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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429명을 대상으로 교사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ADHD 성향의 유병

률을 알아보고,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및 부모-또래 관심을 환경적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과 ADHD 성향 및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ADHD 성향 유병률은 22.32%로 나타났다. 선별된 

ADHD 성향 아동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6학년 아동이 가장 많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 3:1의 비율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환경적 변인들인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 및 또래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지지, 또래

편견,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ADHD로 진단받진 않았지만 높은 ADHD 성향을 보이는 아동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개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DHD 

성향 아동도 ADHD로 진단받은 아동과 유사하게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또래관

계에는 교사, 또래, 부모와 같은 환경 속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ADHD 성향, 유병률, 환경적 맥락, 또래관계,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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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성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는 학령기 혹은 학령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정신장애 중 하나로,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임상적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ADHD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결과를 보

이지만 대략 학령기 아동의 3~7%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통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kley, 2006).

DSM-5에 의하면 ADHD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부주의나 과잉행동·충동성의 증상들 중에서 6

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2가지 이상의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APA, 2013).

이에 대해 몇몇의 선행연구들은 6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이 5개 혹은 4개의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보다 기능적으로 더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ADHD의 진단 기준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ADHD로 진단받은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심리사회적 손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Cho et al., 2009; Rohde, 2008). 이와 

유사하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ADHD로 진단받거나 병원에 의뢰될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ADHD 성향을 보이는 아동에게서 학교부적응, 우울, 인터넷 중독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가 확인

되고 있다(김홍석, 이동훈, 송연주, 2013; 이동훈, 2009, 2011; 최진오, 2012; Lewinsohn,

Shankman, Gau, & Klein, 2004; Yoo et al., 2004). 이러한 점에서 ADHD로 진단받진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도나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ADHD 성향 아동(Cho et al., 2009)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DHD 성향 아동의 유병률은 ADHD로 진단 받은 아동의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6,372명의 자료를 분석한 표경식 등(2001)

의 연구에 의하면 6.1%의 아동이 ADHD 성향을 나타냈으며, 이동훈(2009)은 초등학생 4~6학년 

아동 218명의 자료 가운데 9.6%의 아동이 ADHD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 등

(2009)은 초등학생 2,493명 가운데 ADHD 성향 아동의 유병률을 약 9.0%로 보고하였다. 2010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신입생 8만9629명 가운데 11.4%인 1만212명을 

ADHD 성향 아동으로 분류하였다(서울신문, 2010.08.26). 이 같은 유병률은 한 학급에 1~2명은 

ADHD 성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들이 적절한 개입이나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ADHD로 진단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이차적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Cho et al., 2009). 따라서 높은 수준의 ADHD 증상을 보이는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ADHD 성향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ADHD 아동의 특성을 통해 가능하다. ADHD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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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학교 안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정해

진 시간에 자리에 앉아 조직화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ADHD와 관련된 여러 적응상의 문제가 그 어느 곳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이정

은, 김춘경, 2009). 이로 인해 교사들의 효과적인 수업 운영과 또래 아동들의 학교생활에의 어려

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ADHD 아동 스스로도 학교 안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또래관계 문제일 것이다. 이들의 과잉행동적이고 충동적

인 행동 특성은 또래의 놀이나 수업을 방해하고 자기주장이 강해 또래와 잦은 갈등을 일으킨다.

이들은 주의력이 떨어져 대화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대화의 내용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수줍어

한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ADHD 아동이 또래거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za,

2007).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ADHD 성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더 많은 거부

를 경험하고 있고(Diamantopoulou, Henricsson, & Rydell, 2005), ADHD 성향 아동이 일반 아

동에 비해 논쟁을 하거나 다투는 등의 대립적인 관계 형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이동

훈, 2011), ADHD 성향 아동 또한 ADHD 아동과 유사하게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래거부와 같은 또래문제는 비교적 지속적이어서, 또래거부를 경험한 ADHD 아동은 청소년

기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반사회적 행동, 약물 중독, 비행,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다(Murg et al., 2012). 아동이 ADHD와 또래거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 ADHD나 또래거

부 중 하나만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차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ikami & Hinshow, 2006). 최근 들어서는 ADHD와 학교폭력 간의 관련성도 대두되고 있

다(신동원, 이승민, 2009; 최진오, 2012; Holmberg & Hijern, 2008). 이들의 높은 공격성이 또래가

해로 이어지면서 집단따돌림이나 왕따와 같은 또래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계속된 또래거부로 인

해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이나 불안, 분노, 좌절감 등이 쌓이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이희정, 황선영, 2013). ADHD 아동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서의 관계를 동시

에 경험하게 되면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이기만 한 ADHD 아동에 비해 또래로부터 더 많은 거절

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Wiener & Mak, 2009).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DHD 아동뿐만 아니라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증진시켜 주기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있어왔다. 이

들의 ADHD 성향이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부족한 사회기술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개입이 

시행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들의 또래관계를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de

Boo & Prins, 2007).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아동대상 개입만으로는 치료 장면에

서의 효과가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치료를 통해 또래로부터 거부당했던 행동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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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이지 않는다 해도 또래거부는 계속되었다(Hoza et al., 2005; McQuade & Hoza, 2008).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이 생활하는 일상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DuPaul & Weyandt, 2006),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아동이 속해 있는 환

경 속에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환경적 맥락에서 벗어난 개

인의 발달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즉, 개인의 발달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79).

이 같은 관점에서 미루어볼 때도 ADHD 아동의 또래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DHD 아동이 속해 있는 주된 환경으로 학교와 가정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는 학령

기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호작용들

은 학교 안의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교사가 아동과 맺는 긍

정적인 관계는 아동이 또래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Mikami, Lerner, & Lun, 2010).

ADHD 아동의 말과 행동은 또래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ADHD 아동

을 향해 한 번 형성된 부정적인 편견은 ADHD 아동의 행동 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ADHD 아동이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더 이

상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들을 향한 또래거부는 지속될 수 있다(Hoza et al., 2005). 이와 더불어 

ADHD 아동을 위한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황순영, 2011). 부모와 교사, 혹은 부모와 또래가 가정과 학교라는 두 환경

에서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ADHD 아동의 학교적응(Pfiffner,

Villodas, Kaiser, Rooney, & McBurnett, 2013)을 비롯하여 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아, 2008).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환경적 맥락에서 살펴

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교사의 지지와 또래편견 및 부모-교사 협력, 부모-또래 관심을 환경적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 교사나 또래와 같은 학교 내 

환경적 맥락과 더불어 학교와 가정 간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해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개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을 어떠한가?

둘째,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교사 협력, 부모-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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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및 또래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교사 협력, 부모-또래 관심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

ADHD 성향 아동의 유병률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DHD 성향 아동

들 중에서 표경식 등(2001)은 남학생은 8.3%, 여학생은 3.9%로 보고하였으며, Cho 등(2009)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 6:1의 비율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동훈(2009)의 연구에 의하

면 남학생은 11.2%, 여학생은 8.1%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는 임상장면에 의뢰될 만큼의 공격성

이나 행동 문제를 나타내지만, 여아는 남아만큼의 공격성이나 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아 임상장

면에 덜 의뢰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o et al., 2009). 비록 여아가 남아에 

비해 낮은 유병률을 보이지만, ADHD 유형이나 증상의 정도에 있어서는 남녀 간 큰 차이가 없

고,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은 손상을 

보이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Rucklidge & Tannock, 2001).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의력결핍 증상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남아있지만, 과잉

행동·충동 증상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Cantwell, 1999; DuPaul et al.,

1997; Jeong et al., 2001). 이처럼 ADHD 아동의 절반 정도는 청소년기가 되기 전 과잉행동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기에도 과잉행동 증상들이 계속해서 보고된다는 주장

(Weiss & Hechtman, 1993)도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ADHD가 아동기 특유의 장애로, 청소

년기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성인기에 이르면 약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들어 ADHD 아동의 65~80%가 사춘기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진단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Fischer, Barkley, Smallish, & Fletcher, 2005). ADHD로 인한 문제

가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고 청소년기나 성인기로 이어질 경우 품행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

독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Fischer et al., 2005; Murg et al., 2012), ADHD

성향 아동 또한 적절한 개입이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DHD로 진단되거나 또 다른 형

태의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o et al., 2009). 따라서 ADHD

성향 아동의 유병률 조사 및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ADHD 성향 아동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중재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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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또래관계와의 관계

ADHD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의 부주의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

인 행동 특성이나 부족한 사회기술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들은 대화에

서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늘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해 적절한 

태도와 반응을 취하기 어렵다(Huang-Pollock, Mikami, Pfiffner, & McBurnett, 2009). ADHD 아

동의 과잉행동·충동 성향은 타인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으려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공격적 태도로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잦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자신의 기분이 좋고 나쁨을 과도하게 표현함으로서,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

험한다(Hodgens, Cole, & Boldizar, 2000).

ADHD 성향 아동 또한 ADHD 아동과 유사하게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Diamantopoulou 등(2005)에 의하면, ADHD 성향과 또래거부 간 정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이는 ADHD 성향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더 많은 거절을 경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동훈(2011)의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또래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ADHD 성향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화를 내거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투거나 논쟁하는 등의 모습에서 차이

가 나타나, 이들이 또래와 의견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ADHD로 진단받진 않아도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ADHD 성향 아동 또한 ADHD로 진단받은 아동과 동일하게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이나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은 자신들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신동

원, 이승민, 2009; 최진오, 2012; Holmberg & Hijern, 2008). 따라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

계 어려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ADHD의 핵심증

상이나 공격성, 부족한 사회기술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개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ADHD 아동의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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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부분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치료 장면에

서의 효과가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de Boo & Prins, 2007).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ADHD 아동의 또래관계 문제는 이들의 일상생활 환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일상생활 환경이란 가정이나 학교가 될 것이기에, 학교라는 

장면에서 개입이 이루어지거나, 학교와 가정과의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또래관계 증진

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DuPaul & Weyandt, 2006). 그 결과, ADHD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

거나, 부모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아동의 사회기술 증진에 보다 더 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가정이나 학교상황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장은진, 2005; DuPaul & Weyandt, 2006; Hoza et al., 2005; Mikami Jack, Emeh, &

Stephens, 2010; Pfiffner et al., 2013). 즉,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또래, 부모와 같

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ADHD 아동이 속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ADHD 아동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확인

하여 또래관계에서의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호작용들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사의 중재는 ADHD 아동의 증상 완화 및 교실 내 

긍정적인 행동 증가와 관련이 있다(Miranda, Presentaction, & Soriano, 2002).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사회적 역량을 높여주고 또래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켰으며(Mikami, Lerner et al., 2010), 아동의 산만한 행동을 감소시켰다(Mikami, Gregory,

Allen, Pianta, & Lun, 2011).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사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ADHD 아동의 경우, 이들이 훈련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하여 또래로부터 거절당했던 

부정적인 행동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해도 또래거부는 지속되었다(Hoza et al., 2005). 이는 

ADHD 아동을 향한 또래의 부정적인 평판이 ADHD 아동의 변화된 행동에도 쉽게 바뀌지 않음

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ADHD로 진단받았거나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향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고 덜 친근하게 대하며 더욱더 부정적인 평가를 가하기 쉬운데, ADHD

아동 또한 자신이 교실 내에서 다른 또래들과 다르게 취급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Wiener et al., 2012). 즉, ADHD로 진단받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게 하고,

ADHD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또래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ADHD 아동에게 있어서의 교육적, 행동적 중재의 효과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더욱 

증진될 수 있다(황순영, 2011). 부모-학교 협력이란 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과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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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학교 간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가 또래들 사이에서 좋아하

는 친구로 지명되는 횟수도 증가하였고(도금혜, 최보가, 2007), 부모-학교 협력이 ADHD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아, 2008).

부모-또래 관심이란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가지는 관심과 지지를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

를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과외활동에 등록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지게 함으로서 1년 후 아동

의 또래수용도가 높아졌고(McDowell & Parke, 2009), 부모와 또래 간 관계가 좋을수록 또래로

부터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 받는 횟수도 증가하였다(도금혜, 최보가, 2007). 일반 아동에 비해 

ADHD 아동의 부모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횟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Mikami, Jack

et al., 2010), 부모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 친구에게 보이는 행동이나 관심이 이들의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환경들 간의 상호 관계나 협력이 ADHD 성향 아동

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적 맥락에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ADHD와 관련된 적응상의 문제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고(이정은, 김춘경, 2009), 관계는 개별적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Antshel, 2005), 학교 내 이러

한 환경적 변인들 간 관계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B시 및 K지역에 소재한 9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56개 학급의 아동들이 참여하였

다. 아동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1512부였고, 이 가운데 1435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가 교사에게 연구 목적, 설문 절차, 설문 중 유의사항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

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하여 설문 실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교사의 지

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 척도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가 연구대상을 초등학

교 고학년만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의 자기보고식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서이다. 초등학교 아동

의 자기 개념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달하기 때문에(Harter, 2012),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

기 행동과 정서에 대한 지각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지는 담임교사에게도 동일하게 1512부가 배부되었고, 1430부가 회수되었다. 담임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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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을 맡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교사용 ADHD 평가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ADHD를 선별함에 있어서 교사의 평정은 매우 중요하다. ADHD와 관련된 핵심증상이나 적응 

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구조화된 환경인 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어, 아동을 그 

누구보다 잘 관찰할 수 있고 다른 아동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담임교사의 평가는 매우 

핵심적일 수 있다. 부모의 경우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교사와 달리 

비교대상이 없어 객관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송수미, 김재환, 2002), 본 연구에서

는 교사보고를 활용하였다.

학생과 교사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2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733명(51.3%), 여학생이 696명(48.7%)을 차지하였고, 학년별로

는 4학년 541명(37.9%), 5학년 453명(31.7%), 6학년 435명(30.4%) 이었다.

2. 측정도구

1) ADHD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DuPaul(1991)의 교사용 ADHD 평가 척도를 

소유경 등(2002)이 번안하고, 김영신 등(2003)이 표준화한 한국판 교사용 ADHD 평가 척도

(K-ARS)를 사용하였다. K-ARS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충동성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아동의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교사용의 경

우는 17점 이상을 ADHD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김재원, 박기홍, 최민정, 2004). 신뢰도

(Cronbach’s α)는 소유경 등(2002)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은 .77〜.87, 과잉행동‧충동은 .78〜.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96, 과잉행동‧충동 .96, 총합은 .97로 나타났다.

2) 교사의 지지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초등학교 아동

의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Harter(1985)의 아동용 사회적 지지 척

도(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를 한미현(1996)이 수정 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교사

의 지지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가족지지(8문항), 또래지지(8문

항), 교사지지(8문항)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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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있다.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3) 또래편견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이 또래에게 느끼는 편견을 평가하기 위해 Kaidar와 Wiener 및  

Tannock(2003)이 개발한 ADHD 귀인 척도(Attributions for ADHD questionnaire: AAQ) 중에

서 또래로부터의 낙인을 묻는 3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AAQ 척도는 부모로부터 

느끼는 낙인감(3문항), 교사로부터 느끼는 낙인감(2문항), 또래로부터 느끼는 낙인감(3문항)과 

아동 스스로 느끼는 낙인감(2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2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Kaidar 등(2003)의 연구에서 .76으로,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4) 부모-학교 협력

부모-학교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계숙(1990)과 최명선(1998)의 가정-학교 관계 척도를 도금

혜(2007)가 수정하고 김은미(2012)가 다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학교활

동 참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담임교사의 의견 수용을 묻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김은미(2012)의 연구에서 .76으로,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

타났다.

5) 부모-또래 관심

부모의 또래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ounts(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박민정

(2002)이 제작한 가정-또래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의 친구에 대한 관심, 친구 

이름 인지, 친구와의 활동에 대한 인지 및 지지 여부를 포함한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박민정(2002)의 연구에서 .62로, 본 연구에서는 .63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과 ADHD 성향,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199

6)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또래관계기술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없었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리

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ADHD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또래관계기술을 들 수 있다. 또래

관계기술이란 또래수용이나 또래거부와 같은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행동으로(양윤란, 오

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을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기술을 측정하여 또래관계를 살펴보았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

의 연구에서 .81로,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용 K-ARS 척도의 진단 기준인 

17점 이상의 아동을 ADHD 성향 아동으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된 ADHD 성

향 아동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선별된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교사 협력, 부모-

또래 관심 및 또래관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교사 협력, 부모-또래 관심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입력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429명의 교사용 K-ARS 척도 실시 결과, 17점 이상인 아동이 319명으

로, 22.32%의 아동이 ADHD 성향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6학년 435명 가운데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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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의 아동이 ADHD 성향 아동으로 선별되어 가장 많았고, 5학년은 453명 중에 86명

(19.77%), 4학년은 541명 가운데 76명(14.05%)이 선별되었다. 선별된 ADHD 성향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체 733명 중에서 231명(31.51%)이, 여학생은 전체 696명 중에서 88명

(12.64%)이 선별되어, 약 3:1의 비율로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대상자 수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6학년이 99명(42.86%)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 중에서도 6학년

이 58명(65.91%)으로 가장 많았다.

선별된 ADHD 성향 아동의 학년별 및 성별 분포율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ADHD 성향 아동

남자(%) 여자(%) 전체(%)

4학년 57(17.9%) 19(6.0%) 76(23.8%)

5학년 75(23.5%) 11(3.4%) 86(27.0%)

6학년 99(31.0%) 58(18.2%) 157(49.2%)

전체 231(72.4%) 88(27.6%) 319(100%)

<표 1> ADHD 성향에 대한 학년별 및 성별 분포 비율

1) ADHD 성향의 성별 차이

본 연구에서 선별된 ADHD 성향 아동이 성별에 따라 ADHD 평가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남자(N=231) 여자(N=88)

t
M(SD) M(SD)

주의력결핍 14.24(4.55) 12.49(4.18) 3.27**

과잉행동·충동 13.06(5.12) 10.74(4.30) 3.78**

ADHD 합 27.30(8.46) 23.23(7.29) 3.99***

<표 2> ADHD 성향의 성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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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 의하면,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ADHD 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의력결핍(t=3.27, p<.01), 과잉행동‧충동(t=3.78, p<.01), ADHD 합(t=3.99, p<.001) 모두에서 남

아의 점수가 여아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과 ADHD 성향,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201

2) ADHD 성향의 학년별 차이

ADHD 성향 아동이 학년에 따라 ADHD 성향 점수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e 검증을 통해 하위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와 각 

학년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 ADHD 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ADHD 성향은 주의력결핍(F=5.66, p<.01)과 

ADHD 합(F= 3.59, p<.05)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과잉행동·충동(F=1.12, p>.05)의 경우는 학년

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4학년 아동의 주의력결핍(M=16.38, SD=14.43)과 ADHD 합

(M=30.69, SD=10.41) 점수가 6학년 아동의 주의력결핍(M=13.49, SD=4.75)과 ADHD 합

(M=26.06, SD=9.09) 점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4학년(N=76) 5학년(N=86) 6학년(N=157) 전체(N=319)

M(SD) M(SD) M(SD) M(SD)

주의력결핍 14.97(4.84) 14.14(5.02) 12.96(3.88) 13.76(4.51)

과잉행동·충동 12.84(5.94) 12.83(5.60) 11.99(4.10) 12.41(5.01)

ADHD 합 27.82(9.44) 26.97(9.20) 24.96(7.05) 26.18(8.34)

<표 3> ADHD 성향의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cheffe

주의력결핍

집단 224.370 2 112.185

5.66** 4>6오차 6244.044 316 19.760

합계 6468.414 318

과잉행동·충동

집단 56.229 2 28.114

1.12오차 7931.483 316 25.100

합계 7987.712 318

ADHD 합

집단 491.811 2 245.905

3.59* 4>6오차 21639.004 316 68.478

합계 22130.815 318

<표 4> ADHD 성향의 학년별 차이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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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의 차이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non-ADHD)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적 변인들은 선행연구에 의해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과 부모-또래 

관심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non-ADHD) 집단은 전체 연구대상인 1429명 가운데, 본 연구

에서 ADHD 성향 아동으로 선별된 319명을 제외한 1110명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를 살펴보면,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non-ADHD) 집단 간 교사의 지지(t=-4.44,

p<.001), 또래편견(t=6.93, p<.001), 부모-학교 협력(t=-2.86, p<.01), 부모-또래 관심(t=-6.12,

p<.001), 또래관계기술(t=-5.7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ADHD 성향 아동과 일

반 아동(non-ADHD) 간의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분
ADHD 성향 아동(N=319) 일반 아동(N=1110)

t
M(SD) M(SD)

교사의 지지 21.23(6.21) 23.10(6.09) -4.44***

또래편견 .85(1.25) .37(.87) 6.93***

부모-학교 협력 5.88(2.79) 6.42(2.78) -2.86**

부모-또래 관심 12.96(2.94) 14.16(2.78) -6.12***

또래관계기술 39.39(9.41) 42.93(8.41) -5.73***

<표 5>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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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아동의 ADHD 성향과 환경적 변인들인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

심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non-ADHD) 집단, 그리고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아동 집단으로 나누었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ADHD 성향은 또래편견과는 정적상관을, 교사의 지지, 부모-교사 협력,

부모-또래관심 및 또래관계기술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교사의 지지는 또래편견과는 부적상

관을,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관심, 또래관계기술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래편견은 부모-

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 및 또래관계기술과 부적상관을, 부모-학교 협력은 부모-또래 관심과 

또래관계와 정적상관을, 부모-또래 관심은 또래관계기술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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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성향 아동의 경우, ADHD 성향은 교사의 지지 및 부모-학교 협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ADHD 성향 아동, 일반 아동 및 전체 아동 집단 모두에서 부모-또래 관심과 또래관

계기술 간 다소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교사의 지지와 또래관계기술, 부모-학교 협력과 부모-또

래 관심 간에도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구분 1 2 3 4 5 6

ADHD 

성향 아동

(N=319)

1. ADHD 성향 - -.08 .27*** .01 -.13* -.14*

2. 교사의 지지 - -.18** .23*** .25*** .41***

3. 또래편견 - -.11 -.24*** -.32***

4. 부모-학교 협력 - .40*** .36***

5. 부모-또래 관심 - .51***

6. 또래관계기술 -

일반 아동

(N=1100)

1. ADHD 성향 - -.16*** .24*** -.11** -.14*** -.22***

2. 교사의 지지 - -.16*** .30*** .35*** .42***

3. 또래편견 - -.08 -.20*** -.22***

4. 부모-학교 협력 - .40*** .33***

5. 부모-또래 관심 - .47***

6. 또래관계기술 -

전체 아동

(N=1429)

1. ADHD 성향 - -.18*** .31*** -.10** -.23*** -.24***

2. 교사의 지지 - -.19*** .28*** .34*** .43***

3. 또래편견 - -.10** -.25*** -.29***

4. 부모-학교 협력 - .41*** .35***

5. 부모-또래 관심 - .50***

6. 또래관계기술 -

<표 6> ADHD 성향과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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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 성향과 환경적 변인들인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이 또

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또래관계기술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하고, ADHD 성향 

및 환경적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그리고 전체 아동 집단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종속변

인에 대한 예측변인 전체의 설명력(R2)과 F값, 표준화계수()와 t값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ADHD 성향 아동의 경우, ADHD 성향을 제외한 모든 환경적 변인들이 또래관계기술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38%를 설명하였다(R2=.38, F=37.16, p<.001). 즉 교사의 

지지와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이 클수록 또한 또래편견이 적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이 높

을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부모-또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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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부모-학교 협력(=.13)이 가장 낮았다.

일반 아동의 경우, ADHD 성향 및 모든 환경적 변인들이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였다(R2=.33, F=66.78, p<.001). 즉 교사의 지지와 부모-학

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이 클수록 또한 ADHD 성향과 또래편견이 적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이 높

을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부모-또래 관심(

=.31)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또래편견(=-.08)이 가장 낮았다.

전체 아동의 경우, ADHD 성향 및 모든 환경적 변인들이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37%를 설명하였다(R2=.37, F=113.56, p<.001). 즉 교사의 지지와 부모-

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이 클수록 그리고 ADHD 성향과 또래편견이 적을수록 또래관계기술

이 높을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부모-또래 

관심(=.32)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ADHD 성향(=-.07)이 가장 낮았다.

준거변인 집단구분 예측변인 R2 F  t

또

래

관

계

기

술

ADHD 성향 아동

(N=319)

ADHD 성향

.38 37.16***

-.02 -.33

교사의 지지 .25 5.33***

또래편견 -.17 -3.46**

부모-학교 협력 .13 2.65**

부모-또래 관심 .35 6.81***

일반 아동

(N=1100)

ADHD 성향

.33 66.78***

-.10 -3.00**

교사의 지지 .25 7.15***

또래편견 -.08 -2.43*

부모-학교 협력 .13 3.64***

부모-또래 관심 .31 8.53***

전체 아동

(N=1429)

ADHD 성향

.37 113.56***

-.07 -2.68**

교사의 지지 .25 8.99***

또래편견 -.12 -4.45***

부모-학교 협력 .13 4.62***

부모-또래 관심 .32 10.90***

<표 7> 또래관계에 대한 ADHD 성향 및 환경적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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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교사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ADHD 성향 유병률을 

확인하고,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환경적 변인들인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부모-또래 관심 및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보고 결과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ADHD 성향 유병률은 22.32%

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성향 유병률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아동의 자기보고 자료에 기초한 표경식 등(2001)의 6.1%나 이동훈(2009)의 9.6%, 부모보고

에 근거한 Cho 등(2009)의 9.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보고한 11.4%(서울신문, 2010.08.26)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ADHD 성향을 보이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였다. 4, 5학년

에 비해 6학년 아동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약 3:1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성향 유병률이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이동훈, 2009; 표경식 등, 2001; Cho et al., 2009)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의 유병률 결과는 선행연구들과의 유병률 조사 방법상의 차이, 즉 표집대상의 학

년이나 지역, 평가자 등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 있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

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년별 아동의 수의 차이가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사보고에 의해 측정된 본 연구의 유병률 수치가 자기보고나 

부모보고에 의해 측정된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교사에 의한 보고는 해당 아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지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 속에서 아동들을 다 알고 있고, 아동을 

관찰하고 아동과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발달 수준이 동일한 아동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또

한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반응을 누구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다(송수미, 김

재환, 2002). 다시 말해, 교사보고에 의해 측정된 유병률이 부모보고나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유병률에 비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ADHD 성향의 

아동들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DHD 성향 아동은 

임상장면에서 ADHD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학급에 통합되어 담임교사 

한 명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이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

다 ‘말 안 듣는 아이’나 ‘문제아’ 등으로 간주해버리기 쉽고, 이들로 인해 수업 운영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이정은, 김춘경, 2009; 최연숙, 2014). 아동들 또한 주위로부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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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드백을 계속 듣게 되면 자신감을 상실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반항심이 생

겨 문제 행동이 증가할 수 있어, 교사나 아동 모두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ADHD 성향의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

이 여학생에 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 ADHD 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충동에 성차가 존재하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이동훈, 2009; 표경식 외, 2001; Cho et al., 2009)와 일치한다.

ADHD 성향을 나타낸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 차이에 근거해 볼 때 ADHD 성향 여학생이 

ADHD 성향 남학생에 비해 낮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 남학생과는 달리 주의력결핍을 보이는 여학생이라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길 

가능성도 크다.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또래거부를 경험한 ADHD 여학

생은 같은 수준으로 또래거부를 경험한 ADHD 남학생보다 더욱 부정적인 예후를 나타낼 수 있

고(Mikami & Hinshaw, 2003),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더 많은 손상을 보이는 것(Rucklidge & Tannock, 2001)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에 비추어 봤을 때 ADHD 성향을 보이는 여학생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

별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ADHD 성향 점수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학년과 5학

년, 5학년과 6학년 간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4학년과 6학년 간에는 주의력결핍과 ADHD

합의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K-ARS 평가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초등학생 간에

는 연령에 따른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김영신 외, 2003)와 상반된 결과로서,

ADHD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력결핍은 남아있지만 과잉행동이나 충동적 행동 특성

은 감소한다는 주장(Cantwell, 1999; DuPaul et al., 1997; Jeong et al., 2001)과도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여러 

평가자를 통해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4, 5, 6학년 아동들 중에서는 4학년 아동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6학년 아동

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4학년의 경우 선별된 ADHD 성향 아동의 수는 가장 적은 반면 

점수는 가장 높았고, 6학년의 경우는 선별된 ADHD 성향 아동의 수는 가장 많은 반면 점수는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와 같은 점을 논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ADHD 성향 아동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DHD로 진단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ADHD 성향 아동에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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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나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ADHD로 진단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이차적 문제로 이어

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며(Cho et al., 2009),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ADHD 성향으로 

인해 여러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홍석 외, 2013; 이동훈, 2009,

2011; 최진오, 2012; Lewinsohn et al., 2004; Yoo et al., 2004). ADHD 성향은 학교라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이러한 행동 특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다인수 학급에서 교사나 다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ADHD 성향 아동의 증가는 커다란 

교육적 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DHD 성향 아동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아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 환경적 변인들과 또래관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한 환경적 변인들인,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및 

부모-또래 관심과 또래관계에서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ADHD

성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교사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부모는 일반 아동의 부모에 비해 학교와 덜 협력하고 친구들에 대해 관심이 더 적은 것으로 보

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로부터 더 많은 편견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무엇보다도 ADHD 성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기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성향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이동훈,

2011), ADHD 성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또래거부를 경험한다(Diamantopoulou et al., 2005)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ADHD 성향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ADHD로 진단받진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ADHD 성향 아동 또한 ADHD 아동과 동일하게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적 변인들이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사의 지지, 또래편견, 부모-학교 협력 및 부모-또래 관심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생의 사회적 역량을 

높여주고,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들(Mikami, Lerner et al.,

2010; Mikami et al., 2011)을 지지한다. 또래로부터의 편견이 ADHD 아동의 또래거부를 지속시

킬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Hoza et al., 2005)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학교 협력이 

ADHD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이미아, 2008)와 부모

가 또래 간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가 또래로부터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 받는 횟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금혜, 최보가, 2007)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은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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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성향 아동을 가르치고 지도함에 있어 교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이정

은, 김춘경, 2009; 최연숙, 2014). 이로 인해 ADHD 성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데, 이는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향한 교사의 긍정적 지지

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ADHD 성향 아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ADHD 성향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정종성, 최진오, 2010). 이에 교사가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짐으로써 아동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DHD 성향 아동은 또래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쉽다. 한 아동에 대해 또래들이 부정적

인 편견을 갖게 되면, 그 편견은 그 집단에 빨리 퍼져 나가고, 이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더욱 더 

부정적인 취급을 당하게 되어 더 고통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McQuade & Hoza, 2008).

이러한 점에서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또래의 편견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또래의 부정적인 편견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거부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또래가 ADHD 성향 아동에 대해 가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ADHD 성향 아동

이 부적절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래거부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Hoza et

al., 2005). 따라서 또래들을 비롯하여 학교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 이를 바꿔주거나, 상호 존중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DHD 성향 아동의 행동적 특성상, 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는 필수적이다(황순영, 2011). 그러

나 본 연구에서 ADHD 성향 아동이 보고한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일반 아동이 보고한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는 ADHD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증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 부모와 상담이 어렵고, 자녀의 증상을 인정한다고 해

도 교육에 있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서석진, 강미라, 양경애, 2013). 부모는 자녀가 ADHD라는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사로부터 낙인을 경험했거나(오원옥, 박은숙, 2007), 혹 자녀가 교사로부터 장애아

라는 낙인을 받을까 염려되어 ADHD라고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도 보였다(김남형, 2009).

즉, 교사와 부모 사이의 불신으로 인해 부모-학교 협력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 협력은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DHD 성향 아동의 부모와 교사는 학교

와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지속하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과 양육에서

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함께 치료 방안을 논의하는 등(Pfiffner et al., 2013)의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DHD 성향 아동과 일반 아동 간 부모-또래 관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일반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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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ADHD 아동의 부모가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횟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Mikami, Jack et al., 2010)를 지지한다. ADHD 아동을 둔 부모는 일반 아동을 둔 부모에 비해 

따뜻한 말이나 행동보다 부정적인 말이나 신체적인 벌, 통제나 비난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고명

정 외, 2011), 자녀의 반응에 덜 민감하여 상호작용의 빈도도 낮기 때문에(이성직, 2013),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덜 할 수 있다. 따라서 ADHD 성향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녀에게 친구에 대해 물어보거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등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또래 관심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환경적 변인들 중

에서 ADHD 성향 아동은 물론 일반 아동의 또래관계에서도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가 또래 친구에게 두는 관심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기제에 관한 연구가 지

속된다면 이들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ADHD 성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

러한 어려움은 이들이 속해 있는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들 간의 협력 관계 역시 이들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ADHD 성향 아동의 교육과 중재에 있어 부모와 학교의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발달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

에(Bronfenbrenner, 1979),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 교사나 또래, 부모가 각자

가 겪는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상호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

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ADHD 성향 아동의 관계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개입으로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이들을 향한 교사의 긍정적인 지원을 증가시키며, 또래를 

비롯하여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변화시켜 주는 방향으로의 개입이 시행된다

면 ADHD 성향 아동이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송연주, 이동훈, 2013). 본 연구를 통해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있어서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에 있어 

교사, 또래, 부모 요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대상은 특정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을 측정한 평가 척도의 진단 기준인 

17점을 활용하여 ADHD 성향 아동을 선별하였다. 일반적으로 ADHD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

문가가 부모보고나 교사보고, 아동의 자기보고, 직접적인 관찰, 보호자 인터뷰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진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보고 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17점 이상의 

모든 아동들을 ADHD 성향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향후 보다 정확한 임상적 진단 하에 지역을 



210  아시아교육연구 15권 4호

광범위하게 하고 표집대상도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ADHD 성향 유병률

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DHD의 하위유형별 차이

를 살펴보지 못했다. ADHD 하위유형은 각기 다른 기제로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하위유형별 차이를 통해 또래관계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또래 관심 척도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고, 또래편견의 경우는 정적분

포가 강해 정상분포를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향후 부모-또래 관심과 또래편

견에 관한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를 활용해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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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ed Prevalence of ADHD Symptoms and Relationships

among ADHD Symptoms, Environmental Variables, and Peer

Relationship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1)

Song, Yeon Jo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symptom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ADHD symptoms,

environmental factors, and peer relationship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valence for

ADHD symptoms was based on teacher-reports (K-ARS) in a sample of 4th, 5th,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ddition, relationships among ADHD symptoms, environmental

variables in terms of teacher support, peer prejudice, parents-teacher relationships, and

parents-peer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were follows.

First, prevalence rate of ADHD symptoms was 22.32%, and for gender ranged 31.51% for male

and 12.64% for female students. Second, compared to non-ADHD group, ADHD symptoms

group displayed lower mean scores on teacher support, parents-teacher relationships,

parents-peer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whereas displayed higher mean scores on

peer prejudice. Third, on ADHD symptoms group, teacher support, peer prejudice,

parents-teacher relationships, and parents-peer relationships were the predictive variables of

peer relationships. On non-ADHD group, ADHD symptoms were also the predictive variable

of peer relationships. Through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children with ADHD symptoms,

who did not diagnose with ADHD, but display high level of ADHD symptoms were increasing,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peer relationships, and the peer relationships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ir environmental context in which they live, such as school. According to thes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ADHD symptoms, prevalence, environmental context, peer relationships,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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