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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형식의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ADHD 성향은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기능 결함을 매개로 하여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ADHD 성향은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을 통해서만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기능이 ADHD 성향 청소

년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실행기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발달에서 기본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요소

가 청소년기에 발달되므로 실행기능의 결손이 이 시기까지 이어진다면,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ADHD 성향 청소년의 실행기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실행기능, 청소년 ADHD 성향 ,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실행기능 질문지(BRIEF-SR), 학교생활적응, 

자기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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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아동기의 대표적 정신장애로 여겨졌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만성적 경과를 보이

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ADHD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로, 학교나 가정 등 여러 장면에서 특정

한 행동 패턴을 보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으로 기능수행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ADHD의 핵심증상은 크게 부주의와 과잉행

동 및 충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아동기에는 과잉행동 및 충동성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

면, 청소년기에는 이런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다(Epstein, Johnson, Varia, & Conners, 2001). 대신  

부주의와 충동성 증상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Barkley, Fisher, Smallish, & Fletcher, 2006) 이

와 관련된 이차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 ADHD 청소년들이 보이는 이차적인 문제들은 학업영

역에서의 심한 부진은 물론 또래 및 교사,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부정적인 자기개념 형성 

및 자아존중감 저하, 정서 문제, 물질 남용, 비행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Barkley, Fisher,

Edelbrock & Smallish, 1990). 이러한 문제들은 생활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청소년

기는 물론 성인기 까지 계속되어 학교 및 사회 적응에도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연희, 정현의, 최성열, 2010), 과거에 비해 문제행동의 정도가 지나치고, 범죄나 사회적 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현영, 최은영, 2012).

한편, 아동기 ADHD의 행동 특성들에 비해  ADHD 청소년이 나타내는 부주의, 충동성 증상

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 이런 증상을 가진 청소년들이 ADHD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나 중

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송연주, 2016).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게 적

절한 개입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이처럼 청소년들 중 

ADHD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도나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준 임상 진단군을 통

칭해서 ‘ADHD 성향 청소년’ 이라고 한다(황양순, 2015). 이들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ADHD 특

성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ADHD 성향의 아동·청소년들도 ADHD로 

진단 받은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심리사회적 손상을 경험하고 있고(Cho et al., 2009), 학교 부적

응, 또래관계 문제,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김민주, 하은혜, 2014; 이동

훈, 송연주, 김홍석, 2012; 이동훈, 2011; 김형숙, 2009; 최진오, 2014).

특히, ADHD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는 자기유능감 저하이다. 자

기유능감은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중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자

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치감을 뜻한다(Hart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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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er(1985)는 아동이, 아동기 중기 이후부터 서로 다른 6개의 영역에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할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아 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ter(1985)가 말한 자기유능감의 6개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수행에 대한 개인의 

유능성을 나타내는 학문적 자아, 신체적 유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는 운동적 자아,

친구들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느끼는지

를 보는 사회적 자아,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적 자아, 자신의 행동

방식 양상과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행동적 자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람으로서 가

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는 전반적 자아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유능감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므로 부모

나 형제 등 주변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안선정, 임지영, 2012). 그러

나 ADHD 성향의 청소년들은 아동기부터 이어진 증상으로 인해, 중요 타인들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강혜미, 김은정, 2013).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체성 확립의 문제, 동

기 부여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ADHD 성향의 청소년들이 여러 상황에서 성과

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Marina, 2012). 또한, 부정적 자기개념으로 인한 자기유능

감 저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생활에 적응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김소연과 전종설(2015)은 낮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들의 자신감, 성공적인 수행, 능동적인 대처

와 같은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반면, 주영주 

등(2014)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교우관계가 좋고 학교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등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임정하 등(2014)은 유능감이 높으면 학교 공부에 잘 적응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고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인혜(2008)는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

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규미(2005)는 학교적응

의 구성개념을 살펴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공부 요인은 학생이 자기효

능감을 가지고 학업에 잘 참여하고 학교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

하며, 학교친구 요인은 학생이 학교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학교교사 요인은 학생이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교사

와 친밀한 교류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학교생활 요인은 학생이 학교시설을 아끼고 질서와 규

칙을 잘 지키고, 학교를 좋아하며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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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합적인 능력들이 요구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ADHD 성향의 청소년들은 제 증

상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ADHD 성향 청소년들은 낮은 과제 집중력과 행동통제 

및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수행이 부진하게 되어 성적하락을 경험하게 된다(김윤희, 2012;

Barkley, 2006). 또한 ADHD 아동·청소년들은 조망수용의 어려움, 공감이나 고통에 대한 반응 

부족, 사회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Hodgens, Cole, & Boldizar, 2000), 친사회적 행동보다 

공격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해(온싱글, 김은정, 2003)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Kim et al., 2010). 이와 더불어 교사들도,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친구들과 싸움도 

잦은 ADHD 아동·청소년들을 문제아로 인식하고 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이정옥, 2004).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Barkley(1997b), Sonuga-Barke(2003), Loe와 Feldman(2007)은 실

행기능의 결함이 ADHD 아동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실행기능은 인지기능의 최상위 고위영역(Baddeley, Hitch)으로 계획, 의사결정, 목

표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문제해결 경향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Pennington, Ozonoff, 1996), 활동의 계획 및 조직화와 관련되어 개인이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목표 지향적이고 융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기술의 

집합이다(Gioia, Isquith, & Guy, 2001; Welsh et al., 1990; 이은희,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

위 인지기술인 실행기능에 결함이 발생하면, 특히 반응 억제, 주의력, 작업 기억, 계획 능력이 

손상되어(Willcutt et al. 2005) 계획하거나 조직하는 일, 학업이나 과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것,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Biederman, 2004). 선행된 

신경심리연구들은 실행기능이 뇌의 전두엽 영역 특히, 전 전두엽 및 관련구조에 의해 매개된다

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두엽 영역이 계획, 조직, 자기조절의 기능과 충동조절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Gustafsson et al., 2000). 전 전두엽의 기능이 손상되면 억제의 결핍이 나타나고,

이는 행동억제를 어렵게 하여 실행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rkley(1997a, 2006)는 

‘다면적 모델’을 통해 ADHD의 주요결함은 행동억제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근본

적 결함이 발달경로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순차적인 실행기능 결함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한편,

ADHD 또한 뇌의 전 전두엽 영역과 관련이 있는데, 많은 연구들은 ADHD가 전 전두엽의 신경

심리학적 기능손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Barkley, 1990; Barkley, Grodzinsky,

& DuPaul, 1992). 실행기능의 결함과 ADHD와의 관계에 대해 Johnson과 Reid(2012)는 ADHD

아동․청소년들이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전략적인 계획 수립, 목표 설정, 주의 지속에 어려움

을 나타내어 학업성취에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김민주와 하은혜(2011)는 ADHD 증

상 중 주의력 결핍증상이 전반적인 실행기능의 어려움 증가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HD 성향의 청소년은 실행기능 결함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기

유능감을 가지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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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ADHD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개별변인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지만, 청소년의 ADHD 성향과 더불어 실행기능과 같은 신경

심리 인자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ADHD 성향과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ADHD 성향 청소년들의 실행기능

을 증진하여 보다 적응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실행기능 결함,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유능감은 어떤 관계를 가

지고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 결

함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6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308명을 대상

으로 자기보고형태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자료의 특성상 신

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염려가 존재하고 있는 바, 연구자는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교사 및 응답자

들에게 연구목적 및 설문 절차, 설문 중 유의사항 등에 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을 실시할 때 교사와 함께 연구자가 참여하면서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답할 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환기시키고, 필요시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308부 

중 무성의한 응답이나 설문 일부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한 28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289명 중 남학생은 191명(66.1%), 여학생이 98명(33.9%)으로 남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4.05세(SD=1.09)였고, 학교 급 및 학년 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31명(10.7%), 2학년 155명(53.6%), 3학년 41명(14.2%), 고등학교 1학년 62명(21.5%)

으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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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성(ADHD) 증상 선별 척도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반건호 등(2001)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청소

년용 단축형 자기보고식 선별척도(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Short Form):

CAS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 증상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주의력 및 학습과 관련된 인지

요인 13문항, 과다활동성, 안절부절 하지 못함과 관련된 과다행동 요인 10문항, 말썽부리기, 도

벽과 관련된 품행문제 요인 4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ADHD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반건호 등(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88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역시 .88로 나타났다.

2)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실행기능 질문지(BRIEF-SR)

청소년의 실행기능 측정을 위해 Guy, Isquith와 Gioia(2004)가 개발한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실

행기능 질문지(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Self-Report Version : 이하 

BRIEF-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11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행기능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행동조절지표(Behavioral

Regulation Index: 이하 BRI)는 38문항으로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자기 감찰의 세부요인으로 이루

어졌으며, 메타인지지표(Metacognition Index: 이하 MI)는 42문항으로 단기기억, 계획, 일상생활조

직화, 과제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

해서 ‘없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까지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RIEF-SR의 미국 표준화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신

뢰도계수(Cronbach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7로 나타났다.

3) 자기유능감 척도

청소년의 자기유능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이와 오경자(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arter(1985)의 청소년 자기개념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중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세 가지 요

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 요인은 학업적유능감(5문항), 사회적유능감(5문항),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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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감(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있다. 선행연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4 이었다.

4)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8문항으로 학교공부(8문항), 학교친구(10문항), 학교교사(10문항), 학

교생활(10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규미, 김명식(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7을 나타냈다.

3. 모형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

능 결함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모형

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자료 분석 방법

첫째, SPSS 22.0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실행기능 결함,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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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

형과 자료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χ2값(Hu, Bentler, 1999)과 함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RMSE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실행기능 결함의 개별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 간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 분석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앞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6). 다

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ADHD 성향은 실행기능 결함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학교생활적응, 자기유능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실행기능 결

함과 학교생활적응, 자기유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생활적응은 자기유능감과 유

의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ADHD 성향 변인과 실행기능 결함 

변인은 측정문항의 내용이 비슷해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나 확인해 본 결과 두 변 

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7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통계분

석과 왜도, 첨도, 상관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모형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χ2=224.796 (df=48,

p<.001), CFI=.928, TLI=.900, RMSEA=.113),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90 이상으로 

적합하였으나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나쁜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가장 큰 분산 수정

지수(MI)를 가진 오차항들을 공분산으로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개선된 측정모형의 적합

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CFI와 TLI는 대체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10 이면 보통인 적합도를 반영하므로 개선된 측정모형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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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자료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자료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ADHD

1. 인지 1 .642** .543** .636** .640** -.494** -.293** -.402** -.413** -.321** -.284** -.268**

2. 과다행동 1 .435**　.508** .471**　-.310**　-.160** -.310** -325* -.291** -.252** -.246**

3. 품행문제 1 .407** .406** -.152** -.081** -.252** -.227** -.166** -.170** -.161**

실행기능

결함

4. 행동조절 1 .834** -.389** -.293** -.455** -.359** -.350** -.256** -.303**

5. 메타인지 1 -.428** -.314** -.386** -.420** -.379** -.264** -.322**

자기

유능감

6. 학업적 1 .444** .485** .477** .367** .311** .303**

7. 사회적 1 .555** .446** .442** .614** .417**

8. 자기가치 1 .394** .386** .403** .400**

학교

생활

9. 학교공부 1 .865** .747** .803**

10. 학교생활 1 .775** .882**

11. 학교친구  1 .697**

12. 학교교사  1 

평균 .81 .45 .77 1.44 1.53 3.59 3.94 3.60 3.66 1.96 1.77 1.70

표준편차 .47 .37 .52 .33 .36 .77 .72 .85 .73 .55 .62 .58

왜도 .57 1.24 .61 .75 .41 -.18 -.88 -.34 -.40 -.11 -.04 -.13

첨도 -.07 1.94 .13 -.07 -.58 .21 1.53 -.05 .89 .11 .12 -.04

** ｐ< .01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χ₂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형 123.125 46 .955 .968 .076 (.060∼.093)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나(χ2=123.125, p<.001, TLI=.995, CFI=.068, RMSEA=.076), 청

소년의 ADHD 성향에서 학교생활 적응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

한 청소년의 ADHD 성향이 실행기능 결함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들을 제거하고(Martens, 2005), 청소년의 

ADHD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경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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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경쟁모형은 [그림 2]에,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분석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 되었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ρ

ADHD

인지 1 .93

과다행동 .60 .05 .70

품행문제 .71 .07 .59 ***

실행기능
행동조절지표 1 .91

메타인지 1.10 .06 .91 ***

자기유능감

학업적유능감 1 .67

사회적유능감 .97 .10 .70 ***

자기가치감 1.22 .12 .75 ***

학교생활

학교공부 1 .90

학교생활 1.01 .03 .97 ***

학교친구 .80 .04 .79 ***

학교교사 1.10 .04 .90 ***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그림 2] 경쟁모형

χ₂ df △χ₂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연구모형 123.125 46 .955 .968 .076 (.060∼.093)

경쟁모형 124.372 48 1.247 2 .957 .969 .074 (.058∼.091)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적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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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ρ

ADHD
→ 실행기능 결함 .53 .04 0.76 ***

→ 자기유능감 -.21 .09 -.25 *

실행기능결함 → 자기유능감 -.52 .14 -.42 ***

자기유능감 → 학교생활적응 1.16 .13 .62 ***

* p <.05   *** p < .001

경쟁모형의 분석결과, ϰ2= 124.372 (df=40, p<.001), TLI=.957, CFI=.969, RMSEA=.074 (.058

- .091)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가 거의 동일하므로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χ₂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쟁모형은 자유도

가 2가 증가 하였고 χ₂값은 1.247이 증가하였다. 통상, 모형 비교에서 자유도 차이 1에 대해 

χ₂의 변화량이 3.84를 초과해야 모수 추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분석된 결과는 자유도

가 2가 증가한 것에 비해 χ₂값은 1.247 만 증가하였기에 간명성 기준으로 볼 때 경쟁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각 경로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 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되었

다.

<표 5> 최종모형 경로계수 추정 

[그림 3]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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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실행기능 결함간의 경로(β=.53, ρ<. 001),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간의 경로(β=-.21, ρ<.05), 실행기능 결함이 자기유능감에 

이르는 경로(β=-.52, ρ<.001), 자기유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β=1.16 ρ<.001)가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ADHD 성향이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행기능 결함을 매개로 자기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의 ADHD 성향은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행기

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을 통해서만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였다. 원자료

(N=289)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5,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ADHD → 자기유능감 - 0.25 - 0.32**  (- 0.46 ∼ - 0.18)

ADHD → 학교생활적응 - 0.35*** (- 0.44 ∼ - 0.26)

** p < .01  *** p < .001

<표 6>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

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32, p<.001, 95% CI

= -.46 ~ -.18). 또한 청소년의 ADHD 성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

감의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35, p<.001, 95% CI = -.44 ~ -.26).

Ⅳ.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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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ADHD 성향은 실행기능 결함과 정적인 

상관을, 자기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ADHD 성향의 정도가 심할수록 실행기능의 결함은 증가되고, 자기유능감은 저하되며, 학교생

활적응의 어려움은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ADHD 학생들이 학업의 어려움, 낮은 자아존중

감,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Wu, Gau, 2013; Herman, Ostrander, 2007;

김형숙, 2009)와 ADHD 증상 중 특히 주의력 결핍 증상이 심할수록 전반적으로 실행기능을 활

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김민주, 하은혜(2011)의 연구, 실행기능 결함이 ADHD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도(Jacobson, Williford, & Pianta, 2011)와 유능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김은

이, 오경자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분석한 결과, 실행기능 결함이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자기유능감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ADHD 성향은 자기유능

감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실행기능 결함을 매개로 하여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DHD 청소년들이 주변 환경들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게 되면서 또래들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Quinn과 

Wigal(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이 청소년의 ADHD 성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완전매

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ADHD 성향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행기능 결함으로 인한 자기조절력과 적응력 부족의 문제는 ADHD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적 성취를 이루거나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주요 타인들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하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상당한 좌절을 

겪게 만들 것이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있는 ADHD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기유능감을 형

성하기 어렵고, 결국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청소년의 ADHD 성향 자체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청소년이 ADHD 성향이 있더라도 실행기능에 결함이 없거나, 실행기능 결함으로 인해 자기유

능감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거나 경험하

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성향을 가진 청소년은 ADHD 증상으로 인한 

일차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부정적 자기인식, 부정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편견 등의 이차적인 어

려움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나타낸다는 김형숙(2009)의 연구와 ADHD 아동들이 학습

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수진(2013)의 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ADHD 증상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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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에 주목하고 있어, 연구 대상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임상적 특징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과잉행동 증상이 상당히 감소되면서(Epstein, Jeffery, 2001) 주

변인들과 표면적인 마찰이 줄어들게 되어, 청소년이 체감하기에 자신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

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ADHD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집단과 교육기관에서 사

회화 과정을 학습함으로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습득하기도 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자

연스럽게 인지능력,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듯 사회기술 수준

이 향상되면서 ADHD 성향 청소년들이 아동기에 비해 비교적 자신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ADHD 성향은 실행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기능 결함을 매개로 하여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학교

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ADHD 성향은 실행

기능 결함과 자기유능감을 통해서만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기능이 ADHD 성향 청소년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실행기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발달에서 기본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요소가 청소년

기에 발달되므로 실행기능의 결손이 이 시기까지 이어진다면,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ADHD 성향 청소년의 실행기능의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실행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법들을 살펴보면, 한현주(2005)와 윤미희, 길경숙(2009)은 

ADHD 아동들이 게임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목표행동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능

력,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행동을 표상하여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상황에 맞게 욕구를 전환시

키는 능력 등의 실행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지현과 송현주(2016)는 실행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ADHD 성향의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계획 및 조직화 영역의 과제를 반복적으

로 훈련함으로써 해당 영역의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발달

적 시기에 있는 ADHD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뇌의 발달적 가소성을 근거로 한 인지 행동적 접근

의 개입방법이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행동은 ADHD 성향 청소년들의 학

업적 성취와 분별력 있는 사회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ADHD 성향 청소년들의 학업적 성취를 위한 기능들은 

물론, 학교생활 내에서 필요한 일상적인 기능들을 잘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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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289명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일반화를 돕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상 청소년들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얻은 자

료이므로, 주관적인 보고로 인해 실제적인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연구의 대상자들은 남학생이 월등히 많아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고 

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균등한 성비의 대상자 표집을 통해 성별에 따라 연구 결과가 어

떤 차이를 보이는 지의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ADHD 성향 및 실행기능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유능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ADHD 유형 별로 연구 결과를 보고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ADHD의 세 가지 유형인 주의력 결핍 우세형, 과잉행동 및 충동성 우세형, 혼합형의 유형을 구

분하여 유형별 증상과 실행기능의 세부적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유능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ADHD 성향과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 대상

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확장하였고, 특히 청소년의 발달적 과업인 자기개념 형성과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한 적응적인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ADHD 성향과 함께 신경 심리적 요인인 실행기능이 ADHD 성향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치료적인 개입과 중재를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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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Deficits in Adolescent‘s

ADHD Tendency, Self-compet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1)

Lee, Yun-sun**

Kim, Do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defic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 ADHD tendency, self - effica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For this purpose, 300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in Seoul and Kyonggi

- do were surveyed. As a result, Adolescents' ADHD tendency has a direct effect on executive

function deficits and self-efficacy. In addition, adolescents' ADHD tendency influences their

self-efficacy by mediating executive function deficiencies, which has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Especially, adolescents' ADHD tendency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only through executive function deficits and self-effica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ecutive function is a major variable that improves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ts with ADHD tendency and makes them adapt to school life. The executive function

plays a fundamental and important role in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most elements develop in adolescence. So, if the executive

function deficiency continues until adolescence, adulthood as well as adolescence may be

adversely affec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ave a way to improve the executive function

of adolescents, and it requires realistic and specific program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Key words: Executive Function, Aadolescent‘s ADHD tendency, BRIEF-SR(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Self-Report), School Life Adjustment,

Self-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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