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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명 출생일 (월/일/연도) 증례 번호 # 

                                                     

안내 

 

다음의 질문들은 지난 달의 당신의 아이의 기분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자에 체크 표시나 X 표를 하십시오.  

다음 내용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녀의 연령대에 비해서 일반적인 정도를 

벗어난다고 할 때에 문제라고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혀/드물게’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이가 …… 전혀/

드물

게 

때때

로 

자주 아주 

자주 

1. 한번에 수시간이나 수일 동안 매우 행복한 느낌을 

가지는 시기가 있어서, “세상의 최고에 올라 있는” 

느낌처럼 극도로 흥분하고 들떠있다. 

□0  □1  □2  □3  

2. 한번에 수시간 또는 수일 동안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거나, 혹은 광분해 있다. 
□0  □1  □2  □3  

3. 자신이 그 나이에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무엇이든 

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지도자, 최고의 농구 

선수, 아이돌, 백만장자, 공주) 

□0  □1  □2  □3  

4. 비현실적인 능력이나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도 하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0  □1  □2  □3  

5. 평상시보다 잠을 덜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음 날 피곤해 

하지 않는다 
□0  □1  □2  □3  

6. 에너지가 과도하게 넘치는 시기가 있다. □0  □1  □2  □3  

아동기 조증 평가 척도, 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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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너무 많이 또는 너무 크게 말하거나 쉴새 없이 지껄이는 

시기가 있다 
□0  □1  □2  □3  

8. 생각을 천천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질주하는 

시기가 있어서, 아이의 말이 자기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0  □1  □2  □3  

9.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 화제가 건너뛰듯이 바뀐다 □0  □1  □2  □3  

10. 일들을 쉬지 않고 하면서 우왕좌왕한다. □0  □1  □2  □3  

11. 진득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쉽게 이끌린다. 
□0  □1  □2  □3  

12.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거나, 평소와 달리 

생산적이거나 아주 창의적이다 
□0  □1  □2  □3  

13.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한다 (예, 음란한 말하기, 

신체노출, 은밀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장난하기, 

자위하기, 음란전화 하기, 동물에게 성적으로 행동하기, 

성적인 게임 하기, 다른 사람들을 성적인 의도로 만지기) 

□0  □1  □2  □3  

14. 낯선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다가가 말하며, 평상시보다 

더 사교적이다. 
□0  □1  □2  □3  

15. 평상시와는 다른 어리석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 (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당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씨디를 주문하기, 물건들을 나누어주기) 

□0  □1  □2  □3  

16.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강하고 오래 가는 분노 발작이 있다. □0  □1  □2  □3  

17. 평소보다 훨씬 더 농담하거나 말장난을 하고, 크게 

웃거나, 보통의 수준을 벗어난 오도방정을 떤다 
□0  □1  □2  □3  

18. 빠른 기분 동요를 경험한다 □0  □1  □2  □3  

19. 의심을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한다 □0  □1  □2  □3  

20.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 □0  □1  □2  □3  

21.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0  □1  □2  □3  

 

 

 
총점   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