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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동용 인지삼제 척도(CTI-C)의
신뢰도와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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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기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용 인지삼제 척도(Cognitive Traid Inventory for
Children: CTI-C)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봄으로써 이 척도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782명(남, 448명, 여 334명)의 아동들이었다. 먼저 한
국판 CTI-C의 하위척도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하위척도 중 세계척도와 미래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세계척도에서만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판 CTI-C의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들간에도 양호한 상관을 보여 하위
척도들이 전체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성개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한편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한국판 CTI-C의 하위척도들은 아동기 우울과 관련된
다른 준거척도들과도 양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변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한국판
CTI-C는 우울한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을 적절하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인지행동치료, 인지삼제, 아동기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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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기의 우울증은 DSM-III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신병리 중의 하나이다. 또한 우울증은 다른

정신질환의 분류에서 공식적인 병명으로 기술

정신장애보다 유병률이 높으며 증상에 있어서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인의 우울장애의 진

도 일상생활의 부적응으로부터 자살에 이르기

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DSM-Ⅲ-R에서

까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이다

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DSM-Ⅳ에 이

(원호택, 박현순, 이민규, 김은정, 조용래, 권석

르러서도 아동기의 우울은 여전히 성인의 기

만, 신현균, 이훈진, 이영호, 송종용, 신민섭,

분장애의 범주에 놓여 있으며, 별도의 범주는

2003). 우울증은 아동기에 처음 시작되어 14세

제시되어 있지 않다(Wicks-Nelson, & Israel,

까지는 미약하게 발전하다가 청년 후기나 성

2000/2004).

인 초기에 발생이 증가한다(이정균, 2000). 특

그러나 아동의 내면에도 우울이 존재한다는

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증은 성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아동의 우울증상은

인기에 시작된 우울증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

성인과는 다른 방식 즉, 간접적이고 숨겨진 양

고 우울 증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다시 재

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가면성 우울(masked

발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울증을 반복적으

depress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다(Gotlib &

로 경험할수록 이후에도 우울증에 걸리게 될

Hammen, 1992; Mash & Wolfe, 1999/2001). 또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원호택 등, 2003). 따

이와 더불어 아동에게서도 성인과 유사한 증

라서 우울증은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

상을 포함하는 우울증이 존재한다는 기본입장

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과 함께 아동은 그 연령에 따라 독특한 임상

하겠다. 성인의 우울증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 특징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졌다. 즉 아

있는데 비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최

동기 우울증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으

근까지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Wicks-

로 표현되므로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

Nelson & Israel, 2000/2004). 성인의 우울증에 비

다는 것이다.

해 아동의 우울증은 정의나 진단기준이 명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기 우울증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기 우울증은 개념에 대

은 진단준거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한 정의나 진단기준, 유병률 및 임상적 특징들

뿐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라 우울증상이 다른

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강경미,

양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동기 우울증을

1994; 김은정, 오경자, 1992; 신민섭, 김민경,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

1994; 조수철, 이영식, 1990).

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아동은 초자아가 충분

(신민섭, 김민경, 1994). 최근 아동이 겪는 내면

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을 경험하지

적인 문제 중에서도 우울이 가장 심각한 정서

않는다고 설명되었다. 아동의 우울이 존재하지

장애라고 보고되고 있고 우울을 경험하는 아

않는다는 또 다른 입장은 아동기 우울증상이

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

특정 발달단계를 거쳐 가는 정상적인 과정이

을 감안해 볼 때(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

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은 지금까

섭, 2002), 아동기 우울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지도 지속되어 왔다(Cicchetti & Toth, 1998). 아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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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k, Humphrey, Laurent, Livingston, & Christopher,

고 할 수 하겠다.
아동의 우울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자기
보고형 검사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Kovacs

1993; Stark, Kristin, Schmidt, & Joiner, 1996;
Kendall, 2000).

(1977)는 Beck의 성인용 우울검사를 기초로 하

Kaslow 등(1992)은 CTI-C의 신뢰도와 타당도

여 아동용 우울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공인타당

아동의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

도, 변별타당도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

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이와는 다른 자기보고

뢰할만한 내적합치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

형 측정도구로는 Reynolds(1989)가 개발한 아동

였다. 특히 변별타당도의 검증결과에서 CTI-C

용 우울증 척도가 있다. 이밖에도 교사나 임상

의 세 하위척도 점수가 우울한 아동을 잘 예

가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도 있으며, 또

측해 주었다. Kaslow 등(1992)은 우울한 아동에

래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친구지명 우울

게 인지삼제가 동반된다고 결론적으로 주장하였

증 검사(Peer Nomination Inventory of Depression)

다. 다시 말하면 인지삼제의 결과로 우울증상이

도 있다(Lefkowitz & Tesinym, 1980).

나타난다는 것이다(Beck, 1979/1999; Beckham et

또한 이밖에도 우울증과 관련된 변인들을

al., 1986).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아동용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

인지삼제 척도는 우울한 아동을 선별하는 유

는데, 사건에 대한 통제의 지각(Connell, 1985),

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망감(Kazdin, Rogers, & Colbus, 1986), 불안

그리고 치료의 초기에 아동을 이해하고 탐색

(Reynold & Richmond, 1978), 귀인양식(Seligman

하는 과정에서 우울한 아동이 자신과 주변세

& Peterson, 1986), 인지삼제(Kaslow, Stark, Printz,

계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 Tsai, 1992) 등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그 예이

사고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우울증의 기저에 놓여

대된다. 또한 우울한 아동을 위한 치료계획을

있는 인지적 왜곡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은

세우고 치료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아동의 우울증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아동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아동의

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을 파악하여 수정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평가하

시키기 위한 치료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

Kaslow 등(1992)은 우울한 아동이 가지고 있

다.

는 인지왜곡 즉, 인지삼제의 내용을 측정하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우

위해 Beckham, Leber, Watkins, Boyer와 Cook

울증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에 도움을 주기

(1986)이 개발한 성인용 인지삼제 척도(Cognitive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TI-C를 우리말

Triad Inventory: CTI)를 수정․보완하여 아동용

로 번안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인지삼제 척도(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

Children; CTI-C)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여러

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판 CTI-C의 하위척

연구를 통해 아동의 우울증을 이해하고 치료

도 점수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검증되어 왔다

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Beckham et al., 1986; Laurent & Stark, 1993;

해서 각 하위척도와 전체척도의 내적 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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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는(CTI-C)는 Beckham 등(1986)이 만든 성인용

해서 하위척도간 상관계수를 알아보고, 아울러

인지삼제 척도(Cognitive Triad Inventory: CTI)를

아동의 우울과 관련된 다른 준거척도와의 상

Kaslow 등(1992)이 수정하여 제작한 것이다. 미

관계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판 CTI-C는 성인용 인지삼제 척도와 마찬가

판 CTI-C의 각 하위척도와 전체척도가 우울한

지로 총 36문항으로 자기(self), 세계(world), 미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을 변별하는지를

래(future)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

알아보고자 한다.

다. 각 하위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TI-C의 개발과정에서 문항을 아동이 이
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켜 아동에게 적절한 형

방 법

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Stark et al., 1993).
문항의 절반은 긍정적인 문항이며, 절반은 부
정적인 문항으로 되어 있다. CTI-C는 긍정적인

연구대상

문항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총점이 높을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수록 아동의 사고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즉

4, 5,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인지삼제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지를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나타내며,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지를 나타낸다

분포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회수된 자료 중

(Laurent & Stark, 1993). 따라서 우울한 아동일

미완성이나 부실기재 등의 58부를 제외한 782

수록 인지삼제점수는 낮게 나오는 경향을 가

명을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진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평가되며, 전체점
수 범위는 0점에서 72점이다. Kaslow 등(1992)
의 연구에서 나타난 CTI-C의 내적 합치도는

측정도구

.9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는 ‘자기’가 .83, ‘세계’는 .69, 미래는 .85로 보

아동용 인지삼제 척도(Cognitive Triad

고되었다.

Inventory for Children: CTI-C)
본 연구에서 번안된 아동용 인지삼제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SEI)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가 개발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N

%

하고 송인섭(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남

448

57.3

이 척도는 8개의 허위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여

334

42.7

4학년

250

32

5학년

280

35.8

6학년

252

32.2

782

100.0

항목
성별

학년

전체

5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위문항을
제외한 50문항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의 자아존중감, 가정의 자아
존중감으로 구성되는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
어진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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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mith(1967)는 SEI의 하위척도들이 .28에서

Reynolds, Anderson과 Bartell(1985)은 .88의 내적

.82 사이의 내적 합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합치도를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였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88로 보고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Kazdin 등(1986)의 연구에서 산출된 SEI의 내적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합치도는 .75였으며, 반분신뢰도는 .70으로 수
용할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Inventory: CDI)
아동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

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75였다.

(1977)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
아동용 무망감 척도(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HSC)

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아동용 우울척
도를 사용하였다. 만 8-13세 아동들을 대상으

아동의 무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Kazdin 등

로 사용되는 이 척도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

(1986)이 개발하고 신민섭(1994)이 번안한 아동

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은 0-2점으로 평

용 무망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가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대상 연령은

54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높게

만 7세 이상의 아동들이다. 각 문항에 대해 응

평가된다(조수철, 이영식, 1990). CDI에 관한 대

답할 때 0점과 1점으로 채점되므로 총점은 0

규모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80대의 내적 합치

점에서 17점의 범위이다. 이 검사의 높은 점수

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CDI는 비록 진단적 측

는 절망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을 위하여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우

Kazdin 등(1986)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

울 증후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곽금

도는 .97이었으며, 반분신뢰도는 .96이었다. 신

주, 2002). 한국판 CDI의 내적 합치도는 .82이

민섭(1994)의 연구에서 산출된 HSC의 내적 합

며, 반분신뢰도는 .71로서 비교적 신뢰도가 양

치도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호하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86

내적 합치도는 .75였다.

이었다.

아동 불안검사(Reynolds Children's Manifest

연구절차

Anxiety Scale: RCMAS)
척도번안

아동 불안검사는 Casteneda, McCanless와
Palermo가 1956년에 만든 아동 불안검사

한국판 CTI-C의 제작을 위해 Kaslow 등(1992)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를 Reynold와

이 개발한 CTI-C를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1차

Richmond (1978)가 개정한 검사로, 본 연구에

번안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상

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하여 신뢰

담 전공교수 1명이 번안이 부적절한 문항을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만 6

원문항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수정을 하였으며,

세-19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검사는 모

최종적으로 이중언어 능력을 지닌 영문학 전

두 3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교수가 감수를 하여 수정작업을 마쳤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아동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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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실시

한국판 CTI-C가 우울하지 않은 아동과 우울한

한국판 CTI-C의 문항 중 번안이 아동들이

아동을 변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부적절한 문장표현은

자를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으로 나누어 한국

없는지, 또 실시시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판 CTI-C점수와의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알아보기 위해 6학년 1개 학급 44명과 4학년
14명을 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이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척도 점수의 차이
본조사 실시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된

성별에 따른 한국판 CTI-C의 하위척도별 평

한국판 CTI-C를 4, 5, 6학년 20개 학급의 830명

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본 조사를 위해 한국판 CTI-C와 그 외 다른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척도 중 자기척도를

자기보고형 검사들이 실시되었으며, 검사에 소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요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본 조사는 본 연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

구자를 포함하여 상담전공 대학원 재학생으로

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

구성된 연구보조원들이 학급에 1명씩 들어가

생에 비해 세계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

서 실시하였다.

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료분석

학년별에 따른 척도점수의 차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에 의

학년에 따른 한국판 CTI-C의 차이를 알아보

해 분석되었다. 먼저 한국판 CTI-C의 하위척도

고자 먼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학년집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t검증으로 성

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별차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으로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한국판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계척도에서 4학년과

CTI-C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척도를

6학년간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

구성하고 있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

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이 6학년에 비해 세계

보는 Cronbach의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한국판 CTI-C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나타내고 있다.

하위척도간 그리고 하위척도와 전체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

내적 합치도

였으며, 또한 아동의 우울과 관련된 다른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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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척도별 평균점수의 차이검증
하위척도

자기

세계

미래

총점

성별

N

M

SD

남자

448

16.68

3.73

여자

334

16.71

4.00

전체

782

16.70

3.84

남자

448

16.60

3.88

여자

334

17.33

4.11

전체

782

16.91

4.00

남자

448

17.92

4.32

여자

334

18.71

3.40

전체

782

18.26

4.18

남자

448

51.20

10.52

여자

334

52.76

10.73

전체

782

5187

10.63

df

t

p

690

-.12

.904

694

-2.52

.012

750

-2.67

.008

710

-2.02

.043

F

p

2.15

.12

3.20

.04

.60

.54

1.94

.14

표 3. 학년에 따른 척도별 평균점수의 차이검증
하위척도

자기

세계

미래

총점

학년

N

M

SD

4

250

16.92

3.61

5

280

16.86

3.82

6

252

16.28

4.01

4

250

17.37

3.97

5

280

16.89

3.91

6

252

16.47

4.10

4

250

18.27

3.90

5

280

18.44

4.08

6

252

18.04

4.56

4

250

52.56

10.01

5

280

52.20

10.44

6

252

50.80

11.38

- 57 -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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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척도별 신뢰도 계수
자기

세계

문항제거시

문항

문항

Chronbach α

미래

문항제거시

문항제거시

문항

Chronbach α

전체척도

Chronbach α

1

.75

2

.75

4

.77

5

.73

3

.75

6

.78

7

.76

8

.75

9

.76

10

.75

12

.75

11

.76

13

.74

14

.75

15

.76

17

.76

18

.74

16

.77

21

.73

20

.74

19

.78

25

.74

23

.73

22

.77

29

.75

24

.75

26

.76

31

.73

27

.76

28

.75

33

.73

30

.74

32

.76

35

.75

34

.73

36

.75

Chronbach α=

Chronbach α=

Chronbach α=

Chronbach

.76

.76

.78

α= .90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계수를 구하였으며,

하위척도간의 상관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한국판 CTI-C의 전체척도의

표 5에는 한국판 CTI-C의 하위척도들간의 상

Cronbach α계수는 전체척도가 .90이었고 하위척

관계수 그리고 하위척도와 전체척도간의 상관

도별로 알아보면 자기척도 .76, 세계척도 .76,

계수를 측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하위척도

미래척도 .78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내적합치

간 상관계수는 .66에서 .70사이에 분포하는 것

도 계수가 산출되었다.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척도와 전체척도의

표 5.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하위척도

자기

자기

1.00

세계

.66**

미래

**

총점
**

.70

**

.88

세계

미래

전체

1.00
**

1.00

**

.90

.67
.8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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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과의 상관계수는 .88에서 .90사이로 나타나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호하였다. 이는 한국판 CTI-C의 하위척도들
이 전체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

변별타당도

성개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판 CTI-C의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CDI점수 19점을 절단점으로 하

공인타당도

여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으로 나눈 후, 한국
판 CTI-C가 두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해주는지

한국판 CTI-C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을 나누는 CDI의

아동의 우울과 관련된 다른 준거척도인 자아

절단점(cut-off score)은 아동기 우울에 관한 많은

존중감 척도, 무망감 척도, 불안감 척도, 우울

선행연구들에서 우울한 아동을 변별하는 절단

척도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점으로 CDI점수 19점 이상을 제시한 것을 근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나타난 한국판

거로 하였다(Gotlib & Hammen, 1992; Kedall,

CTI-C의 하위척도와 준거척도와의 상관계수는

Stark, & Adam, 1990; Leitenberg, Yost, & Carroll-

-.46에서 .71까지 양호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

Wilson, 1986; Jordan & Cole 1996).

다. 특히 한국판 CTI-C의 각 하위척도는 모두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이 한국판 CTI-C의 각

자아존중감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

하위척도, 그리고 전체척도점수와 유의한 차이

타냈고, 나머지 척도들과는 비교적 양호한 부

를 보이는지 t검증으로 구한 결과는 표 7에 제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신과 세

시되어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판

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CTI-C는 각 하위척도와 전체척도의 평균점수에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말해

있어서 모두 비우울 집단과 우울 집단간에 유

준다. 그리고 우울, 무망감, 불안감 척도와 한

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판 CTI-C의 각 하위

국판 CTI-C의 하위척도가 보여준 부적 상관은

척도와 전체척도에서 모두 우울집단이 비우울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우울집단

는 아동일수록 우울과 무망감, 불안을 더 높게

의 아동들이 비우울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자

표 6. 하위척도와 관련척도들간의 상관관계
하위척도

**

자아존중감

무망감

불안감

**

**

-.56

-.64

**

-.60

**

-.64

**

**

**

-.60

**

-.60

**

우울
**

자기

.69

세계

.71

미래

.64

-.70

-.46

-.59

전체

.77**

-.72**

-.60**

-.7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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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간의 하위척도별 평균점수의 차이검증
하위척도
자기

세계

미래

총점

우울구분

N

M

SD

비우울집단

561

17.97

2.95

우울집단

221

13.44

3.94

비우울집단

561

18.24

3.13

우울집단

221

13.54

3.98

비우울집단

561

19.53

3.07

우울집단

221

15.05

4.85

비우울집단

561

55.75

7.51

우울집단

221

42.03

11.06

df

t

p

780

17.51

.000

780

17.45

.000

780

15.40

.000

780

19.94

.000

기와 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것

사고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

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CTI-C의 점수가 높을수

은 결과는 한국판 CTI-C가 우울한 아동과 우울

록 자기와 세계,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인 사

하지 않은 아동을 유의하게 변별함을 의미한

고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

다.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우울수준
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아보다 남아
들이 더 높은 우울증 수준을 보인다는 Anderson

논 의

등(1987)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남아
보다 여아가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인다고 보

본 연구에서는 Kaslow 등(1992)이 제작한

고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와는 차이

CTI-C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Lewinsohn 등(1994)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은 청소년기 이후에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S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 아동의 우울

78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판 CTI-

증 유병률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의 하위척도별 점수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실제로 Angold와 Rutter(1992)의 연구에서는 6세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게서 성차가 발견되

한국판 CTI-C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과들을 선행연

둘째, 본 연구에서 한국판 CTI-C의 신뢰도를

구의 결과들과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

검증한 결과,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가

다.

.76에서 .78의 범위를 보여 Kaslow 등(1992)의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한국

연구에서 보고된 .69에서 .85의 범위와 유사한

판 CTI-C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CTI-C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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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의 양호한 수준을 보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였으며, 이는 Kaslow 등(1992)의 연구에서 보고

다.

한 .92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셋째, 한국판 CTI-C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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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Children

Ju-Yeon Lee

Hyun-hee 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Children(CTI-C). The translated the Korean version of CTI-C
was administered to 782 children enrolled in an elementary school of Daegu. The differences
of gender and grade were examined. Boys tended to show higher scores on the Korean
version of CTI-C subscales, and 6th graders showed a higher score on the world subscal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orean version of CTI-C subscales were found to be adequate.
Correlations among subscales were also adequate. The Korean version of CTI-C subscales were
correlated highly with criterion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hopelessness, anxiety, and
depression. Subscales of the Korean version of CTI-C successfully discriminated depressed
group from nondepressed group.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version of CTI-C is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has good concurr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Key words : cognitive traid, validation, chil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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