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 정신과 외래 임상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많은 치료자가 환자들의 또

래관계에는 상대적으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계속 느껴왔다.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치료를 받지 않는 아이들보다 두 배 정도 또래관계 문제를 가지기 쉬운데도 말이다(Malik & 

Furman, 1993; Rutter & Garmezy, 1983). 진단 체계에서도 또래관계는 지엽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드러난 정신병리를 치료한 후에도 또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라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알려진 위험 요인들이 없는 아이들조차도 이들의 

10% 정도가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추산된다(Asher, 1990). 

10살짜리 아이들을 1년간 추적한 Bukowski, Hoza, Newcomb(1991, Hartup, 1996 인용)의 

연구에서 친구를 갖는 것은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동기의 또

래관계 문제는 아동기 이후 삶의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Bagwell, Newcomb, Bukowski 

(1998)의 12년 추적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또래 거부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 동

일하게 초기 성인기의 정신병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는 진정한 우정(quality friendship)이란 ‘서로 동등하다고 여기는 두 개인 간에 애정과 헌

또래관계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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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형성된 상호관계’라고 정의한다.1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아이가 성공적

으로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단일 지표일 것이다. 진정한 우정을 가지려면 아

이들은 자기 중심성을 유보하고, 친구를 동등하게 대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Hartup, 1996). 아이들은 친구가 아닌 아이들과 있을 때보다 친구들과 있을 때 ‘화합의 분위

기’를 더 많이 느낀다(Gottman, 1983; Hartnup & Laursen, 1993).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친구가 아닌 아이들보다는 친구들과 더 문제해결을 잘한다(Azmitia 

& Montgomery, 1993). 친구관계는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도 있다(Wasserstein & 

La Greca, 1996). 친구관계는 사회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며, 자신의 좋은 점을 배우는 과정이자 

지지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Hartnup, 1993). Malik과 Furman(1993)에 의하면 “또래

란 단순한 놀이상대가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자 협력자이고 힘든 시기에 지지의 원천이다.”(p. 

1303)

1 우리가 만난 우정에 대한 최고의 정의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의를 내린 원저자를 찾지 못했다.  



먼저 결과를 측정한 도구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사회기술훈련에 대한 연구문헌을 평가하

기 어렵다. 임상적인 환경에서 공식적인 결과평가를 할 때에 부모나 치료자가 흔히 하

는 오해는 평가는 항상 어떤 형태든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드물게 시행하

긴 하지만 공식적인 결과평가는 임상적인 치료과정의 일부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해야 하

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의 치료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자 표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건 아마도 창의적인 치료자들이 똑같은 치료를 반복하는 것에 지친 나머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투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치료자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표준 치료에 받

아들일 만한 정도의 변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같은 치료를 40번이나 50번 

반복해서 잘하다가 한 번이라도 그 전처럼 잘 되지 않으면 매우 당황한다. 그리고 그 동

안 그 방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익숙한 방법을 수정하곤 

한다. 어떤 집단에 대한 교사평가가 하락한 것을 보고 우리는 치료방법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부모평가는 치료방법이 바뀌는 것에 덜 예민한 것 같다). 

결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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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세 번 치료방법의 개선을 시도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사평가가 그 전 집단들보  

다 상당히 나빠졌을 때였다. 우리는 원래의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예전 정도의 긍정

적인 교사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마지막   치료회기가 끝나고 보통 3주 이내에 치료 후 교사평가가 마무리되었고 대략 30%

의 부모가 경과보고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이 치료 후 피드백을 

위해 전화를 하면, 우리는 그 기회에 부모에게 치료에서 좋아진 점들을 계속 유지하도록 

독려한다. 

연구자와 치료자가 사용하는 여섯 가지 형태의 결과 측정 방법에는 또래평가, 비공식적 ‘임상’ 

지표들, 어린이 환자 평가, 행동 지표, 교사보고, 부모평가 등이 있다. 

비구조화된 부모 피드백, 치료자의 회기 중 어린이 행동에 대한 평가, 치료자의 전반적인 변

화에 대한 느낌 등 비공식적인 임상 지표에서 호전되는 것은 거부당하는 아이들의 또래수용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는 거의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집단에 데리고 와서 기분

이 좋고, 아이는 집단에 와서 대부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아이

는 집단을 떠나 사후평가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집단 내에서 효과적인 행동중재법을 사

용하면 아이는 더 나은 행동을 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러한 변화를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으로 옮겨서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 집단 치료자에게 아이들의 호전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것을 공식적인 부모와 

교사평가와 비교하여 수련시키고, 임상적 도구로 사용한다.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다. 예를 들어 우리 치료자들은 당연히 집단을 방해하는 아이나 치료자를 힘들게 하는 아

이들은 호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평가에서는 치료효과가 꽤 있다고 나

온다(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치료자들은 힘든 아이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힘을 얻는다). 다음

은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서 호전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공식화된 평가 방법들을 간단

하게 정리한 것이다. 

사회성 문제가 없는 또래들을 이용한 평가

또래평가는 또래집단 구성원이 서로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Gresham과 Stuart(199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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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또래평가는 연구 과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또래－참고평가 방법이다. 많은 연구자

가 이런 형태의 평가를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또래들은 서로를 자주 관찰하고 자신

들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Daniels－Beirness, 1989). Landau와 Moore(1991)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린이들은 교사나 부모보다 자기 또래들의 대인관계를 더 잘 알고 있다. 

또래평가는 외래 환자를 보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용하기에는 너무 번거롭다. 예를 들

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래 환자들은 200개 이상의 다른 학교에서 온다. 각각의 학교

를 방문해서 각 환자별로 또래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몽이다. 여기에 또래평가를 제

시하는 것은 독자들이 연구 과제와 거기에 나오는 또래수용의 항목들을 더 잘 이해하고 평가

하도록 돕기 위해서이다(제9장 참조). 또래평가에는 점수주기와 지명하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또래 지명하기(peer nomination)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기 반에서 가장 같이 놀고 싶은 

친구들과 가장 놀기 싫은 친구들의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Dodge, Coie, Petit, & Price, 

1990). 각 아이들에 대한 또래관계 상태는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 좋아하는 아이로 지

명된 횟수－싫어하는 아이로 지명된 횟수)와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지명된 총 횟수; Asher 

& Hymel, 1981; Coie & Dodge, 1983)을 나타내는 표로 만들어진다. Gresham과 Stuart(1992)

는 가장 싫어하는 아이로 지명되는 것이 검사－재검사 상관관계 .60으로 가장 안정성이 높다

는 것을 밝혀냈다.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러한 또래관계 상태의 안정성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oie & Dodge, 1983; Coie & Kypersmidt, 1983; Dodge, 

1983).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낮은 또래관계 상태의 아이들이 더욱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Asher & Hymel, 1981), 두 개의 연구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Dolan, Foster, & Sikora, 1989; Bell－Dolan, 

Foster, & Christopher, 1992). 

또래 점수주기(peer rating)는 집단 내의 각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 하나하나 정해진 기

준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는 ‘명단과 점수주기(roster and rating)’ 사회계측 

과정이 있다(Singleton & Asher, 1977). 아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성별의 반 친구들의 명단을 주

고 한쪽에는 많이 좋아하는 아이, 다른 쪽에는 많이 싫어하는 아이로 표시된 5점 라이커트 표

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______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니?” 그리고 “______        

가 얼마나 협조하니?”라는 질문을 주는 것이다(한쪽에는 ‘전혀’, 다른 쪽에는 ‘아주 많이’로 표

시한다). 각 아이에 대한 평균 점수를 표에 적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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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주기는 지명하기에 비해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같이 놀기에 좋은 아이들을 골라

내는 데에 더 적절한 방법이다(Asher & Hymel, 1981). 반 친구들(또는 동성의 반 친구들)

로부터 받은 평균 점수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Asher, 

Singleton, Tinsley, & Hymel, 1979), 치료의 효과에 민감하게 변화하고(Ladd, 1981; Oden & 

Asher, 1977), 질문하는 표현 방법이 변하면 또한 민감하게 변화한다(Oden & Asher, 1977; 

Singleton&Asher, 1977). 점수주기 방법의 또 하나의 장점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래평가방법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 때문에 우리는 5년간 국

립정신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지원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방

법을 모두 사용했었다. 아이들을 각자 면담하는 데에는 8분 정도가 걸렸고, 대부분의 아이들

은 재미있어 했다.

어린이 환자로부터 평가받기

어린이 환자로부터 평가를 얻어내기는 쉽지만 다른 평가점수와는 상관관계가 가장 낮고,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반응 경향에 맞춰서 하기 쉽다(Ledingham, Yonger, Schwartman, & Bergeron, 

1982). 어린이들의 실제 행동은 가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와는 다

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Bearison & Gass, 1979; Damon, 1977). Grenell, Glass, Katz(1987)가 했

던 연구가 그 한 예이다. 그들은 15명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남자아이들과 

15명의 일반적인 남자아이들에게 16가지의 가상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어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친절함, 충동 조절, 

자기 주장, 관계 개선에 대한 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평가자들은 또한 자유놀

이, 협동 퍼즐 과제(한 남자아이가 주된 작업을 하고 다른 남자아이가 돕는 형태)와 설득 과제

(한 아이가 자신이 선택한 게임을 하자고 다른 아이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같은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점수를 매겼다. 가상적 상황과 실제 관찰된 친사회적인 행동 사이의 상관

관계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매우 낮은 수치였다(.37에서 .43 사이의 절대상관지수).

또 다른 예는 유치원 대인관계 문제해결 과제(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IPS)

였는데(Spivack & Shure, 1974), 정상규준 자료는 없었지만 심리평가적 타당성은 적절했다. 

Grenell 등(1987)이 했던 연구에서처럼 이 연구에서도 다양한 가상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의 수

와 질이 채점되었다. 그러나 PIPS의 질문 내용이 유치원 아이들이 부딪히는 사회적 문제를 대

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Brochin & Wasik, 1992), 또래 문제 영역을 충분히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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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비판(Getz, Goldman, & Corsini, 1984)도 받았다. 다른 연구자들은 놀림에 대한 반응

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했고(Feldman & Dodge, 1987), 다른 아이들과의 갈등 다루기를 강조

해야 한다고(Brochin & Wasik, 1992) 제안하기도 했다. 

어린이 환자들에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도 큰 가치가 없다. 친구

가 없는 아이들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면 ‘다수의 친구’ 이름을 쓴다

(Hartup, 1996). 사회계측상 거부당한 아이들은 평균적인 아이들과 무시당한 아이들에 비해, 

누가 자신들을 좋아하는지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류이다(이러한 사회계측상 범주에 

대해서는 제9장 참조; MacDonald & Cohen, 1995). 반면에 어린이 환자들에게 또래들의 행동

을 평가하도록 하면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Whalen과 Henker(1985)가 24명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과 24명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아이들의 여름 캠프 집

단 사이의 유사성을 보고했는데, 양쪽 집단 모두 또래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비슷하게 평가했

다. 집단 간의 상관관계는 ‘말썽 일으키기’ 항목에서는 .80이었고, ‘소란스러움’ 항목에서는 .85

까지 나왔다. 교사평가와의 상관관계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집단(.69)과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가 아닌 집단(.65)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Hinshaw와 Melnick(1995)는 조직적인 왜

곡에 대해 보고했는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남자아이들이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아닌 아이들에 비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또래들에게 긍정적인 지

명을 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행동평가는 또래 문제를 가진 아이들과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 또래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측정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린이 환자들에 의한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 왔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어떻

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유일하게 어린이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

은 예외이다. 우리는 피어스－해리스 자기개념척도(Piers－Harris Self Concept Scale, PHS)를 사

용해 왔다.1 PHS는 80문항의 예－아니요식 자기 보고로 아이가 완료하는 데에 20분 정도 걸

린다. 자존감을 측정하는 도구들 중에서 PHS가 가장 괜찮은 심리검사도구이다. 관련 영역에 

대한 검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Ross, 1992), 특정 자존감 척도의 요인 구조도 잘 알려져 있다

(Hughes, 1982; Jeske, 1985). PHS는 특정 자존감을 측정하는 여섯 가지 척도에 대한 요인 점수

를 낼 수 있고(Piers, 1984), 각 자존감 요소들에 대한 항목들을 합한 전체 점수도 얻을 수 있다. 

시작할 때에 낮은 PHS 자존감 점수를 기록했던 아이들(우리 집단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약 

1 이 평가의 영역은   Harter 평가와 매우 유사해서(Harter, 1982) 비슷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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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도만) 중에 약 80%가 치료 후 평가에서 호전을 보였다. 

행동평가

어른 관찰자가 부정적인 또래행동을 평가한다면 또래관계의 중요한 일면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가 Pelham과 Bender(1982)가 했던 연구이다. 그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한 아이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4명의 아이를 하나의 

놀이집단으로 묶었다. 아이들은 36분 동안 (재료를 같이 써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미술과 공

작을 하고 자유놀이를 하면서 함께 보냈다. 이들을 관찰한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아이들에 비해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

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배에서 10배까지 더 많은 부정적 행동(예：크게 

계속 소리 지르기, 때리기, 불복종, 다른 사람 활동 방해하기 등)들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Hinshaw와 Melnick(1995)은 여름 캠프에 참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101명

의 남자아이들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80명의 또래들을 비교해보았다. 관찰자들

은 자유놀이 상황에서 대여섯 개의 행동 범주들을 평가했다. 그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은 교사들이 평가한 공격성 정도와는 상관없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애가 아닌 집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규칙 위반, 불복종,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반면에 또래들과의 접촉 빈도,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처럼 친사회

적인 일들에 대한 행동평가는 또래 적응을 측정하는 믿을 만한 도구가 아니라고 여겨져 왔다

(Gottman, 1977). 이런 행동평가들과 또래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낮았다. 상호작용

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또래 상호작용평가는 또래수용의 정도와 관련이 없다(Asher, Markell, 

& Hymel, 1981). 예를 들어 거부당한 아이는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를 

하느라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반면에 인기 있는 아이들은 한두 번 시도하면 성공

적으로 어울릴 수 있다(아니면 ‘싫다’는 대답을 받아들이거나, 제12장 참조). 그러므로 또래들

과 어울리기 위한 행동의 시도를 측정한다면 거부당한 아이들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치료가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행동 측정을 타당하게 하려면 보통의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 드문 ‘중요한 사건들’까지 초점을 맞추는 것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Bierman, Smoot, & 

Aumiller, 1993). 

행동관찰의 유용성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결과를 판단하는 데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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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관찰자들을 훈련시키고 자료를 거둬들이는 데에 엄청난 시간이 드

는 데 비해 외래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는 크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보고

또래관계에 대한 교사보고는 다른 어떤 정보 제공자보다 훨씬 또래평가와 일치한다(Glow & 

Glow, 1980). Hinshaw와 Melnick(1995)은 교사와 부모에게 아이의 인기도를 라이커트 척도 1

점(아주 인기 많음)부터 5점(전혀 인기 없음)까지 평가하도록 했을 때에 두 집단 사이에는 .62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래선호도 척도와는 .43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냈다. 교사들은 아

이들보다 더 섬세한 구분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회적 맥락(예：아이들이 어른

들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은 못 볼 수도 있고, 교실에서 본 것들로 인해 선입견을 가

질 수도 있다(Bierman 등, 1993). 교사보고는 반드시 부모가 작성한 표준 평가를 참고로 해야 

최고의 친구관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교사보고 도구는 PEI(Pupil Evaluation Inventory; Pekarik, Prinz, Lierbert, 

Weintraub, & Neil, 1976)이다. PEI는 3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 항목마다 아이의 교사

가 ‘이 아이에게 해당됨’과 ‘이 아이에게 해당 안 됨’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시행하는 데에는 

약 5분이 걸린다. 위축, 호감도, 공격성 등의 하위 척도들은 또래평가의 요인 분석을 통해 얻

을 수 있다(Pekarik 등, 1976). 또래평가와 교사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든 평가도구에서 .54

를 넘어섰다(Johnston, Pelham, & Murphy, 1985; Ledingham 등, 1982). 1학년 때에 시행한 교

사평가와 또래평가가 모두 7년 후에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좋은 예측 지표가 되었다(Tremblay, 

LeBlanc, & Schwartzman, 1988). La Greca(1981) 그리고 Ledingham과 Younger(1985)는 공격성

과 위축 척도 점수는 또래 척도에서 선호하는 놀이친구 항목과 비교했을 때에 정확하게 또래

수용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우리는 지난 14년간 PEI를 사용해 왔다. 평가에는 5분이 소요된다(일단 교사와 연구원이 ‘연

락 불능 상태’를 끝내고 통화한다면). 어떤 교사는 ‘예－아니요’로 대답하는 것보다 열린 질문 

형식을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기꺼이 응답한다. 이 도구는 치료결과를 민

감하게 반영하며 약 50%에서 70%의 교사들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를 한다. 결과는 어린이의 진

단과 약물치료 상태와 연관이 있다(Frankel & Myat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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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평가

본질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관계망은 교사나 대부분의 또래들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에 의한 평가가 들어가야만 한다(Frankel, Myatt, Cantwell, & Feinberg, 1997b).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모 설문지는 사회기술평가시스템(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Gresham & Elliott, 

1990)이다. 48문항으로 구성된 이 설문지는 ‘절대 아님’이나 ‘가끔’, ‘매우 자주’ 등으로 표시한

다. 부모 설문지는 어머니가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지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사

회기술 문항(38항목)은 또래들과 부모와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질문한다. 문제행동 문항(18항

목)은 문제행동을 주로 물어본다. 교사평가와의 상관관계(r＝.36)와 또래평가와의 상관관계(r

＝.12)는 낮지만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다. 

가정에서 놀이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놀이의 질을 평가

하는 도구인  QPQ(Quality of Play Questionnaire; Frankel, 2002b)를 개발해냈다. 이 도구는 최

근의 놀이데이트의 내용과 놀이데이트의 빈도를 부모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갈등요인에 기

초한 도구는 112명의 비임상군과 48명의 임상군 어린이(남자아이 75명과 여자아이 85명)에서 

수집된 자료를 요인 분석하여 개선하였다. 갈등 지표에서 진단점(cut point)을 3.5로 했을 때

에 임상군에서는 66.7%, 비임상군에서는 72.3%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다른 아이의 집에서 한 

놀이데이트의 횟수에 대해 진단점을 2.5로 했을 때에 임상군에서는 66.7%, 비임상군에서는 

60.7%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자신의 집에서 가진 놀이데이트의 횟수에 대한 진단점을 2.5로 

했을 때에는 임상군에서는 66.7%, 비임상군에서는 59.8%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우리는 지난 14년간 SSRS 사회기술 척도를 사용해 왔는데, 약 90%의 부모가 치료를 받은 

후에 아이들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Frankel, Cantwell, & Myatt, 1996). 대기

자 명단에 있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Frankel 등, 1997b). 우리는 최

근 QPQ를 결과 측정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작점에서 문제 범주의 기능을 하던 아홉 명의 

아이들의 치료 전후 자료를 얻은 결과, 치료 후 검사에서 아홉 명 중 일곱 명의 어린이들이 비

임상적 범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어린이 사회기술 치료는 학교 환경에서 소규모의 어린이 집단이 만나는 형태

로, 부모는 개입하지 않는다(Beelman, Pfingsten, & Losel, 1994; Erwin, 1994). 3세에서 

8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는 단일 형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반면, 9세에서 15세에게는 복

합적 형태의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다. Beelman 등(1994)은 모든 결과 측정 방법에서 부

모와 교사는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집단 치료에서 얻

은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 환경으로 일반화하는 정도가 작았던 것이다(Kavale, Mathur, Forness, 

Rutherford, & Quinn, 1996).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이런 형태의 치료를 시행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자들과 연구자들은 대체 치료법을 찾아왔다. 이 장에서는 이런 대체 

치료법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Malik과 Furman(1993, p. 1316)은 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과 개별 접근법을 비교하는 논평

에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또래들을 포함시키면 이 접근법을 개별 치료자들이 더욱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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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되겠지만, 어른과 훈련 회기를 가지는 것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까지 일반화되는 것

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실험으로 Bierman과 Furman(1984)은 

소규모 집단의 대화기술훈련이 개별 지도보다 또래평가를 높이는 데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을 밝혀냈다.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다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

한다. 성인 치료사가 개별 치료를 통해 친구가 없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편하게 지내도록 만

드는 걸 보기는 어렵다.

Kehle, Clark, Jenson, Wampold(1986)는 사회기술문제에 대해 변형된 형태의 개별 치료를 

한 소규모의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4명의 행동장애와 과잉행동이 있는 10~23세 

사이의 남성들을 관찰하는 비디오 촬영을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편집한 11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이들 중 3명은 6주간의 추적에서 파괴적 행동이 점점 

감소되었고, 편집되지 않은 비디오를 보았던 나머지 1명은 파괴적 행동이 더 늘어났다. 하지

만 전도유망할 것 같았던 이 방법은 다른 하나의 소규모 연구에서만 재연되었다(Posell, Kehle, 

Mcloughlin, & Bray, 1999).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또래에 더 잘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거부당한 아이들의 사회적 상태를 호전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또래 묶어주기(peer pairing)’

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인기 없는 아이들을 인기 있는 또래들과 묶어주는 것은 또래를 묶어

주면서 관련된 사회기술훈련을 시키는 것만큼 효과가 있지 않다(Bierman, 1986a). 예를 들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인기 있는 비장애 아이들과 묶어주는 식인데, 일단 묶어주기가 끝

나면 그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지 않았다(Chennault, 1967; Lilly, 1971; Rucker & Vincenzo, 

1970).

두 개의 연구에서 숙련된 또래들이 회기 중에는 강사 역할을 하고, 교실 상황에서는 촉구자

(prompter) 역할을 하도록 했다. Middleton과 Cartledge(1995)는 두세 명의 사회성 좋은 또래들

을 다섯 명의 아주 공격적인 1학년, 2학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아이들의 모델이 되도록 회

기를 진행했다. 교실 상황에서는 자신이 맡은 아이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때리

기와 말다툼하기는 처음보다 16.8%까지 감소되었지만, 다른 또래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또래수

용에는 효과가 없었다. Prinz와 Blechman과 Dumas(1994)는 공격적인 아이 4명과 사회성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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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이 4명(총 48명의 공격적인 아이와 총 52명의 사회성 좋은 아이)을 50분 회기의 중간마다 

묶어주고 22회기를 시행하였다. 각 회기마다 역할극을 하면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먼저 시

범을 보여주게 했다. 주의력 문제가 있는 대조집단에 비해서 공격적 행동은 감소했지만 또래 

척도는 의미 있게 변하지 않았다. 

또래 묶어주기는 다음 여러 가지 근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또래 묶

어주기는 친구가 없는 아이를 또래들 사이에서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둘째, 사회성

이 좋은 아이들은 친구가 없는 아이들에게 좀 더 핵심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행동을 시연해 줄 

수 있다. 치료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추정들은 합당하다고 보인다. 반면에 다른 추정들은 근거

가 없다. 즉 친구가 없던 아이가 친구가 생기거나, 짝이 되었던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자신의 

친구들 무리에 그 아이가 들어오도록 도와준다는 것 등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 강사 역할을 

했던 아이가 치료 외의 상황에서 자신과 짝이 되었던 아이와 드물게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경우

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dd, LeSieur, Profilet(1993)은 부모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의 또래관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첫째, 부모는 아이를 가정 바깥의 환경에 적응하게 한다. 둘째, 부

모는 아이가 놀이친구를 선택하고 놀이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을 도와준다. 셋째, 부모는 또래

들과의 관계를 감독한다. 넷째, 부모는 자녀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부모

가 아이들의 친구관계에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에서는 부모의 참여가 분명히 빠져 있었다(Budd, 1985; Ladd & Asher, 1985; La Greca, 1993; 

Sheridan, Dee, Morgan, Mccormick, & Wlaker, 1996). 부모가 관여하면 치료를 일반화하는 데

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Frankel, 1996; Ladd, Profilet, & Hart, 1992; 

Lollis & Ross, 1987, Ladd, 1992 인용)

이차적 부모 관리 훈련

부모들을 자녀들의 사회기술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 방법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행동 문제를 더 잘 다루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이차적 부모 관리 훈련). 이러한 방법은 친

구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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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방법을 친구관계 문제에 사용하는 이론적 배경은 거부당한 아이

들은 주로 공격적이라는 것과(Dishion, 1990) 이 공격성이 또래 거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다. Bierman과 Smoot(1991)가 거부당한 아이들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분류한 결과, 또래관계

가 좋지 않은 남자아이들 중 3분의 1만이 이 모델이 들어맞았다. 다른 저자들(Bierman, 1986b; 

French, 1988)은 거부당하는 아이들의 반 정도가 학교에서 행동 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

다. 그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 문제는 교실에서의 또래수용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고, 집

에서의 행동 문제와는 연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차적 부모 관리 훈련은 또래들에게 거부당한 일부 아이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집에서 시행한 보상 프로그램이 학교에서의 공

격적인 행동들을 없애는 데에 성공적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arth, 1979; Kazdin, Esveldt－

Dawson, French, & Unis, 1987 참조). 그러나 이차적 부모 관리 훈련으로는 거부당한 아이들

에게 친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핵심적인 것들(아이들이 사이 좋게 함께 노는 능력을 기

르는 것 같은)을 다루어줄 수 없을 것이다(Powell, Salzberg, Rukle, Levy, & Itzkowitz, 1983).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조장하는 부모들

부모들이 올바른 사회기술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직

간접적으로 또래 거부를 일으키는 행동들을 조장해 왔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 Putallaz(1987)

는 아이들을 고도로 불쾌하게 대하는 어머니들이 실험 환경에서 다른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불

쾌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공격적으로 

되도록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처신 때문에 놀이데이트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거부당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인기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보다 아이

들의 놀이를 적절하게 관찰하지 못하고(Ladd 등, 1992;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자신들의 사회적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rinstein & LaGreca, 1999). 거부당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나 행동 규칙을 가르치지 못하기도 하고

(Kennedy, 1992),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강압적으로 놀이를 조정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허락하

기도 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거부당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범하는 사회적 실수들

을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Dodge, Schlundt, Schocken, Delugach(1983)는 거부당하

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인기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보다 놀이를 하는 아이들 위에 군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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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행 중인 활동을 더 무시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냈다. Russell과 Finnie(1990)는 거부당하

는 학령전기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울리는 방법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강제

로 놀고 있는 아이들 집단에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처럼 부모들 스스로가 사

회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회기술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다는 견해 때

문에 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기술 프로그램 개발이 저조했던 것 같다(Budd, 1985; Cousins & 

Weiss, 1993). 

어린이들의 친구관계를 잘 다루도록 부모 교육하기

여러 획기적인 연구들에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치료적인 요소들을 잘 

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Shure와 Spivak(1978)은 부모들을 미리 준비된 사회적 문

제해결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훈련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또래수용과 친구관계를 증진시키

는 것보다는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매우 야심 찬 프로그램이었다. 부모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르치

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명백히 호전되었다.

Cousins와 Weiss(1993)는 어린이 사회기술훈련과 부모를 위한 또래관계 관리 방법을 결합한 

치료법을 고안해내었다. 이들은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인 과제를 정리하도록 가르치고 자녀가 

사회적인 접촉을 하고 난 후에 보고를 받도록 했다. Pfiffner와 McBurnett(1997)은 부모가 일반

화를 촉진하는 훈련을 잘 받으면, 사회기술 훈련으로 얻은 것들을 가정에서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heridan 등(1996)은 부모들에게 지지적으로 경청하는 방법, 자녀

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 사회적 목표 정하는 방법, 자녀들이 사회적 기술

을 집안 환경에서도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부모와 교사보고에서 대부분의 남

자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대다수의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 영역에서 적절한 

사회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부분적인 ‘맹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

로부터 약간의 정보만 얻으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또래관계를 다루는 방법이 나아지도록 서

로 도울 수 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책에 기술된 방법을 기꺼

이 사용했다. 



우리 친구 만들기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문

제는 더 큰 부적응 문제 덩어리의 일부분이다. 가장 흔히 아이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 도전적 반항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친구관계 수

업에서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40~60% 정도이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이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아왔다. 나머지 아이들은 전반적 불안장애나 사회 공포증이 있

거나 어떤 정신병리 기준에도 맞지 않는 아이들이다. 이 다른 종류의 아이들을 섞어놓으면 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서로 보완적이어서 치료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은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에게 보다 정상적인 또래집단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그 아이들의 열정은 좀 더 조심스러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도 한다.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선별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은 안정적인 영향을 잘 준다. 그 아이들은 각각

의 활동에 높은 가치를 두고 그 활동에 집중을 잘하도록 돕는다. 이런 집단에 있는 아이들이 바

르게 행동하는 주류 또래집단에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회

기술훈련을 받는 아이들의 가장 흔한 세 가지 질환과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결

함에 대해서 검토한다.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흔한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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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이들은 또래들

과 사회적 관계가 나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Barkley, 1990; Frederick & Olmi, 1994; Pelham 

& Bender, 1982; Pope, Bierman, & Mumma, 1989; Teeter, 1991; Whalen & Henker, 1985). 또

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은 많게는 60%까지 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Carlson, Lahey, Frame, Walker, & Hynd, 1987; Zentall, 1989). 몇몇 연구에서는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른 분열성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보다 더 또래들로

부터 거부당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Carlson 등, 1987; Landau & Moore, 1991; Pope 등, 

198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은 또래집단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단짝친

구도 만들지 못할 수 있다(George & Hartmann, 1996; Ray, Cohen, Secrist, & Duncan, 199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은 정상적인 또래들에 비해서 기존의 친구관계를 어떻게 유

지해야 할지도 잘 모른다(Landau & Moore, 1991). Pelham과 Bender(1982)는 리탈린(Ritalin)으

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의 학습 성과는 향상되었어도 또래관계 문제는 그대로 남

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인 근거들을 보면 약물은 부정적인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Pelham 등, 1987), 약물만으로 사회기술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목표가 바

뀌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Melnick & Hinshaw, 1996). 

최근 연구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에서 사회성 결핍 영역을 밝혀

내기 시작했다. 어린이 면담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아이들과 같은 이유로 또래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Whalen & Henker, 1985). 그러나 그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아이들과는 가

장 선호한다고 지명한 아이들이 달랐다(Hinshaw & Melnick, 1995). 가상의 사회적 상황에 대

한 어린이 면담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덜 우호적이고 덜 효과적이면서 더욱 고집 세고 충동적인 해법들을 생각해냈다

(Grenelle 등, 1987). 비슷하게, 이 아이들은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받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보를 적게 수집하기 쉽다(Milich 

& Dodge, 198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을 관찰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 아이들은 사

회적 반응이 더 많았는데, 특히 부정적 행동이 많았다(Pelham & Bender, 1982). 주의력결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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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행동장애 아이들은 사회적인 상황에 맞도록 자기 행동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

다(Landau & Milich, 1988). 게다가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사회적 단서를 알아내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으나(Matthys, Cuperus, & 

Van Engeland, 1999), 공격적인 반응들을 선별하고 실행하는 데 대한 자신감의 결함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보다는 도전적 반항장애와 더 연관이 있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42~93%까지 도전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가 동반된다(Biederman, Munir, & Knee, 1987; Jensen, Martin, & Cantwell, 1997). 동반

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도전적 반항장애에만 연관이 되는 사회적 결함에 대해서는 알

려진 것이 거의 없다. 아날로그식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도전적 반항장애만 가진 아이들보다 

주의력결핍 과잉장애와 도전적 반항장애 둘 다를 가진 아이들이 가상의 경쟁자의 도발에 더욱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Atkins & Stoff, 1993). Frankel과 Feinberg(2002)는 요인 분석법을 사

용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도전적 반항장애 진단이 사회적 기능장애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분리해 낼 수 있었다. 부모평가에서 도전적 반항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른

들에 대해서 더욱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도전

적 반항장애는 각각 또래들로부터 받는 자극을 참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부모평가 결

과가 있었다. 교사평가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더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도전적 반항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이 또래들에게 더욱 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전적 반항장애와 연관된 사회적 결함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를 가진 아이들은 또래들과 사회적 문제를 

겪을 위험이 상당히 높다. Bauminger와 Kasari(2000)는 7세에서 14세 사이의 자폐스펙트럼장

애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정상발달집단에 비해서 더욱 외롭고 질이 낮은 친구관계(동료애, 안

정감, 도움의 면에서)를 맺는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문헌

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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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인지와 언어적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친구관계를 만들  

고 유지하는 특정 결함에 대한 연구들은 없다. 

2.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의 또래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진 치료법은 많지 않다  

(Marriage, Gorden, & Brand, 1995).

3.이러한 치료법들이 또래수용을 개선시키고 단짝친구를 만들고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나 장기추적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위 2번과 3번을 두 가지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Mesibov(1984)는 언어 능력이 좋은 자폐 청소

년들의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기술 집단 치료

에 대해 기술하였다. 결과 자료는 질적인 것뿐이었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이

론(theory of mind)은 전반적인 사회적 인지전략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

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추론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측정

할 수 있다. Ozonoff와 Miller(1995)는 아홉 명의 자폐증 아이들에게 마음 이론을 적용한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치료 후에 마음이론 측정 결과는 좋아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친구관

계의 호전은 없었다. 마음이론과 친구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직접적으

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치료법은 14년이 걸려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발견한 치료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변화들을 되돌아

볼 것이다. 원래의 12회기짜리 치료 프로그램(Frankel, Myatt, & Cantwell, 1995)은 어린이 교

육, 사회화 숙제, 자유놀이 지도 모듈 등이 있었지만 부모를 개입시키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였

다. 처음 두 회기 동안 부모를 위한 안내를 해 주었다. 3회기부터 11회기의 마지막 15분을 남긴 

시간까지 부모들을 회의실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서로 어울리라고 권장했다. 마지막 15분 동안

에는 어린이 회기의 내용에 대한 짧은 검토를 하고 자녀의 사회화 숙제에 대한 지침이 들어 있

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치료방법을 실행할 때에 생길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짧게 논

의를 했다. 

결과는 치료 상황 외에서 일반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치료에 들어온 36

명의 남자아이들과 대기자 명단에 있는 17명의 남자아이들을 같은 기간 동안 비교해 보았다. 

치료를 받은 남자아이들이 부모 보고형 SSRS(Gresham & Elliott, 1990)의 사회기술 척도 점수

에서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호전을 보였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것은 부

모의 결과치 보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는데, 주의력결핍 과잉행

UCLA 어린이 친구관계 프로그램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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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애로 진단받은 남자아이들은 예절에 대한 규칙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가정에서는 좋아진 점을 보여주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교사보고형 PEI의 위축과 공격성 척도(Pekarik 등, 1976)에서 

도전적 반항장애가 없는 남자아이들(치료집단 중 17명)에게서는 유의미한 평균치의 호전이 있

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치료집단 중 27명)를 가진 것이 교사들의 결과치 보고에 큰 영

향을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놀랐다. 

우리는 PEI의 위축, 호감도, 공격성 척도의 교사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을 개발해낼 수 있었다(Frankel, Myatt, Cantwell, & Fineberg, 1997a). 52명의 대상자들

을 이중 중간값 분리 과정(double median split procedure：각 결과치 측정의 가운데 값만

큼 호전된 대상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반응자와 치료비반응자로 나누었

다. 우리의 원형의 치료를 받은 남자아이들의 아동행동 체크리스트(CBCL; Achenbach, 

1991) 점수와 DSM－III－R 진단들을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했다(Afifi & Clark, 1984; 

Frankel & Simmons, 1992). 우리는 DSM－III－R상 도전적 반항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교사보고 위축 척도상 저조한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정확도 69.94%). 공격성이나 위축 척도에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치료

비반응자들의 대부분은 12번의 치료프로그램 중에서 2회에서만 나왔다(무작위 시험, 

p＜.05). 이러한 치료에 참여한 부모들은 비구조화된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참여해야 할 각 회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잘 참여하기도 했다.

그 뒤에 우리는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도전적 반항장애 대상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강화시켰다. 전 회기 동안 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우리는 부모 모듈

과 필요한 유인물 여덟 개를 더 만들어내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받은 핵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본’을 가지고, 과제를 하기 전에 이 대본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게 해주었다. 

부모들은 매번 회기가 시작될 때 가정에서 완수한 사회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우리

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화 과제에 대한 아이의 순응도를 높여서 도전적 반항장애가 치료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네 번의 치료프로그램이 돌아가고, 16명의 남자아이와 5명의 여자아이가 강화된 프로그램

을 완료했다(Frankel 등, 1996). 이 결과들을 26명의 추가적인 대상자(50명의 남자아이와 12명

의 여자아이)가 참여했던 원형의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했다. 병리적 범주에 있는 각 대상자

에 대해서 기저선 측정을 할 때마다 점수 변화의 신뢰도[RC＝(치료 전－치료 후)/SEds, SEd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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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에 대한 점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계산했다. RC＞2인 경우 신뢰할 만하다고 정

했다. 그 결과 유의미하게 많은 교사들이 원형의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강화된 프로그램을 사

용했을 때에 PEI 공격성과 선호도에서 신뢰할 만한 변화를 보고했다. 강화된 프로그램을 사용

한 후의 RC는 PEI의 위축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아이들(남자아이 

22명과 여자아이 4명)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었다. 

연구 시작 전에 정신자극제 약물치료를 시작한 35명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과 

사회기술훈련치료를 받은 14명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 아이들을 대기자 명단에 

있는 대조군(각 집단별로 12명씩)과 비교하는 강화된 프로그램(Frankel 등, 1997b)에 대한 연구

를 시행했다. 양쪽 집단의 대상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대기군과 비교해서 부모와 교사평

가에서 비슷한 호전을 보였다. 도전적 반항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도전적 반항장애가 없는 아

이들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효과 크기는 0.93에서 1.34 사이였다.

우리는 또래집단이 하고 있는 사회적 예절이나 행동 규칙에 집중하는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지

난 3년간 우리 친구 만들기 수업에 참가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은 17명이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위한 사회기술에 대해 발표된 이전의 거의 

모든 논문에서보다 큰 숫자이다. 

결과 측정은 SSRS(부모보고)와 PHS(어린이보고)와 PEI(아이의 교사에 대한 전화설문)로 했

다. 결과를 보면 자기주장과 문제행동에서는 상당한 호전을 보였지만 자기조절 항목에서는 그

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아이별로 점검해 보면 17명 중 9명(52.9%)이 시작점에서 문제 

범주에 들었던 두 개의 척도에서 호전을 보였고, 17명 중 14명(82.3%)이 척도들 중 적어도 하

나에서는 호전을 보였다. 

7명의 아이들은 치료 전과 치료 후의 PEI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각 환자별로 살펴본 결과, 

7명 중 5명(71.4%)이 적어도 한 개의 척도에서 호전을 보였다. 12명의 환자에게서 PHS를 얻었

는데, 8명의 환자가 처음에 ‘낮은 자존감’에 표시를 했다. 치료 후에는 8명 모두가 긍정적인 방

향의 호전을 보였다. 8명 중 5명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초과하는 호전을 보여주었다(총 자

존감 점수에서 14~42점까지 호전되었다).

치료 시작 전에 사용한 약물과 우리 프로그램의 치료효과 사이의 상승 작용의 가능성에 대

해서 두 가지 연구에서 평가해 보았다. 첫 번째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장애로 진단받았고 도

전적 반항장애가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대상자들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Frankel, 2002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