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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부모용 초등학생 사회 기술

평정척도(K-SSRS-P)의 타당화
*

문 성 원
†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Gresham과 Elliot(1990)의 Social Skill Rating System(SSRS)중 부모평정형(SSRS-P)이 우리

나라 초등학생에게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우리말

로 번안한 초등학생용 사회 기술 평정 척도(K-SSRS-P)설문지를 학부모 892명에게 실시하고 여

기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공존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K-SSRS-P:초

등학생용은 원 척도인 SSRS와 유사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는 K-CBCL의 문제행동 척도와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

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7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는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척도에서 얻어진 25문항 4요인 구조와 문제행동척도에서

얻어진 17문항 3요인 구조가 원척도인 SSRS의 요인구조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높

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들 중 주장성 요

인이 문제행동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문화 특유의 사회성 발달 양상과 개입

에 대한 시사점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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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돕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대로 기능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

다(임효진, 2012). 친사회적 행동은 스트레스의

결과가 정신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

호 요인의 역할을 하며(Meyer & Mueser, 2011),

사회적 자산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적응유연

성을 부여하고(Caughy 등, 2012), 아동의 학업

성적을 예측해준다(Wentzel, 1993). 아동의 사

회기술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는 등 개인

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김용석, 홍지영, 2007). 따라서, 사회 기술의

결핍은 아동이 경험하는 즉각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또래관계 내

에서의 장기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

친다(Kiley-Brabeck & Sobin, 2006).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SSDP)를 보면 6년간

사회 정서적 기술 훈련을 받은 초등학생들은

20세가 넘어서도 학교, 직장, 정서적 건강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다른 조건 아동들보다 유

의미한 정도로 더 높은 기능 수준을 보였고,

범죄나 약물 남용과 관련해서는 훨씬 빈도가

낮았다(Hawkins등, 2005). 이처럼, 사회적 영역

에 대한 개입은 오랜 시간에 걸쳐 뚜렷하고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므로, 발달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의 의무교육시스템에 들어가게 된 아동에게도

사회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측면

들을 결정한다. 학교 규칙이나 선생님의 지시

를 따르는 것, 선생님과 의사소통하는 것, 다

른 아동을 도와주는 것, 또래로부터의 압력에

반응하는 것, 놀림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갈

등상황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모두 아

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술들이다(Gresham & Elliot, 1990). 이 시기를

통해서 아동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강력한 정

체감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친구와

동성 친구 집단들을 발견한다(Lawson, 2003).

아동의 학교 적응에서 사회적 기술은 가장 필

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

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미리 제시하

고 이들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우리나

라의 현실적 상황은 외국의 경우와는 다소 차

이가 있다.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교

육부, 2012)의 전국적 실시를 통해 학업 이외

의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개입을

목적으로 한 공식적 확인 작업을 실시하기 시

작하였지만, 학업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개

입과 관련된 공식적 접근을 시작했다는데 의

의가 있을 뿐이다. 즉,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의 시행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능력

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아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회 정서적

영역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도 해당

영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가장 우선시되어야하

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

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극히 드물

다. 다수의 기존 사회적 기술 척도나 사회적

유능성 척도들이,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능

성에 대한 개념적 혼돈을 빈번히 드러내고 있

고, 진단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 개입에 대한 응용적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문성원, 2002). 평가와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정교한 개입 계획을 개발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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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재

의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술과 관련되어,

Matson, Rotatory, Helsel(1983)의 MESSY(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s),

Reynold와 Kamphaus(2004)의 BASC-2(Behavioral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II)이 소개된 바

가 있다. 그러나, MESSY의 경우는 사회적 기

술을 단지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두 범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인데다가, 많

은 연구자들이 박난숙(1992)이 번안한 한국판

MESSY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판

MESSY에 대한 타당도를 다룬 논문은 없는 상

태에서 한국판 MESSY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BASC-2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하나의 하위 척

도에 불과하다. CS4-K(김용석, 홍지영, 2007)는

사회 규범, 호감, 사회적 미숙이 최선의 필수

사회적 기술인가 하는 점에서 취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Gresham과 Elliot(1990)

의 SSRS(Social Skill Rating System)은 여러 구체

적인 사회적 기술들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

고 있어서 실무나 연구 모두에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 척도이기 때문에 개입과의 연

결성이 뛰어나다. 기존의 사회적 기술 평가도

구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

다(Demary등, 1995). 아동이 반드시 학습해야하

는 긍정적 행동과 반드시 개입을 통해 제거해

야하는 부정적 행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

도 SSRS의 중요한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

고자하는 경우 SSRS의 중다 평정 시스템은 더

욱 유용하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자기보

고에 의한 평정을 어려워할 수 있고, 특히 저

학년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보고식 평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

다. 외국의 경우 만12세 미만의 아동이 성인

의 보호 없이 특정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

법일 정도로, 아동은 청소년들과는 달리 항상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절대적으로 요한다. 우

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알림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모가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그 어떤 발달 시기보다도

초등학교에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교

사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

동에 대한 평가 또한 이러한 협력체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학교에서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대개 이에 관

해 삼자의 견해를 모두 다루게 되며, 따라서

이들 간의 견해 차이는 더 큰 문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볼 때,

SSRS는 처음부터 중다평정자 시스템으로 개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자 협력관계를 체

계적으로 도울 수 있다.

SSRS가 이처럼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뛰어난 여러 장점과 유용성을 가지

고 있는 만큼,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

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했었으나,

적절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는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SSRS의 우리말

문항을 구하는데 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SSRS를 사용한 논문들을 보면, 국내

의 특정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사

용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면 해

당 논문이 SSRS에 대한 타당화의 증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연구자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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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존재 자체가 타당화에 대한 증거인 것

처럼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누군가

가 특정 척도를 사용해서 그 연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 특정 척도의 타당

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예로, 학생이 자신

의 행동에 대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SSRS

Student Form (SSRS-S) Elementary Level를 한국어

로 번역한 한국판 초등학생용 SSRS-S 에 대한

타당화 연구(문성원, 2013)를 보면, K-SSRS-S:초

등학생용의 요인구조는 SSRS-S: Elementary Level

과 상당히 유사했으나, SSRS-S: Elementary Level

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의 자료를 더 잘 설명

했다. 사회기술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 사용되

는 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외국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외

국 척도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은 정도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섬세한 타당화 과정

을 거치는 것이 절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작업에 이어, SSRS Parent Form(SSRS-P),

Elementary Level을 번안하여 얻어낸 K-SSRS-P:

초등학생용의 타당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같은 초등학생용이라고 하더라도 SSRS-S와

SSRS-P는 일부 요인에서는 상이하고 일부 요

인에서는 서로 공통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

에 대한 비교는 아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K-SSRS-P:초등학생용의 타당화를 위해 두

차례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는, K-SSRS-P:초등학생용을 우리나라의 초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그 보호자들에게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아동들에

게서 확인된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구

조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들의

자료가 얼마나 잘 설명되는가보다는, 과연 우

리나라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들은 어떠한 구

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탐색해보

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는 이어서, K-SSRS-P:초등학생용

의 공존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위해 K-SSRS-P:

초등학생용과 K-CBCL(오경자 등, 1997)과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았다. Gresham과 Elliot(1990)은

SSRS-P의 공존타당도를 검증을 위해서 SSRS-P

Elementary Level과 Achenbach와 Edelbrock(1987)

의 Checklist Behavior Checklist-Parent Report

Form(CBCL)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Gresham과

Elliot에 따르면, SSRS-P Elementary Level의 문제

행동 척도는 CBCL에서 그에 상응하는 척도와

.70의 상관을 맺고 있었고, SSRS-P Elementary

Level의 사회기술 척도는 CBCL의 사회적 유능

성 척도와 .58의 상관을 맺고 있었다. 미국 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와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연구 1에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표준화과정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은 요인 구조 및 문항들이 또 다른 표본을

사용한 교차타당화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서, AMOS 21.0의 최대우도추정

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1.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구조 및 공존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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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대상

서울 및 전북 지역의 5개 초등학교 34개 학

급(3학년 3개 학급, 4학년 11개 학급, 5학년 11

개 학급, 6학년 9개 학급)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부형 892명(여학생 학부모 448명, 남학생 학

부모 422명)에게 초등학생용 K-SSRS-P를 실시

하였다.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61세(SD

= .98)이었다. 아동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59명의 자료가 확인 가능하

였고, 136명이 아동의 엄마, 21명이 아동의 아

빠, 1명이 아동의 할머니, 1명이 아이의 보호

자라고 답했다. 보호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

해 아동과의 관계가 표기되는 부분을 삭제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모든 학교

에 관하여 확인가능하지는 않았다. 전체 대상

학교 중 2개 학교는 K-SSRS-P와 K-CBCL 모두

를 포함한 설문지를 받았고, 해당 학교 소속

의 373명의 아동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도구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

도:부모용(K-SSRS-P:초등학생용)

Gresham & Elliot(1990)의 SSRS는 미취학아동

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되어있

는 학교기반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SSRS의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초등학생

용 SSRS를 타당화하고자 하였으며, 초등학생용

에 대한 학생평정형, 교사평정형, 부모평정형

중에서 특히 부모평정형(Parent Form, SSRS-P)을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SSRS-P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이 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초등학생

용 SSRS-P는 크게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38개의 문항은 협동성, 주장성, 책임

성, 자기조절의 4요인으로 이루어진 사회기술

영역을 평가하며, 17개의 문항은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과잉행동의 3요인으로 이루어진

문제 행동 영역을 평가한다.

사회기술 영역에 대한 평가는 빈도 평정과

중요도 평정의 두 가지 평정을 하게 되어 있

고, 문제행동 영역에 대한 평가는 빈도 평정

만으로 이루어져있다. 빈도 평정에서는, 문항

에서 주어진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결코 하지 않는(0)’, ‘간혹 하는(1)’, ‘매우 자주

하는(2)’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중요도 평정

에서는 그 행동이 자신의 적응에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0)’, ‘중요한(1)’, ‘결정적인(2)’중 하나를 택하

게 된다.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K-SSRS-P:초등학생용)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학부 과정까지

마친 이중언어자와 동시통역 학위 과정을 마

친 전문 번역자 그리고 임상심리전문가이자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자가 SSRS-P:초등학생

용의 원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박사 학위과정까

지 마친 이중언어자가 번역한 문항들을 다시

검토하였고, 국내 학부과정의 이중언어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들을 다시 영어로 역번

역하였으며, 영어로 된 원 문항과 한글에서

영어로 역번역된 문항들 간의 일치성 정도에

대해서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5점

척도에 평정을 하였다. 평균 3점 미만의 평정

을 받는 문항은 없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적으로 초등학생용 K-SSRS-P 문항이 완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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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동용 문제 행동 척도(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K-CBCL(오경자 등, 1997)은 원래 Achenbach

(1983, 1991)가 4-18세 정도의 아동 및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 행동 및 사회적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크게 사

회 능력 척도와 문제 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

되어 있는데, 119개의 문제 행동에 관한 항목

으로 이루어진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위축

척도, 신체 증상 척도, 불안/우울 척도, 사회적

미성숙 척도, 사고의 문제 척도, 주의집중 문

제 척도, 비행 척도, 공격성 척도, 내재화 문

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총문제 행동 척도,

성문제 척도, 정서불안정 척도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한국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활동 척도는 제외되었다. 각 항목은 0점

(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K-CBCL 표준화 과

정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α = .62～.86

에 해당했다.

절차 및 분석 방법

아동 한 명당 학생용 설문지 1부와 부모용

설문지 1부가 각각 배부되는 방식으로, 서울

및 전북 지역의 5개 초등학교 34개 학급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용 설문지의 결과만을 다루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사회기술척도

와 문제행동척도를 따로 구분하여 각기 별도

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회기

술척도에 대한 분석에는 791명, 문제행동척도

에 대한 분석에는 85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든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여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문항과 상관이 낮게

나온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

다.

다음으로,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이

용하여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구조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분해법을, 변수의

공통분 추정방법으로는 재분해를 통한 반복

추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

전 방법 중 Direct Oblimin(δ=0)을 이용하였

다.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최종 문항 확정을 위해

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

석 결과를 모두 고려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 타당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K-SSRS-P:초등학생용과 K-CBCL

에 대한 상관을 검토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

과정에는 SPSS 21.0을 이용하였다.

결 과

신뢰도 및 요인 분석

분석에 앞서서 먼저 SSRS-P:elementary level을

구성하고 있는 총 55개의 문항들이 K-SSRS-P:

초등학생용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를 검토해보았다. 사회기술척도와 문제행동척

도를 따로 구분해서 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한 문항과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 총점과의 상관을 반영하는 rit와, 전체 척

도에서 한 문항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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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rit를 검토한 결과, 사회기술 영

역(rit=.21～.59)과 문제행동 영역(rit=.27～.66)

모두 적정 범위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SSRS-P: elementary level 55문항 전체의 상관계

수 행렬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구조가 요인 분석에 적합

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tlett의 구형

검사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

를 실시하였는데, Bartlett의 구형검사에서 사회

기술 영역은 X703 = 8003.59((p<.0001), 문제행

동 영역은 X136 = 4275.822((p<.0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했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

성 검사 지수는 사회기술 영역이 .92, 문제행

동 영역이 .91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

한 자료는 요인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George & Mallery, 2001).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Kaiser’s(1960) eigenvalue-greater-than-one rule,

Horn’s(1965) parallel analysis, Cattel’(1966) scree

test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효

에 대한 추정치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요

인수효를 고정시킨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요인 구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주축 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Direct Oblimin(δ=0)방식으로 사각 회전하는 방

법으로 각각의 요인수효에 대한 공통 요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SSRS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수

의 수치가 .30 이상이 되는 것을 문항 선택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SSRS

의 경우와는 달리 사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

으므로 문항 선택을 위해서는 구조계수와 형

태계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한 요인에 문항의 숫자가 최소한 3개 이상

이 되는 경우만 포함시켰다. 기존 SSRS의 요인

구조 또한 참고하였다.

먼저, 사회기술 영역의 경우,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요인의 수효를 제

한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니 Kaiser

(1960) 방식에 의해 총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고, 요인의 수를 엄격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도 총 9개의 요

인이 추정되었다. 그러나 38개 문항에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의 수효로 9개는 경제성이 없으

므로 다음으로 스크리검사 결과를 고려하였다.

스크리검사 결과에서는 3번째 요인부터의 고

유치의 차이 정도가 크지 않았으므로 Cattel

(1966)의 기준에 의하면 요인의 수효를 2개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그러나 첫 번째 차

이만큼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또 6번째

요인부터 고유치 차이가 줄어들었고, SSRS의

요인구조가 4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Kaiser rule과 PA모두 9개 요인을 추정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꺾은 점보다는 두

번째 꺾은 점이 요인수효 추정에 보다 더 적

절한 것으로 보였다.

2개에서 9개에 이르는 수효로 고정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3개, 4개로 요

인 수효를 고정한 경우는 첫 번째 요인에

SSRS의 4요인이 모두 포함되는 등 개념적으로

뒤섞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목수도 너무 많

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보였고, 9개, 8개, 7

개, 6개로 요인수효를 고정한 경우는 한 요인

에 해당하는 항목수가 3개 미만인 경우가 많

거나 혹은 총 38개 문항을 너무 세분화된 요

인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서 한 요인에 해당하

는 항목수가 대체로 너무 적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요인구조는 5개 요인

구조로 판단되었는데, 요인을 5개로 정하는

경우 요인들 간의 내용 구분이 개념적으로 명

확하고 SSRS-P: elementary level과도 일관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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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척도

⍺=.87

SSRS

요인2)

형태(구조)계수 M SD

1 2 3 4 1.19 .29

요인 1

⍺=.77
1.21 .38

24 A .69(.66) .01(.12) -.12(.14) .05(.24) 1.10 .66

12 A .65(.63) -.06(.06) .09(.25) -.09(.14) 1.46 .57

30 A .58(.61) -.04(.15) -.08(.19) .14(.33) 1.11 .68

5 R .52(.50) .13(.22) -.26(.02) .10(.25) .73 .64

4 A .49(.54) -.04(.13) .02(.23) .05(.26) 1.41 .61

7 R .43(.47) .04(.17) .06(.23) -.02(.21) 1.35 .62

10 A .39(.40) .08(.14) .10(.21) -.12(.10) 1.16 .53

23 A .34(.46) -.04(.19) .08(.30) .24(.40) 1.40 .55

요인 2

⍺=.80
1.03 .43

15 C -.06(.09) .77(.75) -.04(.20) .02(.30) .98 .65

2 C -.03(.08) .75(.70) -.09(.15) .021(.26) .90 .61

19 C .10(.24) .58(.64) .10(.30) -.13(.25) 1.04 .59

28 C -.05(.16) .56(.66) .09(.35) .21(.45) 1.05 .63

21 C .15(.29) .42(.52) .04(.29) .17(.39) .97 .58

16 C .17(.36) .35(.54) .19(.41) -.02(.37) 1.23 .59

요인 3.

⍺=.67
1.53 .35

38 R .08(.28) .04(.24) .55(.59) .00(.28) 1.51 .53

37 R .05(.28) .07(.30) .52(.60) .05(.35) 1.63 .50

34 A .07(.26) -.09(.13) .43(.50) .20(.35) 1.37 .53

31 R -.11(.09) .08(.26) .38(.42) .06(.27) 1.73 .50

29 R -.12(.12) .20(.40) .35(.46) .15(.38) 1.42 .61

요인 4.

⍺=.70
1.05 .36

26 S -.06(.20) .08(.35) .06(.34) .59(.65) 1.07 .57

25 S .14(.34) .10(.35) .02(.31) .48(.59) 1.01 .58

22 S .05(.25) -.01(.22) .19(.38) .44(.51) 1.08 .56

33 C -.06(.17) .13(.36) .15(.36) .41(.53) 1.05 .63

14 S -.08(.09) 17(.32) -.02(.18) .40(.44) 1.02 .60

9 S .21(.33) .07(.25) -.03(.21) .31(.41) 1.09 .53

1) 미국 Pearson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K-SSRS-P의 구체적인 문항은 논문안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원 척도에 속한 4개 요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A: assertion, C: cooperation, R: responsibility, S: self-control

표 1
1). 사각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영역에 대한 요인 형태(구조) 계수, 요인별 신뢰도 계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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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상관계수

K-SSRS SSRS .98
***

협동성 cooperation .93***

주장성 assertion .89
***

책임성 responsibility .78
***

자기조절 self-control .88***

*** p<.001

표 2. K-SSRS-P:초등학생용과 SSRS의 상관관계

었다. 다만,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수

가 2개에 불과하였고, 2개의 문항 모두 첫 번

째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30이

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2개의 문항은 배제

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4개의 요인에 해당하

는 문항 25개를 이용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

였다. 이들 25문항과 원래 SSRS-P: Elementary

Level의 사회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38문항간의

상관은 .98(p<.0001)로 나왔다.

표 1에는 791명의 학부형 자료를 통해서 얻

은, 25문항으로 된 K-SSRS-P:초등학생용의 사

회기술 영역에 대한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

의 평균과 표준 편차, 내적 합치도 계수, 사각

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 요인들에 대한 형태계수와 구조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67～

.80의 범위에 있었다. Gresham과 Elliot(1990)이

.65～.80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했던 것과 비교

하였을 때,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는 유사한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었다. K-SSRS-P와 SSRS-P의 사회기술 척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K-SSRS-P:초등학생용의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고, 이를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

구조와 비교하였다. 먼저, K-SSRS-P:초등학생용

의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전체

8개의 문항중 6개의 문항은 SSRS-P Elementary

Level의 주장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었고, 2개

는 SSRS의 책임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다.

SSRS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

욕과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등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주장성으로 정의

했다. SSRS의 책임성 요인에 해당하는 2문항

또한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요인 1은 주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된 6개의 문항은 모두 SSRS-P

Element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

이었다. 요인 2는 협동성이라고 명명했다. 원

저자들은 협동성을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협동이란 개념에

관해 우리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마

음과 힘을 서로 합함(국립국어원, 2008)’이지

만, 서구문화에서의 협동은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을 포괄한다.

요인 3에 포함된 5개 문항들 중 4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책임성 요인에 포함

되는 문항들이었고 1개는 주장성 요인에 포함

되는 문항들이었다. SSRS에서는 책임성을 ‘성

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및 소유물이나

작업에 관한 존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요인 3을 책임성이라고 명

명했다.

요인 4에 포함된 6개의 문항들은 5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자기조절 요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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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문항들이었고 1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이었다.

SSRS에서는 자기조절을 ‘짓궂은 놀림에 적절

히 반응하는 것과 같은 갈등 상황에 나타나는

행동과, 교대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비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라고 정

의했다. SSRS-P Elementary Level의 협동성 요인

에 해당되는 문항 또한 자기조절 개념을 포함

하고 있었으므로, 요인 4는 자기조절 요인이

라고 명명하였다.

문제 행동 영역에 관해서는,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요인의 수효를 제

한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니, Kaiser

(1960) 방식과 평행분석에 의해 총 3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다. SSRS-P Elementary Level의 문제

행동 척도 또한 3개의 요인을 가정하고 있었

지만, 스크리검사에서는 4개의 요인이 적절해

보였으므로, 요인의 수효를 3개와 4개로 지정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였다. 사회기술 영역에 대해서와 동일한 방법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자, 요인의 수효를 3

개로 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결과가 얻어졌다.

사회기술 영역에 대해서와 동일한 절차를 통

해, 문항 17개를 이용하여 문제 행동 영역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 3에는 850명의

학부모 자료를 통해서 얻은, 17문항으로 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에 대한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 계수 그리고 사각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 요인들

에 대한 형태계수와 구조계수가 제시되어 있

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하

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65～.86의 범위에

있었다. SSRS-P Elementary Level의 경우,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하위 척도들

의 내적 합치도는 .71～.87의 범위에 있었다.

K-SSRS 문제행도척도와 SSRS 문제행동 척도와

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에 대

한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고 명칭을 부여하

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

고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구조와 비교

하였다.

요인 1은 SSRS-P의 과잉 행동 요인에 속하

는 문항 5개와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

속하는 문항 3개 그리고 SSRS-P의 내재화 문

제 요인에 속하는 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었

는데, 요인 1에 포함되어 있는 SSRS-P의 외현

화 문제 문항들은 분노 조절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었다. SSRS-P에서는 분노 조절에서

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들이 외현화 문제 요

인에 포함되어 있지만,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3이나 CBCL의 외현화 문제 척도 모두는

분노 조절 개념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공격 혹

은 공격과 비행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분노 조절의 개념은 공격 혹은 비행 등

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충동

적 반응의 개념을 포함한 과잉 행동에 개념적

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K-SSRS-P:초등학생용

에 나타난 요인 1과 요인 3의 구분은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 구분에 비해 오히려

개념적으로 더욱 적절하고 명료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 1은 주로 과도한 운동성,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충동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었으

므로 과잉 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우울, 고독감, 낮은 자존감, 불안

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4개의

문항 모두 SSRS-P의 내재화 문제 요인에 속했

으므로, 요인 2는 내재화 문제라고 명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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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척도

⍺=.87

SSRS

요인주

형태(구조) 계수 M SD

1 2 3 .39 .30

요인 1

⍺=.86
.46 .38

53 I, H .82(.74) -.02(.34) -.14(.31) .55 .61

51 H .69(.67) -.06(.28) .02(.38) .44 .54

48 H .62(.64) -.12(.23) .14(.45) .31 .51

50 H .57(.67) .04(.36) .15(.48) .36 .53

54 E .56(.69) .12(.43) .14(.48) .61 .63

55 E .50(.65) .14(.43) .16(.48) .63 .63

52 I .45(.52) .28(.46) -.13(.20) .45 .53

49 E .44(.56) .05(.32) .18(.43) .57 .56

47 H .44(.55) .13(.37) .10(.38) .25 .49

요인 2

⍺=.65
.30 .33

40 I -.12(.27) .74(.70) .07(.22) .50 .54

41 I .02(.33) .71(.70) -.06(.16) .29 .49

42 I .20(.39) .40(.50) .00(.23) .31 .51

45 I .03(.22) .32(.36) .06(.17) .09 .32

요인 3

⍺=.66
.39 .33

39 E -.06(.34) .00(.19) .72(.69) .40 .52

43 E .09(.39) .06(.25) .51(.57) .17 .40

46 E .15(.44) .11(.31) .43(.56) .50 .53

44 H .24(.43) -.01(.21) .34(.47) .13 36

주. 원 척도에 속한 3개 요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H: Hyperactivity, I: Internalizing, E: Externalizing

표 3. 사각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에 대한 요인 형태(구조) 계수, 신뢰도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3은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 속

하는 3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SSRS-P의 과잉

행동 요인에 속하는 문항 1개가 더해져서 구

성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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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상관계수

K-SSRS SSRS 1.00***

과잉행동 hyperactivity .92
***

내재화문제 internalizing .89***

외현화문제 externalizing .82***

*** p<.001

표 4. K-SSRS-P:초등학생용과 SSRS의 상관관계

K-SSRS-P, 사회기술척도(SSRS) K-SSRS-P, 문제행동척도(SSRS)

주장성 협동성 책임성 자기조절 총점 과잉행동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점

주장성 1 .30**(.33) .32**(.51) .38**(.38) .73**(.71) -.09**(-.21) -.16***(-.40) .11**(-.15*) -.08*(-.30)*

협동성 1 .45**(.41) .52**(.50) .76**(.75) -.35**(-.35) -.08*(-.24) -.12*(-.34) -.29**(-.37)

책임성 1 .51
**

(.38) .70
**

(.78) -.31
**

(-.27) -.12
**

(-.20) -.16
**

(-.20) -.28
**

(-.27)

자기조절 1 .79**(.79) -.42**(-.47) -.19**(-.34) -.19**(-.57) -.38**(-.55)

총점 1 -.38**(-.44) -.20**(-.39) -.10**(-.42) -.34**(-.50)

과잉행동 1 .46
**

(.57) .57
**

(.63) .95
**

(.88)

내재화문제 1 .30**(.43) .66**(.80)

외현화문제 1 .72**(.81)

총점 1

*p<.05, **p<.01, ***p<.001

표 5. K-SSRS-P:초등학생용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인 3은 외현화 문제라고 명명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K-SSRS-P:초등학생용

의 하위 척도들 모두를 이용하여 892명에 대

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 간에 그리고 문제행동 영

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 간에는 각각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이 존재했다.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과 문제행동 영역에 속하

는 하위 요인들은 서로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맺고 있었는데,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주장성 요인과 문제행동 영역에 속하

는 외현화 문제 요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하

위 척도들 간의 관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 행동 영역의 요인 각각과 사회기술 영

역 각각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동일 영역내의 요인들끼리는 유의미

한 상관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술

영역의 각 요인들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 행동 영역의 각 영역들 각각을 종속변인

으로 한 세 차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주장성 요인은 과잉 행동 및

외현화 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형성하

고 있었으며, 내면화 문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협동성 요인은 과잉

행동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형성하

고 있었고, 책임성 요인은 과잉행동과 외현화

문제 요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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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 내면화 외현화

R2=.23 R2==.05 R2==.08

B(SE) β t B(SE) β t B(SE) β t

주장성 .14(.04) .13 3.65*** -.04(.02) -.09 -2.38* .10(.02) .23 6.08***

협동성 -.25(.05) -.18 -4.85*** .02(.02) .04 .96 -.02(.02) -.04 -.88

책임성 -.19(.07) -.10 -2.55
*

-.02(.03) -.03 -.71 -.09(.03) -.12 -2.94
**

자기통제 -.53(.06) -.34 -8.38*** -.11(.03) -.18 -4.00*** -.11(.03) -.19 -4.46***

* p<.05, ** p<.01, *** p<.001

표 6.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요인들과 문제 행동 요인들과의 관계

여학생 남학생

K-SSRS M(SD) M(SD) t

N=617

주장성 1.20(.38) 1.20(.38) -.03

공감 1.08(.43) .95(.43) 3.86
***

협동 1.57(.34) 1.49(.36) 2.85
**

자기통제 1.08(.35) 1.02(.38) 2.16*

사회기술전체 1.22(.28) 1.15(.29) 2.73
**

N=644

과잉행동 .42(.37) .51(.40) -2.85**

내면화문제 .32(.35) .27(.30) 1.93

외현화문제 .23(.29) .36(.32) -5.55
***

문제행동전체 .35(.29) .42(.30) -2.83**

*p<.05
**p<.01

***p<.001

표 7. 성별에 따른 K-SSRS-P:초등학생용의 평균 비교

성하고 있었다. 자기통제 요인은 과잉행동과

내면화 문제 그리고 외현화 문제 모두에 대해

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 행동 영역에 대한

사회기술 영역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

시되어 있다.

성차

전체 척도 평균 점수의 성차를 비교하였다.

먼저, 사회기술 총점을 비교하였을 때 여학생

에 대한 평정이 남학생에 대한 평정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표 7). 구체적으로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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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CL

K-SSRS-P 주의집중문제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전체

주장성 -.13* -.27*** -.07 -.25***

협동성 -.32*** -.29** -.25*** -.32***

책임성 -.28
***

-.18
*

-.21 -.21

자기조절 -.41*** -.31** -.41*** -.37***

사회기술전체 -.37*** -.38*** -.30*** -.39***

과잉행동 .64
***

.48
***

.70
***

.63
***

내면화문제 .37*** .40*** .34*** .43***

외현화문제 .29*** .15 .47*** .30***

문제행동전체 .61
***

.48
***

.68
***

.63
***

*p<.05, **p<.01, ***p<.001

표 8. K-SSRS-P:초등학생용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들과 K-CBCL과의 상관(N=373)

동성, 책임성, 자기통제 척도에서 여학생에 대

한 평정이 남학생에 대한 평정보다 유의미하

게 더 높았다. 하위척도중에서는 공감척도와

자기통제 척도, 협동 척도에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잘했다.

문제행동에 관해서는 남학생에 대한 문제행

동 평균이 여학생에 대한 문제행동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하위척도별로는, 남학

생이 과잉행동, 외현화문제에서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정을 받았다.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 타당도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K-CBCL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SSRS-P는 공존 타당도와 관련하

여, SSRS-P: Elementary Level의 문제행동 영역

전체와 CBCL의 문제행동 척도 총점이 .70의

상관을 갖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K-SSRS-P:초

등학생용의 문제 행동 영역 전체는 K-CBCL의

총 문제행동 척도와 .63(p<.001)의 상관을 갖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K-SSRS-P:초등학생용

의 과잉행동 요인과 K-CBCL의 주의력 문제

요인은 .64(p<.001), K-SSRS-P:초등학생용의 내

면화 문제 요인과 K-CBCL의 내재화 문제 척

도는 .40(p<.001) 그리고 K-SSRS-P:초등학생용

의 외현화 문제 요인과 K-CBCL의 외현화 문

제 척도는 .47(p<.001)의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K-CBCL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

화 문제 그리고 문제 행동 전체는, K-SSRS-P:

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

으며,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갖고 있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전체

척도및 하위 척도들과 K-CBCL의 내재화 문제

척도 및 외현화 문제 척도 그리고 총 문제행

동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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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K-SSRS-P:

초등학생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방 법

대상 및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요인 및 문

항들이 또 다른 표본을 사용한 교차타당화에

서도 그대로 확인되는지 검토해보았다. 전국

10개 지역 소재의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아동

들의 보호자 2890명에게 K-SSRS-P:초등학생용

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학생들

은 남학생 1488명, 여학생 1411명이었으며, 평

균 연령은 9.62세(SD=1.06)이었다.

분석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에 대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21.0의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 성차가 발견되었으므

로, 첫 번째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성별에 따

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

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사회기술 척

도와 문제행동 척도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고, 각각 두 차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문

항들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에는 원래의 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성별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K-SSRS-P의 요인구조가 남녀 두 집단에서 동

일한 방식으로 확인되는지를 측정하였다.

결 과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구조 모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여러 개의 적합도 지표를 사용했다. 첫

째, 절대적합도 지수로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고, 둘째,

상대적합도 지수로 Tu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사용했다.

먼저, 사회기술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K-SSRS의 요인구조의 경우 χ2
(269)=

1830.848, TLI=.88, CFI=.90, RMSEA=.04로,

K-SSRS-P의 요인구조가 자료에 매우 잘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I의 경우 .9 이

상이면 좋은 합치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

다(Kline, 2010). RMSEA는 .05이하이면 합치도

가 우수한 것, .05와 .08 사이이면 수용가능한

정도의 합치도를 가지고 있는 것, 합치도가

.10 이상이면 합치도가 나쁨을 의미하는데

(Brown & Cudeck, 1993), K-SSRS의 경우 .05보

다 작았다. SSRS의 요인구조를 그대로 사용하

였을 때보다도 더 나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행동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

를 보면, χ2(116)=1259.513 TLI=.86, CFI=.90,

RMSEA=.06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우수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SSRS의 요인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도 더 나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었다. 분

석에 사용된 요인구조 및 분석을 통해 얻은

표준화된 회귀 계수 추정치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있으며,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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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SSRS-P:초등학생용(사회기술척도)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그림 2. K-SSRS-P:초등학생용(문제행동척도)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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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TLI CFI RMSEA

K-SSRS-P 1729.021 269 .00 .88 .90 .04

SSRS-P 4532.598 659 .00 .80 .83 .05

표 9. K-SSRS-S:초등학생용(사회기술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적합도 지수들

Χ2
df p TLI CFI RMSEA

K-SSRS-P 1197.767 116 .00 .86 .90 .06

SSRS-P 1321.680 116 .00 .85 .88 .06

표 10. K-SSRS-P:초등학생용(문제행동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적합도 지수들

Χ2 df p TLI CFI RMSEA

사회기술척도

여학생 971.781 269 .00 .88 .90 .04

남학생 1058.166 269 .00 .86 .89 .04

문제행동척도

여학생 702.094 116 .00 .84 .88 .06

남학생 690.871 116 .00 .85 .89 .06

표 11. 성별에 따른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는 표 9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 걸쳐서 K-SSRS-P:초등

학생용의 요인구조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

생과 남학생 집단에 대한 분석 모두 동등한

정도의 우수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해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Gresham과 Elliot (1990)이 개발한

SSRS-P Elementary Level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에 대해서도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SRS-P

Elementary Level를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구인

타당도와 공존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얻고자

하였다.

구인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2개의 상이한

다른 표본을 이용하여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기술

척도에서는 주장성, 협동성, 책임성, 자기조절

의 4 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총 25문항이, 그

리고 문제행동척도에서는 과잉행동,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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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외현화 문제의 3 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총 17문항이 최적의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렇게 해서 얻은 K-SSRS-P초등학생용과

SSRS-P 원문항 사이에는 매우 높은 정도의 상

관이 존재하였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

기술 척도 및 문제 행동 척도 모두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SSRS(1990)이나 K-SSRS-S:초등학생용(문성

원, 2013)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은 남학생

에 비해 더 나은 사회적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문제행동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빈도의 행동을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K-SSRS-P:초등학생의 요인구조 모형이 우

리나라 아동들에게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SSRS-P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자

료를 더 잘 설명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자료를 매

우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CBCL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K-SSRS-P:

초등학생용이 매우 우수한 정도의 공존타당도

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냈다. K-SSRS-P:초등학

생용의 내면화문제는 K-CBCL의 내재화문제와,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는 K-CBCL

의 외현화 문제와 매우 높은 정도로 상관되어

있었으며,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

도가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K-SSRS-P:초등학생용의 사

회기술 척도가 K-CBCL의 문제행동 척도들과

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일관성 있게 유지되

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K-SSRS-P:초

등학생용은 매우 우수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척도이며,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사용하기에는 SSRS-P보다 더 적절한 척도이다.

그러나,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과정은 척도가 가지고 있는 심리측정적 속성

을 확인하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

동들 특유의 심리사회적 발달 양상을 구체적

으로 밝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K-SSRS-P:초등학생용은 요인구조

의 측면에 있어서는 SSRS-P와 유사했지만, 요

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매우 뚜렷한 문화적 차

이를 드러냈다. 특히 주장성 요인과 과잉행동

요인 그리고 외현화 문제 요인간의 관계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협동성 요인과

문제행동들간의 관계는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문성원, 2013)에서 얻은 결론을

지지했다. 이들에 대해서 다음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로 주장성 요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판 타당화 과정을 통해 개념 자체가 더욱

명료해졌다. 가령, “35.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

으로 쉽게 바꿔한다”나 “13.다양한 일이나 주

제에 관심을 보인다” 등의 문항은 SSRS-P

Elementary Level에서는 주장성 요인에 속했지

만, K-SSRS-P:초등학생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항이다. 그러나, 35번 문항에서 언급하고 있

는 행동은 사회 기술의 측면에서보다는 오히

려 문제 행동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13번 문항의 경우도 문제 행동은 아니지만 배

제되는 편이 주장성이라는 요인의 내용 구성

을 보다 매끄럽게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술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보호기술에 속함에도 불구하

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주장성 요인은 과

잉행동 및 외현화 문제 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SSRS-P에서는 네

개의 사회기술 요인 모두 문제 행동 척도와

부적 상관을 형성하고 있고, K-SSRS-P: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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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나머지 3요인은 모두 문제행동 척도와

부적상관을 형성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이러한 상관관계는 상당히 예외적인 특징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주장성 요인과 과잉행동

및 외현화 문제 요인과의 관계는 다른 사회기

술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

라진다는 점이다.

먼저, K-SSRS-P:초등학생용의 주장성 요인과

외현화 문제 요인간의 관계를 보면, 다른 사

회기술 변수를 고려하지 않든 고려하든 유의

미한 정적 관계가 존재했다. 즉, 둘 간의 상관

관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

났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요인들

을 독립변수로 하고 문제행동 척도를 종속변

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주장성 요인과 외

현화 문제 요인의 관계에서 책임성 요인과 자

기조절 요인의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이 두

요인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장성요인과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는

K-CBCL에서도 동일해서, K-SSRS-P:초등학생용

의 사회기술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K-CBCL의 외현화 문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역시 다른 사회기술 요인

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주장성 요인에서의

높은 점수는 K-CBCL에서의 높은 점수와 관련

되어 있었다.

그러나 K-SSRS-P:초등학생용의 주장성 요인

과 과잉행동 요인간의 관계는 이와는 달랐다.

다른 사회기술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양자

간의 상관을 검토했을 때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지만, K-SSRS-P:초등학생용의 사

회기술 척도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과잉행동문

제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자,

정반대의 관계가 드러났다. 즉, 주장성 요인과

외현화 문제 요인의 관계에서 나머지 세 요인

의 부분을 배제하자 주장성 요인과 외현화 문

제 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 관계가 드러났다.

서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는 중요한 사회기술중 하나인 주장성이 대표

적인 친사회적 기술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문

제 행동과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높은 정도의 주장성이 높은 정

도의 외현화 문제나 높은 정도의 과잉행동과

관련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문성원(2003a, 2003b)이

지적했듯이, 우리문화에서의 주장성은 공감이

나 자기조절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대

인민감성이 낮은 것일 수 있고, 오히려 공격

성이나 분노와 밀접히 관련될 수 있음을 일관

적으로 지지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에게서 높은 수준의 주장성이 발견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적응적인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높은 정도의 주장성이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와 높은 수준의 과잉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부

터 시작되는 점, 미취학 아동의 경우 관인 어

린이집이나 관인 유치원이외의 사교육 기관에

서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이 많은 점, 정

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은 도외시한 채 인지

적 발달만을 편중적으로 중시하는 사회적 분

위기 등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주장 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공격적인 행동을 양

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

을 모두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수

적이다.

세 번째로, K-SSRS-P:초등학생용의 과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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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 포함되

어있던 분노조절 행동 관련 문항들을 모두 포

괄하게 됨으로서 보다 넓은 범위의 과잉행동

들을 다루게 되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

분노조절과 관련된 행동들은 외현화 문제의

맥락보다는 과잉행동 문제의 맥락에서 발생하

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과

잉행동으로 포괄되는 범위의 문제행동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에서는 SSRS-P나 K-CBCL의 외현화 문제와

비교할 때 가장 직접적인 의미의 공격성을 평

가하게 되었다. 즉, K-CBCL의 외현화 문제 척

도가 비행과 공격성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은 비행 관련

문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K-SSRS-P:초등학

생용의 외현화 문제 요인은 여기서 다시 분

노 조절 관련 행동들을 배제시켰다. 결국,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는

직접적인 대상을 향해 의도적으로 가하는 공

격적 행동들만 남았다.

다섯 번째로, 본 논문의 결과를 보면 협동

성 요인은 모든 문제행동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협동성이 높

게 평정된 아동일수록 과잉행동, 내면화문제,

외현화 문제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다

른 요인들의 영향을 모두 배제하면 특히 협동

성은 과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분명

협동성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집안의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방을 깔끔하게 하고, 부모의 집안일은

돕고, 시간안에 집안일을 마치고, 부모 도움

없이 집안일을 먼저 시도하고, 자진해서 가족

들 할 일을 도와주는 일은 우리문화에서는 거

의 격려되지 않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녀의 과잉행동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

모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자 간의 상

관 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문화

에서 이들 중 한쪽에 대해서만 편향적인 관심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문

성원, 2013)에서와 매우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K-SSRS-S:초등학생용의 협동성 문

항들은 혼자 힘으로 제때 숙제를 마친다거나

혹은 책상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의 행동들

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K-SSRS-P:초등학생

용의 협동성 요인에서 다루고 있는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중요

하게 교육되거나 격려되고 있는 행동들이 아

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단계적으로 아동이 협동성 기술을

학습해나가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도 학부

모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지만,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과 관련해서 발생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한다

면 학교와 가정에서 협동적 행동을 가르치는

일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사회기술과 관련된 예방적 개입

과 관련하여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남겼다. 만

일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K-SSRS-P:초등학생

용에서 높은 정도의 주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일단 높은 정도의 외현

화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 요인은

SSRS-P의 외현화 문제에 비해 보다 직접인 공

격적 행동들, 특히 다른 아동과 몸싸움을 벌

이거나 다른 아동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포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주장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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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장

성으로 보이는 친사회적 기술이외에 구체적인

외현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즉각적으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장성과 과잉행동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사회기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도 개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기

술 요인들의 영향을 배재한 채 주장성과 과잉

행동간의 관계만을 확인하면 분명 높은 과잉

행동은 낮은 주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에 맞춰

서 사회 기술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일차적 개

입 및 이차적 개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

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협동성 요인에 관해서는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 혹은 그 중요도에 비해 학교

나 가정 모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

정이므로, 이에 관해 일차적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해외에서 개발된

심리평가 도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

련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주장성은 대표적

인 필수 사회적 기술이고 많은 임상군의 치료

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술이지만, 적

어도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높은 주장성이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 행동과 관련되어 있

었다. 심리평가도구를 국내판으로 타당화 하

는 경우는 해당 도구들이 다루고 있는 심리적

구인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의미

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양 문화 간 차이

를 충분히 비교 검증한 후 국내에서 사용하도

록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의 다

양한 심리평가도구들이 속속 국내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도구 개발 국가와 우리나라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일관성에 대한 더 많

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SSRS(1990), K-SSRS-S:

초등학생용(문성원, 2013), 그리고 본 연구의

K-SSRS-P:초등학생용 모두 성차가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차와 사회기술, 그리고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맥

락에서 여러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존타당도와 관련된 보

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K-CBCL 문제행동척도와 K-SSRS-P:초등학

생용의 문제행동 척도와의 상관만을 검토했으

므로,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와

다른 관련 척도와의 상관을 확인하는 후속 연

구는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타당도와 관

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

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발달 장애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K-SSRS-P:초등

학생용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군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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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in Korean childre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Children (K-SSRS-P: Elementary Level)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

Parent Form(SSRS-P; Gresham & Elliot, 1990)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tudy 1, 892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were administered with K-SSRS-P fo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and 307 of

them were administered with K-SSRS-P and K-CBCL to test the instrument’s concurrent validity. EFA

yielded four interrelated factors of assertion, cooperation, responsibility and self-control in the social skill

domain and three interrelated factors of hyperactivity,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in the problem

behavior domain in the K-SSRS-P. The K-SSRS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Girls showed higher

social functioning than boys did. Problem behavior scale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associations with

K-CBCL. In study 2, 2270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were administered with K-SSRS-P fo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CFA confirmed four factors structure of 25 items on the social skill

scale and 3 factor structure of 17 items on the problem behavior scale in the K-SSRS-P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SSRS-P scores explained more variance in the data than the SSRS-P scores did. In

conclusion, the K-SSRS is useful for assessing social skill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has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The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skills and the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social skills to problem behavior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skill,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 childre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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