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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의 장애 및 제한되고 반복적인 상

동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발달장애를 포함한다.1)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
der, ADHD)는 주의력 유지의 어려움, 과잉·충동적 행동의 임

상적 특징을 보이는 장애로 정의된다. ASD를 가진 소아, 청소

년에서 ADHD가 동반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30-78% 정도의 ASD 환아

에서 ADHD가 동반되며2) 일반 소아청소년에 비해 적어도 6

배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3) 최근 개정된 



ADHD를 동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의 특성

- 214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rs, 5th 

edition에 의하면 ASD와 ADHD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으나1)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에 의하면 두 

장애가 동시에 진단될 수 없으며 ASD가 증상의 심각도의 측

면에서 상위의 진단명으로 우선적으로 진단되어야 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1) 진단기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ASD와 

ADHD의 공존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ASD에 ADHD가 동반된 경우 전반적 기능 수

준이 더욱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치료적 측면에서도, 

ASD와 ADHD가 공존하는 경우 사회기술훈련의 치료효과

가 저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8-12세의 

ASD 아동에서 10주간의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한 결과,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평가상 

ADHD가 공존하는 경우 사회기술 평가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의 유의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5) 즉, ASD에

서 공존하는 ADHD는 치료적인 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 보

아야 할 동반증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D에서 ADHD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와 ADHD 증상의 

유무에 따른 전반적인 임상양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ASD와 ADHD 두 장애가 동시에 진단되는 경우의 임

상양상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다. ASD와 ADHD가 공존

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약물치료 및 사회기

술훈련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의 목적은 ASD 청소년에서 진단 기준을 만족할 만

큼 의미 있는 ADHD 의 유무에 따라 ASD의 임상 양상, 적응 

기능, 그리고 가족 관계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포괄적인 진단 평가와 임상 증상 평가를 완

료한 ASD 청소년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길병원, 경희대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실시한 Program for the Educa-
tion and Enrichment of Relational Skills(PEERSⓇ) 사회기

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다. 초기 모집 단계에

서 연구대상자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숙련

된 전문가에 의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았거나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 12-18세의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에 재학중인 소아청소년으로 웩슬러지능검사10)로 측정한 언

어지능이 65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었다. 또한 주요 정신질환

(조현병, 양극성장애, 자살사고가 동반된 주요우울장애 등)을 

가진 경우와 공격적·반항적 행동문제, 기타 신체적·신경학적 

문제로 인해 평가 및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대상자

에서 제외하였다. 

모집된 청소년들은 세 명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에 의해 DSM-IV-TR에 의거하여 ASD를 1차적으로 진

단하였으며, 표준화된 진단 도구인 Autism Diagnostic Inter-
view-Revised(ADI-R)6) 및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ADOS)7)을 통해 확진에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에

서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의 

치료 전 기저치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한 각 병원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

었고, 모든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2. 평가 도구

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증상

(1)  ADHD 평가 척도(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ARS)

ARS는 DSM-IV의 ADHD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충동성 증상들을 평가한다.8) 부모용 ARS의 

진단 변별점은 18점으로9) 본 연구에서는 총점 18점 이상을 받

은 대상자를 ADHD 동반군, 17점 이하인 경우를 대조군으로 

정의하여 두 군을 비교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
bach’s alpha=.77-.89로 보고되었다.9)

2) ASD의 핵심 증상 및 사회기술

(1)  자폐증 관찰 스케줄(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ADOS)

언어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상상놀이, 제한되고 반복

적인 상동행동 및 기타 행동문제(과잉행동, 불안, 초조) 등 다

섯 가지 영역에 대해, 대상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자폐증 관

련 증상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반구조화된 평가 도구이다.11)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5로 보고되었다.12)

(2)  사회기술 평가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대상자의 사회적 행동을 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자기주장, 

협동, 공감능력, 자기통제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13)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4로 보고되

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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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반응성 척도(Social Responsiveness Scale, SRS)

사회적 인지능력, 의사소통, 제한되고 반복적인 상동행동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총 6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5) 

ASD 환아에서 사회적 상호교환성과 관련된 특징을 평가하

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
onbach’s alpha=.85로 보고되었다.15)

(4)  청소년의 사회적 지식척도(Test of Adolescent Social  

 Skills Knowledge-Revised, TASSK-R)

ASD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EERS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

된 척도로서, 총 26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청소년이 가진 사

회적 행동에 대한 지식을 자가보고를 통해 평가한다.16) 총 점

수 범위는 0-2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식이 뛰어

남을 시사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5

로 보고되었다.16)

3) 정서 및 행동 문제

(1) 아동 우울 척도(Child Depression Inventory, CDI)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식 검사로, 소아 청

소년의 지난 2주 동안의 우울 증상을 평가한다. 척도의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8로 보고되었다.17,18) 

(2)  아동 상황/기질 불안 지표(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te/Trait, STAIC-S and STAIC-T) 

소아 청소년의 불안 증상을 평가하며 상황 불안 지표는 현

재의 불안 정도를, 기질 불안 지표는 평소의 불안에 대한 민감

성 정도를 측정한다.19)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
pha=.85로 보고되었다.20) 

(3)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다양한 범주에 걸친 소아청소년의 정서, 행동 문제를 평가

하기 위한 설문지로 부모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21) 총 16개

의 하위척도에 대해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는 t 점수를 사용하

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0으로 보고

되었다.22)

4) 부모의 정서 문제

(1)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총 21개의 자가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된 성인의 우울 증상

을 평가하는 검사이다.23)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8로 보고되었다.24)

(2)  상황/기질 불안 지표(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State/Trait, STAIC-S and STAIC-T)

총 20개의 자가보고식 문항으로 성인의 불안 증상을 평가하

며25) 평가하는 바는 아동 상황/기질 불안 지표와 동일하다. 척

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3으로 보고되었다.26)

5) 부모 자녀 관계

(1)  부모 의사소통 척도(Parental Communication  

 Inventory, PCI)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

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7,28)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자

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상태를,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상

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

한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

적인 것을 의미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영역 또한 역채점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척

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5로 보고되었다.28)

3. 통계분석

두 군 간의 인구통계학적 지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

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임상적 지표의 차이 비교를 위

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지표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8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

은 p＜.05로 정의하였다.

결      과

ADHD 평가 척도의 절단점인 18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ADHD 동반군은 19명(40.4%), 대조군은 28명(59.6%)으로 

나타났다. ADHD 동반군의 ARS 평균점수는 25.47±5.00점, 

대조군의 ARS 평균점수는 10.64±5.01점으로 나타났다. 

1. 인구통계학적 정보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
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나이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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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

적 지표에 있어서는 두 군 모두 대체로 중류층에 속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으나, ADHD 동반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07, p=.010). 따라서 다음의 각 분석에 있어 사

회경제적 지표를 통제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자폐증상 및 사회기술

ADHD 동반군과 대조군에서 ASD 증상 및 사회성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평균 79.43± 

21.28)에 비해 ADHD 동반군(평균 104.58±20.77)에서 유의

하게 높은 SRS 점수를 보였다(t=4.015, p＜.001). 또한 SRS와 

ARS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을 때에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Table 3). TASSK-R로 측정한 사회성 지식

에 있어서도 ADHD 동반군에서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DHD 동반군 평균 12.74±3.00, 대조군 평균 14.46±2.55, 

t=-2.125, p=.039). TASSK-R은 사회경제적 상태 변수를 통제

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ADOS로 직접 관찰한 

자폐증상에 있어서는 4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두 군 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SSRS로 측정한 사회기술

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3. 정서문제

ADHD 동반군과 대조군 사이의 정서문제를 비교한 결과 

두 군 사이의 우울, 불안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으며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였다.

4. 부모의 정서 문제

ADHD 동반군과 대조군 사이에 부모의 우울, 불안 등의 

Table 1. Sociodemographic data and intelligence in both groups

ASD+ADHD (N=19) ASD (N=28) t p
Sex, male, N (%)        16 (84.21)     28 (100) -1.477 .147
Age, mean (SD) 13.79 (1.40) 13.71 (1.65) .163 .872
SES, mean (SD) 3.37 (.76) 2.82 (.48) 3.037 .010*
Educational year, F, mean (SD) 14.68 (2.63) 15.43 (2.36) -1.013 .316
Educational year, M, mean (SD) 14.32 (2.67) 15.00 (2.21) -.957 .343
Age, F, mean (SD) 46.16 (3.11) 47.03 (3.81) -.828 .412
Age, M, mean (SD) 43.74 (3.68) 44.50 (3.64) -.703 .486
VIQ, mean (SD)   96.89 (15.63) 102.18 (18.39) -1.025 .311
PIQ, mean (SD) 101.53 (12.93)   98.42 (19.25) .613 .543
FSIQ, mean (SD)   99.00 (12.80) 100.46 (17.85) -.307 .760

* : p<.05. ASD : autism spectrum disorder,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S : socioeconomic status, 1 : high, 2 : 
intermediate-high, 3 : intermediate, 4 : intermediate-low, 5 : low, Educational year : total number of year of education, F : father, 
M : mother, VIQ : verbal intelligence quotient, PIQ : performance intelligence quotient, FSIQ :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Table 2. Differences in autistic symptoms and social skills in both groups

ASD+ADHD (N=19) ASD (N=28) t p F p
ADOS, mean (SD)

Language & communication   4.89 (1.10) 4.64 (.87) .875 .386 .698 .416
Social interaction   9.47 (2.41)   8.57 (2.06) 1.374 .176 .700 .415
Stereotypy   .95 (.62) 1.04 (.43) -.578 .566 .211 .652
Imaginative play   .53 (.84)   .68 (.82) -.619 .539 .163 .692

SSRS, mean (SD)   30.00 (11.38) 30.32 (7.92) -.114 .909 1.137 .302
SRS, mean (SD) 104.58 (20.77)   79.43 (21.28) 4.015 .000* 6.017 .026*
TASSK, mean (SD) 12.74 (3.00) 14.46 (2.55) -2.125 .000* 3.164 .094

* : p<.05. ASD : autism spectrum disorder,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OS :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SSRS :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RS : Social Responsiveness Scale, TASSK : Test of Adolescent Social Skills Knowledg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DHD symptom severity and autistic symptoms/social skills

ADOS_comm ADOS_social ADOS_stereo ADOS_imp SSRS SRS TASSK
ARS .118 .255 .005 .040 .012 .620* -.161

* : p<.001. ARS : ADHD rating scale, ADOS :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_comm : language & communication, _so-
cial : social interaction, _stereo : stereotypy, _imp : imaginative play, SSRS :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RS : Social Responsiveness 
Scale, TASSK : Test of Adolescent Social Skills Knowledge



송재원ㆍ반건호ㆍ조인희ㆍ조수철ㆍ김붕년ㆍ신민섭ㆍ김재원ㆍ박수빈ㆍ홍순범ㆍ유희정

- 217 -

정서문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 지

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였다.

5. 부모 자녀 관계

부모 의사소통 척도 중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t=-2.489, p=.017)(Table 4),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D-
HD 동반군에서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가 더 낮은 양상을 보

였으며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4.608, p=.038). 또한 ARS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해보았을 때도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Table 5).

6. 전반적 임상양상

다수의 항목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규

칙위반, 공격행동 등의 문제행동, 품행 문제 등의 행동 문제뿐

만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강박증상, 외상후스트레

스 등의 정서 문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5; Table 6). 또한 적응척도 및 학업수행에서도 두 군 간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임상양상의 차이뿐만 아니

라 실제 적응능력에도 ADHD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행동문제는 변화 없으나 사고 문제, 강박증상 등의 정서 문제

와 적응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행동 문제는 변함없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5; Table 6).

고      찰

본 연구에서는 ASD 청소년에서 ADHD의 유무에 따른 임

상양상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ADHD 평가 척도의 절단점

인 18점을 기준으로 공존 유무를 정의하였을 때, ADHD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총 47명 가운데 19명(40.4%)

이었다.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 ASD와 ADHD의 공존율이 

30-80%였던 것을 감안할 때2)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HD가 동반되

는 ASD군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ADHD의 유병률이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표와 연관성을 가진다는 이전의 연구들29,30)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경제적 

수준은 주로 중류층을 전후해서 분포하고 있으며 등분산을 

이루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적었던 것

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전 연구들과의 직접적 비교는 제한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

를 요할 것이다. 

ADHD를 동반한 ASD 청소년에서 SRS와 TASSK-R로 각

각 측정한 사회적 반응성 및 사회성 지식이 더 저조하였으며 

ARS와 SRS 점수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ADHD 증상의 정도

가 심할 때 사회적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결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ADHD

를 동반한 ASD 아동 청소년의 경우 SRS, Children’s Commu-
nication Checklist, 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 

등의 점수가 더 저조하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

구의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31,32) 한 연구에서는 ASD

만을 단독으로 가진 경우보다 ASD와 ADHD가 공존하는 경

우 더 심한 정서지각의 장애를 보고하기도 하였다.33) 이는 

ASD를 가진 아동, 청소년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성의 문

제를 ADHD 증상이 조금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두 번째 차이는, ADHD 증상을 동반

한 ASD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부모-자녀 사이에 개

방적 의사소통 점수가 의미 있게 더 낮은 양상을 보였다는 점

이다. ADHD를 가진 아동의 부모들은 보다 통제적이며 지시

적, 반복적인 명령을 하며 칭찬에 인색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34) 이는 ADHD 고유의 증상뿐만 아니라 적대적 행

동, 품행 문제 등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

으로써 증가되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부적응적 대

응방식일 수 있다.34)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ASD의 경우에도 

ADHD 증상 및 행동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 부모-자녀 사이

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악영향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 문제 측정 결과 유의

Table 4. Parent-child relationship in both groups

ASD+ADHD (N=19) ASD (N=28) t P F p
PCI Open 29.00±8.10 34.59±7.06 -2.489 .017* 4.608 .038*

Reverse 24.89±6.83 23.56±4.85 .778 .441 .324 .572

* : p<.05. PCI : Parental Communication Inventory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DHD symptom severity and par-
ent-child communication

PCI open PCI reverse
ARS -.463* .192

* : p<.001.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RS : 
ADHD Rating Scale, PCI : Parental Communicatio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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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ASD 청소년에서 ADHD

의 유무와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양상 간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등을 고려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

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는 ASD를 가진 아동, 청소년의 치

료 및 가족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

으로 생각된다. 즉, ASD의 치료에서 공존된 ADHD 증상의 

치료가 동반되면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도울 수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ASD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서 및 행동 문제 측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자가보고형 

우울, 불안 척도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모 보고형 검사인 K-CBCL에서는 다양한 정서, 행동 하위

척도에서 ADHD 동반군이 현저하게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행동 문제가 심각함을 관찰하였다. ASD에서 ADHD 증상 및 

관련된 외현화 증상들이 동반된 경우 사회기술훈련 등의 치

료 효과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는 ADHD 증

상과 동반 외현화 문제를 호전시키는 것이 ASD 치료에 필수

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유무 여부를 ARS 점수로 구분하였

으며 ADHD 진단을 위한 임상가의 추가적인 면담이 진행되

지 않았다는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RS에서 

부모 보고검사만을 시행하였으며 교사의 정보는 제공받지 못

했으며 ARS 결과에 따른 ADHD의 아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점들은 향후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고기능 ASD를 가진 청소년에서 ADHD의 

동반은 사회성 저하,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저하 및 전

반적인 행동 문제와 정서 문제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두 군

이 공존할 때의 임상양상 및 적응·기능상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임상에서의 적절한 평가 및 치료, 보호자 교육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사회성 ·부모-자녀관계 ·행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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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 scores in both groups

Content, mean (SD) ASD+ADHD (N=19) ASD (N=28) t p F p
Anxious/depressed 67.79 (7.29) 64.50 (7.16) 1.535 .132 2.888 .096
Withdrawn 68.21 (8.34) 67.50 (7.45) .306 .761 .122 .728
Somatic complaints 60.89 (8.25) 57.25 (6.37) 1.708 .094 2.636 .112
Social problems 77.16 (5.23) 72.25 (7.03) 2.591 .013* 5.585 .023*
Thought problems 68.58 (6.79) 62.93 (8.28) 2.462 .018* 2.476 .123
Rule breaking behavior 61.58 (7.41) 57.07 (6.71) 2.167 .036* 4.445 .041*
Aggressive behavior 65.16 (8.15) 57.14 (7.25) 3.537 .001* 9.155 .004*
Total behavior problems 72.32 (7.97) 65.82 (9.82) 2.395 .021* 5.102 .029*
Internalizing symptoms 69.05 (9.14) 66.39 (8.71) 1.007 .319 .831 .367
Externalizing symptoms   64.79 (10.18) 56.00 (9.28) 3.064 .004* 6.936 .012*
Affective problems 67.16 (6.27) 62.57 (7.49) 2.196 .033* 3.001 .090
Anxiety problems 69.42 (7.99) 65.43 (7.67) 1.723 .092 4.478 .040*
ADHD 68.79 (6.83) 56.14 (5.96) 6.730 .000* 39.956      <.001
Oppositional behavior 61.68 (7.67) 55.57 (6.05) 3.049 .004* 8.046 .007*
Conduct behavior 63.37 (7.72) 57.11 (6.77) 2.939 .005* 6.445 .015*
Obsession/compulsion 69.21 (7.52)   62.82 (11.31) 2.157 .036* 3.522 .067
Post-traumatic stress 69.95 (6.04) 63.57 (9.44) 2.600 .013* 6.192 .017*
Cognitive problems 69.05 (8.40)   65.43 (12.46) 1.107 .274 .388 .537
Adjustment problems 31.53 (8.00) 37.57 (8.07) -2.530 .015* 3.491 .068
Sociality 32.95 (5.05) 36.07 (5.97) -1.871 .068 1.607 .212
Academic problems 39.47 (9.96) 47.18 (9.60) -2.660 .011* 4.203 .046*

* : p<.05. ASD : autism spectrum disorder,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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