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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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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남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이들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간 관계에서 낙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 45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교사보고에 의해 ADHD 성
향이 있다고 평가받은 남학생 1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와 sobel 검증
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돌봄과 통제 모두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적 양
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
적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간 관계에서 낙인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이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돌봄이 중요한 요소로써, 이들이 경험하고 있을 낙인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에 중점을 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ADHD 성향, ADHD 성향 남아, 아버지 양육행동, 또래관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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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DHD 성향 아동이란 전문가에
의해 ADHD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도나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준 임상 진단군
아동을 일컫는 것으로(김재원, 박기홍, 최민정, 2004; Cho et al., 2009), 이들에게서도 ADHD 아
동과 유사한 여러 가지 부적응들이 확인되고 있다(오선화, 하은혜, 2014; 이동훈, 송연주, 김홍석,
2012; Cho et al., 2009; Lewinsohn, Shankman, Gau, & Klein, 2004). 이들은 ADHD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적절한 개입이나 치
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ADHD로 진단받게 되거나 또 다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Cho et al.,
2009),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ADHD 성향 아동의 특성은 ADHD 아동의 특성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데, ADHD 성향 아동

역시 ADHD 아동과 유사하게 또래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ADHD 증상인 충동성이나 산만함은 놀이나 게임에서 규칙을 지키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
하고, 또래의 놀이에 끼어들어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주의함은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단서를 놓치게 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
ADHD 성향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충동성이나 산만함, 혹은 공격성을 자주 보여 또래로부

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며(Diamantopoulou, Henricsson, & Rydell, 2005), 또래와의 관계에
서 분노 조절이 힘들고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잦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동훈, 2011).

학령기 아동은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 느낌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
성하며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을 아동 발달의 필수적 요소로
보긴 어렵지만,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학교부적응이나 학업 문제로부터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개
인적 어려움에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Murg, Hoza, & Gerdes,
2001). 그러나 ADHD 성향 아동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기회조차 갖기 매우

어려운데, 여기에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ADHD 성향과 학교폭력 혹은 사이버 폭력 간의 관련
성이 더해지게 되면서(이희정, 황선영, 2013; 최진오, 2012; Molina, Smith, & Pelham, 1999;
Turcotte, Vivier, & Gielsvik, 2014), 이들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입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DHD 성향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기술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면서 또래사이에서 자연스럽
게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사회성이 점점 더 떨어져,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명자, 홍경자, 조성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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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ner & Mak, 2009).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으로 또래관계기술을 들 수 있다.

또래관계기술이란 또래수용이나 또래거부와 같은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행동으로(양윤
란, 오경자, 2005), 이를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기술을 통해 이들의 또래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80〜90%가 남
아에게서 발병한다는 점에서(Barkley, 2006; Hurt, Hoza, & Pelham., 2007), 연구대상을 ADHD
성향 남아로 선정하여 이들의 또래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
다.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ADHD 아동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함으로 또래수용과 사회적 유능감을 높여주는 반면,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행
동은 ADHD 증상과 공격성을 더욱 높여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이미아, 2008; Hurt et al., 2007; Kaiser, McBurnett, & Pfiffner, 2011). ADHD 아동의
부모는 일반 아동의 부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신연희, 정현희, 최
성열, 2010; Oh et al., 2012), 아동의 양육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닌 어머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하다. ADHD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적, 사회적, 학업적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오원옥, 박은숙, 2007; 윤정연, 유미숙, 2015; 이미아, 2012), 이러한 스
트레스가 일상생활에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Mikami, Jack,
Emeh, & Stephens, 2010; Oh et al., 2012). 이로 인해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고 사회적 유능감을

떨어뜨림으로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어머니가 ADHD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는 가정
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에게도 매우 필요한 존재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특히 ADH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발달은
물론, 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아, 2012; Chang &
Gau, 2010). 국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ADHD 남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또래수용

은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또래수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Hinshaw & Melnick, 1995; Hurt et al., 2007; Russell, Hart, Robinson, & Olsen, 2003).
이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여아가 아닌 남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박미순, 김현숙, 2015)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ADHD 남아들이 대부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아닌 동성의 아버지를 모델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urt et al., 2007).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
나, ADHD 아동은 물론,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 하는 시간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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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DHD 자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양육행동을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이성직, 2013), 주로 체벌과 같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아, 2012; Chang & Gau, 2010). 이는 자신들의 행동이 ADHD 자녀에게 미치
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ADHD 성향 아동은 ADHD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말 안 듣는 아이’나 ‘문

제아’ 혹은 ‘나쁜 아이’ 등으로 낙인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나타내는 행동 특성은 대부분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됨으로써 또래나 주위로부터 사
회적 낙인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은 스스로를 문제아로 여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자아 낙인을 형성하게 된다(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서미정,
김홍석, 2013). 일반적으로 낙인을 경험하여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그러
한 자아대로 행동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 이는 소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행동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 인식이 ADHD 성향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아동은 그 인식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Heatherton, Kleck, Hebl, & Hull, 2003).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ADHD 성향 아동을 향한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 즉 낙인은 지속되게 된다.

한 아동이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되면, 또래들은 해당 아동에 대해 거리감을 두며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Wiener et al., 2012). 이러한 경향성은 천식이나 폭력,
비행에 비해 ADHD를 가진 또래를 향해 더욱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또래들은 ADHD 아동과는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거리감을 두려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Walker, Coleman, Lee,
Squire, & Friesen, 2008). 이처럼 낙인은 또래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ADHD 증

상으로 인해 또래들은 ADHD 성향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주위의 부
정적인 인식이 ADHD 성향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욱 지속시키게 됨으로써 이들의 또래관
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수
용하고 자율적으로 대해주며 애정적일 때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 되어 사회적 적응이 향
상되고(김소현, 2010; 이성식, 2007),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개선될수록 낙인이 감소하여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상은, 김춘경, 2013; 김효수 외, 2010). ADHD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로부터의 따뜻한 말과 격려가 ADHD 아동을 향한 또래의 부
정적인 인식을 감소시켰다(Mikami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ADHD 성
향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낙인의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추
측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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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평가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Hoelter, 1984),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을 구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봄으로써, 국외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아버
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가 경험하는 낙인을 매개로 하여 이들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낙인의 매개효
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 시 이들의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ADHD 성향 아동이나 어머니

중심의 개입이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중심의 개입으로 확대된다면, 이들의 또래관계 증진에 보
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
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B시 및 Y시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남학생 451명 중에서, 교사에 의해
ADHD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은 남학생 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DHD 성향 남아는

담임교사가 ADHD 성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에 대해 ADHD 평가 척도(교사용)를 통해 판
별점수 기준에 부합된다고 평가받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을 의미한다. 학생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최종 연구대상인 173명의 ADHD 성향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26.83점과 8.03이며,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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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점수는 17점에서 52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학년별로는 5학년 76명(43.9%), 6학년 97명
(56.1%)이었다.

연구자는 설문을 실시하기 전 교사에게 연구 목적, 설문 절차, 설문 중 유의사항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하여 설문 실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이 때 ADHD 성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실시하거나 설명문을 첨부하여, 교사들이
ADHD 성향 이외에 학교부적응이나 정서적인 문제, 비행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담임교사가 아동의 ADHD 성향을 충분히 관찰한 뒤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월 개학 후 한 학기 동안을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
하는 기간으로 두고, 여름방학 실시 전인 7월 말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소 ADHD 성향을 보이
는 아동이 설문에 응답할 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과 필요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ADHD 성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사의 평정은 매우 중요하다. ADHD와 관련된 증상이나 문

제점들은 구조화된 환경인 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러한 교실 속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교사들이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교사들은 아동들과 교실 속에서 함께 상
호작용하면서 동일한 발달 수준의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주의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아동의 반응도 잘 관찰할 수 있다. 부모가 ADHD 성향을 판단할 경우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학교생활에서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사와 달리 비교대상이 없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송수미, 김재환, 2002).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로 하여금 아동의 ADHD 성향을 평가하게 하였고, 학생
들은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낙인, 또래관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응답하도록 한 이유는 부모가 보고한 자녀양육행동보다 자녀
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Saavedra, 1980)에 근거
해서이다. 이는 자녀에게 있어 실제 경험한 의사소통 내용보다는 의사소통 경험에 대한 자신의
지각 방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어떤 장애나
문제보다도 또래들은 ADHD 아동을 향해 더욱 더 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조사
된 바 있어(Walk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비롯하여
낙인과 또래관계기술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 개념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발달하

여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점(Harter, 2012)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의 경우 자기행동과 정서에 대한 지각이 낮아 자기-보고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Hoza,
Waschbusch, Pelham, Molian, & Milich, 2000)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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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ADHD 평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DuPaul(1991)의 교사용 ADHD 평가 척도
를 소유경 등(2002)이 번안하고 김영신 등(2003)이 표준화한 한국판 교사용 ADHD 평가 척도
(K-ARS)를 사용하였다. K-ARS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충동성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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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상의
점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총점이 17점 이상을 ADHD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김재원 외, 2004).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K-ARS의 점수가 17점 이상의 아동을 ADHD 성향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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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모 양육행동

·

본 연구에서는 부 모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arker와 Barrett 및 Hickie(1979)가 개발한
부모-자녀 유대 검사(Parent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형 부모-자녀 유대 검사 척도(Parent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기억을 토대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기억하여 작성하게 하는 자기보고 형식
으로,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에 대해 돌봄(“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
하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등의 12문항)과 통제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한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어린아이 취급한다.” 등의 13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
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검사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도 측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이 .40 이하로 나타나는 문항을

·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부 모 양육행동 척도에서는 부돌봄의 경우 신뢰도가 낮은 4번 문항을 제
외하였고, 부통제의 경우에는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나타난 8번과 20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
석하였으며, 모통제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9번과 13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송지영(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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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돌봄 .90, 부통제 .86, 모돌봄 .87, 모통제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부돌봄 .82, 부통제 .62, 모돌봄 .78, 모통제 .67로 나타났다.

3) 낙인
본 연구에서는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Kaidar와 Wiener 및 Tannock(2003)이 개발한 ADHD
귀인 척도(Attributions for ADHD questionnaire: AAQ)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AAQ 척도는 행동에 대한 통제성(controllability), 침투성(pervasiveness), 낙인(stigmatization)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낙인은 부모로부터의
낙인(3문항), 교사로부터의 낙인(2문항), 또래로부터의 낙인(3문항)와 아동 자신에 대한 낙인(2문
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로부터의 낙인(“친구들이 내 행동으로
인해 방해를 받거나 힘들어 한다.”, “어떤 친구들은 내 행동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
떤 아이들은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나를 다르게 취급한다.”)과 아동 스스로에 대한 낙인
(“내가 생각해도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 “때때로 나도 내 행동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의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2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3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Kaidar 등(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6으로,
본 연구에서는 .83로 나타났다.

4)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또래관계기술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직접 평정하는 것으로, 주도성(“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등의 9문항)과 협동/공감(“나는 게임
이나 놀이를 할 때 내 순서를 기다린다.”, “나는 나를 도와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등의
10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없었다”

에서 3점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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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이 매개효
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
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아버지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변
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
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돌봄은 모돌봄과 또래관계기술과는 정적상관을, 부통제, 모통제,
낙인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부통제는 모돌봄, 또래관계기술과 부적상관을, 모통제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모돌봄은 모통제 및 낙인과 부적상관을, 또래관계기술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
으며, 낙인은 또래관계기술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통제는 낙인 및 또래관계기술과

·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 모 양육행동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또래관계기술
과도 다소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아버지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

-.48***

.76***

4

5

6

-.63***

-.17*

.36***

-.00

-.28***

-.69***

-.18*

.34***

-

.09

-.26

-

-.38***

아버지 양육행동
1. 부돌봄
2. 부통제

-

***

-.38

***

.63

어머니 양육행동
3. 모돌봄

-

4. 모통제
5. 낙인
6. 또래관계기술

***

-

평균

2.23

1.21

2.18

.93

.38

2.07

표준편차

.51

.39

.44

.43

.41

.45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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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행동을 돌봄(부돌봄)과 통제(부통제)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별로 영향력
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서 아버지 양육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또래관계기술을

·

준거변인으로 투입하고, ADHD 성향 남아가 지각하는 부 모 돌봄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 모 돌봄의 투입 순서는 ADHD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들(Hurt et al., 2007; Russel et al., 2003)에 근거하
여, 1단계에서는 모돌봄을, 2단계에서는 모돌봄과 부돌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부돌봄
이 투입되었을 때 모돌봄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모돌봄은 ADHD 성
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부돌
봄이 추가되었을 때는 모돌봄이 또래관계기술을 설명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부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이 2%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의 F값은 13.86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모돌봄은 ADHD 남아의 또래관계기
술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17, p>.05)으로 나타났다.

<표 2>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돌봄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요약
통계량 변화
2

2

모형

R

R

수정된 R

SE

1

.34

.12

.12

.43

.12

2

.37

.14

.13

.42

.02

df1

df2

F변화량
유의확률

22.92

1

171

.00

4.34

1

170

.04

R2 변화량 F 변화량

주. 모형 1. 예언변인: 모돌봄, 모형 2. 예언변인: 모돌봄, 부돌봄

<표 3>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돌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



SE



t

F

1

모돌봄

.36

.07

.34

4.79***

22.92***

모돌봄

.18

.11

.17

1.54

부돌봄

.20

.10

.23

2.08

2
***

p<.001, *p<.05

*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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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다음으로 또래관계기술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하고, ADHD 성향 남아가 지각하는 부 모통제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모통제를, 2단계에서는 모통제
와 부통제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모통제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
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부통제가 추가되었을
때, 모통제가 또래관계기술을 설명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부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
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이 2%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의 F값은 8.50이며, 유의수준 .05에서 회
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
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 -.14, p>.05).

<표 4>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요약
통계량 변화
모형

R

R2

수정된 R2

SE

1

.26

.07

.07

.44

.07

2

.30

.09

.08

.44

.02

df1

df2

F변화량
유의확률

12.55

1

169

.00

4.22

1

168

.04

R2 변화량 F 변화량

주. 모형 1. 예언변인: 모통제, 모형 2. 예언변인: 모통제, 부통제

<표 5>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1
2
***

독립변수



SE



t

F
**

모통제

-.28

.08

-.26

-3.54

모통제

-15

.10

-.14

-1.47

부통제

-.23

.11

-.2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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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5**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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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
의 매개효과
1) 아버지 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
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
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치는 영향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지 검증하
게 된다. 또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증한다. 4단계에서
가정된 매개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인 효과의 유의미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완전매개효
과를 가진 것이며,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실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돌봄이 종속변인인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6, p<.001), 부돌봄이 매개변인인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17, p<.05). 그리고 매개변인인 낙인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32, p<.001), 부돌봄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36)에서보
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다(  =.30). 따라서 낙인은 부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돌봄은 단독으로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13%의 설명변량을 가졌으나, 낙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6> 부돌봄과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1단계
부돌봄
2단계
부돌봄
3단계
부돌봄
낙인
***

p<.001, *p<.05

종속변인



SE



R2

t

.13

25.16

*

.03

5.29

.23

25.35***

또래관계기술

.32

.06

.36

5.02

낙인

-.14

.06

-.17

-2.30

.27

.06

.30

4.42***

또래관계기술

-.36

.08

-.32

F

***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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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낙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07, p<.05). 따라서 부돌봄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
는 영향에서 낙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버지 통제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통제가 종속변인인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28, p<.001), 부통제가 매개변인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00, p>.05). 또한 부통제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
계(  =-.28)에서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28). 따라서 낙인은 부통제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부통제가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1단계
부통제
2단계
부통제
3단계
부통제
낙인

종속변인



SE



t

R2

F

또래관계기술

-.33

.09

-.28

-3.84***

.08

14.73***

낙인

-.00

.08

-.00

-.03

.00

.00

-.33

.08

-.28

-4.18***

.22

24.23***

-.38

***

또래관계기술

-.42

.08

-5.58

***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돌봄과 통제로 나뉘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영향력을 비교해보았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
행동의 경우, 1단계에서 모돌봄만 투입하였을 때, 모돌봄은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단계에서 부돌봄과 함께 투입하였을 때는 모돌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돌봄만이 이들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모통제만 투입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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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단계에서
부통제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는 모통제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통제만 이들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ADHD 성향을 보이는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
지의 양육행동이 모두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
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ADHD 성향 남아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중요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남아의 또래수
용과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Hinshaw & Melnick, 1995; Hurt et al., 2007;
Russell et al., 2003)를 지지하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남아의 문제 행동 감소와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결과(Chang & Gau, 2010)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미아,
2008; Hurt et al., 2007; Kaiser et al., 2011; Mikami et al., 2010)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
니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모성 강점 가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김홍석, 노영
천, 2012 재인용)과는 다르게, 남아들이 또래와 상호 관계를 맺을 시에는 어머니가 아닌 동성의
아버지를 모델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Hurt et al., 2007)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아버
지들은 자녀와 놀아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남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차례를 기다리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강압적이거나 지배적인 양육방식으로 자녀가 갈등이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를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풀 수 있다(Hurt et al., 2007; Mikami et al., 2010).
ADHD 아동의 양육과 훈육의 책임은 대부분 어머니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ADHD 아동

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거나, ADHD 성향 자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이미아, 2012; 이성직, 2013). 또한 ADHD 아동을 자녀 둔 아버지들은
이들의 행동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부분 따뜻하고 수용적인 방식보다는 처벌과 같은 통제적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이미아, 2012; Chang & Gau, 2010; Oh et
al., 2012). 따라서 ADHD 성향 남아들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지

만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들이 적절한 사회적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이 매개효
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행동은 낙인을 매개로 하여 ADHD 성향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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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적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낙인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
지의 따뜻하고 공감적인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낙인을 감소시켜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애정적인 돌봄이나 애착이 낙인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들(곽상은, 김춘경, 2013; 김소현, 2010; 김효수 외, 2010; 이성식,
2007; Mikami et al., 2010)과 또래로부터의 부정적인 시각이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Hoza et al., 2005)를 지지한다. 부모의 따뜻한 말과 격려가 ADHD 아동
의 또래수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Mikami et al., 2010)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ADHD 성향 아동들 역시 낙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낙인이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낙인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더 큰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13%의
설명량을 가진 부돌봄이 낙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2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8%의 설명량을
보인 부통제가 낙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ADHD 성향 남아
의 또래관계에 있어 이들이 경험하는 낙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 더 크고 부정적인 영향력
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을 낙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돌봄은 ADHD 성향 남아의 낙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들의 또래관계기술을 증가시
켰다. 이는 ADHD 성향 아동이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돌봄을 통해 자신들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낙인을 감소시켜 또래관
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ADHD 성향 남아들
의 주관적 자기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변화된 아동의 행
동은 주위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인식의 감소로도 이어져, 이후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도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주며, 자녀를 격려해주
는 등의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ADHD 성향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
가 이들에게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의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ADHD 성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모
가 자녀를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다루는 경우에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타
났다(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다시 말해, 단순한 통제나 처벌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따른 적절한 양육 방법이나 대
처 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ADHD 성향
남아들의 문제 행동이 줄고, 아버지로부터 사회적 기술을 배우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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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이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낙인에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와 같은 주관적인 인식과 생각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 아동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더욱더 주위의 부
정적인 인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Heatherton et al., 2003), ADHD 성향 아동의 경우에
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낙인이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은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쉽게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해당 아동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나 이후 생겨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의 변화마
저도 인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이들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Hoza
et al., 2005). ADHD라는 진단명으로 인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도

사회에서 낙인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DHD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은
‘ADHD 아동 어머니’라는 이름표 밑에서 함께 고통 받으며, 자녀의 ADHD라는 진단명을 가까

운 사람들이나 친척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을 보호하며 자녀들에게 울타리의 역할
을 감당하고 있었다(오원옥, 박은숙, 2007; 윤정연, 유미숙, 2015). 그 어떤 다른 장애나 문제보다
도 ADHD 아동을 향해 부정적 시각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Walker et al.,
2008)에서도 보듯이, 사회적으로 이미 ADHD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따뜻한 양육행동으로 인해 ADHD 성향 남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거나 이들의 문제 행동이 감소된다 할지라도, 이들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이 함께 바뀌어주지
않는 다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으로 ADHD 성향 아동의 낙인을 감소시켜주는 노력과 동시에 이들
을 둘러싼 주위의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학령기 ADHD 성향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가 ADHD 증상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다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친구에 대한 또래집단
자체의 수용도를 높여 주거나, 또래 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또래로부터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의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Mikami, 2010). 지금까지 ADHD 성향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ADHD 성향 아동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이나 프로그램이 이루

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포함하는 가족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ADHD 성향 아동을 향한 주위의 시선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학교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다방면에서의 협력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본다면 ADHD 성향 남아들은 이미 관계에서 주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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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데다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이들의 낙인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이들의 또래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을 낙인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ADHD 성향 남아가 겪고 있을 낙인의 영향력이 크지만,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을 ADHD 성향 남아들에게 완충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Hurt et al., 2007).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회적 기술을 배
우고, 힘들지만 이를 또래들 사이에서 계속 연습해보고, 아버지는 이를 지지하며 갈등과 긴장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ADHD 성향 아동의
행동은 무조건 통제한다고 해서 고치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주위의 정확한 이해와 도움이 없어 그저 문제아로 낙인 되어 버림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돕는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보고에 의해
ADHD 성향 아동을 분류하였으나, 평정자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부모나 전문가
의 평가와 관찰 등의 여러 절차를 걸쳐 종합적인 진단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5, 6학년 아동으로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ADHD 성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

해와 인식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나 낙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ADHD 아동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상호작
용에서 실제 자신의 수행과 모순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성향도 보이고 있어(Hoza et al.,
2010), 향후 또래측정이나 또래지명, 관찰법 등을 통해 여러 조사자로부터 측정된 자료를 활용한

다면 ADHD 성향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보다 풍성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남아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여아들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낙인은 관계에 있어서 여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Mikami &
Lorenzi, 2011), ADHD 성향 여아들을 대상으로 낙인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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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on Peer Relations of Boys with
ADHD Symptoms: Mediating Role of Stigmatization*
1)2)
**

Song, Yeon Jo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on peer relations
of boys with ADHD symptom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tigmatization on the effect. A
total of 173 subjects was selected from teacher-reports(K-ARS) in a sample of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boy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ther's parenting showed the effect
on their peer relations. Although both mother's parenting and father's parenting were important
to their peer relations, father's parenting affected their relations more than mother's parenting.
Second, association between father's warm parenting and peer relations of the boys was
mediated by stigmatization. However, association between father's control parenting and their
peer relations was not mediated by stigmatization. Through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father's warm parenting has a major impact on peer relations of boys with ADHD symptoms,
and stigmatization which the boys could experience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ir
peer relations. According to thes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ADHD symptoms, boys with ADHD symptoms, father's parenting, peer relations,
stig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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