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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implement a social cognitive reinforcement 
program for children with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s and to substantiate its effects by 
comparing it with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s.    
Methods: Twenty-one children with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s were selected through CCC-2, 
K-SCQ, K-WISC-III and clinical interviews. Children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of two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1 received 10 sessions of the social 
cognitive reinforcement program, whereas experimental group 2 received 10 sessions of a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No interventions were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other groups' post-tests by groups, experimental group 1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oop, digit span and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s, as well as comprehension, nonverbal 
communication, self-assertion, and self-control. Experimental group 1 was also demonstra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cores for CCTT-2, picture arrangement, read the mind, and picture 
completion. Second, in a three-month follow-up, the experimental group 1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sults, picture arrangement, 
mind reading, picture completion, pragmatic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Keywords: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s, social cognitive reinforcement program, social cognition, 
executive function, communication skil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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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social communication disorder, 이하 SCD

로 표기)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 제한된 관심이나 반복적인 행

동을 동반하지는 않으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시 지속

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로 DSM-5에 새롭게 추가된 진단

명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구체적으로, 

SCD 아동은 사회적 맥락에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예: 인사

하기, 정보 공유하기, 사회적 목적에 맞는 의사소통 등), 사회

적 맥락 혹은 상대방의 요구에 적절하게 의사소통 방법 변경

하기(예: 교실과 운동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성인과 또

래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등), 이야기 규칙 따르기, 비언

어적 신호 이해 및 사용하기, 명시적 기술이 아닌 애매모호한 

의미 이해하기(예: 관용어, 유머, 속담 등의 숨은 의도 파악하

기) 등에서 어려움이 수반된다(APA, 2013; Jin & Pae, 2014). 그 

결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사회상황에서의 수행, 사회적 관계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723/kjcs.2018.39.5.45&domain=pdf&date_stamp=2018-10-31


 Jung, Kim, and Park   46

형성의 곤란이 초래되며, 학업성취 뿐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

기까지 직업 수행, 가정생활 및 사회적응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PA, 2013; Burukner-Werman, 

Laor, & Golan, 2016; Jin & Pae, 2014). 그러나 SCD의 진단 기

준이 제시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SCD 아동 및 청소년의 특

성에 대한 이해와 중재 방안 등 관련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Kweon & Jeon, 2016; Lockton, Adams, & Collins, 

2016; Shin, 2017; Vivanti et al., 2013). 

최근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SCD의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들로서, DSM-5 기준

에 맞는 진단 척도를 개발하거나, 다른 장애들과의 차이에 

대한 고찰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Gibbs, Aldridge, Chandler, 

Witzlsperger, & Smith, 2012; Jin & Pae, 2014; Kweon & Jeon, 

2016; Lockton et al., 2016; Norbury, 2014; Shin, 2017). 과거 

DSM-5 이전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주요 특성들 중 하나로서 아스퍼거장애나 고기능자폐장애

로 진단되었다(Jin & Pae, 2014; Y. S. Kim et al., 2014; Kweon 

& Jeon, 2016). 또한 기존 DSM-Ⅳ에 의해 아스퍼거장애 또는 

고기능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DSM-5 진

단 기준을 적용했을 때, SCD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

들이 속속 발표되었다(Y. S. Kim et al., 2014; H. J. Lee, 2014; 

Mattila et al., 2011; Shin, 201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SCD 아동을 위한 치료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스퍼거장애와 고기능자폐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특

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

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능력의 손상이 발견된다는 연구결과들에 주목하

였다(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2013; 

Howlin, Baron-Cohen, & Hadwin, 2001; Joseph, Tager-Flusberg, 

& Lord, 2002; M.-R. Kim, Yoo, & Lim, 2011; Na, 2006; G. H. 

Seo, 2002; White et al., 2014). 사회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신적 작용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

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사회적 상황 및 타인의 생각과 감정

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Brothers, 1990). 구체적

으로 자신과 타인의 표정, 행동 등의 사회적 정보를 지각하는 

능력,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마음읽기 능력,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탐색 및 평가하여 행동으로 작동시키는 능력 등을 포

함한다(Green & Horan, 2010). 그 중 마음읽기 능력은 사회인

지의 핵심 능력으로, 고기능자폐장애와 아스퍼거장애의 사

회적 의사소통 결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wler, 1992; Hale 

& Tager-Flusberg, 2005; Howlin et al., 2001; S. K. Lee & Kim, 

2008; G. H. Seo, 2002).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들은 반응의 억제 및 주의조절, 작업기억 등과 연관된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에서도 결함을 나타냈으며(Corbett, 

Constantine, Hendren, Rocke, & Ozonoff, 2009; Geurts, Verté, 

Oosterlaan, Roeyers, & Sergeant, 2004; E.-Y. Kim & Yoo, 2017; S. 

K. Lee, Do, & Jung, 2016; Robinson, Goddard, Dritschel, Wisley, 

& Howlin, 2009; Rosenthal et al., 2013; G. H. Seo, 2002; Verte, 

Geurts, Roeyers, Oosterlaan, & Sergeant, 2006), 이러한 실행기

능의 문제는 사회인지 및 자기조절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Jin & Pae, 2014; Stichter, O’Connor, Herzog, 

Lierheimer, & McGhee, 2012). 

그러나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인지적 특성보다 언어적 중

재 혹은 사회기술훈련을 통한 사회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Adams et al., 2012; Bock, 2007; Chung et al., 2007; 

On & Shin, 2007; Yoon & Kwak, 2005). 이들 선행 프로그램들

은 치료 회기 중 특정 상황과 관련된 언어적 또는 행동적 기술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습 상황에서는 행동적 개선을 보

였으나 이를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On & Shin, 2007; Yoon & Kwak, 2005). 한편, 

몇몇 연구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인지적 결함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음이론에 근거한 중재들을 새로이 시

도하였다(Bauminger, 2002; Cho & Lee, 2005; S. K. Lee & Kim, 

2008; J. Y. Moon, 2010; G. H. Seo, 2002). 이러한 개입은 마음

읽기능력과 사회기술을 향상시킨 반면, 여전히 사회적 정보를 

인식하고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적임이 

드러났다(G. H. Seo, 2002). 이는 사회인지를 다양한 사회적 상

황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통합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J. S. Lee & Cho, 2008). 

또한, 실행기능이 사회인지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

들이 제기되었다(Carlson, Moses, & Hix 1998; Fisher & Happé, 

2005; J. Moon & Shin, 2017; Moses, 2001;  Perner & Lang, 

2000; Rusell, Jarrold, & Potel, 1994; Yoo & Kim, 2017). 이를 근

거로 아스퍼거장애와 고기능자폐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

수의 치료적 개입 연구들은 실행기능과 마음읽기능력에 초점

을 맞춰 다차원적인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사회성을 향

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J. S. Lee & Cho, 2008; 

Solomon, Goodlin-Jones, & Anders, 2004; Stichter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SCD 아동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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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사회인지를 강화시키는 것의 필요

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사회인지 과정은 자신 및 타인의 표정, 

행동 등의 사회적 정보를 지각, 해석하여 타인의 의도를 파악

하고,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탐색, 평가하여 이를 행동으로 작

동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므로(Dodge, 2014), 사회인지

적 개입과 더불어 사회인지의 제반이 되는 실행기능과 행동으

로 적용되는 의사소통기술에 중점을 둔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하였다(Cho & Lee, 2005; Dodge, 2014; Fisher & 

Happé, 2005; Hwa-Froelich, 2015; Moses, 2001; Perner & Lang, 

2000; Yoo & Kim, 2017).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CD 아동의 사회인지를 촉진

시키기 위해 먼저 실행기능을 살펴보았다. 특히 실행기능 중 

반응억제, 주의조절, 작업기억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로 보고되었다(H. Lee, Kwon, & Chun, 2017). 

반응억제는 부적절한 반응 및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주의조

절은 상황과 과제의 요구에 따라 주의를 조절하고 전환하는 

능력, 작업기억은 언어이해, 추론, 문제해결 등의 복잡한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 및 조작

하는 능력을 각각 가리킨다(Baddeley, 2003; H. Lee et al., 2017; 

J. Lee, 2017; S. K. Lee, Do, & Jung, 2016). 이러한 실행기능은 

중요한 사회적 단서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며, 목표 행동

을 위해 주의를 조절하고,  적절한 문제해결을 하도록 이끌어 

사회인지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반복적인 실행기능 

훈련이 사회인지의 증진을 가져왔다는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Fisher & Happé, 2005; Moses, 2001; Perner & Lang, 2000).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 향상을 위해 컴퓨터 기반 훈련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실행기능 증진을 위한 컴퓨터 훈련 프

로그램들은 주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이

는 작업기억, 행동억제력과 관련된 실행기능의 향상 및 유지

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Klingberg et al., 2005; Klingberg, 

Forssberg, & Westerberg, 2002; Kweon, Rhee, & Kim, 2015; 

Song, Kwon, & Lee, 2013). 이러한 훈련은 ADHD 아동 뿐 아니

라, 다양한 인지적 결함을 지닌 아동들에게도 유용하다는 주

장에 근거하여(Kweon, Rhee, & Kim, 2015), SCD 아동에게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개입의 효과가 회기 내 상황에 국한되어 있다

는 한계점과 관련하여, 회기 내 학습한 기술들을 다양한 사회

적 맥락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지적 

요인들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D. H Kim & 

Lee, 2015; G. H. Seo,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치료

의 자기감찰(self-monitoring) 요인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잘 인

식하는 데 종종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yles & Simpson, 

2001; Oh, Hwang, & Lim, 2013). 자기감찰은 상황에 따른 자

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으로, 자신

의 상황 및 감정 인식, 적절한 행동을 위한 자기조절을 용이하

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감

찰훈련과 더불어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타인에

게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하는 타인감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타인감찰을 통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회적 상황을 파악

하고 타인의 행동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마음읽기훈련

을 병행하였다. 이때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

들은 시각적 자극을 선호하며 이에 기초한 중재가 효과적이었

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자료

들을 적극 활용하였다(Park, Choi, & Hwang, 2010; Rao, Beidel, 

& Murray, 2008). 

한편, 사회인지 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평가, 선택 및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 규

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Cho & Lee, 2005; Dodge, 2014; 

Hwa-Froelich, 2015). 그러나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

닌 아동들은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것으로 드러나(Gresham, Sugai, & Horner, 2001) 체계적

인 의사소통기술을 학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ho & Lee, 

2005; Volkmar & Kli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강

화를 위한 실행기능훈련, 사회인지훈련(자기/타인감찰, 마음

읽기)과 더불어 의사소통기술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기술훈련은 사회인지훈련을 병행함으로

써 자신, 타인,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된 의

사소통기술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화 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SCD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인

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기능훈련, 사회인

지훈련(자기/타인감찰, 마음읽기), 의사소통기술훈련을 통합

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통제

집단의 연구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집단 1을 대상으로는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실험집단 2를 대상으로는 사회기

술훈련 프로그램이 각각 실시되었다. 실험집단 2의 경우, 사

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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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이에 근거하여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

었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은  선행 프로그램

들에서 주요하게 다룬 정서인식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문제

해결훈련으로 구성되었다(Scharfstein, Beidel, Sims, & Finnell, 

2011). 통제집단에게는 어떤 처치도 실시되지 않았다. 나아가 

프로그램 종료 후와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세 집단의 실행기

능, 사회인지, 의사소통기술 관련 변인들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SCD 아동을 위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실행기능, 

사회인지, 의사소통기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 실시 후 SCD 아동의 실행기능, 사회

인지, 의사소통기술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에

도 유지되는가?

연구방법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절차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C. D. Kim, 

Kim, Sin, Lee, & Choi, 2011). 1단계에서는 SCD 아동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후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프로

그램의 구성 요인과 세부 활동을 계획하였다. 3단계에서는 예

비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한 후 전문가들에 의해 적합도 등을 

점검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4단계에서는 최종적

으로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적합도 검증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예비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은 실

행기능훈련, 사회인지훈련(자기/타인감찰훈련, 마음읽기훈

련), 의사소통기술훈련이며, 도입(1회기), 전개(2-7회기), 종결

(8회기)의 3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예비 프로그램은 2017년 5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 매 회기 60분, 총 8회기로 서울 소재 N지역아동센터에

서 2∼4학년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 후, 지도교수 1인과 아동상담전문가 4인과의 논의를 거

쳐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근거, 논리적 연결성, 프로그램 구

성요인 및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적합도 등을 점검 받았으며, 

매 회기별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아동들의 평가와 지

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피드백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수

정, 보완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기 수와 시간을 늘렸으며, 참여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이미지를 활용한 심리교육을 

추가하고, 자기/타인감찰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아동 스스로 

과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야기 순서를 연결해 보고, 이야기에 등

장하는 인물의 감정과 행동의 의도를 생각해 내는 개인 활동

을 매 회기에 추가하였으며, 의사소통기술훈련 중 나-전달법

을 추가 보완하였다.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모집은 서울시 지역공부방 협의회에 프로그램

의 취지와 내용, 운영 방법, 실시 기간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원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11곳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상 아

동은 DSM-5의 기준에 의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 사회적인 사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별적 또는 복

합적인 결함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계, 

학업적 성취에 제한을 야기하고, 해당 증상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장애 또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동

으로 선별하였다(APA, 2013). 이에, 자원한 아동들 중 해당 지

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가 실시한 아동기 의사소통 체크리

스트(CCC-2)의 GCC 58점 이하, PRAG 17점 이하에 중복 해

당하며, 아동의 부모가 보고하는 자폐 성향 판별을 위해 한국

판 사회적 의사소통 질문지(K-SCQ) 12점 이하에 해당하는 37

명을 1차 선별하였다. 이들 중 현재 심리, 언어치료 등의 중재

를 받고 있는 대상을 제외한 31명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가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K-WISC-Ⅲ)를 실시해 전체 평균 80점 

이상인 26명을 2차로 선별하였다. 2차 선별 대상자 중 부모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는 아동 3명과 일정상 참석이 어려

운 아동 2명을 제외한 21명이 최종 선정되어 실험집단 1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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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2 (7명), 통제집단(7명)에 각각 무작위로 배정되었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3

명이며, 학년은 2학년이 8명, 3학년이 5명, 4학년이 5명, 5학년

이 3명이었다. 

연구도구

실행기능 

    

①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 검사(The Stroop Color And Word 

Test, [STROOP])

Goden (1975)이 개발하고 Sin과 Park (2007)이 5-14세 정상아

동 770명이 참여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억제 과정의 효

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단어

의 색과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동화된 반응을 억

제하고 글자의 색상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점수를 측정한다. 

간섭 점수는 색상 점수에서 색상-단어 점수를 뺀 것으로 측정

하며 연령별 규준에 의해 간섭 표준 점수로 환산된다. 간섭 표

준 점수가 높을수록 간섭에 대한 억제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7이었다.  

② 아동 색 선로 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2, [CCTT-2]) 

Williams 등(1995)이 개발한 검사를 Sin과 Ku (2007)가 5-15세 

정상아동이 참여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검사

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시각적 탐색속도, 주의조절, 정신상

태의 이동(mental-set-shifting)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피험자

가 모든 숫자 자극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

정한 뒤, 연령 기준에 맞춰 표준 점수로 환산된다. 표준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5였다. 

③ 숫자 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Wechsler (1991)가 개발, 개정한 웩슬러 아동지능검사(WISC-

Ⅲ)를 Kwak, Park과 Kim (2002)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 웩슬

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의 소검사 중 숫자 외우기를 사

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두 번의 

시행을 하게 되며, 두 시행을 모두 통과하면 2점, 한 시행만 통

과하면 1점, 두 시행 모두 실패하면 0점을 받게 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32점이며, 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연령 기준

에 맞춰 표준 점수로 환산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 집

중력과 작업 기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7이었다. 

사회인지

① 정서인식 척도(Emotional Quotient) 

Y. L. Moon (1997)이 개발한 초등학생용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47개 문항으로 자기 정서인식, 타인 정서인식, 정

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였으며, 하위 척도인 정서인식

은 .72였다.

②  마음읽기 검사(Reading the Mind)

Happé (1993)의 이상한 이야기 과제와 Baron-Cohen, O’riordan, 

Stone, Jones와 Plaisted (1999)의 헛디딤 탐사 과제를 Ghim 등

(2007)이 각색, 개발한 ‘선의의 거짓말’, ‘풍자’, ‘헛디딤 말’ 과제

를 사용하였다. 선의의 거짓말, 풍자 과제는 각 과제에서 4개의 

질문이 제시되며, 각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맞히는 경우에 1점, 틀

리는 경우에 0점을 받게 된다. 헛디딤 말 과제는 3개의 질문이 

제시되며 각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맞히는 경우에 1점, 틀리는 경

우에 0점을 받게 된다. 각 아동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산출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 읽기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③ 눈으로 마음읽기 검사(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Baron-Cohen, Wheelwright, Hill, Raste와 Plumb (2001)이 개발

한 눈으로 마음읽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28개 문항으로 얼

굴 영역 중 눈 주변에 초점을 맞춘 흑백 사진을 제시한 후 정

답을 맞히면 1점, 맞히지 못하면 0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표정을 변

별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④  빠진 곳 찾기 검사(Picture Completion Test)

Wechsler (1991)가 개발, 개정한 웩슬러 아동지능검사(WISC-

Ⅲ)를 Kwak 등(2002)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K-WISC-Ⅲ)의 소검사 중 빠진 곳 찾기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질문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기

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변별

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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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에 1점, 틀리는 경우에 0점을 받게 된

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30점으로 연령 기준에 맞춰 환산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이었다. 

⑤ 차례맞추기 검사(Picture Arrangement Test) 

Wechsler (1991)가 개발, 개정한 웩슬러 아동지능검사(WISC-

Ⅲ)를 Kwak 등(2002)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K-WISK-Ⅲ)의 소검사 중 차례맞추기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계획 능력,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 시

각적 구성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

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 당 완수

한 시간에 따라 0-5점을 얻게 되며, 원점수 범위는 0-70점으

로 연령기준에 맞춰 환산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7이었다. 

⑥ 이해 검사(Comprehension Test)

Wechsler (1991)가 개발, 개정한 웩슬러 아동지능검사(WISC-

Ⅲ)를 Kwak 등(2002)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K-WISK-Ⅲ)의 소검사 중 이해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규칙 및 개념

에 대한 이해 능력, 사회적 지능, 원인-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언어적 이해력 및 표현력 등을 평가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총 18문항으로 구두로 제시되는 질문의 답을 정

확하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2점,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는 1점, 오답을 말하는 경우에는 0점을 받게 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36점이다. 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연령기준에 맞춰 

환산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였다. 

의사소통기술

① 사회기술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Gresham과 Elliott (1990)이 개발한 것을 Chun과 Park (2013)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이 속해 있는 지역

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총 30개의 문항

으로, 자기주장, 협력, 자기통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아주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

었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자기주장이 .90, 협력이 .83, 자

기통제가 .87이었다. 

② 아동용 의사소통 체크리스트(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 [CCC-2])

Bishop (2003)이 개발한 척도를 Y. K. Seo와 Ahn (2015)이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이 속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구조적 언어 능

력을 평가하는 하위 척도 4개, 화용적인 언어능력을 평가하

는 하위 척도 4개, 비언어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하위 척도 2개

의 총 10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D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전체 척도와 화용적인 언어능력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화

용적인 언어능력 척도 중 상동행동을 제외한 부적절한 시작

하기, 맥락사용, 비구어적 의사소통 등의 3개 척도를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0-3점(일주일에 한 번 이하[0점], 매일 여러 번
[3점])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영역별 원점수를 합산한 

후 표준 점수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화

용언어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화용적인 언어능력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부적절한 시작하기가 .78, 

맥락사용이 .86, 비구어적 의사소통이 .84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예비검사, 사전 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 검사, 추

후 검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객관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통제집단의 연구 설계

로 이루어졌다. 실험집단 1을 대상으로는 사회인지 강화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2를 대상으로는 사회적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사회기

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Jeon & Kim, 2018; On & Shin, 

2007; Scharfstein et al., 2011; Yoon & Kwak, 2005). 통제집단을 

대상으로는 어떤 처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SCD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

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인은 정서인식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이다(Scharfstein et al., 2011). 도입단계(1회기)에

서는 라포 형성 활동과 프로그램 소개를 실시하였다. 전개단

계(2-8회기)는 정서인식훈련과 의사소통기술훈련을 중점적으

로 연습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얼굴 표정 분류,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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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 및 실습, 표정과 감정 연결하기, 공감적 반응 훈

련, 나-전달법 교육 및 연습으로 이루어졌다. 종결단계(9-10회

기)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경험한 사례를 통해 연습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프로

그램의 세부 구성은 Table 1과 같다. 

프로그램의 운영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1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M상담 센터에서 2017년 6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2를 대상으로 서울 소재 D지역아

동센터에서 2017년 6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각각 주 2회, 

매 회기 90분씩, 각각 총 10회기가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의 

주 진행은 아동가족심리치료전공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본 연

구자가 맡았으며, 아동가족심리치료전공의 석사과정생 1인, 

지역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1인이 연구보조자로서 프로그

램의 진행을 도왔다. 연구보조자들은 연구자와 함께 프로그램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였으며, 매 회기 전후 모임을 갖

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실험집단 1, 실험

집단 2 및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25일부터 6월 13

일까지 프로그램 사전 검사를,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

Table 1
Procedures of the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Session Goal Contents

1
- Orientation
- Ice breaking
- Introducing myself

-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guide 
- Image game
- Introducing my favorite things

2 - Emotion awareness
- Communication skill Ⅰ : Listening

- Mood check
- How to be a good listener
- “Look at my face” 

3 - Understanding others’ emotions
- Communication skill Ⅰ : Listening

- Mood check
- Listening practice : Introducing my friend 
- “Look at my face” 

4 - Communication skill Ⅱ : Empathetic response training

- Mood check
- Listening practice
- Empathetic SNS 
- Sharing feelings

5
- Communication skill Ⅱ :  Empathetic response training
- Communication skill Ⅲ : Expression of appreciation 

- Mood check
- Empathetic SNS
- How to express appreciation

6 - Communication skill Ⅲ : Expression of appreciation - Mood check
- Expression of appreciation practice

7 - Communication skill Ⅳ : I-Message
- Mood check
- Understanding Communication skill (I-Message) 
- Role playing

8 - Communication skill Ⅴ : Requesting & rejecting
- Mood check
- Understanding requesting & rejecting  
- Role playing

9 - Communication skill Ⅵ : Problem solving (Understanding) - Mood check
- “Problem solver”

10 - Communication skill Ⅵ : Problem solving (Practice)
- Mood check
- “Problem solver”
- Sharing feelings /end-of-program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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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를 

대상으로는 각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20일부

터 12월 5일까지 추후검사가 이루어졌다. 통제집단에게는 본 

연구자가 추후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및 통제집

단 간 각 척도의 사전검사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

Wallis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 집단 간 사후검

사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

하였고,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

다. 세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 간 추후검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ey U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 내 사전-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SCD 아동을 위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

인은 실행기능훈련, 사회인지훈련 및 의사소통기술훈련으

로 이루어졌다(Friedberg, McClure, & Garcia, 2016; Gardner 

& Steinberg, 2005; Germann, Kirschenbaum, & Rich, 2006; Jin 

& Pae, 2014; Ketelaars, Cuperus, Jansonius, & Verhoeven, 2010; 

Stuss et al., 2005). 본 프로그램의 매 회기는 인사 나누기 및 기

분 점검하기, 실행기능훈련, 사회인지훈련(자기/타인감찰훈

련, 마음읽기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피드백 나누기의 순으

로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도입, 전개, 종결 단계로 이

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도입단계(1회기)는 자기소개, 라포형

성,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화, 실행기능훈련, 타인/자기감

찰 심리교육, 마음읽기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으로 구성되었

다. 전개단계(2-8회기)는 실행기능훈련, 자기/타인감찰훈련, 

마음읽기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으로 되어 있다. 아동의 주의

조절, 반응억제, 작업기억 능력을 높이는 실행기능훈련을 위해

서는 하이코그(Kwon, Rhee, & Kim, 2015)에서 개발한 닥터 아

이마스터, 박수 인지, 닥터 밀러를 매 회기마다 반복 시행하였

으며, Easy, Medium, Hard로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훈련하

였다. 자기/타인감찰훈련은 2-4회기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

정, 사고, 행동에 대한 감찰로 세분화하였으며, 5-8회기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상황에 근거하여 이들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

이는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였다. 마음읽기훈련은 글자 없는 그

림카드를 순서대로 맞추는 활동으로 인과관계 파악, 시간 순

으로 스토리 연결, 등장인물의 감정 추측, 다음에 일어날 상황 

추론의 4단계로 구성하여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등장인물

들의 감정 및 행동 의도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였다. SCD 아동

의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자

신의 감정과 사고를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며, 상황-

감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전달법을 활용하였다. 종결단계

(9-10회기)는 이전 단계에서 훈련한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지적 예행연습을 통해 점검 및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은 Table 2와 같다.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및 통제집단 간 사전검

사 비교

프로그램 사전검사 시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및 통제집단 간 

실행기능(스트룹, CCTT-2, 숫자외우기), 사회인지(정서인식, 

마음읽기, 눈으로 마음읽기,  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 이해), 

의사소통기술(화용언어, 사회기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각 

척도에서 세 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 간의 동질성이 검증

되었다.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및 통제집단 내 사전-

사후검사 비교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및 통제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점수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험집단 1의 경우, 스트룹(z = -2.317, p 
< .05), CCTT-2 (z = -1.992, p < .05), 숫자외우기(z = -2.388, p 
< .05)에서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인식(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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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 < .05), 마음읽기(z = -2.375, p < .05), 눈으로 마음읽기

(z = -2.032, p < .05), 빠진곳찾기(z = -2.366, p < .05), 차례맞추

기(z = -2.375, p < .05), 이해(z = -2.375, p < .05)에서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맥락사용(z = -2.232, p < .05), 비

구어적 의사소통(z = -2.264, p < .05), 자기주장(z = -2.047, p < 

.05), 자아통제(z = -2.201, p < .05)에서도 사전-사후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한편, 실험집단 2의 경우, 정서인식(z = -2.028, 

p < .05)과 맥락사용(z = -2.06, p < .05)을 제외한 다른 척도에

Table 2
Procedures of the Social Cognition Program 

Session Goal Contents

1 - Orientation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easy)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Ⅰ : Psychoeducation
- Mind reading training :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Ⅰ : Self-assertion

- Social cognition training program guide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Finding monsters”, “Look at my face”
- “Making a story Ⅰ” 
- Introducing my favorite things

2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easy)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Ⅰ : Emotions
- Mind reading training Ⅰ :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Ⅱ : Listening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I’m a monster (emotions)” “This is my emotion”   
   “Look at my eyes”
- “Making a story Ⅰ”
- “I’m a listener”

3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easy)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Ⅱ : Thoughts
- Mind reading training Ⅱ :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Ⅲ : I-message (perspective thinking of self )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I’m a monster (thoughts)”  “This is my thought”   
  “Look at my eyes”
- “Making a story Ⅱ”
- “I-message”(perspective thinking of self )

4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medium)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Ⅲ : Behaviour
- Mind reading training  Ⅱ: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Ⅲ : I-message (perspective thinking of self )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I’m a monster (behaviour)” “I wish”, “Look at my eyes”
- “Making a story Ⅱ”
- “I-message”(perspective thinking of self )

5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medium):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Ⅳ : Monitoring
- Mind reading training Ⅲ :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Ⅳ: I-message (perspective thinking of  others)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Monsters’ war”,
  “Connection of situation-thought-emotion-ehaviour”
- “Making a story Ⅲ”
- “I-message”(perspective thinking of others)

6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medium)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Ⅳ: Monitoring
- Mind reading training Ⅲ :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Ⅳ: I-message (perspective thinking of  others)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Monsters’ war”, 
  “Connection of situation-thought-emotion-ehaviour”
- “Making a story Ⅲ”
- “I-message”(perspective thinking of others)

7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medium):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Ⅳ: Monitoring
- Mind reading training Ⅳ: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Ⅴ: Communication skill practice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Monsters’ war”, 
  “Connection of situation-thought-emotion-ehaviour”
- “Making a story Ⅳ” 
- “Counseling center”

8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hard)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Self/other-monitoring Ⅳ : Monitoring
- Mind reading training Ⅳ: Understanding others’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 Communication skill Ⅴ: Communication skill practice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Monsters’ war”, 
  “Connection of situation-thought-emotion-behaviour”
- “Making a story Ⅳ” 
- “Counseling center”

9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hard)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Rehearsal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Problem solver”

10 - Executive function training (hard) : Attention, inhibition, working memory
- Rehearsal
- Conclusion

- Eye master, Clapping cog, Doctor miller
- “Problem solver”
- Sharing feelings
- End-of-program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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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집단의 

경우, 차례맞추기(z = -1.983, p < .05), 자기주장(z = -2.04, p < 

.05), 협력(z = -2.06, p < .05)에서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및 통제집단 간 사후검

사 비교

프로그램 사후검사 시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및 통제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과 Bonferroni 

correction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실행기능의 스트룹( χ2 = 7.053, p < .05), CCTT-2( χ2 

= 7.564, p < .05), 숫자외우기( χ2 = 6.3, p < .05)에서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 1이 통제집단에 

비해 스트룹과 숫자외우기 수준이 높았으며, 실험집단 1이 통

제집단에 비해 CCTT-2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지의 마음읽기( χ2 = 10.796, p < .01), 눈으로 마음읽기

( χ2 = 6.128, p < .05), 빠진 곳 찾기( χ2 = 8.693, p < .05), 차례맞

추기( χ2 = 8.36, p < .05), 이해( χ2 = 10.519, p < .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 1이 실험집단 

2에 비해 눈으로 마음읽기와 이해 수준이 높았으며, 실험집단 

1이 실험집단 2와 통제집단에 비해 마음읽기, 빠진곳찾기, 차

례맞추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기술 중 화

용언어 하위 척도인 비구어적 의사소통( χ2  = 7.71, p < .05), 사

회기술의 하위 척도인 자기주장( χ2 = 12.32, p < .01), 자아통제

( χ2 = 11.6, p < .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실험집단 1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주장과 비구어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았으며, 자아통제 수준은 실험집단 1이 실

험집단 2와 통제집단에 비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 간 추후검사 비교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의 추후검

사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ey U 검정을 실시

Table 3
Pre-test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1, Experimental Group 2 and Control Group

Mean rank
χ2 df  ( p )Experimental 1

(n = 7)
Experimental 2

(n = 7)
Control 
(n = 7)

Executive function
STROOP 8.14 14.36 10.5 3.588 2 (.166)
CCTT-2 10.36 10.71 11.93 1.244 2 (.542)
Dight span 10.79 11.93 10.29 .248 2 (.883)

Social cognition
Emotion recognition 10.86 12.29 9.86 .547 2 (.761)
Reading the mind 11.07 8.43 13.5 2.397 2 (.302)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12.07 8.93 12.00 1.181 2 (.554)
Picture completion 11.64 9.64 11.71 .52 2 (.771)
Picture arrangement 11.00 8.36 13.64 2.573 2 (.276)
Comprehension 13.07 12.36 7.57 3.49 2 (.175)

Communication skill
Pragmatic aspect of communication

Inappropriate initiation 8.07 13.14 11.79 2.947 2 (.229)
Use of context 7.79 11.29 13.93 2.887 2 (.143)
Non-verbal communication 11.79 12.64 8.57 1.836 2 (.399)

SSRS
Total 9.36 10.5 13.14 1.376 2 (.503)
Self-assertion 10.14 12.36 10.5 .544 2 (.762)
Cooperation 8.64 12.29 12.07 1.534 2 (.464)
Self-control 9.79 9.57 13.64 1.927 2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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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ng the Scores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of the Experimental Group 1, Experimental Group 2 and Control Group

Group n Pre-test Post-test zMedian Range Median Range
Executive function

STROOP Experimental 1 7 39.00 24.00~56.00 65.00 58.00~68.00 -2.371*
Experimental 2 7 55.00 45.00~64.00 55.00 45.00~64.00 -.543
Control 7 48.00 43.00~49.00 43.00 41.00~54.00 -.542

CCTT-2 Experimental 1 7 54.00 38.00~57.00 59.00 56.00~63.00 -1.992*
Experimental 2 7 55.00 35.00~59.00 50.00 41.00~54.00 -.423
Control 7 53.00 43.00~58.00 50.00 37.00~59.00 -.943

Dight span Experimental 1 7 9.00 8.00~11.00 12.00 10.00~15.00 -2.388*
Experimental 2 7 11.00 7.00~12.00 11.00 9.00~12.00 -.378
Control 7 8.00 7.00~14.00 7.00 7.00~10.00 -1.186

Social cognition
Emotion recognition Experimental 1 7 2.75 2.13~3.00 3.00 2.75~3.38 -2.023*

Experimental 2 7 2.75 2.38~3.13 3.75 2.75~4.00 -2.028*
Control 7 2.75 1.88~2.88 3.00 2.63~3.75 -1.841

Reading the mind Experimental 1 7 7.00 6.00~9.00 10.00 9.00~11.00 -2.375*
Experimental 2 7 7.00 3.00~8.00 7.00 2.00~8.00 -1.19
Control 7 8.00 5.00~10.00 7.00 5.00~9.00 -1.633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Experimental 1 7 17.00 13.00~19.00 21.00 19.00~23.00 -2.032*
Experimental 2 7 15.00 7.00~18.00 19.00 8.00~21.00 -1.275
Control 7 14.00 13.00~21.00 15.00 10.00~19.00 -1.169

Picture completion Experimental 1 7 7.00 5.00~8.00 9.00 9.00~13.00 -2.366*
Experimental 2 7 6.00 6.00~7.00 7.00 2.00~8.00 -.954
Control 7 7.00 5.00~10.00 6.00 5.00~9.00 -.647

Picture arrangement Experimental 1 7 9.00 5.00~10.00 14.00 11.00~16.00 -2.375*
Experimental 2 7 6.00 2.00~10.00 8.00 5.00~11.00 -1.018
Control 7 10.00 6.00~12.00 9.00 5.00~10.00 -1.983*

Comprehension Experimental 1 7 8.00 8.00~9.00 13.00 11.00~14.00 -2.375*
Experimental 2 7 8.00 7.00~9.00 8.00 6.00~9.00 -.085
Control 7 7.00 7.00~8.00 6.00 5.00~7.00 -1.913

Communication skill
Pragmatic aspect of communication
Inappropriate initiation Experimental 1 7 5.00 5.00-5.00 5.00 5.00~6.00 -1.857

Experimental 2 7 7.00 5.00-7.00 5.00 5.00~7.00 -.272
Control 7 5.00 5.00-6.00 6.00 5.00~6.00 -.368

Use of context Experimental 1 7 2.00 2.00-3.00 5.00 4.00~5.00 -2.232*
Experimental 2 7 3.00 2.00-4.00 5.00 5.00~5.00 -2.06*
Control 7 3.00 3.00-4.00 4.00 2.00~5.00 -.539

Non-verbal communication Experimental 1 7 2.00 2.00-6.00 5.00 3.00~7.00 -2.264*
Experimental 2 7 3.00 2.00-4.00 4.00 3.00~5.00 -1.823
Control 7 2.00 0.00-4.00 3.00 2.00~3.00 -.342

SSRS

Total
Experimental 1 7 2.5 1.9-2.77 2.70 2.53~2.86 -1.521
Experimental 2 7 2.33 2.03-2.77 2.50 2.37~2.80 -.847
Control 7 2.47 2.37-2.53 2.30 2.17~2.40 -2.207*

Self-assertion
Experimental 1 7 2.50 2.10-2.80 3.00 2.60~3.10 -2.047*
Experimental 2 7 2.80 1.50-3.10 3.00 2.80~3.30 -1.265
Control 7 2.70 2.30-2.80 2.60 2.20~2.70 -2.04*

Cooperation
Experimental 1 7 2.00 1.80-2.90 2.40 2.30~2.90 -.946
Experimental 2 7 2.40 2.20-2.70 2.40 1.80~2.60 -.169
Control 7 2.40 2.20-2.70 2.20 2.10~2.40 -2.06*

Self-control
Experimental 1 7 2.10 1.70-2.80 3.00 2.70~3.00 -2.201*
Experimental 2 7 2.00 2.00-2.50 2.60 2.20~2.80 -1.183
Control 7 2.20 2.30-2.50 2.10 2.10~2.30 -1.27

*p < .05.
 †사분범위(25th%-7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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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t-test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1, Experimental Group 2 and Control Group

Group n M±SD Mean rank Kruskal-Wallis Bonfferoniχ2 p
Executive function

STROOP Experimental 1 7 62.71 ± 7.01 15.5 7.053* .03 a
Experimental 2 7 52.29 ± 16.27 10.79 ab
Control 7 44.71 ± 13.22 6.71  b

CCTT-2 Experimental 1 7 60.29 ± 5.79 16.21 7.564* .02 a
Experimental 2 7 46.86 ± 10.74 7.86  b
Control 7 48.43 ± 11.04 8.93  b

Dight span Experimental 1 7 12.19 ± 2.05 15.36 6.3* .04 a
Experimental 2 7 10.00 ± 2.64 10.5 ab
Control 7 8.57 ± 2.76 7.14  b

Social cognition
Emotion recognition Experimental 1 7 3.00 ± .42 9.64 1.728 .422

Experimental 2 7 3.37 ± .7 13.5
Control 7 3.00 ± .67 9.86

Reading the mind Experimental 1 7 10.00 ± .81 17.21 10.796** .005 a
Experimental 2 7 7.43 ± .97 8.07  b
Control 7 6.71 ± 2.69 7.71  b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Experimental 1 7 21.00 ± 2.51 15.64 6.128* .04 a
Experimental 2 7 14.86 ± 6.56 9.29 ab
Control 7 14.71 ± 4.38 8.07  b

Picture completion Experimental 1 7 9.86 ± 2.61 16.57 8.693* .013 a
Experimental 2 7 5.57 ± 3.04 7.93  b
Control 7 6.57 ± 2.14 8.5  b

Picture arrangement Experimental 1 7 13.71 ± 3.3 16.5 8.36* .015 a
Experimental 2 7 7.57 ± 3.73 7.86  b
Control 7 8.29 ± 2.87 8.64  b

Comprehension Experimental 1 7 12.29 ± 2.81 16.64 10.519** .005 a
Experimental 2 7 8.14 ± 2.79 10.36 ab
Control 7 6.00 ± 1.63 6.00  b

Communication skill
Pragmatic aspect of communication

Inappropriate initiation Experimental 1 7 5.71 ± .951 10.64 .364 .834
Experimental 2 7 5.71 ± 1.38 10.29
Control 7 5.86 ± .69 12.07

Use of context Experimental 1 7 4.29 ± 1.11 10.5 2.117 .347
Experimental 2 7 4.71 ± 1.25 13.43
Control 7 3.43 ± 2.14 9.07

Non-verbal communication Experimental 1 7 5.14 ± 2.54 14.93 7.71* .021 a
Experimental 2 7 4.00 ± 1.29 12.00 ab
Control 7 2.43 ± 1.27 6.07  b

SSRS
Total Experimental 1 7 2.69 ± .4 14.07 6.011* .05 a

Experimental 2 7 2.6 ± .37 12.36 ab
Control 7 2.3 ± .15 6.57  b

Self-assertion Experimental 1 7 2.92 ± .34 12.86 12.32** .002 a
Experimental 2 7 2.95 ± .35 14.21 ab
Control 7 2.47 ± .25 5.93  b

Cooperation Experimental 1 7 2.47 ± .7 13.00 1.465 .481
Experimental 2 7 2.37 ± .7 11.00
Control 7 2.24 ± .17 9.00

Self-control Experimental 1 7 2.67 ± .45 16.64 11.6* .003 a
Experimental 2 7 2.5 ± .27 10.83 ab
Control 7 2.18 ± .21 5.43  b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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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Follow-up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1 and 2

Group n Mean rank Rank-sum Mann-
Whitney U z

Executive function

STROOP Experimental 1 7 10.00 70.00 7.00 -2.236*
Experimental 2 7 5.00 35.00

CCTT-2 Experimental 1 7 10.64 74.50 2.50 -2.814**
Experimental 2 7 4.36 30.50

Dight span Experimental 1 7 10.36 72.50 4.50 -2.578*
Experimental 2 7 4.64 32.50

Social cognition

Emotion recognition Experimental 1 7 7.29 51.00 23.00 -.197
Experimental 2 7 7.71 54.00

Reading the mind Experimental 1 7 11.00 77.00 7.50 -3.187**
Experimental 2 7 4.00 28.00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Experimental 1 7 11.00 77.00 7.00 -3.155**
Experimental 2 7 4.00 28.00

Picture completion Experimental 1 7 11.00 77.00 7.50 -3.158**
Experimental 2 7 4.00 28.00

Picture arrangement Experimental 1 7 10.07 70.50 6.50 -2.305*

Experimental 2 7 4.93 34.50
Comprehension Experimental 1 7 9.50 66.50 10.5 -1.84

Experimental 2 7 5.50 38.50
Communication skill

Pragmatic aspect of communication

Inappropriate initiation Experimental 1 7 10.07 70.50 6.50 -2.366*
Experimental 2 7 4.93 34.50

Use of context Experimental 1 7 10.00 70.00 7.00 -2.3*
Experimental 2 7 5.00 35.00

Non-verbal communication Experimental 1 7 11.00 77.00 6.90 -3.22**
Experimental 2 7 4.00 28.00

SSRS

Total Experimental 1 7 10.29 72.00 5.00 -2.492*
Experimental 2 7 4.71 33.00

Self-assertion Experimental 1 7 10.71 75.00 2.00 -2.91**
Experimental 2 7 4.29 30.00

Cooperation Experimental 1 7 9.64 67.50 9.50
 

-1.929
Experimental 2 7 5.36 37.50

Self-control Experimental 1 7 10.57 74.00 3.00 -2.762**
Experimental 2 7 4.43 31.00

*p < .05. **p  < .01.
 †사분범위(25th%-7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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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Between the Pre-test and Follow-up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s 1 and 2

Group n
Pre-test Follow-up test 

Wilcoxon
Median Range Median Range

Executive function

STROOP Experimental 1 7 39.00 24.00~56.00 62.0 55.0-71.00 -2.201*

Experimental 2 7 55.00 45.00~64.00 47.00 43.00-53.00 -.762

CCTT-2 Experimental 1 7 54.00 38.00~57.00 63.00 57.00-67.00 -2.366*

Experimental 2 7 55.00 35.00~59.00 50.00 40.00-55.00 -.339

Dight span Experimental 1 7 9.00 8.00~11.00 12.00 12.00-15.00 -2.388**

Experimental 2 7 11.00 7.00~12.00 10.00 8.00-11.00 -.962

Social cognition

Emotion recognition Experimental 1 7 2.75 2.13~3.00 3.42 3.00-3.85 -2.201*

Experimental 2 7 2.75 2.38~3.13 3.57 3.00-3.85 -2.014*

Reading the mind Experimental 1 7 7.00 6.00~9.00 10.00 9.00-11.00 -2.388**

Experimental 2 7 7.00 3.00~8.00 8.00 5.00-8.00 -1.633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Experimental 1 7 17.00 13.00~19.00 21.00 19.00-21.00 -2.205*

Experimental 2 7 15.00 7.00~18.00 15.00 13.00-17.00 -.405

Picture completion Experimental 1 7 6.00 6.00~7.00 13.00 12.00-14.00 -2.384*

Experimental 2 7 7.00 5.00~10.00 9.00 7.00-10.00 -1.687

Picture arrangement Experimental 1 7 9.00 5.00~10.00 15.00 11.00-18.00 -2.201*

Experimental 2 7 6.00 2.00~10.00 8.00 4.00-12.00 -1.219

Comprehension Experimental 1 7 8.00 8.00~9.00 11.00 10.00-11.00 -2.232*

Experimental 2 7 8.00 7.00~9.00 9.00 7.00-10.00 -.516

Communication skill
Pragmatic aspect of communication

Inappropriate initiation Experimental 1 7 5.00 5.00~5.00 7.00 7.00-9.00 -2.388*

Experimental 2 7 7.00 5.00~7.00 5.00 5.00-7.00 -.921

Use of context Experimental 1 7 2.00 2.00~3.00 7.00 7.00-8.00 -2.646**

Experimental 2 7 3.00 2.00~4.00 5.00 3.00-5.00 -1.841

Non-verbal communication Experimental 1 7 2.00 2.00~6.00 8.00 7.00-8.00 -2.388**

Experimental 2 7 3.00 2.00~4.00 4.00 3.00-5.00 -1.725

SSRS

Total Experimental 1 7 2.5 1.9~2.77 3.16 2.96-3.56 -2.366*

Experimental 2 7 2.33 2.03~2.77 2.36 2.13-2.90 -.254

Self-assertion Experimental 1 7 2.50 2.10~2.80 3.40 3.10-3.70 -2.371*

Experimental 2 7 2.80 1.50~3.10 2.90 2.60-3.10 -.511

Cooperation Experimental 1 7 2.00 1.80~2.90 3.00 2.90-3.60 -2.201*

Experimental 2 7 2.40 2.20~2.70 2.10 1.70-3.00 -.933

Self-control Experimental 1 7 2.10 1.70~2.80 3.10 2.90-3.60 -2.366*

Experimental 2 7 2.00 2.00~2.50 2.50 2.10-2.70 -.851

*p < .05. **p  < .01.
 †사분범위(25th%-7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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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스트룹(z = 

-2.236, p < .05), CCTT-2 (z = -2.814, p < .01), 숫자외우기(z = 

-2.578, p < .05), 마음읽기(z = -3.187, p < .01), 눈으로 마음읽기

(z = -3.155, p < .01), 빠진곳찾기(z = -3.158, p < .01), 차례맞추

기(z = -2.305, p < .05)에서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부적절한 시작하기(z = -2.366, p < .05), 맥락사용(z = -2.3, p < 

.05), 비구어적 의사소통(z = -3.22, p < .01), 자기주장(z = -2.91, 

p < .01), 자아통제(z = -2.762, p < .01)에서 실험집단 1과 실험

집단 2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 내 사전-추후검사 비교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후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 내 사전-

추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실험집단 1의 경우 스트

룹(z = -2.201, p < .05), CCTT-2(z = -2.366, p < .05), 숫자외우기

(z = -2.388, p < .01), 정서인식(z = -2.201, p < .01), 마음읽기(z = 

-2.388, p < .01), 눈으로 마음읽기(z = -2.205, p < .05), 빠진곳찾

기(z = -2.384, p < .05), 차례맞추기(z = -2.201, p < .05), 이해(z = 

-2.232, p < .05), 부적절한 시작하기(z = -2.388, p < .05), 맥락사

용(z = -2.646, p < .01), 비구어적 의사소통(z = -2.388, p < .01), 

자기주장(z = -2.371, p < .05), 협력(z = -2.201, p < .05), 자아통

제(z = -2.366, p < .05)에서 모두 사전-추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반면, 실험집단 2의 경우 정서인식(z = -2.014, p < .05)에

서만 사전-추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CD 아동을 위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SCD 아동에게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SCD 아동을 위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은 선행연

구 고찰 및 연구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요인 및 세부 활동 

계획, 예비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본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의 4단계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최종적으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은 실행기능훈련, 사회인지훈련(자기/타인감찰훈련, 

마음읽기훈련) 및 의사소통기술훈련의 구성 요인으로 이루어

졌으며, 도입(1회기), 전개(2-8회기), 종결(9-10회기)의 3단계

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 프로그램들은 언어적 또는 행동적 개

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상생활로 적용하는 데 한계점이 보

고되었다(Chung et al., 2007; On & Shin, 2007; Yoon & Kwak, 

2005). 이에 본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손상과 관련 깊은 

사회인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ASHA, 2013; 

Hale & Tager-Flusberg, 2005; Howlin et al., 2001; M.-R. Kim et 

al., 2011). 특히, 인지적 결함과 마음읽기에 중점을 둔 선행 프

로그램에서도 회기 내 학습한 기술을 일상생활로 연결시키

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프로그램은 사회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개입을 계획하였다(J. S. Lee & Cho, 

2008; Solomon et al., 2004; Stichter et al., 2012). 따라서 본 프로

그램은 사회인지 과정에 주목하여, 사회인지훈련과 더불어 중

요한 사회적 정보에 주의 집중하고 자각하는 데 필수 능력인 

실행기능훈련과 사회인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사

소통기술훈련을 병행하였으며, 이는 학습한 기술들을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다음으로, 개발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실험집단 1을 대상으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실험집단 2를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각각 실시

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1의 반응억제, 주의조절,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실행기능 관련 변인들은 유의한 향상을 

나타낸 반면, 실험집단 2와 통제집단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실행기

능 훈련의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서는 실행기능 훈련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였는데, 실행기

능 향상을 위해 컴퓨터를 매체로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작업기

억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Diamond & 

Lee, 2011; Kwon et al., 2015), 본 연구는 나아가 반응억제와 주

의조절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

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1의 주의조절 변인 

점수가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2와 무처

치 통제집단보다 유일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

퓨터를 활용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실행기능 훈련이 

SCD 아동의 주의조절을 향상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임을 의

미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의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

터에 제시되는 작은 공이 화면의 양끝으로 이동할 때 고개는 

고정한 채 눈으로 공을 따라 움직이는 활동을 실시했는데, 이

러한 과정은 안구 움직임을 통한 시각주의 폭 증대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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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SCD 아동의 주의조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후 사회인지 관련 변인들 중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의 정서인식은 각각 유의한 향상을 나타낸 반

면, 통제집단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모두 

SCD 아동의 정서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가리킨

다.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자기감찰훈련에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확인(identification)하고 감정의 정도를 평가(rating)하

는 활동이,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정서인식훈련에서는 감

정단어를 탐색하고 자신의 감정에 명명하는 활동이 각각 정서

인식을 촉진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프로그램 실시 후 사회인지 관련 변인들 중 실험집단 

1의 마음읽기, 눈으로 마음읽기, 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 이

해는 유의한 향상을 나타낸 반면, 실험집단 2와 통제집단은 모

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단, 통제집단의 경우 차례

맞추기 점수는 오히려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인

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 단서를 활용한 사회적 정보 

이해 능력, 타인의 감정 및 의도 파악 능력, 사회적 맥락 추론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능력 등이 향상되었음

을 반영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SCD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

여 자신의 사고, 감정 및 행동 등을 모니터하는 자기감찰훈련

과 더불어 타인의 얼굴 관련 시각적 단서의 활용 및 타인의 마

음읽기를 중심으로 한 타인감찰훈련을 병행한 것이 성과를 보

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글자없는 그림카드를 순서대

로 맞춘 후 등장인물들의 감정 및 행동 의도를 이해하는 마음

읽기훈련은 CBT모델의 상황-사고-감정-행동 패러다임에 기

반한 것으로 사회적 맥락 추론 능력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

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 간 비교에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1이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2

보다 빠진곳찾기, 마음읽기, 차례맞추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은 SCD 아동의 사회적 상

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요정보들을 파악하는 능력, 타인

의 행동에 따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사회적 맥락을 추론하

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빠진곳찾기는 시각적 단서를 활용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기민

성, 주의력 및 현실 검증력과 관련이 있으며, 차례맞추기는 시

각적 구성능력, 계획능력 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Kwak et al., 

2002), 본 프로그램의 주의조절, 반응억제, 작업기능 향상을 

위한 실행기능훈련이 시너지 효과를 촉진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한 실험집단 2의 경우 정서인식

을 제외한 모든 사회인지 관련 변인들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얼굴표정 분류하기, 감정단

어 탐색 및 명명하기 등의 정서인식훈련으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별도의 사회인지훈련 없이는 SCD 아동이 사

회적 맥락 파악, 비언어적 단서 이해, 타인의 감정 및 의도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것으로, 사회인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훈련의 필요성

을 입증하는 것이다(Baron-Cohen, Campbell, Smith, Grant, & 

Walker, 1995). 통제집단의 경우 오히려 차례맞추기의 점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SCD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입을 하

지 않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의사소통기술 관련 변인들 중 실험

집단 1과 실험집단 2의 화용언어의 하위 요인인 맥락사용은 

각각 유의한 향상을 나타낸 반면, 통제집단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에

서 경청 연습과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기술훈련을 공통적으로 

실시한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화 시 상

대방과의 시선 접촉,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등

과 관련된 비구어적 의사소통이 실험집단 1에서만 향상을 나

타냈다는 것이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의사소통기술훈

련에서는 대화 시 적절한 자세를 연습하고 상황에 따른 대화

법을 학습한 반면, 사회인지 강화프로그램의 의사소통기술훈

련에서는 사회인지훈련(자기/타인감찰훈련, 마음읽기훈련)

을 토대로 상황과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특히, 자기/타인감찰훈련이 모호한 상황

에서 자신과 타인을 관찰,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그에 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유용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또한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에서 공통적으로 나-전달법

을 연습하였는데,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한 실험집단 2의 경우 

나-전달법을 학습한 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훈련을 하였으

나,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1의 경우 특

정 상황에서 특정 기술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마

음읽기훈련과 자기/타인감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

에 나-전달법을 적용한 것이 비구어적 의사소통의 향상을 이

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효과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

해 사회인지가 핵심적임을 밝힌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해 뒷받

침되며(ASHA, 2013; Martin & McDonald, 2003), 사회인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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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병행한 의사소통기술훈련을 통해 SCD 아동의 비구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프로그램 실시 후 의사소통기술 관련 변인들 중 실험

집단 1의 사회기술의 하위 요인인 자기주장과 자아통제는 유

의한 향상을 나타낸 반면, 실험집단 2는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의사소

통기술훈련 중 자기주장과 나-전달법 연습의 효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기감찰훈련도 자아통제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 사고 및 행동 등의 자기감찰이 

자기 조절 및 통제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정서인식

이 가능할 때 정서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Hong 

& Shim, 2013; J.-H. Kim, 2010). 특히 의사소통기술 변인들의 

변화는 아동이 속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보고에 

의한 것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SCD 아동이 회기 내 학습한 

기술을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데 유용함을 확인

하였다. 즉, 프로그램 실시 후 SCD 아동이 다양한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스스로 사회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과 타

인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활용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SCD 아동의 실행기능, 사회인지, 

의사소통기술의 주요 요인들로 구성된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

로 설명할 수 있으며, 회기 내 학습된 기술 및 능력을 일반화시

키는 데 어려움을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Lockton et al., 2016; Norbury, 2014). 한

편,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의 협력은 유의

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통제집단의 자기주장과 협력

의 점수는 오히려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협력은 팀으로 과

제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기술 

향상만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과

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협력은 사후검사 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SCD 아동의 

기본적인 의사소통기술이 증가하여 협력에 대한 토대를 마련

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가정은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협력이 추후검사에서 변화를 나타냈다

는 것에 의해서 지지된다. 통제집단의 경우 오히려 자기주장

과 협력의 점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개입의 부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CD 아동의 자기주장과 협력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프로그램 실시 후 나타난 실험집단 1의 실행기능, 사

회인지, 의사소통기술 관련 변인들의 변화는 프로그램이 종료

된 3개월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집단 간 사후검사 비

교 시 점수 차가 미미한 변인들도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큰 

폭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1

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부적절한 시작하기와 협력

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반

면, 실험집단 2의 정서인식의 경우 3개월 후에도 변화가 유지

되었으나, 그 외 모든 변인에서는 변화가 유지되지 않았다. 이

는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것

뿐 아니라 추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실행기능, 사회인지, 의

사소통기술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

과이다. 사회인지 강화를 주축으로 한 본 프로그램의 경우, 실

행기능훈련, 사회인지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의 구성 요인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프로

그램 종료 3개월 후 변화의 효과를 배가 시켰을 것으로 추측된

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직후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던 

다른 사회적 기술들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촉진되어 추후검

사 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협력

과 부적절한 시작하기는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추후검사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이와 대조

적으로, 실험집단 2는 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

던 맥락사용하기는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그 변화가 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SCD 아동

에게 의사소통기술훈련만 실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인지훈련과 실행기능훈련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SCD 아동의 수가 소수이

며,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집된 특정 계층의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SCD 아동을 위한 사회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효과

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효과성의 지속 여부를 검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3개월 후 추후검사를 실시했

으나, 장기적인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추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SCD 아동

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구성요소들을 중재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와 구성요소들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혔으

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이 효과를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추후 

요인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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