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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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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지행동적 치료접근의 초점이 되는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를 외현화된 행동 문제
들과 내현화된 문제들로 분류하여 개관하고, 그 대표적인 인지행동치료 기법과 치료의 효과
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여러 연구들에 걸쳐 인지행동치료가 우울 및 불안
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ADHD, 품행장애, 공격성 등 외현화
된 행동 문제의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부모와 교사를 치료에
포함시키는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에서 대상 집단
의 인지적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인지행동치료, 외현화 장애, 내면화 장애,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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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1980년대에 북미와 유럽에서 행동치료와 인
지치료가 통합되기 시작한 이래로(Bailey, 200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치료에서 주축을
이루게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서 널리 이

성인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용되는 치료접근으로 자리잡았으며(Beck, 1995),

들은 스스로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기법 중에서는 행동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 반대

수정(Behavioral modification) 다음으로 가장 광

로 부모, 교사 혹은 보호자와 같은 내담자 이

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Kazdin, Bass, Ayers &

외의 개인이 심리적 도움을 최초로 청하는 경

Rodgers, 1990). 국내에서도 아동 청소년 정신

우가 흔하다. 이는 임상적 의미를 갖는 주요

장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1985년 이후

한 차이로서, 성인은 주로 자신에게 고통을

출간되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인지행동치료

야기하는 문제로 도움을 구하지만, 아동은 성

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매 5년마다 두 배로 증

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의뢰되는 경우

가하고 있다(Oh & Shin, 2006).

가 많다(서경희, 1999).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적

들이 치료 경험을 즐기고 잠재적인 이득을 발

개입은 성인 대상의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견하며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발달된 것으로,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치료

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아동, 청소년 내담자들

적 변화 과정에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과 정

은 아직 독립적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

서적 경험을 통합시킬 것이 요구된다. 문제해

고 가족, 학교 및 기타 외부의 영향을 크게

결 방략을 교육하고 새로운 시도 및 대안적인

받으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아동이

해결책을 고려해보도록 격려하며 향후 적응을

처해 있는 맥락을 고려해야만 한다. 때로는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는 것 또한 공통적

부모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장하거나 증상의

인 요소이다. 그러나 어린 내담자를 치료하는

지속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으며, 또래관계

경우 그의 발달적 성숙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역시 아동의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다. 여기에서 ‘성숙’이란 성인들처럼 이성적

이에 더해 교사와 같은 다른 성인이 관여될

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아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상대적으로 적절한

동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정도의 성숙을 뜻한다. 특히 아동이 발달의

이해하고 주요 타인을 중재에 포함시키는 것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을 보일 경우 그것 자체

이 필요하다.

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심리

특히 아동은 메타인지 능력 및 감정을 명명

사회적 발달이 인지적 발달과 일관되고, 도덕

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치료의 내용과 속도

적 발달이 지적인 발달과 균형을 이루도록 돕

를 아동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것이 요

는 것이 치료 목표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구된다. 아동과 작업할 때 치료자는 더 적극

초등학교 연령대의 아동에게서부터 인지적 도

적인 태도를 취하며 인지적인 기법보다 행동

식이 심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만,

적인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인지행동치료

이는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공고화되지 않는

는 성인, 특히 신경증적 장애에서 부적응적이

다. 따라서 도식 과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고 역기능적인 사고를 교정하는 데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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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지만, 아동의 경우 사회기술이나 대인

지도식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관계에서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어려움을 주로

우선적인 초점이 되며, 노출 훈련 등 왜곡된

보인다. 사회기술 및 문제해결 전략을 훈련하

인지적 평가를 수정하기 위한 행동실험 절차

는 것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리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품행

교육을 실시하고 기분조절 방략이나 대처기술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가진

을 훈련하는 개입도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에게 있어서도 개입의 중요한 부분이 된

한편 아동이 인지적 결손을 지니고 있다면,

다.

치료의 주된 목표는 모델링과 지시, 단계적인

구체적으로 아동의 인지행동치료는 대처기

기술훈련을 통해 아동이 아직 발달시키지 못

술을 가르치고 자기 통제를 촉진하며 자기효

한 문제해결 기술이나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

능감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하며, 아동으로 하

도록 돕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아동 청소년

여금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탐색하는 데 적극

정신장애 중 특히 인지행동적 치료접근의 초

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Grave & Blissett, 2004).

점이 되는 주요 문제들을 개관하고, 대표적인

인지행동치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에 대해 논의하며, 치료의

부정적인 인지의 수정 및 재구조화, 문제해결

효과성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기술을 비롯한 인지행동적 기술 훈련, 정서의

자 한다.

인식, 자기 통제 훈련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인
지행동적 접근의 목적은 아동 치료의 주요 목
표를 이루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외현화된 행동 문제들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격성, 과잉활동성,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충동성 등 너무 자주 나타나는 행동을 감소시
키고, 적절한 사회기술과 같이 드문 행동을

ADHD

증가시키며, 아동의 기능을 방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것, 자기통제 능력의 강화 및 주장

ADHD 아동은 주의력 결핍, 충동성 및 과

훈련, 유아적 행동의 제거 등을 통해 발달적

잉행동을 일차적인 증상으로 보이며(American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Psychiatry Association, 1994), 사회적 부적응과

이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는 인

학습 부진, 낮은 자존감 등의 이차적인 증상을

지적 왜곡에 주요한 문제가 있는 정서 장애들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Barkley, 1990). ADHD에

(우울증, 강박장애, 신체화 장애, 외상후 스트

대한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은 약물을 사용하

레스 장애 등)과, 품행장애 혹은 ADHD와 같

는 것이지만, 약물치료를 통해 ADHD 주요 증

이 사회기술이나 문제해결 기술과 관련된 인

상과 부적절한 행동이 감소하더라도 습관화된

지적 결손(deficit)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개

행동양식 및 저조한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기

념화될 수 있다(Bailey, 2001). 기존에 축적된

술 등 이차적인 증상들은 효과적으로 향상되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주된 문제가 인지적

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Hinshaw, Henke

왜곡일 경우 비합리적인 신념에 도전하고 인

& Whalen, 1984). 많은 ADHD 아동들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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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은 후에도 인간관계, 특히 또래관계

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행동이나 비사회적인

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Weiss & Hechtman,

행동은 감소하였으며, 치료효과가 또래와의

1993).

놀이상황에 일반화되고 종결 4주 후에까지 지

인지행동치료는 ADHD의 주증상보다는 사

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종진, 김영화(2002)

회기술과 문제해결력 등 주증상에서 파생된

의 연구에서는 6주간의 사회적 기술 향상 프

이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

로그램이 ADHD 아동의 충동성 감소와 자기

인다. ADHD의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아동이 스

통제력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로 자신의 인지적 충동성을 통제하고 상황

다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기술 훈련과 언어적

에 맞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자기교시 훈련을 함께 실시하였으므로, 두 가

책략을 학습시키는데, 이 치료의 핵심 기법은

지 개입의 효과의 차이 혹은 상호작용 효과를

자기지시 훈련과 문제해결 기술이라고 할 수

규명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있다(김미애, 홍창희, 1999). 즉 ‘멈춰서 살펴보

Think aloud 훈련이 ADHD 성향이 있는 아

고, 들어본 다음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동의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을 감소시켜주지만

ADHD 아동에게는 자기지시 훈련 프로그램이

사회적 유능성의 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특히 적절할 수 있다(Bailey, 2001). ADHD의

가져오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두정훈,

치료 지침서로 자주 언급되는 Kendall(1989)의

손정락, 2003), 이외에는 대체로 인지행동치료

‘Stop and Think Workbook’ 역시 유용한 기법

를 통해 ADHD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들을 소개하고 있다. 소리내어 생각하기(think

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현승(2004)의 연구에서

aloud) 훈련 또한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는 타인 조망 및 감정 표현 방법 교육, 사회

Camp와 Bash(1981)가 자기지시 훈련, 인지적

적 기술 훈련, 대인관계 문제 해결, 분노 조절

모델링, 문제해결 훈련의 세 요소를 결합하여

훈련를 포함하는 인지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만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으로 언어적인 중

ADHD 아동들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재를 통해 인지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미쳤으나, 부적절한 주장성/충동성을 감소시키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는 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언어중재훈련(Camp

로 나타났다. 김미애와 홍창희(1999)는 ADHD

& Bash, 1981)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억제 훈련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

이 ADHD 경향이 높은 아동의 계획력, 즉각적

료를 병행하였을 때의 치료효과를 약물치료만

인 반응 통제력, 정서 조절력을 향상시키는

을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사리, 김교헌, 2002). 임목

지행동치료를 병행한 집단에서 인지적 충동성

옥과 김혜리(2004)는 think aloud 훈련이 과잉활

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동성향이 있는 학령전기 아동의 공격성을 감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기술 및 행동적 충동

소시키고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

성에서는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

키는 데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이에 더해

았다.

오현경, 조선미와 현명호(2006)는 think aloud

또한 이정은과 김춘경(2000, 2002)은 관계

훈련 결과 3명의 ADHD 아동의 긍정적 행동

형성, 자기 인지, 친구 사귀기, 문제해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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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의 5단계로 이루어진 집단상담 프로그

로 보인다. 다만 그간 활발하게 적용되어온

램이 ADHD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

ADHD의 인지행동치료가 표준화된 프로토콜

계 기술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주의한

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다양한

행동 및 충동성 조절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

요소와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중 특

고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동의 어머니들

정 영역의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적

의 소집단이 치료효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개입을 구체화하고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쳤을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따라서 아동의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에 대

행동변화가 더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한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대신

아동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집단

부모와 교사를 비롯하여 아동에게 강한 영향

혹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이 제안

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훈련만을 실시한 경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효

우에도 어머니의 양육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과적임이 시사된다.

아동의 응종행동이 증가하였으며(고려원, 오경
자, 1994), 부모훈련과 약물치료를 병행할 때

품행장애와 공격성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음이 시사된 바 있다
품행장애 아동은 흔히 적절한 사회기술과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5; 오경자, 홍강의,

일반적인 문제해결 전략들을 산출하는 데 결

고려원, 박난숙, 1995).
외국의 연구에서도 아동과 부모, 교사에 대

함을 보인다. Spivack, Platt 및 Shure(1976)는 대

한 훈련을 포함하는 다요인적 인지행동치료가

인관계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기술이 부족한

ADHD 아동의 외현적 증상을 유의미하게 감

점이 행동장애 아동들의 부적절한 공격행동을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loomquist, August

설명해줄

& Rick, 1991). 이러한 다요인적 접근에서 아동

Kendall(1993)은 공격적인 아동이 문제해결에

은 문제를 재인식하기, 대안적 해결책을 탐색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 결함을 보인다는 것

하고 그 결과를 예상하기, 선택한 해결책의

을 지적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의 발생과정에서

장애물을 예상해보기, 문제해결을 위한 특정

아동의 인지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행동을 실천하기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공격적인 아동은 충분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며, 교사는 아동의 행동

한 사회적 단서들을 사용하여 상황을 정확히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행동을 강화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또한 부모에게는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내지

ADHD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제공된다.

못한다. 이들은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귀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종합하면, ADHD 아동의 부주의 및 충동성

인하고 본인의 공격성을 과소평가하며, 자신

이라는 핵심적인 인지적 결손에 대해서는 인

의 책임의 정도를 잘못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행동치료의 효과성이 수렴되지 않으나, 문

품행장애 및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이에

제해결 기술과 사회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더해 흔히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

데에는 인지행동치료가 대체로 효과적인 것으

각하지 못하는데, 감정이 동요될 때 이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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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나 슬픔으로는 덜 예상하고, 분노와 같

이외에도 분노 조절 훈련은 청소년들이 자

이 강렬한 감정으로 해석하고는 공격적으로

신의 공격적인 행동과 그것을 촉발하고 유지

반응한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시키는 상태를 깨닫도록 돕는다. 학교 장면에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서의 분노조절 치료 프로그램은 3년 이후에

데 어려움을 보이며, 행동지향적이고 공격적

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인 해결책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공격성은

(Lochman, 1992).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분노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

문제를 다루는 인지행동치료의 성과 연구 40

치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편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 보다 행동적인 요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인

소를 강조하고 실제로 행동전략을 가르치는

지행동 프로그램이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

기술 훈련과 절충적인 치료접근이 정서 교육

기 위한 치료방안으로서 관심을 끌어 왔다(오

이나 문제해결 훈련보다 효과적임이 시사되었

경자, 민성길, 박중규, 고려원, 1998). 품행장애

다(Sukhodolsky, Kassinove & Gorman, 2003). 사회

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사회기술 훈련이

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결손과

자주 사용되며, 친사회적 행동에 보상을 주고

왜곡을 보이는 공격적인 아동에게는 단순한

반사회적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조작적 기법

사회기술 훈련보다 사회적 인지치료가 유용한

과 함께 지시, 논의, 시범보이기, 연습, 촉진과

것으로 보인다(van Manen, Prins, & Emmelkamp,

피드백 제공 등이 주로 이용된다. 역할 연기

2004).

나 비디오테이프 피드백을 이용할 수도 있으

Lee, Kim 및 Chung(2002)은 교실에서 파괴적

며, 문제해결 기술 훈련에 해당되는 개입으로

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세 명의 아동에

서 공정함과 안전에 대한 개념, 다른 사람들

게 인지재구성, 자기행동 관리, 또래 개입으로

이 느낄 기분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구성된 인지행동적 개입을 제공한 결과, 부적

(Bailey, 1998). 대부분의 문제해결 기술 훈련

절한 교실 행동이 감소하고 사회적 능력 및

프로그램은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학교적응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는 정서적 교육; 감정과 행동에 대한 자기

분노 문제와 신경증적 경향을 가진 비행청소

감찰; 억제적인 자기말(self-talk)을 이용하는 자

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천성문, 이영순 및 이

기지시 훈련; 자기 강화; 사회적 관점 취하기;

현림(2000)의 연구에서는, 분노조절을 위해 인

사회적 장면에서 남의 의도를 이해하기; 사회

지행동적 집단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이 치료를

적인 문제해결 등이다(Bailey, 2001). 구체적인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상태 및 특성분노

문제해결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수준, 충동성과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문제와 그에 관련된 감정을 알아내고 정의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 종결 후 2

다. 두 번째로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고안

개월 뒤에 실시된 추후검사에서는 특성 분노

하기 위해 대안적인 생각을 해본다. 세 번째

와 공격성에 대한 치료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로 각각의 해결책의 장단점을 생각해본다. 마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인지․

지막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대로 실천

이완 집단치료와 사회적 기술 집단치료, 이

한 후 결과를 확인한다.

두 접근을 통합한 집단치료 모두가 비행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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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분노 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나, 각 치료

활성화되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증상들이

조건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타난다는 Beck의 인지적 모델은 정서장애,

여러 연구들을 통해 품행장애에 인지행동치료

특히 우울증에 잘 적용된다. Fennell(1989)은 성

를 적용할 때에는 ADHD에서와 마찬가지로 부

인의 우울증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잘 기술한

모와 교사들에게도 효과적인 관리(management)

바 있으며, 이는 성숙한 청소년들에게도 적용

방법을 알려주고 긍정적인 교수방법을 훈련하

될 수 있다. 우울증 청소년과 작업하는 것은

는 다중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이 합의되고 있

전형적인 인지행동치료로서 구조화되고 협력

다. Kazdin(1987)은 품행장애 아동에게 개입할

적인 접근을 따른다(Bailey, 2001). 즉, 치료자와

때 부모훈련과 문제해결 기술 훈련, 가족치료

내담자는 각 회기에서 논의할 주제를 설정하

등을 포함하는 다체계적 치료를 활용할 것을

고, 이전 회기에서 부과되었던 숙제를 검토하

제안하였다.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훈련

며, 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연습한다. 또한 회

을 병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기 중에 연습한 과제 혹은 예상되는 어려움에

나타났다(Webster-Stratton, 1982, 1984, 1989;

대한 문제해결과 관련되는 숙제를 합의하며,

Patterson, 1982). 오경자, 민성길, 박중규 및 고

자주 요약을 하고 청소년의 피드백을 받는다.

려원(1998)은 아동의 비순응 행동 및 공격 행

치료에서 문제 목록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의

동을 치료하기 위한 총 15회기의 인지행동치

명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인지행동치료가 내

료를 개발하였다. 이는 문제해결기술훈련을

담자의 관점과 우선순위를 중요시하는 협력적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치료에 참여한 아동

인 과정임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들은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반응을 더욱 많이

치료자는 현재의 문제를 인지적인 모델과

고안해낼 수 있었고, 부모의 평가에서 공격성,

관련짓고 부정적인 사고, 저조한 기분, 사회적

비행 등의 외현적 문제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위축이라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악순환을 강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기술에

하는 것으로 공식화(formulation)를 시작한다.

대한 교사의 평가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

이때 말보다 도식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경

되지 않음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일관되게 부

우가 많은데, 도식을 통해 문제가 지속되는

모와 교사를 치료에 개입시키는 것이 보다 유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 강화

용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의 고리 역시 쉽게 밝힐 수 있다. 다음 단계
는 정서를 인식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회기
중에 다른 정서적 상태를 구분하고 그 정서와

내면화된 문제들(Internalizing problems)

사건 및 사고를 연결짓기 시작하도록 돕는다.
이는 자기감찰을 통해 확대될 수 있는데, 청
소년이 일기와 차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

우울증

고를 관찰하고, 사건과 기분, 생각 간에 구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역기능적인 핵심신념
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역기능적인 가정

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들이 발달하며,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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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 계획

하게 더 효과적이고,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약물치료가 인지행동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보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각

고된 바 있지만(The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단계의 성공을 위해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depression study team, 2003), 경도에서 중등도의

활동을 선택하여 자기-강화물로 이용할 수 있

우울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를 단

다. 대처기술 훈련은 사회적 상호작용(예, 대

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약물치료를 단독으로

화를 시작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나 사

시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적인 문제해결(예, 남의 반감을 사지 않고

(Melvin, Tonge, King, Heyne, Gordon, & Klimkeit,

갈등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또한 인지적

2006). 이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

재구조화를 통해 우울한 사고를 감소시키는

료를 통합하는 접근의 이점이 나타나지 않았

것은 생각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자

다.

동적 사고를 탐색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동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및 강지현(2004)의

적 사고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거를 모아

국내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자기도식을 변화

현실-검증을 수행하는 것, 대안적인 설명을 탐

시키고 사회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 인

색하는 것과 관련된다. 생각 일기 쓰기, 소크

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우울 증상과 우울 인

라테스식 대화를 통해 언어적으로 도전하고

지를 감소시키고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

대안을 도출하기 역시 자주 이용된다.

시키며, 부정적 또래 표상을 감소시키는 데

Curry(2001)에 따르면,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집단 인지

동치료의 치료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

행동치료는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등학

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행동 통제 기술 영역

생들에게서 주요우울장애 또는 기분부전장애

으로, 즐거운 활동 늘리기, 문제해결, 자기표

를 예방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현,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증진이 이에 속한

(Clarke, Hawkins, Murphy, Sheeber, Lewinsohn, &

다. 두 번째는 인지적 통제 기술 영역으로, 자

Sleeley, 1995). Reineche, Ryan 및 Dubois(1998)는

기감찰하기, 왜곡된 인지 확인하기, 건설적인

우울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

대안적 사고를 갖기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

한 인지행동치료의 성과연구들을 메타분석한

로 이완훈련, 분노통제 훈련과 같은 정서 통

결과, 인지행동적 접근이 청소년기 우울증을

제 기술 영역이 있다.

감소시키는 데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인지행동치료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가지며 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효과의

정서장애 청소년에게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크기는 연구들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Brent, Holder, Kolko, Birmahr, Baugher, Roth,

보고하였다.

Iyengar, & Johnson, 1997; Clarke, Rohde, Lewinsohn,
Hops, & Seely, 1998). 특히 우울한 청소년들을

범불안장애와 사회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와 항우울제 약물치료,
이 둘을 통합한 치료의 효과를 비교 평가한 연

Bailey(2001)에 따르면 병리적인 불안은 개인

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통합적 접근이 유의미

이 두려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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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 때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하고, 대처

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인지행동집단

자원 및 도움이 될 요인들은 과소평가할 때

치료(Heimberg, 1991)는 심리교육, 인지적 재구

나타난다. 따라서 인지적 평가가 부정적으로

성 훈련, 공포상황에 대한 회기 중의 모의노

왜곡되는데, 이에 따라 아동은 강박적으로 스

출, 실제 공포상황에서의 노출을 위한 숙제

스로에게 초점을 두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등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염려하고, 편향된 지각으

Cartwright-Hatton 등(2004)은 19세 미만의 불

로 인해 모호한 상황에서도 위협을 지각하게

안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

된다. 이에 더해 신체적 각성이 일어나고, 각

지행동치료 효과연구 10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성은 뒤이어 신체적 감각과 행동적 회피를 유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 집단에서 통제집단보

발한다. 아동은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에

다 증상 완화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

재난에 대한 예상을 검증할 기회도 없게 된다.

하였다. 불안장애 아동은 개인치료와 집단치

두려운 사건에 접하려고 하면 불안 수준이 증

료 형태 모두에서 인지행동치료에 의해 증상

가하는 동시에 심장이 고동치고 위가 경련하

이 감소되었으나, 보다 높은 사회적 불안을

는 것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재앙화하

보고한 경우 개인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는 사고와 심상들이 활성화되므로, 이는 아동

나타났다(Manassis, Mendrowitz, Scapillato, Avery,

을 압도하여 다시 상황을 회피하게 만든다.

Fiksenbaum, Freire, Monga, & Owens, 2002). 또한

회피는 즉각적으로 기분을 완화시켜주어 행동

인지행동치료와 부모교육을 결합하는 치료적

적 회피의 패턴을 강화하며, 이는 증상을 지

개입이 아동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

속시키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

로 실시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었다(Bernstein,

불안한 아동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서 치료

Layne, Egan, & Tennison, 2005).

자는 문제를 인지행동적인 용어로 다시 개념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한다. 기능적인 인지적 평가를 통해 아동은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및 강지현(2004)의 연

행동적 회피를 일으키는 선행사건과 그 결과,

구 결과, 부정적인 자기도식을 변화시키고 사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고와 심

회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 인지행동치

상들과 함께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알게 된

료 프로그램은 불안증상 뿐 아니라 사회불안

다. 스트레스 경험을 주관적인 단위로 평정하

영역에서 수행과 관련한 불안과 부정적 평가

도록 하는 것은 변화의 측정뿐 아니라 아동이

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인지 및 신체적 위

스스로를 무력한 희생자에서 관찰자로 지각하

협 인지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

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아동이 불안

조용래, 이경선 및 황경남(2005)의 최근 연구

한 각성을 일으키는 요인과 그 초기 징후들을

에서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된 고교생들이 심

인식하게 되면 이완훈련이나 긍정적인 상상

리교육, 인지재구성, 모의노출 및 실제 노출을

같은 불안 관리 기술들을 가르치며, 재난적인

위한 숙제부여, 안전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노

인지 양식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들을

출하는 훈련, 비디오 피드백 훈련 등으로 구

찾도록 함으로써 그것에 도전할 수 있다. 일

성된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사회불

례로, Beck 등의 인지치료를 기반으로 사회불

안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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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경렬(1997)은 시험불안을 보이는 고등

을 억제하고 중성화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강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불안 감소훈련을 실시하

박적인 행동이나 의례적인 사고는 이러한 불

면서 이완훈련 중심의 행동적 훈련, 인지재구

편감을 줄이려는 중성화 행위이다. 그러나 침

조화 중심의 인지적 훈련, 그리고 인지와 행

투적 사고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 및 중

동을 혼합한 훈련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성화 행위는 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증가

그 결과, 인지행동 혼합적 훈련이 시험불안

하는 결과를 낳고, 이에 따른 고통감으로 인

감소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

해 사고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더욱 증가하는

으로 나타났다.

악순환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책임감에 대한

한편, 이진숙과 한영숙(2006)은 주로 학교폭

두 가지 인지적 왜곡이 나타난다. 생각하는

력이나 따돌림을 당한 초등학생 중 외상후 스

것만으로도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고

트레스 장애 아동을 선별하여 인지행동치료

-행위 융합과 자신의 책임감에 대한 과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민감성이 그것이다(Bailey, 2001).

이 연구에서 치료를 받은 집단은 비합리적 신

인지행동치료자는 아동에게 강박장애의 문

념에 있어서는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

제는 불쾌하지만 정상적인 침투적 사고에 대

이지 않았으나, 외적인 학교적응이 향상된 것

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잘못된 평가를 내

으로 나타났다. 성학대 아동 집단에서도, 감정

리는 데 있다고 설명해준다. 아동이 생각을

표현 기술과 대처기술을 훈련하고 사고와 감

회피하거나 억제하고 중성화하는 것이 이전보

정, 행동 간의 관계를 알게 하며 점진적 노출

다 더욱 강한 침투적 사고를 낳는다는 점을

을 통해 학대 경험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 습관과 침투적 사고, 통제

돕는 외상중심적 인지행동치료 접근은 아동중

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심적 치료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점진적 노출 형식을 이용하는 행동 실험을 숙

(Cohen, Deblinger, Mannarino, & Steer, 2004).

제로 할당할 수 있다. 노출 및 반응방지 또한
불안 관리 훈련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강박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초기치료

강박장애

로서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두 치
최근, 불안장애 가운데서도 강박장애에 대

료를 결합한 경우를 비교한 연구 결과, 인지행

한 인지행동치료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

동치료와 약물치료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

다. 인지적 모형은 자신이나 타인의 위험에

과적이고, 인지행동치료가 약물치료보다 효과

대해 지각된 책임감이 강박장애의 핵심임을

적임이 보고되었다(The Pediatric OCD Treatment

시사한다(Salkovskis & Kirk, 1997). 즉, 강박사고

Study (POTS) Team, 2004). 또한 인지행동치료

는 환자가 자신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는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강박장애 아동

자신이나 타인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책임감

청소년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torch,

을 갖게 만드는 침투적인 인지이다. 침투적인

Bagner, Geffken, Adkins, Murphy, & Goodman,

사고의 경험과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강렬한

2006).

불편감을 유발하며, 환자는 사고나 심상,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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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동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는 치료접근들이

이론(theory of mind)에서의 개인차에 대응된다.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인지행동적 가족치료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능력의 결함으로 임상

(Cognitive-behavioral family-based therapy)에서는

장면에 의뢰된 아동은 전통적인 형태의 인지

아동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 더불어 부모에게

행동치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인지적 조작에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문제해결 기술을 훈련하

참여할 능력이 유의미하게 부족한 것으로 보

며, 아동의 증상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을 줄

인다(Grave & Blissett, 2004). 서경희(1999) 역시

이고 아동의 노출 및 반응방지 시도를 가족이

인지행동치료에서는 개인의 기억용량, 주의집

지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접근은

중 능력, 구어의 유창성과 이해, 개념적인 추

개인치료 혹은 집단치료 형태에 관계없이 아

론 능력, 상대방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동의 강박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이 성공적인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었다. 특히 치료 전에 보이는 증상이 심각하

았다. 가설을 세우고,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거

고 가족 역기능이 심할수록 장기적인 치료결

나 반박하는 증거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상위

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역기

의 추상화 능력은 청소년기 중반에 이르러서

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Bailey,

보다 유용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Barrett, Healy,

2001).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인지행동치료에서는

& March, 2004; Barrett, Healy, Dadds & Boulter,

그간 강조되어 왔듯이 개입의 효과를 좌우하

2005).

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내담자의 연령과 지능
수준,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고려해야만 할

논의 및 제언

것이다. 더불어 치료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비
교하는 경우에도 대상 집단의 인지적 특성과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는 불안

발달단계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및 우울과 같은 아동기의 내면화 장애에 대체

시사된다. 이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지행동

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Harrington, Whitaker,

치료의 40%이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Shoebridge, & Campbell, 1998; Southam-Gerow &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Oh & Shin, 2006)는

Kendall, 2000). 그러나 ADHD, 품행장애와 같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특히 5-8세의

은 외현화 장애에는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아동은 어느 정도의 언어 능력과 독립성을 가

적용하는 개입의 유용성이 지지되지 못하고

지고 있어 언어를 매개로 하는 개인치료에 참

있다. 이에 대해, Grave와 Blissett(2004)는 외현

여할 수 있지만, 발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미

화 장애들이 갖는 많은 발달적 특징이 이러한

숙하므로 인지기능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며,

집단에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이 감소되는

이 때문에 인지행동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득이 제한될 수 있음(Grave & Blissentt, 2004)을

ADHD 혹은 품행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제해결 기술의 결손은 상당 부분 실행기능과

발전한 인지치료가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부

관련되는데, 실행기능에서의 개인차는 마음의

족한 채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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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이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아동 청소

결핍 과잉행동 아동에 대한 인지-행동

년 정신장애와 관련된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

치료의 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 하계학술

를 통해 주요한 치료절차와 내용에 대한 경험

대회.

적 근거와 이론적 토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사리, 김교헌 (2002). 행동억제 훈련이 ADHD

또한 최근 국내 인지행동치료의 현황 조사

경향이 높은 아동의 실행기능 개선에

결과 아동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가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정 및 학교 장면으로 얼마나 일반화되는지 설

429-445.

명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이 지적된 바 있다

두정훈, 손정락 (2003). Think Aloud 훈련이

(Oh & Shin, 2006). 언급하였듯 아동은 성인에

ADHD 성향이 있는 아동의 주의력 결

비해 또래, 가족, 학교 등 사회적 환경에 의해

핍, 충동성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와 교사를 비롯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1-15.

여 아동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

서경희 (1999). 인지행동치료의 적용. 정서․학
습장애연구, 15, 129-147.

들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앞으로 한국에 적합한 아동 대상의 치료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5). 주의력결핍 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부모와 교

잉활동 장애 아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

사에게 효과적인 양육 기술 및 교수 방법을

와 부모 훈련 병합 치료의 효과 비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적이고 구조화

소아․청소년정신의학, 6, 65-73.

된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야 할 것

오경자, 민성길, 박중규, 고려원 (1998). 아동의

으로 보인다. 치료의 효과가 보다 넓은 장면

비순응 및 공격행동 개선을 위한 인지

에 일반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촉진

행동치료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추후 활발한 연구가 이

17, 1-15.

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공동체 단위

오경자, 홍강의, 고려원, 박난숙 (1995). 주의력

의 다차원적, 다요인적 인지행동치료접근을

결핍-과잉 활동 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신장애에 대

와 부모 훈련을 통한 행동 치료의 효과.

한 치료적 개입을 꺼리는 일반대중의 인식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1-14.

전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정은, 김춘경 (2000). ADHD 아동을 위한 사
회기술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연

이다.

구. 놀이치료 연구, 4, 59-77.
이정은, 김춘경 (2002). 사회기술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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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psychiatric disord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classified into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and we reviewed respectively about the main
cognitive-behavioral therapeutic techniques for treating those problems and the recent studies
on the outcomes of treatments. It is suggested that th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s
effective in treating the internalizing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whereas the
treatment which takes parents and teachers into intervention is more effective in treating the
externalizing problems such as ADHD, conduct disorder, and aggressive behavior than th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lone. In this regard, the need to

consider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stages of the target population was discussed, and the
further research for improving treatment effect was proposed.
Key words : Cognitive-behavioral therapy, externalizing disorder, internalizing disorder, outcome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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