 반응만을 이용하여 고변별 6문항 

중 2점 이상을 얻는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통해 선별된 

인원은 7명(3.3%)이었으며, 이후 7명에 대하여 2차 선별절차로 후

속 면담을 통해 선별된 인원은 1명(0.5%)에 불과하였다(Table 1). 

역시 1차 선별 과정인 선별 검사지의 전체 문항 점수에서 3점 이

상이면 위험군으로 선별되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차에서는 총 

54명(26.3%)이 선별되었으며, 추후 전화를 통한 후속 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인원은 총 22명(10.5%)이었다(Table 2). 고변별 

문항에서 선별된 최종 한 명이 전체 문항 점수를 통한 분석에서도 

선별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적용한 경우에도 최종 선

별된 위험군 아동의 수는 총 22명이었다. 선별된 아동의 월령 평균

은 27.4개월(범위: 18-36개월)이었고, 성비는 남아가 12명(11.3%), 여

아가 10명(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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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children who failed on six critical items (n= 208) 

Score 0 Score 1 Score 2

Time 1 171 29 7
Time 2 (phone follow-up) 179 26 1

Table 2. Number of children who failed on total items in each screening time 
(n= 208)

Score

0 1 2 3 4 5 6 7

Time 1 13 64 76 34 10 5 4 1
Time 2 (phone follow-up) 25 79 80 15 3 3 0 1

Table 3. Number of children in each age group who failed each item (n= 208)

Group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I (n= 59) 1 2 0 0 1 1 5 6 1 0 32 0 3 0 0 0 3 20 3 0 3 2   4
II (n= 87) 4 3 1 1 2 3 3 2 2 1 58 0 0 0 0 0 6 17 4 1 0 8 11
III (n= 62) 6 4 4 0 5 1 2 1 1 0 39 0 2 1 1 0 2 23 3 2 1 3   4

Table 4. Mean scores in each age group by gender on critical items and total 
items (n= 208)

Group
Male (n= 106) Female (n= 102)

Critical item Total item Critical item Total item 

I (n= 59) 0.14 1.57 0.24 1.48 
II (n= 87) 0.10 1.52 0.09 1.40 
III (n= 62) 0.26 1.68 0.07 1.71 
Total 0.17 1.59 0.13 1.53 

Table 5. Percentage of children in each screening time who failed each item (n= 208)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Time 1 8.1 4.3 2.9 1.0 6.7 4.8 5.7 6.2 2.9 0.5 73.2 0.0 6.2 0.5 1.4 0.0 7.7 34.4 6.7 3.3 2.4 9.6 11.5
Time 2 5.3 4.3 2.4 0.5 3.8 2.4 4.8 4.3 1.9 0.5 63.2 0.0 2.4 0.5 0.5 0.0 5.3 28.7 4.8 1.4 1.9 6.2 9.1
Difference 2.8 0 0.5 0.5 2.9 2.4 0.9 1.9 1.0 0 10.0 0 3.8 0 0.9 0 2.4 5.7 1.9 1.9 0.5 3.4 2.4

*Critical items.

성별과 월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후속 면담 확인을 마친 최종 점수에 대하여 각 연령집단별로 문

항별 실패 빈도(Table 3)와 성별과 연령집단 간의 고변별 점수와 전

체 점수의 평균을 분석하였다(Table 4).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경

우, 남아의 고변별 문항 점수 합의 평균은 0.17이었으며, 전체 문항 

점수의 합의 평균은 1.59였다. 여아의 고변별 문항 점수 합의 평균

은 0.13이고 전체 문항 점수 합의 평균은 1.53으로 남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월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모든 집단의 평균도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고변별 문항 점수의 합에서 연령(F(2, 205) =1.467, p>.05)과 성별

(F(1, 206) = 0.406, p>.05) 및 상호작용 효과(F(2, 205) =2.475, p>.05)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으며, 전체 문항 점수의 합에서도 연령(F(2, 205) =  

0.835, p>.05)과 성별(F(1, 206) = 0.106, p>.05) 및 상호작용 효과(F(2, 

205) = 0.084, p>.05)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문항별 반응 비율 분석 결과

1차 및 2차 후속 면담 간의 문항별 실패반응 비율 비교

1차 선별 검사와 2차 후속 면담 후의 문항별 실패반응 비율은 

Table 5와 같았다. 후속 면담 후 응답 전환비율이 5% 이상인 문항

은 11번과 18번이었다. 특히 11번 문항은 약 20여명(10%)의 반응이 

통과로 바뀌었으며, 18번 문항은 10명(5.7%)의 반응이 실패에서 통

과로 바뀌었다. 추후 전화 인터뷰를 마친 최종 반응을 통해 5% (10

명) 이상 실패한 문항을 살펴보면 11번, 18번, 23번, 22번, 1번과 17

번 순서로 실패비율이 높았다. 특히 11번은 약 63%가 실패하고, 18

번은 약 29%가 실패하였다. 11번 문항은 통과한 유아가 실패한 유

아보다 적었다. 

선별집단과 통과집단의 문항별 반응 비율

최종적으로 선별된 위험군 집단인 22명과 검사에서 통과한 집단 

186명의 문항별 실패반응 비율을 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

석 결과, 선별집단과 통과집단 모두에서 실패율이 높은 문항들은 

11번, 18번이었으며, 11번의 경우에는 두 집단이 거의 유사한 수준

을 나타냈다. 통과집단에서는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23번이 7%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5% 미만의 실패율을 보였다. 통과집단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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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으로 선별집단에서만 특히 높은 실패율을 나타낸 문항

은 1번, 2번, 5번, 6번, 7번, 17번, 19번, 22번, 23번의 문항들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폐 선별 검사인 M-CHAT (Robins et al., 2001)의 한

국어판을 개발하기에 앞서, 이 검사가 16-36개월의 한국 영유아들

에게 적용 가능한 지를 검증하고, 적용 이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검사를 통해 1차로 선별된 위험군과 이들을 대상으로 

2차 후속 검사인 전화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위험군의 비

율을 비교한 결과, 두 위험군의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변별 문항을 사용한 선별 점수 준거를 적용한 경우에

는 1차 선별 비율인 3.3% (7명)에서 0.5% (1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전체 문항 선별 점수 준거를 사용한 경우에는 26.3% (54명)에서 

10.5% (22명)로 감소되어, 두 가지 채점 준거 모두에서 1차와 2차 검

사의 선별 비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전화면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대상이 ‘문제가 있다’고 평

가되는 검사의 민감도(sensitivity)와 ‘문제가 없는’ 대상이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는 특이도(specificity)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척도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서로를 손상시키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2차 후속 면

담을 통해 위험군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2차 전

화면담이 특이도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을 보여준

다. Robins 등(2001)은 총 1,293명의 대상자들에게 M-CHAT을 실

시한 결과, 대상자의 약 90%가 1차 검사만으로 선별 준거를 통과하

였고, 1차 검사에서 선별 준거를 통과하지 못한 약 6% (74명)는 2차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검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들은 후에 언어나 

다른 지체 또는 자폐나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로 

진단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M-CHAT

을 개발하면서 CHAT (Baron-Cohen et al., 1996)에 없는 절차인 2

차 전화 후속면담을 포함시킨 이유를 검사의 민감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특이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으

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AT의 경우 부모 보고용 문항과 함께 관

찰자 보고용 문항을 포함한 반면, M-CHAT은 부모 보고용 방법만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모 보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2차 후속 면담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보여

진다. 특히 CHAT의 한국어판인 K-CHAT의 개발연구에서 Kim, 

Kim, & Lee (2002)은 K-CHAT이 타당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나, 부모보고와 관찰을 통한 검사자 보고 간의 일치도는 Bar-

on-Cohen 등(1992) 연구의 92%보다 훨씬 낮은 약 50%-60% 수준

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연구자들이 기술한 바

와 같이 영국과 한국 부모들 간의 문화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

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KM-CHAT의 개발에서도 2차 후속 

면담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Kleinman 

등(2008)도 저위험군 집단에 M-CHAT만을 적용했을 때는 posi-

tive predictive value (PPV)가 매우 낮았으나, 후속 전화면담을 통

하여 PPV를 유효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2차 

후속 전화면담이 틀린 선별 결과(false positives)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1차와 2차 선별 비율 간

의 큰 차이는, 둘째, 응답 전환률이 특히 높은 문항들이 있다면 해

당 문항들의 적절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문항별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KM-CHAT을 한국의 16-36개월까지의 유아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16-22개월, 23-29개월 그리고 30-36개월로 나누고, 문

항별로 연령대 간 반응형태와 연령집단 및 성별 간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들에 대한 집단의 반응형태가 대체로 유

사하였으며, 고변별 문항이나 전체 문항의 실패율 또한 집단이나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KM-CHAT의 대

상을 M-CHAT의 원 대상 연령보다 넓은 36개월까지 확대하여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몇몇 선행 연구들도 M-CHAT을 

기존의 연령대보다 확대 실시하고 검사의 적절성을 보고한 바 있다. 

Table 6. Percentage of children who failed each item in screen positive and negative group 

Group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Positive (n= 22) 13 13 8.7 4.3 26.1 21.7 26.1 8.7 0 4.3 69.6 0 8.7 0 0 0 21.7 47.8 21.7 13 0 26.1 26.1
Negative (n= 196) 4.3 3.2 1.6 0 1.1 0.5 2.7 3.7 2.1 0 62.6 0 2.1 0.5 0.5 0 3.2 26.2 2.7 0 2.1 3.7 7
Total (n= 208) 5.2 4.3 2.4 0.5 3.8 2.9 5.2 4.3 1.9 0.5 63.3 0.0 2.9 0.5 0.5 0.0 5.2 28.6 4.8 1.4 1.9 6.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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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 등(2012)은 네덜란드 유아들을 대상으로 M-CHAT의 확대 

가능 연령대를 연구한 결과, 20개월에서 48개월까지 적절한 선별이 

가능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Canal-Bedia 등(2011)도 18-36개월의 

스페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M-CHAT을 실시한 결과, Robins 등

(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수준과 유사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

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적이고 평가방법이 

쉬운 적절한 조기 자폐 선별 검사가 부족하며, 자폐 진단이 일반적

으로 3세 이후가 되어야 내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KM-CHAT이 

36개월까지 선별 검사의 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는 임상

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1차와 2차 검사의 문항별 반응비율 및 선별된 집

단과 통과한 집단 간의 문항별 반응비율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1차 검사 이후 2차 후속 전화면담에서 응답의 전환

률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은 설문지 형식의 문항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문항의 의미를 좀 더 정

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실

제로 전화 후속 면담 결과 많은 부모들이 문항의 의도를 잘못 이해

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1차와 2차 검사 간의 반응 전환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인 11번과 18번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 전

환자들이 유사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예를 들어, 11번 문항 ‘아이가 

소리에 민감하다고 느끼시나요?’ 중에서 ‘민감’에 대하여 검사문항

에서 의도한 바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

하여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검사에서 11번 문항에 대해 

‘예’로 반응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2차 전화면담 결과, ‘작은 소리

도 잘 듣는다’는 의미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번 문항 ‘아이

가 자신의 얼굴 주위에서 손가락으로 특이한 행동을 하나요?’는 

‘코를 후비는 행동’, ‘곤지곤지’, ‘얼굴을 만지는 행동’ 등과 같이 얼굴 

가까이에서 손을 사용하는 행동이나 놀이, 또는 얼굴에 손을 대는 

행동 등을 ‘예’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M-CHAT의 

개발 단계에서 해당 문항들은 검사의 의도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

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 M-CHAT

을 사용한 Robins 등(2001)의 연구에서도 11번 문항(Does your 

child ever seem oversensitive to noise?)과 18번 문항(Does your 

child make unusual finger movements near his/her face?)이 1차 2

차 검사 모두에서 가장 높은 실패율을 나타낸 문항들이며, 또한 

M-CHAT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스페인어권 유아들을 검사한 

Canal-Bedia 등(2011)의 연구에서도 이 두 문항이 가장 높은 응답 

실패율을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 문항들이 

자폐아를 선별하는 데 민감한 내용이면서도, 영유아 시기의 발달 

특성상 다른 언어권에서도 부모들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문항별 실패율 순위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

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 등(2001)과 Canal-Be-

dia 등(2011)은 2차 후속 면담 없이 1차 검사만 실시한 집단, 그리고 

2차 후속 전화면담을 실시한 결과 선별되지 않은 집단, 그리고 2차 

후속 검사 이후 자폐가 아닌 다른 발달장애로 진단된 집단과 자폐

로 진단된 집단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M-CHAT의 문항별 실패

율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의 1, 2차 검사에서 선별되지 않은 집단

의 실패율이 높은 문항들이 본 연구결과와 상당히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실패율 문항의 순위가 11번, 18번, 23번, 1

번, 22번 순이었으며, Robins 등(2001)은 11번, 22번, 19번, 18번 순

으로 나타났고, Canal-Bedia 등(2011)은 18번, 11번, 22번, 23번의 

순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1번, 2번, 11번 등의 문항은 두 연구들에 

비해 높은 실패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두 연구들에 비해 적은 대상

자 수, 문화적 차이, 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검사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문항은 수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 그 이유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으로 2

차 검사 후에 선별 준거를 통과하지 못한 선별집단과 통과집단으로 

나누어 문항별 실패율을 분석한 결과, 통과집단에서는 11번 문항

과 18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7% 이하, 대부분이 5%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선별된 집단에서는 앞의 두 선행연구에서 자폐나 기

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높은 실패를 보였다고 보고된 2번, 5

번, 6번, 7번, 17번, 19번과 같은 문항들이 13%-26.1% 범위의 높은 

실패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2차 검사 선별 대상자들이 아직 정

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행 추적연구(Kleinman et al., 

2008)에서도 보고된 M-CHAT의 높은 민감도를 함께 고려하면, 본 

연구의 선별집단과 통과집단의 문항별 실패율의 패턴이 두 선행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은 본 검사문항들의 적절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CHAT은 여러 언어권의 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

증된 자폐 영유아 선별 검사다(Canal-Bedia et al., 2011; Kleinman 

et al., 2008; Robins et al., 2001; Wong et al., 2004; Yama et al., 2012). 

따라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KM-CHAT의 개발은 영유아 중

재, 교육현장 또는 보건소, 소아과와 같은 기관들에서 부모 보고를 

통하여 자폐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조기 선별하고 적절한 중재

를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폐 영유

아들의 발달 촉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사절차가 

간편하여 검사자가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검토하여 후속 면접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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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필요한 문항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노

력,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검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KM-CHAT의 적용에 앞서 검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한 

KM-CHAT의 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타당도와 신

뢰도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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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Korean Modified-Checklist of Autism in Toddlers ver. 2

아래 항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체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만약 아래 질문 중 그 행동의 횟수가 빈번하지 않으면(예: 한 두 번 본 경우) 그 문항은 ‘아니오’

라고 답해 주십시오.

  1. 당신이 아이를 안고 그네처럼 흔들어 주거나 무릎에 앉혀 흔들어 주는 것을 아이가 좋아하나요?  예 아니오

  2.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나요? 예 아니오

  3. 아이가 물건이나 가구에 올라가기나 계단 오르기를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4. 아이가 까꿍 놀이나 숨바꼭질을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5. 아이가 흉내 놀이를 하나요? (예: 인형 돌보기, 전화 걸기 놀기 등). 예 아니오

  6.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까? 예 아니오

  7. 아이가 흥미로운 것을 가리키기 위해 검지 손가락을 사용합니까? 예 아니오

  8. 아이가 자동차나 블록과 같은 작은 장난감을 입으로 빨거나 반복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용도에 맞게 갖고 노나요?  예 아니오

  9. 아이가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장난감이나 기타 물건을 가지고 오나요? 예 아니오

10. 아이가 1초에서 2초 이상 당신의 눈을 응시하나요? 예 아니오

11. 아이가 소리에 민감하다고 느끼시나요? (예: 시끄러워 귀를 막는 행동) 예 아니오

12. 당신의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짓거나 당신이 웃으면 따라 웃나요? 예 아니오

13. 아이가 당신을 따라 하나요? (예: 찡그리면 따라서 찡그림) 예 아니오

14. 아이가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반응을 하나요? 예 아니오

15. 당신이 멀리 있는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면 아이가 그 쪽을 보나요?  예 아니오

16. 아이가 걸어 다니나요? 예 아니오

17. 아이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따라 보나요? 예 아니오

18. 아이가 자신의 얼굴 주위에서 손가락으로 특이한 행동을 하나요?  예 아니오

19. 아이가 자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나요? 예 아니오

20. 아이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나요? 예 아니오

22. 아이가 허공을 응시하거나 목적 없이 돌아다니나요? 예 아니오

23. 아이가 낯선 것을 봤을 때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당신의 얼굴을 보나요?  예 아니오

© Copyright by D. Robins, D. Fein, & M. Barton. Translated into Korean by Hyun Uk Kim, Fairfiel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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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판 영유아 자폐 선별 검사(KM-CHAT)의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김수진1·승혜경2·홍경훈1

1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Communicative Disorders Program

배경 및 목적: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는 아동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들을 조기에 선별하는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영유아 자폐 선별 검사(Korean Modified-Checklist of Autism in Toddlers, KM-CHAT)의 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 1차와 2차 선별 과정을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된 비율 비교, 2) 연령

과 성별을 기준으로 집단 간의 차이 분석, 그리고 3) 각 문항별 반응패턴과 선별된 집단과 통과한 집단의 반응 양상 분석이었다. 방법: 연

구대상은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16-36개월 사이의 영유아로 부모님께 검사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총 검사지는 

208부였으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집계하였다. 결과: 1차 설문지 검사와 2차 검사인 전화 후속 면담을 마친 후 재분

석한 선별 비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과 월령으로 나눈 연령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각 문항별 반

응패턴 분석 결과, 몇몇 문항은 1차와 2차의 실패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동시에 선별집단과 통과집단에서 모두 높은 실패

율을 나타내어 문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KM-CHAT의 적용을 위해서는 1차 검사에서 

선별된 아동들에 대한 전화 후속 면담이 필수적이며, 높은 실패율과 응답 전환율을 나타낸 문항들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후속 면담은 훈련된 검사자가 1차 검사를 실시한 후에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KM-CHAT, 영유아, 자폐 범주성 장애, 조기자폐선별검사

이 연구는 풀브라이트 재단 학술 연구비와 나사렛대학의 학술 연구비를 지원 받았음.

자료수집을 도와준 박은영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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