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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병리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아
동·청소년 정신병리 연구에 내재한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상 행동과 비정상 행동을 구분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상(normal)’ 행동과 ‘비정상(abnormal)’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빈도(예 : 특정 행

동이 하루 혹은 시간당 발생하는 횟수)와 지속시간(최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지속된 문제인지), 

그리고 행동이 모든 상황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혹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

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유념한 채 특정 행동이 발달적 맥락에서 비전형적인지

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다뤄야 할 열 가지 중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그 행동이 비전형적인가? 정상적인 발달 이정표에 대한 이해는 어떤 행

동이 비전형적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는 두 살 된 딸

이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걱정하고 있다. 어제 아이는 그네를 타고 싶다며 다른 아이를 그네에서 

밀었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2세 무렵 절정에 이르고, 아동의 자기통제와 정서조절 기술이 발달

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 

원하는 것, 즉 그네를 타기 위해 다른 아이를 밀치는 것)은 초기 공격성의 전형적인 형태로, 누군

가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는 적대적 공격성(hostile aggression)에 비해 덜 심각하다. 따라

서 그레이스에게 공격적인 행동은 비전형적인 것이 아니며, 이 시기 이후로는 점차 감소될 것이

라고 자신감을 갖고 조언해줄 수 있다.

2. 행동이 특정 발달 단계에서는 전형적이지만 다른 발달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어떤 행동들

은 발달 단계에 따라 전형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비전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걸

음마기 아동은 새로이 성취하게 된 독립성을 과시하며 종종 적대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미운 

두 살). 그러나 6세인 제레미 존스의 사례(제1장, 사례 2)와 9세인 스콧 마이클스(제3장,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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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연령을 고려할 때 이 두 소년에게 있어서 ‘적대적 행동(oppositional behavior)’은 비전형

적이다. 이 두 소년은 모두 반항적이며 대부분 합당한 요구에 순응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행동

을 그냥 내버려둔다면(방치한다면), 그 심각성이 점점 커져서 심지어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CD)나 좀 더 심각한 변이인 파괴적 행동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제이슨 콜먼의 사례(제7장, 사

례 23)를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다.

3. 특정 장애가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증상을 발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매튜 모건(제5장, 사례 

17)과 제니 슬로언(제5장, 사례 18)은 양극성장애(BPD)에 대한 사례이다. 그러나 매튜는 잠재적

으로 아동기 발병 BPD에 해당하고, 제니는 청소년기 발병 BPD로 볼 수 있다. 매튜는 높은 수준

의 공격성과 급격한 기분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아동기 발병 BPD의 전형적 증상이다. 반면 제

니의 증상은 성인 BPD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언어압박(pressured speech), 과대감,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결국에는 우울감에 빠져들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4. 특정 장애의 증상이 아동과 성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많은 경우 장애 증상은 아동과 

성인에게 다르게 발현된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면적으로 DSM－5(APA, 

2013)는 DSM－IV (APA, 2000)에 비해 아동에게 특수한 장애(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발병하

는)를 더 적게 수록하고 있다. 이는 주의를 요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대

다수의 장애의 증상은 역사적으로 성인에 대한 임상 실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DSM은 장

애에 대한 아동기 및 청소년기 규준에 대한 설명 및 관련된 발달적 양상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다루고자 했다. 예를 들어, 성인 우울증에서의 ‘우울감/슬픔’은 아동에게 ‘과민한 기분’으

로 나타난다. 아동과 청소년의 PTSD 증상은 성인 PTSD 증상과 다르며, 발달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에리카 화이트(제7장, 사례 24)처럼 어린 아동은 반복적인 놀이를 통해 외

상적 경험으로 재현하고, 제이슨 콜먼(제7장, 사례 23)과 같은 청소년은 고위험 행동(예 : 도둑질, 

과속운전, 여자 친구와 함께 가출)을 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에리카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학

령전 아동의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과 성인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에 비해 그 편차가 훨씬 

더 크다. 성인에 비해 아동은 공존질환(동시에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과적으로 공존질환의 패턴은 다양하고, 다른 장애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세 질문(5~7)은 공존질환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5. 내재화 행동은 무엇인가? 이 행동은 공존질환을 가질 경향이 있는가? 내재화 행동 혹은 과잉통

제된 행동은 “자기내적인 문제로, 불안, 우울, 신체적 불편감(somatic complaint)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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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없으며, 사회적 접촉으로부터의 철수를 초래한다”(Achenbach & Rescorla, 

2001, p. 93). 내재화 장애들은 공통의 증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존질환은 빈번한 편이다. 청소

년기 이전의 불안과 우울은 분화되지 않은 채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 NA)으로 드러나

기도 한다(Achenbach & Rescorla, 2001; Kronenberger & Meyer, 2001).

6. 외현화 행동은 무엇인가? 이 행동 역시 공존질환을 가질 경향이 있는가? 외현화 행동 혹은 과

소통제된 행동은 DSM－5에서 적대적 반항장애(ODD), 행동장애(CD)를 포함하는 파괴적 행동장

애(disruptive behavior disorder)로 명명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과잉행동/충동 

우세형과 복합형은 ODD 및 CD와 높은 공병률을 보인다. 스콧 마이클스(제3장, 사례 11)와 제

레미 존스(제1장, 사례 2)는 ODD와 ADHD(과잉행동－충동 우세형)가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한 아동에게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아동은 동시에 여러 가지 다

른 장애를 함께 갖고 있을 수 있다(예 : 특정학습장애, ODD, ADHD). 다수의 공존질환을 갖는 

것은 적응하는 데 있어 장애의 누적 효과를 가져와 결국 우울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제이슨 콜

먼(제7장, 사례 23)은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가 한 아동에게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발달 경로는 아동 특성(지능, 사회적 유능성, 유전된 요인, 기질 등)과 환경적 특성(가족, 학교, 

교사, 또래, 이웃 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상황적 혹은 맥락적 변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문제행동을 촉발하고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역동을 밝혀낼 수 있다. 여덟 번째 질문은 환경적 영

향과 관련된다. 

8. 문제행동에 기여하는 환경적 영향력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른 환경(학교)에 비해 특정 환경(가

정)에서 더 두드러지는 문제행동이 있다. 혹은 여러 상황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행동

이 있다. 제레미 존스(제1장, 사례 2)의 사례는 ‘좋은 의도’를 가진 어머니와 할머니가 강화(제레

미의 행동을 ‘귀엽다’고 여길 때도 있지만, 소진하여 제레미의 요구에 항복하기도 한다)를 통해 

문제행동을 악화시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실은 좀 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레미는 

학교에서는 보다 잘 통제된다. 콜비 타일러(제2장, 사례 4)의 사례는 가정 내 갈등이 어떻게 결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콜비는 부모가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는 동안 자신을 둘

러싼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문적·정서적으로 노력했지만, 콜비의 자원은 결국 한계에 다다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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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 반면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

호적 완충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 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논의이다. 

9. 중요한 위험요인, 보호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응유연성

(resilience)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보호요인을 밝혀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임상가들은 경고 신호를 통해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었고, 보호요인을 

파악하게 되면서 예방 대책 개발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여러 위험요인

과 보호요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 경로(발달 궤도)도 있고[동일결과성(equifinality)], 유사한 위

험을 겪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는[다중결과성(multifinality)] 아동들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Cicchetti & Rogosch, 1996). 다음의 질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10. 동일결과성과 다중결과성은 무엇인가? 니샤 윌슨(제1장, 사례 3)과 남자 형제인 타이론 윌슨

(제3장, 사례 12)의 사례를 통해 이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남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

로, 한 집에 살면서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지만, 매우 다른 발달결과를 보이고 있다. 니샤

는 10세이고, 타이론은 15세이다. 니샤는 적응유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반면 타이론

은 물질사용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약물을 사기 위해 거리의 폭력조직에 가담하는 등 최

악의 길을 가고 있었다(뻔한 길을 가고 있었다). 니샤와 타이론은 다중결과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니샤는 역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두 사

례를 보면서 이 남매에게 있어서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 요인은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성인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동은 성인에 의해 의뢰된다. 그러나 부모들

이 보고하는 많은 행동(악몽, 공격성, 과잉행동)은 사실상 정상 아동에게서도 흔히 관찰되는 문

제일 수 있다. 더구나 문제행동을 보였을 당시의 외적 상황들, 예를 들어 인내심 수준이나 재정

적 어려움 또는 가족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부모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병리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행동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

지를 설명하고, 치료와 개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개발된 여러 이론적 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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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개념화

Kronenberger와 Meyer(2001)는 진단, 평가, 치료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아동 

임상가가 답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적 질문에 근거한다. 아동이 드러내는 문제 혹은 치료자의 이론

적 배경과 상관없이 아동 임상가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아동 문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2. 아동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심층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3. 어떤 개입을 실시할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각각의 질문은 아동 정신병리의 독특한 이슈 혹은 특성을 드러낸다. 임상가는 진단적 범주

에 따라 아동의 문제를 분류하거나 혹은 현재의 증상이나 특성에 근거하여 임시적 진단을 내리거

나 사례개념화를 실시함으로써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심층평가와 관련된

다. 평가 과정에는 적절한 면담과 관찰 기법, 광범위한 평가 전략(예 : 인지, 행동, 정서 기능 등), 그

리고 증상－특수적 검사(예 : 불안, 우울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들)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

다. 이러한 평가 도구는 잠재적 진단을 확정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완화(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발달적으로 적절한 근거 기

반 치료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Kronenberger & Meyer, 2001, pp. 1－2). 

대부분의 이론적 관점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Held(1996)는 치료자는 

시간을 들여 이론적 시스템의 특성과 구성요소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

조하는데, 이는 소위 치료의 세 가지 선결요소라고 불리는 결정 과정을 이끈다. 

1.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혹은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장애를 발생시켰는가?

3.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Weerasekera(1996)는 사례개념화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특

정 장애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설”( p. 5)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정의

한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 즉 정신역동적(Eells, 1997; McWillams, 1999; Shirk & Russell, 1996), 

행동적(Barlow, 1986; Kazdin, 1983; Mash & Terdal, 1997; Turkat, 1985), 인지행동적(Bruch & 

Bond, 1999; Person, 1989), 그리고 가족체계 관점(Berman, 1997)을 통해 사례개념화에 대한 



6 발달정신병리 사례집

탐색이 이루어졌다. 아동정신병리학의 영역 내에서 실시된 아동의 발달결과와 부모 양육방식

(Baumrind, 1991) 그리고 애착 패턴(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을 연관 지었던 연구

들은 이러한 영역들이 사례개념화의 틀을 구성하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례개념화는 정보를 평가하고 조직화하는 틀을 제공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넘어서 

행동이 어떻게 발달해왔고 또 어떤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도출해냄으로써 치료

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원래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이론

적 관점에 적용 가능하며, 아동은 물론 성인에 관련한 여러 이론적 모델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Hersen & Porzelius, 2002; Shirk & Russell, 1996).

사례개념화 접근은 다음의 이유로 아동 임상/발달과 관련된 주제에 매우 적합하다. 

1. 사례개념화는 근본적 과정(인지, 행동,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사례개념화를 통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다양한 수준에서(개인적, 즉각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과거는 물론 현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3.  사례개념화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어떻게 치료를 방해하는지 혹은 치료를 촉진하는지

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  사례개념화는 치료적 개입을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맥락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5.  사례개념화를 통해 불안(Kendall et al., 1992), 우울(Stark, Reynolds, & Kaslow, 1987; Stark, 

Swearer, Kurkowski, Sommer, & Bowen, 1996), 파괴적 행동장애(Spaccarelli, Cotler, & 

Penman, 1992), 약물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ADHD 증상(Barkley, 1997)을 완화시키는 행동

적(Weisz, Weiss, Han, Granger ,& Morton, 1995) 그리고 인지행동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 있다. 

사례개념화의 세 단계 : 개념적 모델

하나의 구인으로서 사례개념화는 Kronenberger과 Meyer(2001), 그리고 Held(1996)가 제안한 핵

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진단을 내릴 때 장애에 대한 풍부한 임상적 지식은 매우 유

용하다. 사례개념화는 행동을 촉발하고(원인) 유지시키는 잠재적인 근본적 영향력에 대한 가설이

며, 여기에는 아동과 환경(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요인이 모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사례개

념화는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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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확인(문제가 무엇인가?)

 ● 문제를 촉발하고 유지시키는 요인(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 문제가 지속되 

는가?)

 ● 개입(어떻게 문제를 완화시킬 것인가?)

사례개념화는 진단과 평가를 위한 조직화된 토대 및 틀을 제공하는 세 단계 모델로써 설명할 

수 있다. 사례개념화의 세 단계는 아래와 같다. 

1단계 : 문제의 확인(명료화 및 분류)

2단계 : 문제의 해석/이해(문제를 촉발하고 지속시키는 요인)

3단계 : 치료개념화(개입 전략)

1단계 : 문제의 확인. 정상 발달에 대한 지식, 장애의 원인에 대한 인식,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

한 친숙함은 모두 특정 장애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 단계에서 폭넓은 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

써 다양한 출처(부모, 교사, 아동)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복합적인 문제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의 위급성 그리고/또는 심각성에 근거하여 여러 문제 중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

제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문제’로 다뤄야 할 문제를 부수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가설을 재구성해야 한다. 

2단계 : 문제의 해석/이해. 발달력과 가족력을 통해 잠재적인 유전적 요인(가족병리)이나 특정 

사건 관련 원인(가족이나 학교력, 외상적 사건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험요인

과 보호요인에 대한 지식을 통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해 역시 

향상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이론적 가정은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의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은 관련된 역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3단계 : 치료개념화. 사례의 독특한 측면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치료에 대한 지식

은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치료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역시 치료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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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1 | |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이후에 더 탐색해야 할 영역을 확인하며 사례개념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세 단계 모두에서 유연

한 사고와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례개념화는 언제든 ‘사례 재개념화’가 될 수 있으며 문제 영역과 치료 

계획에 대한 개선과 평가는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의 사례개념화

이제 생물학적, 행동적, 인지적(사회인지적), 정신역동적/애착, 부모 양육방식/가족체계의 다섯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실시한 사례개념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 기반한 사례개념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인과 가능한 치료적 대안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학, 생리적 

요인, 뇌 해부학과 기능 및 생화학적 활동의 도움을 받는다. 발달적으로 생후 첫 2년 동안 두뇌

는 급격히 성장하면서 덜 활성화되는 연결은 가지치기가 되는 반면,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수초

화 과정에 의해 신경전달의 효율성은 증가된다. 신경세포들 간의 시냅스에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기분이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울한 기분은 낮은 수준의 세로토닌

이나 노르에피네프린에서 초래되며, GABA(   gamma－aminobutryic acid)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

하여 적절히 불안 반응이 억제되지 못하면 불안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혈류 속의 호르몬 분비,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코르티솔 분비는 PTSD가 있거나 불안 유발 상황에 취약한 개

인들로 하여금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시스템(hypothalamus－

pituitary－adrenal system, HPA)을 과각성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반응에 더해 뇌의 일부 

영역은 특정 장애의 병인과 관련되기도 한다. ADHD는 전두엽의 낮은 활동성 수준과, 자폐스펙

트럼장애는 편도체 기능의 불규칙적 패턴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들은 유전이 특정 장애, 즉 우울, 불안, 조현병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아동 기질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다(Kagan, 1992).

치료개념화 : 생물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치료 방법은 잘못된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에서 초래

된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의학적 처치에 의존한다. 우울증에 대한 약물은 세로토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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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를 차단하거나(SSRI 관련 약물) 또는 세로토닌 및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SNRI 관련 약물) 저하된 세로토닌 수준을 조절한다. 

글상자 1.2 | | 생각해보기

고립감(isolation)의 생물학적 요인. 최근의 뇌영상 연구는 신체적 고통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전대상피질이 

사회적 배제나 거부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Eisenberger, 

Lieberman, Williams, 2003). 연구자들은 이러한 신경 연결은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애착 생존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행동적 관점에 기반한 사례개념화

Mash와 Terdal(1997)에 의하면 행동 시스템 평가(behavioral system assessment, BSA)는 아동과 가

족의 평가에 대한 ‘기능적/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진단(diagnosis)은 “문제의 본질, 가능한 원인, 치

료적 선택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되는 분석적 정보수집 과정”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엄격히 

고수한다. 정신역동적 접근과는 대조적으로 “BSA는 어떤 기저에 놓여 있는 혹은 원거리에 있는 원

인을 탐색하기보다 직접적인 표본으로서 행동, 인지, 정서에 주목한다”( pp.11－12). 결정 과정에

서 BSA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La Greca & Lemanek, 1996). 예

를 들어, 학교에서는 과제집중 행동이나(ADHD 아동) 순응행동(ODD 아동)의 증가에 초점을 두

는 행동개입 계획(BIPs)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능적 행동평가(FBAs)를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몇몇 연구자들은 FBA는 차원적 또는 범주적 시스템을 적용하므로, 개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에 대한 범주적 접근에 비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Cone, 1997; Haynes & O’

Brien, 1990). 각 장에서 FBA 접근을 사용한 예를 제시하였다. 제레미 존스(사례 2)의 사례에서

는 순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서 비순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BSA/FBA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접근에 내재해 있는 문제해결 전략은 진단, 예후, 치료 계획, 치료의 효과성/

평가를 포함하는 보다 유연한 가설검증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제안한다(Mash & Terdal, 1997). 

이 시스템의 옹호자들은 BSA/FBA의 실시와 BIP의 계획이 연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Mash & 

Terdal, 1997; Wielkiewicz, 1995). 기본적으로 행동적 접근은 네 단계 과정, 즉 문제의 확인, 문제의 

분석, 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행동적 관점에서 행동은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모델링(관찰학습)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학습된다. 고전적 조건화는 원래는 중립적이었던 자극이 반사적 반응을 촉

발할 정도로 강렬한 다른 자극과 연합됨으로써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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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조건화는 불수의적으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채 발생한다. 공포증은 고전적으로 조건화

된 비합리적 공포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기류의 상황에서 비행기를 탔던 경험에 

의해 비행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행기는 원래 중립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중립적 자극이다(예 : 비행기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비행기를 탔을 때 난기류를 경험하게 되

면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착륙한 후 또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제 비행기는 더 이상 중립적 자극이 아니며,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극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행기는 ‘나쁜 비행기’와 연합된다. 공포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동안 나쁜 비행기(무조건/자동적 자극)는 ‘나쁜 비행’(무조건/

자동적 반응)과 연합된다. 이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비행기는 더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보이지 

않는다. 추락과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비행기는 조건화된 자극이 되어 공포라는 조건화된 반응

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경우 열기구를 타는 것 역시 공포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공포

는 다른 모든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에까지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화 패러다임은 체계

적 둔감화(systematic desensitization)로 지칭되는 노출치료에서 공포증을 설명하고 탈조건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체계적 둔감화에서는 공포 위계를 만들어 공포가 소거될 때까지 위계의 매 단

계에서 이완 기법과 짝짓는 방법을 사용한다. 

조작적 조건화는 보상 및 처벌과 관련된 경험에 근거하여 행동을 산출하거나 억제하는 경향

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만약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강화된다면(보상을 받는

다면),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행동을 한 후 벌을 받는다면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조작적 조건화에 따르면 강화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1) 긍정적 결과(예 : 돈이나 사탕)에 의한 긍정적 보상, (2) 부정적인 것의 제거를 통한 긍정적 보

상(예 : 학교 과제를 잘하면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이는 부정적 결과

의 제거이므로 부적 강화로 일컬어지도 한다.) 처벌( punishment)은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1) 나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하는 것(때리

기, 충격을 주기, 혼내기 등) 또는 (2) 가치 있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벌을 주는 것(예 : 특권의 박

탈)이다.

끝으로 모델링(modeling)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Bandura의 ‘보보인형’ 실험은 모델링에 의한 학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인형을 때리는 성인을 

관찰했던 아동은 인형과 함께 방에 남겨졌을 때 같은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관찰 학습의 강력한 효과를 잘 드러낸다. 

강화와 벌이 행동적 결과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면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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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력한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강화 스케줄과 객관적 관찰 기

법은 행동개입 계획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다. 

글상자 1.3 | | 생각해보기

Mash와 Terdal(1997)은 BSA와 보다 전통적인 다른 평가 접근을 엄밀히 대조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이 두 

접근에 근본적인 개념적 차이가 있음을 제안했다. BSA 접근은 특질(기본적인 성격 역동)보다는 상태(상황－특

수적 행동 패턴)에, 그리고 법칙 설정적 접근보다는 개별 기술적 접근에 초점을 둔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원

인의 항상성이나 안정성보다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 및 비연속성을 더욱 강조한다.

치료개념화：많은 임상가들이 인지행동적 치료 접근(CBT, 인지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을 결합

한 치료적 접근)을 사용하지만 행동에 초점을 둔 접근이 보다 유용한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심리학자들은 특정 행동의 선행 사건과 결과(ABCs)를 파악하기 위해 FBA를 적용한다. FBA 

접근을 활용한 사례개념화는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적합한 

BIP를 개발하기 위한 목표와 함께 특정 행동 패턴에 내재해 있는 촉발요인 및 유지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불안, 두려움, 공포를 경험하는 아동은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점진

적 노출과 함께 이러한 공포 반응에 상반되는 이완 반응(예 : 심호흡이나 명상)을 실시하게 하는 

행동적 방법에 기반을 둔 체계적 둔감화와 노출 및 반응방지와 같은 노출 기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의 사례개념화

부정적 평가(negative appraisal)는 상황과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향에 내재된 부

적응적 사고 과정의 일부분이다(Beck, 1997, 2002). 이 같은 부정적 태도는 긍정적인 면은 축소

하고 부정적인 면은 강조하는 식의 사고의 오류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사고의 오류는 자동적

이고 반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Beck에게 있어 인지삼제(cognitive triad)란 무력감, 무망감, 무가

치함의 정서를 포함하는 사고 과정을 지칭한다. 이 같은 사고편향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 중 하나

는 학습된 무력감의 발달로, 이러한 행동 패턴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려는 경향의 기초

가 된다(Seligman, 1975). 오늘날 인지 이론가들은 학습된 무력감이 다양한 부정적 귀인들, 즉 전

반적인 요인 혹은 특정한 요인에 대한 귀인, 내적인 원인을 탓하는 귀인 혹은 외적인 원인을 탓

하는 귀인, 그리고 안정적인 요인에 대한 귀인이나 불안정한 요인에 대한 귀인 등 다양한 부정적 

귀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Abramson et al., 2002). 전반적인 귀인(“아무도 나를 사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