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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DAS-C)의 타당화 연구

 이   정   아                    정      희†

계명 학교

본 연구는 아동기 우울과 련된 인지  취약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Dysfun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DAS-C)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해 보기 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상은 D시에 소재한 2개 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인 아동 763명(남 398명, 여 365명)이었다. 한국  DAS-C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기-비  완벽주의(Self-Critical Perfectionism)와 개인 기  완

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의 2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DAS-C의 체척도와 

하 척도는 우울, 불안, 스트 스와 같은 련 척도들과 양호한 상 을 보 으며, 문항들 간

의 내 합치도도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비

교  양호하게 나타나,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  DAS-C의 체

척도와 하 척도가 성별  학년, 우울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자기-비  완벽주의 하 척도에서 6학년이 4학년보

다 더 높은 수를 보 다. 한 한국  DAS-C는 체척도와 하 척도 모두에서 우울 집단

과 비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비  완벽주의에서 더 큰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역기능  태도, 인지  취약성, 아동기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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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연구자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근거한 치료와 방 방법을 모색하기 

해 노력해 왔으며, 그 에서도 우울증에 한 

Beck의 인지이론은 가장 큰 심을 받아왔다. 

Beck의 인지이론(Beck, 1967, 1976)은 한 요인

이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이르게 

되며, 이 요인들이 우울에 기여하는 것이라 

보는 소인-스트 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

에 기 한다. 이 모델에서 가장 심 인 개

념은 도식(shemata)이라 할 수 있다. Beck(1976)

에 따르면, 도식은 개인이 주변자극을 선택

으로 받아들이고 자극의 의미를 해석하며 자

신의 경험을 나름 로 체계화하는 인지 인 

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식은 개인의 인지  조직화가 비

교  지속되는 특성을 가진 지식의 형태로 

장되며, 개인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활성화 

된다. Beck(1976)은 우울한 사람들은 사고내용

이 부정 이고 비 인 방향으로 실을 왜

곡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고, 이들이 우울에 

취약한 우울 유발 도식(depressogenic schemata)

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 다. Weissman과 

Beck(1978)은 우울  유발 도식을 부정  생활

사건에 의해 활성화되는 무력감과 불만족의 

주제를 반 하는 부 응 인 자기도식으로 개

념화하고, 이것을 역기능  태도(dysfuntional 

attitude)라 불 다. 이는 내용 면에서 완벽주의

, 주의 , 당 , 이상주의 이고 융통

성 없는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의 

삶 속에서는 실 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Beck

의 인지이론에서는 부정 인 생활사건이나 스

트 스에 의해 활성화된 역기능  태도가 우

울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본다(Beck, 1976).

  우울증에 한 Beck의 이론이 성인과 청소

년을 상으로 한 많은 경험  연구를 통해 

지지를 받아온 데 비해, 아동에게 용된 연

구는 많지 않다(Abela & Skitch, 2007; Abela & 

Sullivan, 2003; D'Alessandro & Burton, 2006). 특

히 Beck의 인지이론(1967, 1976)에 근거하여 아

동의 우울에서도 역기능  인지도식이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

다. 이에 한 가장 요한 이유로 많은 학자

들은 아동의 인지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

는 도구의 부재를 들고 있다(Jacobs, Reinecke, 

Gollan, & Kane, 2008; Lakdawalla, Hankin, & 

Mermelstein, 2007). 이러한 문제 이 제기되면

서,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이 아동에게 

용할 수 있는 역기능  태도척도를 개발하게 

되었다(Abela & Skitch, 2007; Abela & Sullivan, 

2003; D'Alessandro & Burton, 2006).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를 개발하게 된 

주된 배경에는 성인용 역기능  태도척도

(Dysfuntional Attitudes Scale: DAS)가 아동의 인

지능력을 넘어서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아동에게 사용하기 해 단지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

문이다. Garber(1992)는 성인용 도구를 아동에

게 사용하기 해서는 단어를 단순하게 변화

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언어 , 인지

 요구 조건을 모두 다 고려한 발달  용

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질문의 의미를 아동

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고칠 필

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의 인지발달에 한 이해가 필요한데,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들이 구체  조작기

가 끝나는 11-12세경부터 형식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의 사고를 획득하기 시작한다

고 본다(Piaget, 1967). 구체  조작기의 아동들

은 가시 이며 구체 인 사물이나 사태에 

해서는 내재 인 사고를 통해 논리 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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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  조작기에 들어

서면 아동들은 실제 이며 찰 가능한 상

에 한 조작의 한계에서 벗어나 가설 이며 

명제 인 사태에 해서도 체계 인 논리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송명자, 2006). 최근 들

어 이러한 아동들의 인지  특성을 고려한 아

동용 역기능  태도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기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Abela & Skitch, 

2007; Abela & Sullivan, 2003; D'Alessandro & 

Burton, 2006).

  한편, Beck(1983, 1987)은 우울증에 한 

인지  취약성과 스트 스의 상호작용 기제

를 구체화시킨 특수 상호작용 모델(specific 

interaction model)을 주장하 다. 이 모델에서

는 사람의 역기능  신념을 사회  의존성

(sociotropy)과 자율성(autonomy)의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한 취약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회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애정

을 얻고 친 한 인 계를 유지하기 한 노

력으로 타인을 즐겁게 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

니게 되는 반면, 자율성의 욕구가 높은 사람

은 독립성과 성취감을 얻으려 하고 타인으로

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일과 성취를 요시하

며 혼자만의 활동을 좋아한다. 따라서 사회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인 계와 련된 부

정 인 사건들에 의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

는 반면, 자율성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독립

성과 목표 지향  행동을 하는 생활사건

에 의해 우울해지기 쉽다(Beck, 1987). 성인을 

상으로 이루어진 역기능  태도척도의 요인

구조에 한 연구결과들은 Beck(1983)의 특수

상호작용 모델을 경험 으로 지지해 주었다

(권석만, 1994; 이주 , 김지혜, 2000, Cane, 

Olinger, Gotlib, & Kuiper, 1986; Oliver & 

Baumgart, 1985; Rude & Burnham, 1993). 한, 

역기능  태도를 단일 요소로 평가할 때보다 

두 가지 차원으로 평가할 때 Beck의 취약성-스

트 스 요소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Blaney & Kutcher, 1991; Hammen, Ellicott, 

Gitlin, & Jamison, 1989; Robins, 1990). 이러한 

결과들은 Beck의 이론을 아동에게 용하는 

연구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차원

 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에게 용될 수 있는 역기능  

태도의 요인구조에 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Abela 등(2003)

과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는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가 단일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McWhinnie와 Abela, Knauper(2009)

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요인구조를 두 차원으

로 보고하 다. 한, 두 차원의 내용도 성인

용 역기능  태도척도에서는 사회  의존성과 

자율성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아동용에서

는 자기-비  완벽주의와 개인 기  완벽

주의의 두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 듯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가 어떠한 요인구조를 갖는

지에 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이에 한 추가의 탐색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

사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 까지 이루어진 역기능  

태도척도에 한 연구들은 부분 성인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권석만, 1994; 이민규, 

이민수, 2002; 이주 , 김지혜, 2000). 반면, 아

동용 역기능  태도에 한 척도의 개발이나 

타당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

용으로 개발되거나 타당화된 척도로는 배주미

(2000)의 연구에서 Leitenberg, Yost와 Carroll- 

Wilson(1986)이 개발한 아동용 부정  인지

오류 척도(Children's Negative Cognitiv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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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aire: CNCEQ)가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은 Schniering과 

Rapee(2001)가 개발한 아동용 자동  사고 척

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CATS)를 

타당화하 고, 이주연, 정 희(2004)는 Kaslow, 

Stark, Printz와 Tsai(1992)가 개발한 아동용 인지

삼제척도(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Children: 

CTI-C)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 다.

  외국에서 아동의 역기능  태도를 측정하

기 해 개발된 도구는 D'Alessandro 등(2006)

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22문항의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Abela 등(2003)이 

타당화한 19문항의 Children's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이 있다. 한, Abela 등(2007)의 

연구에서도 Weissman 등(1978)의 Dysfuntional 

Attitude Scale을 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들의 연구는 Beck의 인지이론에

서 말하는 인지  취약성으로서의 역기능  

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를 밝히는데 경험  지지를 제공하 지만,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서처럼 성인과 다

른 아동의 역기능  태도에 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는 아동기 우울의 

원인에 한 이해와 치료  방을 해 매

우 요하고 유용한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에서는 아동의 인지  취약성을 측

정하는 역기능  태도척도에 한 연구가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D'Alessandro 등(2006)에 의해 개발된 

DAS-C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해 으로써 이 척도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도 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Nelon- 

Hoeksema, Girgus, Seligman(1992)의 연구에서 우

울에 한 아동의 인지  취약성은 후기 아동

기나 기 청소년기에 이르면 안정 으로 나

타난다고 제시한 결과에 따라, 등학교 고학

년 아동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 으로 한국  DAS-C 척

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해 요인구조를 확

인하고, 우울과 불안, 스트 스 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들과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

다. 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내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년, 우울수 에 따

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척도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2개 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인 학생 763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항목 구분 N %

성별
남 398 52.2

여 365 47.8

학년

4학년 236 30.9

5학년 274 35.9

6학년 253 33.2

체 7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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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역기능  태도

척도(DAS-C)는 D'Alessandro 등(2006)이 제작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DAS-C를 개발하기 한 

비 문항으로 성인용 역기능  태도척도

(DAS)의 100문항을 사용하 다. 첫 번째 단계

에서 비문항들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

장으로 고쳐 쓰고,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40문항을 남겼다. 남은 

40문항에 해 상 계를 구하고 주성분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

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22개의 문항을 추출

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으로 남겨

진 22개의 문항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  단일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DAS-C의 각 문항은 6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의 범 는 0 에서 11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역기능  태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DAS-C의 내 합치도는 .87로 나타났으

며,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우울 척도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하여 Kovacs와 

Beck(1977)이 개발하고 조수철과 이 식(1990)

이 번안한 아동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 다. 만 

8-13세 아동들을 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척도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해 아동은 0-2 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총 의 범 는 0 에서 54 이다. 

총 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높게 평가된다. 

CDI에 한 규모 연구들은 일반 으로 .80

의 내 합치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CDI는 

비록 진단  측정을 하여 개발되지는 않았

으나 아동의 우울 증후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곽 주, 2002). 한국  CDI의 내

합치도는 .82이며, 반분신뢰도는 .71로서 비교

 신뢰도가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 합치도는 .86이었다.

  아동 불안 검사

  아동 불안 검사(Reynold's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는 Casteneda, McCanless와 

Palermo가 1956년에 만든 검사를 Reynolds와 

Richmond(1978)가 개정한 검사로, 본 연구에서

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하여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 다. 만 6세

-19세의 아동을 상으로 하는 이 검사는 모

두 3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

록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아동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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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도를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 합치도는 .90이었다.

  아동용 스트 스 척도

  아동의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한미 과 

유안진(1995)이 개발한 ‘한국아동의 일상  스

트 스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4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부모 련 스트 스, 가정환경 련 스

트 스, 친구 련 스트 스, 학업 련 스트

스, 교사  학교생활 련 스트 스, 주변 환

경 련 스트 스의 6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한미  등(1995)의 연구에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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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

된 내 합치도는 .92이었다.

연구 차

  척도번안

  한국  DAS-C의 구성을 해 D'Alessandro 

등(2006)이 개발한 DAS-C를 어를 공한 한

국인과 한국어에 능통한 캐나다인이 한국어로 

1차 번안하 다. 이를 문학 박사가 역번역

(back translation)하여 원척도와 비교한 후, 수

정․보완하여 척도번안 작업을 마쳤다.

  비조사

  번안된 DAS-C 문항들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부 한 문장표 은 없는지, 

 실시 시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아보기 

해 4학년 1개 학 , 5학년 1개 학 에서 각

각 20명씩 표집하여 비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부분의 문항들이 아동이 이해하기

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문항들은 비조사 결과

를 반 하여 수정되었다.

  본조사

  비조사를 통해 최종 으로 수정․보완된 

한국  DAS-C를 2개 등학교 4, 5, 6학년 798

명에게 실시하 다. 본 조사에서는 DAS-C와 

더불어 스트 스 척도, 우울 척도, 불안 척도

가 실시되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

분이었다. 재검사는 본 조사와 3주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본 조사에 참여한 등학교 4, 

5, 6학년 798명의 자료 에서 불성실하게 응

답한 자료 35부를 제외한 763부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먼 , 한국  DAS-C의 구성요인

과 그 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한, 수렴타당도를 알아보

기 해 련 척도들과의 상 계를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한국  DAS-C의 신뢰도를 검

증하기 해 문항 간의 내 합치도를 알아보

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고,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

로, 성별, 학년, 우울수 에 따른 집단 간 비

교를 통해 척도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해 한국  DAS-C 수에 한 t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 고, 학년집단 간의 차이를 알

아보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결  과

타당도

  탐색  요인분석

  한국  DAS-C의 22개 문항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추출

과 varimax에 의한 회 을 용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분석에서 

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

나, Eigenvalue의 하락률(요인 3, 4의 Eigenvalue

는 1.2 이하)과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2요인(Eigenvalue 6.3과 2.5)이 가장 한 

것으로 단되었다. 다음으로, 남은 13문항으

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 고, promax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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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AS-C 문항과 요인부하량

요인 1:

자기-비  완벽주의(SCP)

요인

부하량

요인 2:

개인 기  완벽주의(PSP)

요인

부하량

 7.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화

가 난다.
.58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해 좋은 

말을 할 때만 기분이 좋다.
.57

 8.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

가 바보라는 뜻이다.
.68

19.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해야 한

다.
.75

 9. 실수할 때마다 나에게는 항상 나쁜 일

이 일어난다.
.72

20.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

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
.76

11.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

는다면, 그 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74

21. 나는 항상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77

2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도 한 가지 이상에서 최고가 되어

야 한다.

.7012. 내가 한번 실패한다면, 앞으로도 항상 

실패할 것이다.
.82

13.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

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72

14.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할 필요도 없다.
.75

15. 실수를 하면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61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한 회 을 실시하 다. 두 요인은 총 설명량

의 52.27%를 설명하 고, 패턴행렬의 검 결

과 두 요인에서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51보

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문항의 부하량

이 N=100에 해 최소 .51과 같거나 이보다 

커야 한다는 기 을 근거로 한 것이다(Stevens, 

2002). 분석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요인은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

보라는 뜻이다’, ‘실수할 때마다 나에게는 항

상 나쁜 일이 일어난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자기-비  완벽주의(Self-Critical 

Perfectionism)를 반 하 다. 두 번째 요인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해 좋은 말을 할 때만 

기분이 좋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기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를 

반 하 다. 이 두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

항들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수렴타당도

  역기능  태도가 우울, 불안, 스트 스와 유

의한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D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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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AS-C의 하 척도와 련 척도들 간의 상 계

거척도 SCP PSP DAS-C

우울 .65
*** .19*** .55***

불안 .61*** .26*** .56***

스트 스 .81*** .75*** .58***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p＜.001.

와 우울, 불안, 스트 스 척도 간의 상 을 구

함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인하 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DAS-C의 체척도와 모든 

하 척도는 우울, 불안, 스트 스 척도와 정  

상 을 나타냈다. 이는 DAS-C의 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우울과 불안, 스트 스가 높은 경

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DAS-C의 하

척도  SCP와 우울 간의 상 은 .65로 비

교  높은 반면, PSP와 우울 간의 상 은 .19, 

불안과의 상 은 .26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스트 스 척도의 경우에는 SCP와의 상 이 

.81, PSP와의 상 이 .75로 모두 높은 상 을 

보 다.

신뢰도

  내 합치도

  한국  DAS-C의 하 척도별 내 합치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계수를 구하 다. 

한국  DAS-C 체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83이 으며, 하 척도  자기-비  완벽주

의(SCP)는 .83, 개인 기  완벽주의(PSP)는 

.78로 반 으로 양호한 내  합치도를 보

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한국  DAS-C의 시간  안정성에 해 알

아보기 해 164명의 아동들을 상으로 3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하 다. 한국  DAS-C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체척도가 .79, SCP가 

.79, PSP가 .7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

  성별에 따른 수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한국  DAS-C와 하 척도의 

평균  표 편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

검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성별에 따른 한국  DAS-C 체척도

의 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며(t=0.16, p<.87), 각 하 척도인 SCP(t=-0.77, 

p<.44)와 PSP(t=-0.28, p<.78)의 수 차이도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수의 차이

  학년에 따른 한국  DAS-C와 하 척도의 

평균  표 편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F

검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되

어 있다. 한국  DAS-C 체척도(F=6.38, p< 

.002)와 SCP 하 척도(F=7.01, p<.001)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학년과 6학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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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별에 따른 평균 수의 차이검증

하 척도 성별 N M SD df t p

SCP

남 398 10.63  8.20

761  0.16 .87여 365 10.53  7.73

체 763 10.58  7.97

PSP

남 398 14.71  6.42

756 -0.77 .44여 365 15.04  5.42

체 763 14.87  5.96

DAS-C

남 398 25.34 12.01

761 -0.28 .78여 365 25.58 10.95

체 763 25.45 11.50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표 5. 학년에 따른 평균 수의 차이검증

하 척도 학년 N M SD F p Scheffé 

SCP

4 236  9.46 7.96

7.01*** .001 6>45 274 10.20 8.31

6 253 12.04 7.42

PSP

4 236 14.34 6.48

1.85 .1585 274 14.86 6.12

6 253 15.38 5.22

DAS-C

4 236 23.80 11.36

6.38
** .002 6>45 274 25.06 12.54

6 253 27.42 10.15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p＜.01. ***p＜.001.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비  완벽주의 수 이 높아

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울 수 에 따른 수의 차이

  아동집단의 경우에도 성인과 같이 역기능  

태도가 우울증의 유발과 유지에 련이 있는

지 살펴보기 해 연구 상자의 CDI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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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울 수 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 수의 차이검증

하 척도 우울구분 N M SD df t p

SCP
비우울 집단 628  8.55  6.24

167 -15.08*** .000
우울 집단 135 20.04  8.36

PSP
비우울 집단 628 14.50  6.03

761  -3.76*** .000
우울 집단 135 16.61  5.30

DAS-C
비우울 집단 628 23.04  9.93

177 -12.52*** .000
우울 집단 135 36.65 11.75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p＜.001.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으로 나  후, 한국

 DAS-C 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t검

증을 하 다. 두 집단을 나 는 CDI 단 은 

아동기 우울에 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우

울한 아동을 변별하는 단 으로 CDI 수 19

 이상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하 다(Gotlib 

& Hammen, 1992; Kendall, Stark, & Adam, 1990; 

Leitenberg, Yost, & Carroll-Wilson, 1986; Jordan 

& Cole, 1996).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이 각 

하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한 t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DAS-C 체척도(t=-12.52, p<000)와 각 하

척도인 SCP(t=-15.08, p<000), PSP(t=-3.76,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국  

DAS-C 체척도와 하 척도 모두에서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평균 수가 높았는데, 

이는 우울 집단의 아동들이 비우울 집단의 아

동들에 비해 역기능  태도가 더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D'Alessandro 등(2006)이 개발

한 DAS-C를 우리말로 번안한 후 척도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이 척도가 우리

나라 아동들에게 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을 탐색해 보고자 하 다. 연구 상은 D시에 

소재한 2개 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인 

남녀 학생 76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과들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련지어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DAS-C 문항은 13개 문항의 2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척도가 단일 요인

으로 제작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자기-비

 완벽주의(SCP)와 개인 기  완벽주의

(PSP)의 2요인의 다차원  요인구조를 보고한 

Dunkley, Zuroff와 Blankstein(2003), McWhinnie 

등(200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PSP는 자기 자신에 한 높은 기

과 목표를 설정, 성취에 한 염려로 특징지

워진 반면, SCP는 자신의 행동에 한 비  

평가, 다른 사람의 비 과 기 에 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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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염려로 특징지워졌다. 한, PSP가 SCP에 

비해 련 척도들과의 상 이 낮게 나타났는

데, 컨  SCP는 우울과 .65의 높은 상 을 

보인 반면, PSP는 .20의 낮은 상 을 나타냈다. 

한, 한국  DAS-C의 하 척도  SCP는 불

안, 스트 스 척도와 .61에서 .81까지의 비교  

높은 상 을 보인 반면, PSP와의 상 은 .19에

서 .75로 상 으로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련 척도들과의 상 계수는 D'Alessandro 

등(2006)과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서 보

고된 상 계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문

항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의미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서구와 한국의 문화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이에 한 체계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서와 마

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자기-비  완벽주

의(SCP) 요인의 문항들은 인 계와 성취의 

주제를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아동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서 부정 인 성취와 인 계 사건 둘 다 아

동의 자기-비  인지요인과 련된다고 보고

한 Abela와 Taylor(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

이한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우울을 유발

하는 인지  취약성인 자기-비 이 주로 성취

와 련된 부정  사건과 련된다는 Beck 

(1987)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해 McWhinnie 등(2009)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환되는 시기에는 인지  취약성

이 자기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아동의 자기개

념이 아직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

한 취약성(specific vulnerability)’이 발견되지 않

는 것이라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역

기능  태도에 해 발달  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한국  DAS-C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

과, 내 합치도 계수(Chronbach's α)가 .83으로 

나타나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 보고

된 .87과 유사한 수 이었다. 이는 Abela 등

(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Children's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CDAS)의 내 합치도 계수인 .84

와, Abela 등(2003)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 합

치도 계수인 .9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한, 

본 연구에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79로 나타났는데, 이는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 보고한 .80과 

매우 유사한 수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DAS-C가 신뢰로운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DAS-C의 수가 성별 

 학년, 우울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학년에 따른 차이는 

SCP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

이 높을수록 자기-비  완벽주의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14세 사이의 

아동을 상으로 역기능  태도척도와 성별, 

나이와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

별과는 상 이 높지 않은 반면 연령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Abela 등(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 McWhinnie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3

학년과 7학년 모두에서 SCP와 다른 거 척도

들과의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학

년에서 더 높은 상 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SCP의 높은 수가 심리사회  문

제와 련이 있으며 보다 극단 인 완벽주의

를 나타낸다는 McWhinnie 등(2009)의 주장을 

고려할 때, 아동의 자기-비 인 역기능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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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안정되기 에 이에 한 조기개입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한

국  DAS-C의 하 척도와 체척도 모두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동들이 그 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더 부정 인 도식(schemata)을 갖고 있다

고 보고한 Prieto, Cole과 Tageson(1992)의 주장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역기능  태도와 

부정  사건의 상호작용이 우울의 증가를 

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Abela 등(2003)의 연구와 

Lewinsohn, Joiner과 Rohde(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높은 수 의 역기능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우울장애 발병률이 낮은 수 의 사

람들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한 Alloy와 

Abramson(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  DAS-C는 선행연구

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비  완벽주의(SCP)

와 개인 기  완벽주의(PSP)의 2개 하 척도

로 구성되며, 비교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DAS-C 척도가 우리나라 아동의 역기능  태

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도구

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제한 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의 4～6학년 등학생만을 

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

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지

역,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포함한 보다 

표 인 표본을 상으로 연구가 보완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역기능  태도척도는 

서구문화 속에서 확인된 역기능  신념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척도의 문항들

이 한국문화와 한국아동에게 얼마나 한 

것인가 하는 것에 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실

제로 심각한 수 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후속연구에서

는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임상집단의 아

동들을 상으로 역기능  태도척도의 타당도

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

구가 안고 있는 한계 이 후속연구를 통해 보

완될 수 있다면, 아동용 역기능  태도척도는 

아동의 우울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보다 효

과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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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Jung-A Lee                   Hyunhee Chung

Keimy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DAS-C), which was developed to measure cognitive vulnerability of depression 

in childhood.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763 children in the 4th, 5th, and 6th grade at 2 elementary 

schools in D City. Results showed that the Korean DAS-C is consisted of 2 factors: Self-Critical 

Perfectionism(SCP)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PSP).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Korean 

DAS-C and its subsca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ch variables as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orean DAS-C was found to be adequate, and the test-retest reliability(.79) 

indicated temporal stability of the scale. The current study explored whether the Korean DAS-C scores 

differed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grade, and depression level. Results showed that 6th graders 

received a higher score on SCP than 4th graders. In addition, children in the depressed group showed 

higher scores on all DAS-C subscales, especially on the SCP, compared to those in the nondepress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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