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comorbidity): 황과 연구 망*

1)김동일(金東一)**⋅김이내(金이내)***⋅이기정(李奇貞)****

⋅정소라(鄭소라)*****⋅김붕년(金朋年)******⋅고은영(高恩英)*******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의 특성,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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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  청소년기의 학업과 응 곤란을 가져오는 표 인 문제 역으로서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와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 

학습장애)가 우리나라 연구자와 임상실제  교육 장 문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ADHD는 

이질 인 장애로, 별  분류의 역사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Milich, Balentine, & 

Lynam, 2001), 엄격한 연구 기반 분류와 임상실제에 기반한 분류 사이에 별  진단 기 과 

출 율이 다르다(이소 , 정한용, 2005: Lee, Schachar, Chen, Ornstein, Charach, Barr, & 

Ickowicz, 2008). 한, 학습장애는 학생들의 학습곤란을 논의하고자 소집된 장모임에서 도출

된 용어로(김동일, 신종호, 이 식, 2002), 국가수 의 법 인 정의는 있으나 여 히 장에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문가들 간에 진단  평가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허승 , 2005; 김윤옥, 2006).

ADHD와 학습장애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 인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ADHD 아동  상당

수가 학업 문제를 보이는 것과, 학습장애 아동의 부분이 주의력과 행동에서의 문제를 가지는 

것에서 그러하다. 한편, ADHD와 학습장애의 이질성에 기반하여 각 장애가 가진 특정 측면을 

기 으로 동질 인 하 유형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ADHD와 학습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동을 ADHD만을 가진 아동 혹은 학습장애만을 가진 아동과는 다른 하

나의 하 유형으로 구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록 교사와 문가들이 과잉행동을 학습장애

아동의 주요특성으로 논의할지라도, 어떤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학습장애 학생들에게서 

다른 학생에 비해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논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습장애 학생의 과잉행

동수 에 향을 주는 한 가지 변인은 학습장애와 ADHD와의 공존장애이며, 학습장애분야에

서 ADHD와의 공존장애는 항상 심을 받고, 이는 교실에서 공존장애 학생의 과제지향에 분

명히 향을 다(APA, 1993). 

공존장애(comorbidity)란 2개 는 그 이상의 조건들이나 장애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

하며(Stedman, 1995), 동일한 장애가 상이하게 표 되는 것이거나 각기 별개의 장애들일 수 있

다. 한 각각이 어떤 취약성을 공유하거나 한 장애가 다른 장애를 유발하거나 두 개의 련되

지 않은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Gillberg et al., 2004). 이러한 맥락에서 ADHD와 

학습장애와의 계도 함께 취약성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한 장애가 원인이 되어 다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ADHD와 학습장애의 련성에 한 경험과학  연구들은 주로 상 계를 보여 주고 있다. 

ADHD 아동이 정상집단에 비해 더 많은 학습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 졌지만, 그 출 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comorbidity): 현황과 연구전망  1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집단 특성 집단의 진단명 N 학습장애
비율(%)

August & Garfinkel(1989) 학교 표집 집단 ADHD
통제집단

50
47

22
8

Holborow & Berry(1986) 학교 표집 집단 ADHD
통제집단

188
1,405

27
5

Lambert & Sandoval(1980) 학교 표집 집단
ADHD
행동장애
통제집단
ADHD
품행장애

100
44
108
18
21

14.8~42.6
0.0~14.6
2.8~11.3

19
19

McGee, Williams, & Silva (1984) 학교 표집 집단 ADHD+품행장애
통제집단

24
426

37
7

Schacar, Rutter, &Smith (1981) 학교 표집 집단 ADHD
통제집단

31
1,285

23
2

August & Garfinkel(1990) 임상 의뢰 집단 ADHD
통제집단

115
50

39
8

August & Holmes
(1984) 임상 의뢰 집단 ADHD

ADHD+품행장애
14
24

7
8

<표Ⅰ-1> ADHD 아동 집단 내 학습장애 출 율 조사 연구

(김동일 역, DuPaul & Stoner, 2007)

은 연구들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두 장애의 교차비(odds ratio; OR)는 먼  어

느 집단을 선별한 후에 공존장애 출 율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ADHD 집단 내의 학습장애 출 율(<표Ⅰ-1>참조)은 연구마다 큰 차이가 있었는데, 최소 

7%(August & Holmes, 1984)에서 최고 92%(Silver, 1981)에 이른다. 체 연구들의 평균을 내

면, 략 ADHD 3명  1명이 학습장애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31.3%, 앙치=27%). 보

수 인 추정치에 따르면, 아동의 3-5%가 ADHD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ADHD 아동의 25%가 

학습장애를 동반한다. 한, 5-10% 아동이 학습장애로 별되며, 이들  1/3의 아동이 ADHD

를 동반한다고 한다(Rowland, 2000). 한편, 일부 연구는 학습장애로 별된 학생들  ADHD 

출 율(<표Ⅰ-2>참조)을 조사하 는데, 체 연구에서 나타난 ADHD 출 율은 18%에서 60% 

사이이며, 평균 37.2%( 앙치=38.2%) 다. 

이 듯 ADHD와 학습장애가 첩되는 정도가 학습장애의 정의와 과잉행동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거에 따라 다르고(Semrud-Clikerman et al., 1992), 학교에서 표집한 집단인지 아니

면 임상 으로 의뢰된 집단인지에 따라 다르며(<표1-1> 참조), 어느 집단을 먼  선별 한 후에 

공존장애 출 율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다를지라도, 두 장애사이의 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

나, 계의 본질은 불확실하다(Hinshaw,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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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kley (1990) 임상 의뢰 집단 ADHD
통제집단

42
36

19.0~26.2
0.0~2.9

Cantwell &
Satterfield (1978) 임상 의뢰 집단 ADHD

통제집단
93
54

27.6
5.5

Dykman & Ackerman (1991) 임상 의뢰 집단
ADHD
통제집단
ADHD
ADD+H
ADD-H

182
52
111
97
15

45
0
18
17
20

Frick et al. (1991) 임상 의뢰 집단 품행장애
임상적 통제집단

68
42

16
2

Halperin et al. (1984) 임상 의뢰 집단 ADHD 241 9
Levin, Busch, & Aufseeser (1982) 임상 의뢰 집단 ADHD 220 66
Livingston (1990) 임상 의뢰 집단 ADHD

통제집단
147
52

>50
보고 안 됨

Nussbaum et al. (1990) 임상 의뢰 집단 어린 ADHD
나이 든 ADHD 

38
36

29
53

Semrud-Clikeman et al.
 (1992) 임상 의뢰 집단

ADHD
학업문제
통제집단

60
30
36

23~30
10~33
2~22

Silver (1981) 임상 의뢰 집단 ADHD
임상적 통제집단

95
100

92
4

연구자 집단 특성 집단의 진단명 N ADHD
비율(%)

Cantwell & Baker
(1991) 언어장애 전체 집단

학습장애
600
42

19
40

Felton et al. (1987) 학교 중심 표본 읽기장애
비읽기장애

45
53

57.7
24.5

Fuerst et al. (1989) 학습곤란으로 의뢰 학습장애 132 18
Holborow & Berry
(1986) 학교에 근거한 인구학적 표집 학습장애

비학습장애
123

1,470
41.1
7.9

Levine et al. (1982) 학습곤란으로 의뢰 학습장애 646 34
McConaughy, 
Mattison, & Peterson (1994) 학교에 근거한 인구학적 표집 학습장애 503 28.1~36.3
Vatz (1990) 학교에 근거한 인구학적 표집 학습장애

무선통제집단
84
87

42
보고 안 됨

<표Ⅰ-2> 학습장애 아동 집단 내 ADHD 출 율 조사 연구

(김동일 역, DuPaul & Stoner, 2007)

  

ADHD와 학습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동은 원인론, 발달 경로, 장기 결과, 재에 

한 반응 등에서 ADHD만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구분되어야 한다(Barkley, 1990). 그러나 아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comorbidity): 현황과 연구전망  1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 원인, 발달 과정, 장기 결과, 재에 한 반응 등의 에서 하  유형 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신뢰 있는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 다(김동일 역, DuPaul & Stoner, 2007).

기존의 국내 ADHD 연구들은 심리 검사 결과 비교나 약물투여 후 증상 변화  효과검증, 

교육, 훈련  재에 을 맞추고 있으며(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5; 오경자, 박난숙, 홍

강의, 1995; 이정은, 김춘경, 2000; 이희정, 박형배, 김진성, 2000; 이 아, 박형배, 배 석, 2001; 

두정훈, 손정락, 2003;정은경, 안동 , 김재환, 2003), 학습장애 연구들은 주로 평가  별(김

자경, 2001; 이 식, 2001; 정 , 2002; 이동명, 2004; 홍성두, 2006; 김동일, 정 조, 2008), 재 

 로그램 개발/효과(이상훈, 최은옥, 2000; 정 , 2001; 한경임, 희, 2002; 송민경, 2003; 

김양희, 2008), 특성(임 란, 김지혜, 김승태, 1997; 김성애, 2004; 김성자, 2004; 이태수, 2006; 임

재령, 2006), 교사인식(김동일, 이일화, 2003; 정원 , 2003; 정근선, 2005; 김 미, 2006)을 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ADHD와 학습장애를 함께 다룬 연구들은 개 임상실제에서 선별

된 소규모의 아동집단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홍강의, 김종흔, 신민섭, 안동 , 1996; 

김용희, 신민섭, 조수철, 2002; 이종범, 박순재, 정성덕, 김진성, 서완석, 배 석, 2002; 이경희, 신

민섭, 김붕년, 조수철, 2003; 변희경, 양재원, 이문수, 장원석, 2006), ADHD와 학습장애의 계

를 종합 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다. 실제 ADHD와 학습장애로 인한 문제가 학교장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2차 인 정서  어려움, 사회  상호작용의 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을 고려할 때, ADHD와 학습장애를 함께 고려하는 진단  별과정이 공교육 장에서 이

루어져야할 필요성이 두된다.  

최근 학문간 융합을 도모하는 국내의 학술 회에서도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을 다루는 

발제와 논의가 제기되어지고 있는 등(과학한림원 심포지엄, 2008.5.30),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

구들의 문헌 고찰을 통해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에 해 그 특성과 원인, 별에 해 

살펴보고, 이후 교육 장  임상실제에서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 별 시 체계 이고 다

면 인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후 재, 별  진단, 연구방법 등 후속연구에 한 

시사 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ADHD와 학습장애의 특성과 예후

흔히 ADHD라 하면 의학 역에서 다루어지는 임상  장애라고 생각되어왔지만 최근 몇 년

에 걸쳐 교육 역 내에서 훨씬 더 많이 인식된 장애가 되었다. 학교 시스템 내에서 ADH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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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20~40% 학습장애

[그림Ⅱ-1] 학습장애와 ADHD의 공통부분

한 심을 다루려는 과정에서 ADHD 아동을 가진 부모에 의해 몇 가지 결정 인 질문들이 

야기되었는데 그  하나가 ADHD와 학습장애가 같은 장애가 아닐까라는 의문이다. ADHD 

아동은 흔히 학업성취 수 이 낮다(Barkley, 1998; Forness & Kavale, 2001). 한, 읽기장애는 

종종 주의력 장애(ADHD, ADD)와 함께 나타난다(Barkley, 1990; Shelton & Barkley, 1994). 그

다면 ADHD는 학습장애인가? Silver(2001)는 이에 해 “아니다”라고 답하 다. ADHD는 

학습장애와 련된 장애이지만 학습장애는 아니고, 학습장애와 ADHD는 둘 다 신경학  장애

이지만, ADHD는 학습하기 한 뇌의 기능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 다. 다른 연구

자들(Barkley, 1997; Shaywitz, Fletcher, & Shaywitz, 1995; Shaywitz & Shaywitz, 1991)도 

ADHD와 학습장애는 근본 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단 시 신 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DHD가 신경심리학에 근거한 통제 불능과 자기통제의 장애라고 가정할 때, 

Barkely(1997)는 학습장애아동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자제력(행동통제)이나 실행 기능의 결함을 

보여 다고 주장했다. Shaywitz와 동료들은 학습장애가 인지  요소에 근거하는 반면, ADHD

는 행동  요소에 근거한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이들은 학 에서 학습이나 주의력 문제를 지

닌 아동에 한 인식과 출  결정의 요성을 강조하 다.

[그림Ⅱ-1]에서 보듯이, 두 장애는 공통부분이 많다. 그러나 ADHD와 학습장애가 완 히 동

일한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McGee & Share, 1988). 그 다면 ADHD와 학습

장애의 공존집단은 학습장애와 ADHD 단일 아동집단에 비해 그 특성과 후의 측면에서 어떠

한 차이 을 보이는가? 이것에 답하기 해 여기서는 인지  신경심리  측면, 행동  사회

 측면, 발달  측면, 교육  서비스 측면을 심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  시사 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ADHD와 학습장애에 한 연구에서 이러한 장애가 높은 빈도로 복됨에 따라 특수한 문제

들이 나타난다(Korkman & Pesonen, 1994). 학습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학습장

애나 ADHD만을 가진 아동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ADHD와 학습장애를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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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아동들은 ADHD의 특징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  결손도 함께 보인다. 특정 학습장애와 

ADHD를 함께 가진 아동들은 학습장애만 가진 아동보다 ‘더 심각한’ 학습문제를 가지며, 

ADHD만 가진 아동보다 ‘더 심각한’ 주의력 문제를 가진다(Mayes, Calhoun, & Crowell, 2000). 

ADHD와 학습장애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ADHD 아동에서 나타나는 충동조 과 억제에서의 

손상과 학습장애 아동에서 나타나는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언어 기억 범 (verbal 

memory span), 이야기하기(storytelling)에서의 손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ADHD 아동이나 학습장애 아동보다 더 심한 반  주의력 문제(pervasive 

attention problem)와 시각-운동 문제(visual-motor problem)를 가지고 있다(Korkman & 

Pesonen, 1994). Jakobson과 Kikas(2007)는 기억력, 시공간  언어 능력, 그리고 소근육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과제들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ADHD  학습장애를 가진 공존장애

집단 아동들에 한 인지 로 일을 조사하 다. 그 결과 ADHD 집단의 검사 결과는 통제 그

룹보다 낮았고, 학습장애와 ADHD가 모두 진단된 공존장애 집단의 검사 결과는 운동 기능을 

제외하고 ADHD 집단보다 낮았다. 학습장애와 ADHD를 가진 아동에 한 신경심리학  검사 

로 일을 비교 연구한 Korkman과 Pesonen(1994)은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 아동들은 모

든 측면에서 상 의 결함을 보일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신경 심리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보

다 범 한 주의력 문제와 시각-운동 결함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그림 Ⅱ-2] 참조). 

국내의 연구들  김용희, 신민섭, 조수철(2002)의 연구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 아동의 기억

기능을 비교하 는데, 그 결과 단기기억과 재인에서의 수행을 제외한 체기억, 지연기억, 언어

기억, 시각기억 검사에서 통제집단 > ADHD > 학습장애 > ADHD/학습장애 공존집단 순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 고, 이를 통해 공존장애집단이 단독장애에 비해 기억과 학습에 더 

부정 인 향이 있음을 밝혔다. 학습장애를 동반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임상  

특성을 연구한 이종범 등(2002)의 연구에서도 학습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들은 ADHD 아

동이 경험하는 모든 정신과 인 문제를 경험하며, 그 외 학습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두 질환의 

동반으로 인한 부가 인 어려움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

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경우 두 장애의 단 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증상들이 

상호 작용하여 학업문제와 주의력상의 문제, 행동상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는 이 의 결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Dykman & Ackerman, 1991). 

한 특정 학습장애와 ADHD를 함께 가진 아동들은 그들의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한 자아 존

감의 결핍과 좌 감 때문에 공격  행동, 철회(withdrawn) 행동과 같은 행동  문제를 발달

시킨다(Pisecco, Baker, Silva, & Brooke, 1996). 그리고 ADHD와 학습장애를 동시에 지닌 아동

은 각각의 장애만을 가진 다른 아동보다 분리불안(Dykman & Ackerman, 1991)이나 사회 인 

거부(Flicek, 1992)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이종범 등(2002)에 따르면 학습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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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ADHD, 학습장애, 그리고 ADHD/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검사 로 일

(Korkman & Pesonen, 1994)

ADHD가 동반될 경우 KPI-C상 신체화 척도, 가족 계 척도, 사회 계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장애와 ADHD가 동반된 아동의 경우 실 에서 더 많은 어려움

을 겪고, 가족 계나 래 계에서 소외되고 비난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 다. 

한편, ADHD와 학습장애를 함께 가진 아동들은 학습장애나 ADHD만을 가진 아동들에 비하

여 더 심각한 만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를 들어, Beitchman, Wekerle, Hood(1987)는 

ADHD와 언어지체를 동시에 가진 유아의 경우 표 언어  수용언어 결손과 시각․운동 응

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 다. 이 결과에 근거해 연구자들은 ADHD와 언어지체를 동시에 가

진 유아가 이후에 ADHD와 읽기장애를 보일 험이 크다고 주장하 다. 같은 방법으로 Felton 

등(1987)은 읽기장애의 출  여부를 기 으로 ADHD 아동을 분류하여 여러 언어 기술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행 패턴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 다. ADHD와 읽기장애를 함께 가진 아

동의 경우,  역에서 언어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이들이 보다 

만성 으로 결손을 드러낼 것이라고 가정하 다. 

ADHD와 학습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아동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ADHD만 

가진 진단  특징에 비해 진단과 재에 더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ADHD와 공존하는 학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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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확인하는 것은 임상 으로 요하다(Kamphaus & Frick, 1996). ADHD의 부주의와 행

동 조 의 어려움은 학생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상당한 학업부진을 래한다(Silver, 1990). 

한 비효율 이고 일 성 없는 문제해결 능력 때문에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Douglas, 1980). 동

일 원인이든 다른 원인이든, 서로가 인과 계이든, 서로 다른 장애로서 ADHD와 학습장애는 

공존 시에 더욱 악화된 특징을 보이므로 이것은 ADHD 혹은 학습장애만을 가질 때보다 다른 

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 주의력 결핍, 학습부진 같은 증상이 어느 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재에 있어서도 다각 으로 근해서 복합 으로 해야 한다(Cantwell & 

Baker, 1991). ADHD  학습장애의 출 율과 두 장애를 동시에 지니는 복장애에 한 

Pastor와 Reuben(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장애로만 진단된 아동은 ADHD로만 진단된 아

동보다 특수교육에 의뢰되는 비율이 5배 높다. ADHD 아동 역시 학습과 련된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된다. ADHD로만 진단된 아

동, 학습장애로만 진단된 아동, 두 장애 모두로 진단된 아동을 비교할 때, ADHD로만 진단된 

아동은 과거에 약물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습장애로만 진단된 아동은 

가장 낮았다. 두 장애를 모두 진단받은 아동의 상당수도 과거에 약물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 율뿐만 아니라 교육 인 서비스 제공에 심을 가졌던 Forness와 동료 

학자들(Forness & Kavale, 2001; Forness, Kavale, Sweeney, & Crenshaw, 1999)은 ADHD  

학습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략 25% 정도 된다고 보고하며, 결국 이러

한 공존장애를 신 히 진단해야 한 서비스 달체계나 학교 차원의 재 결정에 결정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Karande 등(2007)은 그들의 연구에서 특정 학습장애와 ADHD를 함께 가진 아동들의 임상  

로 일과 학업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특정 학습장애와 ADHD를 함께 가진 아동들의 

낮은 학업 성취와 행동  문제들을 방하기 해서는 조기에 이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 다. 따라서 학습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한 치료를 하기 

해서는 학습장애만 가진 아동이나 ADHD만을 가진 아동과 학습장애와 ADHD를 모두 가진 아

동을 감별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학교심리 문가를 비롯한 여타의 교육 련 문가는 

ADHD로 진단되거나 ADHD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잠재 인 학습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업 기능 향상을 한 방  재 략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

다(김동일 역, DuPaul & Stoner, 2007). 그러나 이들 아동에 한 인식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련 선행연구는 별로 없다. 따라서 이 구분되는 독특한 집단에 해 주목하고 이들에 

한 출 율 조사를 비롯하여 복장애 아동들에게 효과 이며, 통합 으로 용할 수 있는 재 

로그램, 진단 도구개발과 련된 연구가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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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DHD와 학습장애 평가 및 판별과정

1. ADHD의 평가 및 판별과정 

ADHD와 학습장애는 모두 다학제간, 다차원 인 평가가 필요한 장애이나, 실제로는 임상 차

원에서의 개별 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 ADHD는 아직 어떤 특정 검사에 의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한 방법은 면담, 검사, 행동평정척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에

서도 면담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특성에 한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면담이나 학교장면에서의 행동특성에 한 찰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 히 드물다. 한, 연구에 따라 보고되는 출 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데, 김민동, 이

상복(2006)은 이러한 차이가 ADHD를 진단하는 진단도구에 의해 차이가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기존의 ADHD 평가도구인 질문지형 평가도구와 신경심리 검사도구를 고찰하 다. 그 결과 질

문지형 평가도구의 문제 으로 피험자가 아동 자신이 아닌 부모 는 교사라는 , 척도 사용

에서 행동평가 기 의 애매모호성, 평가 상황에서 아동자신의 내  변인 등이 통제되지 못한 

 등을 들고 있으며, 신경심리검사 도구의 문제 으로는 검사 자극물이 언어능력이나 숫자능

력의 개입, 선행 자극을 기억해야 한다는 기억의 문제, 검사시간의 길이의 문제, 자극물의 단순

성에 의한 흥미의 문제, 피험자의 각성수  문제 등을 논하고 있다. 한편, DuPaul과 

Stoner(2007)는 ADHD 진단에 있어서 다단계 근을 제안하 다(<표 III-1> 참조). 첫 단계는 

교사평정척도의 통한 선별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ADHD의 다 방법(multi-method)평가로, 

부모와 교사 면담, 학교기록자료 확인, 부모와 교사 평정척도, 교실행동 찰, 학업수행자료를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의 해석으로, 재 나타나고 있는 ADHD증상의 수와 증상이 나

이와 성별규 , 증상이 시작된 연령으로부터 증상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 증상이 어느 정

도 만성 인지, 얼마나 만연되어있는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기능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

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다른 장애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4단계는 치료 계

획을 세우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모와 학교와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 소아과학회(AAP)에서는, 최근 ADHD 임상 실제에서의 진단지침(2000)을 발표하면서 

ADHD로 의심되는 아동의 기 평가과정의 부분으로, 공존장애의 확인을 일상 이고 체계

으로 포함시키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 다. National Initiative for Child Healthcare Quality

와 력하여 AAP에 의해 개발된 ADHD Toolkit에 일반 인 정신과 장애와의 공존장애들을 

확인하는 데 을 둔 질문들을 포함하 다. Adesman(2003)은 ADHD 아동의 부분이 하나

나 그 이상의 공존장애를 갖고 있으며, ADHD진단에서 공존장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함을 강조

하면서, ADHD 아동 평가에 있어서 발달력, 가족력, 학업수행을 개 한 후 공존학습장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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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부주의, 충동성, 그리고/혹은 과잉행동에 대한 교사 호소
↓

1 단계
Screening 선별

ADHD 증상에 대한 교사 평정
↓

2 단계
Multimethod Assessment of ADHD ADHD에 대한 다중방법 평가

부모와 교사 인터뷰
학교 기록들에 대한 검토

행동 평정 척도
학교 행동 관찰
학업 수행 자료

↓
3 단계

Interpretation of Result 결과에 대한 해석
ADHD 증상의 수

연령과 성별 규준으로부터의 편차
초기 발병과 만성화 시기의 연령

기능적 손상의 정도
기타 장애들 제거

↓
4 단계

Develop Treatment Plan Based Upon 다음에 기초한 치료 계획 개발
ADHD 증상의 정도
관련 장애들의 출현

이전 치료에 대한 반응
지역사회 중심 자원들

↓
5 단계

Assessment of Treatment Plan 치료 계획에 대한 평가
평가 자료의 정기적인 수집

치료계획에 대한 개정
<표Ⅲ-1> ADHD 진단 다단계 근

(김동일 역, DuPaul & Stoner, 2007)

2. 학습장애의 평가 및 판별과정

1960년 부터 지 까지 학습장애 진단 모형 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모형은 지

능-성취 불일치 모형(discrepancy model)과 재반응 모형(responsiveness of interven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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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veness of instruction, RTI)이다(Fletcher, Denton, & Francis, 2005). 

Bateman(1965)에 의해 그 개념이 도입된 지능-성취 불일치 모형은 그 동안 학습장애를 진단

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어 왔다(Protor & Prevatt, 2003). 지능-성취 불일치 모형은 

학생의 잠재 인 능력과 실제 수행수  사이에 “교육 으로 의미있는 불일치”가 나타날 때 해

당 학생을 학습장애로 별하는 것이다(이태수, 최종근, 2005). 여기에서 잠재 인 능력은 표

화된 상업용 지능검사 수로 나타내며, 실제 수행수 은 주로 래 집단을 상으로 표 화된 

학업성취 검사에서의 수로 나타낸다(김동일, 신종호, 이 식, 2003). 즉, 지능-성취 불일치 모

형에서는 보통의 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낮은 성취를 나타낼 때 학

습장애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지능-성취 불일치 모형에 한 논란이 범 하게 논의되기 시작하

다(Hallahan & Mercer, 2002; Kavale, 2002). 불일치 모형은 몇 가지 에서 학생의 성취를 

언하는 데 있어서 빈약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Fletcher, 

Denton, & Francis, 2005; Yesseldyke, 2005). 첫째, 이 모형은 종종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근

으로 불리는 데, 지능과 성취사이의 불일치를 계산하고 그들의 성취에 한 타당한 측정을 

한 교육과정내용의 수 에 노출되기 해서는 학생이 3학년 혹은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이를 

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schly et al., 2003). 둘째, 능력-성취의 차이는 측정학 으로 부

하고 무나 단순화된 개념이다(김동일, 신종호, 이 식, 2002). 아이들은 아마 좋지 않은 타

당도에 기 를 둔 평가 도구들 때문에 읽기 역에서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 될 수 있다. 

지능검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 교과 역에서의 학업성취수 정도를 정확히 측해야할 수 

있어야 한다. Siegel(1988) 등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읽기 장애 아동들은 지능지수의 정도에 상

없이 읽기의 다양한 역에서(언어, 읽기, 기억, 철자, 음운론  과제) 동질 인 특성을 보 는

데, 이 듯 지능과 학업성취간의 상 이 완 하지 않다면 상 으로 높은 지능 소유자는 실제 

숫자보다 많게 그리고 낮은 지능 소유자는 실제보다 게 체계 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편

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한, 지능검사 자체가 언어능력에 의해 향을 받아, 학습장애아의 경

우 지능지수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 되는 학업성취수 도 

낮아져 지능과 학업성취 수 간에 불일치 수 이 낮아져 결국 학습장애아동으로 별될 가능

성이 어지는 결과가 래되게 된다. 셋째, 엄격한 불일치 모델은 생물학 으로 기 가 형성

된 결손에 의하여 향을 받은 읽기 결핍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읽기 결함을 구별

하지 않는다(Vellutino et al., 2006). 넷째, 학습장애 정의의 평가와 진단 표 들의 용은 교수

법을 한 어떠한 안내도 제공하지 않는다. Gresham(2002)은 지능-성취 불일치 모형이 교수  

재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평가 차와 

재 간에 직 인 연결고리가 없음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와 재를 연계하는 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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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이를 해서 학생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학생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재는 처치타당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편, 최근 장의 요구와 연구의 실제를 함께 다루어, 그 둘 간의 간극을 좁히기 한 연구 

방법으로 최근 ‘증거기반실제(Evidence-Based Practice; EBP)’가 두되고 있다. EBP는 체계

으로 문헌이나 연구를 통하여 효과 이라고 밝 진 방법을 추출하여, 이에 한 연구 결과(근

거)를 찾고, 실제에 용하고 평가하여 이에 한 지식(근거)을 보 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Law, 2002; Schlosser, 2003). 교육정책이나 실제(practice)는 효과성에 한 가장 최선의 증거

(evidence)에 따라 의사결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Hammersley, 2001). 이는 특정 교육

략과 정책은 이미 활용되거나 결정되기 에, 반드시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

습장애에 한 재  별에서도 EBP 근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EBP의 단계나 

특성을 모두 반 하는 교육 연구 모형이  하나의 학습장애 진단 모형인 재 반응 모형

(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RTI)이다. 

이러한 학계의 흐름을 변하여 2004 IDEA개정은 학습장애 진단에 있어 RTI의 사용을 권장

하며, 주정부에 지능-성취 불일치 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Fuchs & Fuchs, 2007). RTI는 교수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재에 한 학생의 

반응을 연속 인 과정으로 평가하여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모형(Vaughn & Fuchs, 2003)이다. 

즉, RTI에서는 학생이 지속 으로 제공되는 효과 인 재에 무반응(nonresponsor)하여 수행

수 과 성장속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하게 낮은 이 불일치(dual discrepancy)가 나타

날 때 학습장애로 진단되며, 여기에서는 특수교육 격성에 계없이 학생에게 지속 으로 

재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며, 평가에 기 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재를 벌하게 변

경하는 데 주요한 을 둔다(이태수, 최종근, 2005)

RTI에서는 어도 세 개의 배치단계(Tier Program)를 가진 다 단계 방 모형으로써 개념화

되어왔다. 세 개의 배치단계는 모든 학생들에게 용되는 구조로서, 단계 Ⅰ(Tier Ⅰ)에서는 보

편  검사와 한 교실기반교수를 포함한다. 단계 Ⅱ(Tier Ⅱ)에서는 단계 Ⅰ에서 일차  

방(primary prevention)이 충분치 않고 구체  부분에 보충교수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된다(

를 들면 읽기; Reschly, 2005). 마지막으로, 단계 Ⅲ(Tier Ⅲ)은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재로서 2

단계 재의 효과를 보지 못한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되며 진 도 모니터링 한 더 자주 한

다(Vaughn & Robert, 2007).

단계 Ⅰ은 일반교실상황에서의 높은 질과 연구에 기반 한 교수, 험 상태 학생들을 별하

기 한 보편 인 선별, 그리고 상되는 단계 Ⅰ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발견하기 한 진

도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Bradley, Danielson, & Doolittle, 2007). 단계 Ⅱ는 학업  험군

에 속한 학생들을 상으로, 좀 더 목표에 맞는 구체  교수를 행하고 수행도에 있어서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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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 치의 차이를 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계 Ⅲ은 통 인 특수교육서비스와 비슷하거

나 혹은 비슷하지 않은 개별화된 그리고 집 인 재와 서비스로 구성된다(Vaughn & 

Robert, 2007).

이러한 RTI가 지니는 장 으로는 첫째, 결함모델보다는 험모델을 사용하여 학생을 별하

며, 둘째, 학습장애학생들을 조기에 별하고 조기에 교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셋째, 불충

분한 교수나 부 합한 재로 인해 특수교육 상자로 의뢰되는 학생들을 방할 수 있으며

(Vaughn & Robert, 2007), 넷째, 학생의 성과에 해 강조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Vaughn 

& Fuchs, 2003). 

하지만 RTI는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을 가진다(Scruggs & Mastropieri, 2002; 

Scruggs, 2003). 이에 해 허승 (2005)은 첫째, 재반응 모형은 새로운 학습장애의 개념을 제

공하고 있는가?, 둘째, 재반응 모형은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과 다른 요인으로 인해 학습문제

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효과 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셋째, 재반응 모형은 학습장애의 다양

한 양상에 역 을 두어 다루고 있는가?, 넷째, 재반응 모형은 학습장애를 진단함에 있어 유치

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가?, 다섯째, 재반응 모형은 기술

으로 하게 실행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재반응 모형이 재의 진단 차를 개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재반응 모형의 문제 을 제시하 다. 한, 박 숙 등(2008)은 

첫째, RTI 모형에서 과연 학습장애란 실존할 수 있는가?, 둘째, 학생들이 받는 교수가 그들의 

학업 성취를 증진시킬 양질의 교수임을 보장하는 타당화된 재모형과 측정이 있는가?. 셋째, 

학습장애를 결정하기 하여 교수는 얼마나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넷째, 지역교육청

에서 무반응자란 무엇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RTI의 단 들

을 지 하고 있다.

이에 학습장애의 진단  평가에 한 국내의 표 인 문헌들은 국내에서 용될 수 있는 

학습장애의 진단  평가 모형이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허승 , 2005), 이 모형은 능력-

성취 불일치 모형과 재반응모형을 충한 모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윤옥, 2006). 

이러한 흐름의 가운데, 김동일과 정 조(2008)는 개인내차 모델인 불일치모형  문제해결모형

인 RTI모형의 단 을 보완하여 학습장애 진단을 한 새로운 통합 모형을 제안하 다. 이 모형

은 학습장애의 진단에 한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고 충하기 해서는 능력-성취 불일치모

형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다층모형의 이 을 통합하며, 여기에 뇌의 발달과 기능에 한 신경

심리학 연구의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Sousa(2006)의 모형에 재반응모형을 통

합한 것이다. 이 모형의 1수 에서는 표 화된 지능검사와 학업성취 검사의 수로 능력-성취 

불일치를 확인하며, 2수 에서는 기 학습기능 역에서 성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언어, 읽기, 쓰기, 셈하기 역에서의 불일치를 확인한다. 3수 에서는 재반응 모형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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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단계 내용

진단

Ⅰ - A 개인 내적 학업 능력 분석
⋅아동의 기초학습부진 영역 확인(읽기, 수학)-BASA 및 성적표

Ⅰ - B
배제 요인 평가
⋅배제 요인 평가
⋅학습의 어려움을 대안적으로 설명 변인 확인
⋅문화적 결손, 낮은 SES, 외국인, 귀국자 자녀 등 설명 변인 확인

Ⅱ - A 개인 내적 인지 능력 분석
⋅지능 결손 요인 확인- 지능검사

Ⅱ - B
배제 요인 재평가
⋅배제 요인 재평가
⋅인지적 어려움을 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확인
⋅지적장애, 발달지체 등 배제 요인 확인

Ⅲ 저성취의 평가를 통해 통합적인 능력 분석
⋅지능과 성취 간의 불일치 확인

Ⅳ

기능에서의 문제점 평가
⋅기능적 평가 (학습, 정서 행동)
고려점
⋅사회적 기술, 운동 능력, 시력, 청력의 영역에서의 다른 제한점 판별
⋅정서, 행동 문제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활용 가능
적격성 제안
⋅학습장애 적격성 확인

<표Ⅲ-2> 반  학습장애 진단 모형에서 진단 단계

고, 4수 에서는 신경심리학  과정에 해 분석하며, 5수 에서는 문화  차이, 정서-행동  

장애, 불충분한 교수, 경도 정신지체, 감각손상 등의 제외 거를 확인하도록 제안한다.

한편, 최근 학습장애학회 추계 학술 회(08.11.07.)에서 제안된 학습장애 진단 모형은 학습장

애의 진단  평가를 해 개인내차 모형인 능력-성취 불일치 모형과 문제해결모형인 재반응

모형을 통합하려는 최근의 움직임(Cortiella, 2007)을 반 한 모형으로,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

생이 학습장애인지 여부는 불일치 모형을 통해 확인하여 특수교육 상자로 별하며, 이들의 

교육  지원은 일반 교육 장에서 재반응모형을 활용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표Ⅲ-2 참

조>). 이 진단모형에서는 학교 장에서 학생의 학습 문제를 먼  인식하게 되는 주체인 일반교

사가 학습장애를 의뢰하게 되는 과정이 재반응모형에서의 Tier 1, 2로 포함된다. 즉, Tier 1, 

2 단계에서는 아동을 학습장애로 진단을 의뢰하기  단계로, 학교 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게 된다. 이 게 의뢰된 아동은 불일치 모형에 의해 학습장애로 진단받게 된다. 구체 으

로, 수집된 문서화된 증거를 기반으로 먼  학습자의 학습이 정말 학습장애로 진단을 의뢰할 

정도로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Ⅰ-A)하고, 이러한 성취가 다른 장애(정서, 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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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 문화  요인 때문인지를 확인(Ⅰ-B)한다(배제요인 확인). 이러한 문제 때문이 아니

라는 결정이 나면, 지능검사를 실시하게 되고(Ⅱ-A), 학습문제가 낮은 지능 때문에 야기된 것인

지를 단한다(Ⅱ-B). 즉 정신지체  발달지체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단계이다. 학습의 문제

가 낮은 지능 때문이 아니라면, 지능과 학업성취간의 불일치 수 을 확인하게 되는데(Ⅲ), 이 

단계가 바로 불일치 모형이다. 진단 단계  Ⅳ단계는 학습장애의 격성을 별하는 단계로, 

학습장애로 별 받은 후 특수교육 환경에서 교육  지원을 한 평가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

계에서는 학습장애로 별된 학생을 상으로 사회  기술이나, 행동 문제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이 게 진단된 학생은 Tier 3단계로 이동하게 되며, 특수교육 상자로서 련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3.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 평가 및 판별과정에의 시사점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에 해 체계 인 검증을 수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ADHD, 학습장애 각각의 개별 장애에 한 연구에 있어서도 별과정에 있어서 

연구마다 다른 평가  진단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장애의 정의, 평가 

별과정이 연구에 따라 다른데, 부분의 연구에서는 능력-성취불일치 거를 사용하고 있

으나 연구마다 불일치의 거가 다르다. 를 들어, Willcutt와 Pennington(2000)은 학습검사

(PIAT)에서 지능검사에서 기 되는 수 보다 지역규 인 1.65표 편차이상 낮은 경우를 읽기

장애로, 동시에 DSM진단을 기반으로 한 부모 보고 아동행동평정척도(DICA)의 단 으로 

ADHD를 확인하 다. Hazel, Carr, Lewin, Dewis, Heathcote와 Brucki(1999)은 DSM에 의한 

진단  면담, 부모보고 아동행동평정척도(CBCL, CPRS-48)의 단 에 의해 ADHD로, 동시에 

학습 련 검사(WRAT-R)에서 평균보다 30 이하의 수행을 보여 학습장애로 명된 아동집단

에 해 ADHD와 학습장애 공존장애집단으로 별하 다. 한, ADHD 평가에 3단계 별과

정을 도입한 연구에서는 1단계는 병원에 의뢰된 ADHD로 진단된 아동을 선별하고, 2단계는 

DSM를 기반으로 한 부모 질문지로 부모와 화면담을 하며, 3단계에서는 ADHD 평가 battery

를 통한 ADHD 확증과 동시에 표 회귀공식을 사용한 능력-성취 불일치 거로 지능검사와 

성취검사(WRAT-R)로 학습장애로 확인된 아동을 공존장애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Seidman, 

Biederman, Valeraa, Monuteaux, Doyle, & Faraone, 2006; Faraone, Biederman, Monuteaux, 

Doyle & Seidman, 2001). 좀 더 엄 하게 공존장애집단을 선정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DSM에 

근거한 소아정신과 문의의 단과 심리학  평가결과에 입각한 심리학자의 진단이 일치하는 

사례만을 포함시키거나(Jacobson & Kikas, 2007; 이경희, 신민섭, 김붕년, 조수철, 2003;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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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섭, 조수철, 2002) 심리학  평가, 면담, 임상 찰, 부모  교사가 작성한 아동행동평정척

도의 검토를 포함한 다면  평가를 도입하며 지능검사와 학습검사에서의 불일치로 공존장애집

단을 별하고 있다(Mayes, Calhoun, & Crowell, 2000). 그러나, 불일치 기 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부분의 연구가 임상에서 모집된 소규모의 아동을 상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서 

공교육 장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 이고 정교화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집단을 정확히 별하고 효과 인 교육  재와 치료  개

입을 하기 해서는, ADHD와 학습장애와 같은 발달  문제를 어떻게 근해야할 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달장애들에 한 임상  그리고 연구 문헌에서는 심각도의 연속성이 발달

장애들에서 존재한다고 확인하 다(August & Garfinkel, 1989;Gilger et al., 1992; Bradshaw, 

2001; Kaplan et al., 2001). ADHD와 같은 발달 장애들은 연속선상에서 정상에서부터 낮은 극

단치를 표상한다고 제안되어 왔다(Latash & Anson, 1996;Bradshaw, 2001; EL-Sayed et al., 

2003). 수많은 진단들의 측면에서 볼 때, 단지 한 가지 발달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아동

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발달장애를 가진다고 진단된 아동보다 더 나은 반 인 기능을 보이는 

것처럼 심각도의 연속선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한 결과, ADHD아동은 함께 존재하

는 장애의 수에 따라 기억과 시각 운동기술에서 더 빈약한 수행을 보 으며, 행동문제가 더 많

았고, 일상생활기능에서 더 손상을 보 다(Kaplan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동반 문제들을 

가진 아동이 두개 는 그 이상의 독립 인 장애를 보이는지 혹은 수많은 증상들이 기 의 단

일조건들과 련되어있는지 탐색하기 하여 련 연구가 필요하다.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 아동을 명확히 이해하기 해, ADHD와 학습장애의 계를 설

명하는 몇가지 인과모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Caron & Rutter, 1991; Hinshaw, 1992; McGee 

& Share, 1988; Stevenson, Pennington, Gilger, DeFries, & Gillis, 1993; Willcutt et al., 2000; 

Pisecco et al., 2001; Spira et al., 2005). 첫째, 과잉행동은 학습장애를 이끈다(Keough, 1971; 

Rabiner et al., 2000). 주의력문제와 충동성은 자극탐지 는 정보처리시간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읽기와 같은 기본기술을 숙달하는 것과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만

드는 등 부정 인 향이 축 되게 함으로써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주의력과 충동성 문제들

은 교수에 을 두고 이익을 얻는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학교실패에 한 증가되는 험에 

아동들을 놓는다. Rabiner 등(2000)은 읽기성취의 특히 강력한 결정요인으로써 주의력의 요

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유치원에서는 정상 으로 읽었지만 1학년때 부주의했던 아동이 유치원

과 1학년사이의 읽기능력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 으며 5학년이후에는 반 이상이 평균에서 1

표 편차이상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IQ와 유치원 읽기 수를 통제한 후에 유치원

동안이나 1학년동안 부주의한 1학년은 거의 3배이상 정상 래보다 IQ와 읽기성취사이의 불일

치(즉, 읽기장애)를 보 다. 이들은 한 반 의 가설인 읽기문제가 부주의를 유발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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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 으나 인과 계를 확인하는 데 실패하 고, 신에 유치원 후반에 빈약한 읽기를 보

이는 아동은 1학년에 증가되는 주의력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읽기성취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 주의력문제의 결정 인 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에 발생하는 주의력문제가 1학년에서의 요한 읽기기술의 획득을 방해하여, 이후에 아동

이 읽기를 따라잡는데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Fergusson 과 Horwood(1992)는 

10~12세 아동에서 읽기능력과 과잉행동과 부주의의 부모와 교사의 결합된 평정사이의 상호 

계를 검증하 는데, 읽기능력이 과잉행동에 향을 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었다. 그

러나, 읽기장애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과잉행동의 향의 가능이 확인되었다. 같은 연구자에 

의한 연속 인 연구들은 행동문제, 사회경제  불이익 는 IQ와 같은 잠재 으로 혼동되는 

요인들에 의한 어떠한 향에도 독립 으로 아동기 반에서 과잉행동이 18세의 학업수행과 

련된다고 보임으로써 이 발견들을 확장시켰다(Fergusson et al., 1993 ; Fergusson, Lynskey, 

& Horwood, 1997). 그러나 Maughan 등(1994)은 10～14세 연령사이에 읽기 향상에서 교사평

정 과잉행동( 는 반사회  행동)의 차별 인 향을 발견하지 못하 다.

둘째, 읽기 곤란이 과잉 행동 같은 행동문제를 이끌 수 있다(Cunningham & Barkley, 1978). 

이는 행동문제가 읽기곤란에 좌 된 결과라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감 모형은 이러한 인과  

계를 설명하기 해 제안되어져왔고, 반복되는 학습실패가 무기력감을 이끌며, 따라서 동기

를 감소시키고 부 응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제안한다(Thomas, 1979). 한, 읽기 곤란

은 아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기 쉽

다. 교실에서, 아동은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고 좀 더 과제 외 활동과 종종 괴 이

라고 정의되는 행동에 몰두한다. 교실의 다른 학생들과 진도를 맞출 수 없다는 에서 아동의 

괴 인 문제 행동들은 낙인, 좌 , 낮은 자 심 는 분노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다른 상

황에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셋째, 읽기문제와 과잉행동은 모두 사회  불이익, 유  요인이나 신경학  손상 같은 다

른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Cantwell과 Baker(1991)은 기 말/언어손상을 가진 아동들 

사이에서 ADHD와 학습장애의 증가된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게다가, Pisecco 

등(2001)은 읽기장애와 ADHD를 가진 11세 아동들이 3～5세 때 유의한 수용  언어손상을 경

험하 음을 발견하 다. 이러한 이유에서, McGee 등(1991)은 3세로부터 15세까지 그들을 추

하여 과잉활동아동의 집단에서 언어 수가 응되는 발달  통제집단을 포함함으로써 기 언

어발달에 해 통제하 다. 그들은 과잉활동 집단이 등학교에서의 성취측정에서 발달  통

제집단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과잉행동  아동들

에서의 빈약한 성취는 아마도 행동에서의 기 어려움이 아니라 낮은 취학  언어기술에 기인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McGee 등은 15세까지 과잉활동아동이 발달  통제집단보다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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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ADHD와 학습장애의 Comorbidity와 련된 모델

(Kaplan, Crawford, Cantell, Koolstra, & Dewey, 2006)

읽기장애를 보이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계속되는 행동문제들은 언어결함을 통제한

다면 다소 읽기문제에 기여한다.

넷째, 읽기 곤란과 과잉행동은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인과  요인이 그들

과 상 있을 수 있다. 한, McGee, Prior, Williams, Smart, Sanson (2002)은 상호  모델을 가

정하 는데, 이를 이  발달 경로 모델(dual-developmental pathway model)로 언 하고 있다. 

기 과잉활동증상을 가진 아동을 청소년기까지 추 한 2개 종단연구들을 기 로 하여, 기 

과잉활동에서부터 후기 학업결과까지의 2가지 주요경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 과잉활

동은 지속되는 주의력문제와 련되고, 이는 부 으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친다. 둘째, 기 

과잉활동은 지속되는 빈약한 읽기와 련되고, 이는 학업결과를 감소시킨다. 동시에, 어린나이

부터 과잉활동과 련되었던 기 문해 문제들은 이후 읽기문제와 주의력문제와 련된다. 이

러한 발견들을 기 로 하여, McGee 등(2002)은 부주의와 과잉활동의 두 증상과 읽기문제는 교

육 으로 효과 인 재를 제공하여 학업성취에서 유의한 변화에 향을  수 있도록 근해

야 한다고 하 다.

이 듯 ADHD와 학습장애와의 계를 설명하는 많은 근들이 있지만, 함께 취합해보면, 이

러한 연구들로부터의 발견들이 읽기곤란과 과잉활동사이의 계의 본질에 한 어떠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비록 몇 가지 장기 인 연구들이 과잉행동의 특성들이 잠재 으로 혼동

되는 변인들의 어떠한 향과 독립 으로 이후 읽기장애와 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도출할 지

라도, 이러한 장기  연 이 인과 계를 반 하는지 여부가 불명료하게 남는다. 

ADHD의 증상과 학습문제의 증상이 공존하는 것이 공통 원인으로 인한 결과인 것인지 혹은 

하나의 증상이 다른 것 에 나타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이론 인 흥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재 계획에 한 요한 함의를 갖는다. 연구자들은 보상 인 학습과 행동문제

의 순환이 시작되는 결정 인 첫 번째 시기를 정확히 악하고, 한 방 인 노력과 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듯 ADHD와 학습장애가 어떻게 련되는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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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계획에서 학습장애에 을 둘 것인지 ADHD에 을 둘 것인지 혹은 두 가지에 

모두 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김동일, 이 식, & 신종호, 2005). 한, 

Riccio, Gonzalez & Hynd (1994)는 진단이 특정한 재를 제공하기 해서 뿐 아니라 원인을 

탐색하기 해 매우 요하다고 하 다. 특히, 신경 /인지  역기능의 좀 더 세부 인 이해는 

한 평가와 재 략의 지속 인 발달을 증가시킨다고 언 하 다. 따라서 ADHD/학습장

애 공존장애의 체계 인 별과정이 필요하며, 종단 연구를 통해 장기 인 조망에서 행동과 학

습문제의 계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재과정에서 좀 더 효과 이고 아동개인에 부합하는 

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의 별과정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첫째로, ADHD로 의심되는 집단을 먼  선별한 후에 ADHD를 별하는 과정에 학습

장애유무에 한 평가를 포함하여 공존장애집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은 ADHD에 

한 진단  별이 주로 이루어지는 임상장면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상되는 데, 

ADHD에 한 면 한 진단  별과 더불어서 학습장애의 공존에 한 별이 일상 인 과

정으로 포함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집단을 먼  

선별한 후에 ADHD의 공존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 문제가 일차 으로 나타나는 

공교육 장면에서의 주된 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가 학 에서 성취와 느린 

진 도를 보이는 아동을 일반교육과 집 교육을 통해 확인한 후 불일치 거에 따라 아동을 

선별하고, 배제 거를 확인함과 동시에 ADHD 공존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

의력문제와 학습문제를 동시에 보이거나 는 각각의 개별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별하는 과

정에서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에 한 고려를 우선 으로 하는 것이다. ADHD는 공식

인 진단 거는 있지만 재 2008년도에 발의된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는 규정되지 않

고 있어서 국가에서 공식 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장애는 재 법 인 근거가 있

어서 특수교육 상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공식 인 지원을 받기 한 과정이 체계화되지 못하

다. 앞서 언 했듯이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는 각 개별 장애보다 좀 더 심각한 어려움을 

낳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존장애 가능성에 한 확인은 매우 요하고, 이들 공존장애집단

은 공식 으로 교육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해서 체계 이고 다면 인 평가

체계에 한 필요성이 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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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 공존장애에 한 새로운 조명과 활발한 논의를 하여, 

기존 연구를 특성, 원인, 별과정을 으로 고찰하 다. ADHD와 학습장애는 임상실제와 

교육 장 모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연구들에 따르면 특히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 집

단이 개별 집단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거나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에서 볼 때, 이후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최근 교육 장에서의 

심은 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공존장애에 한 논

의는 1986년 이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ADHD/학

습장애 공존장애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임상에서 선별된 집단을 상

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교육 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체계 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진단과 처치에 련된 경험 연구 문헌이 

축 되지 않았다는 실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범 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명한 을 

두어 치 한 분석과 재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속연구를 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실제와 임상

 연구가 분리되어 있고 각기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ADHD와 학습장애 분야 연구에 있어서, 

교육  실제와 연구의 유기 인 연계가 시도되어야 한다.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 아동은 

공교육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이들이 갖는 어려움을 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험요인을 근거리에서 방할 수 있는 일차 인 장인 공교육 상황에서 평가  별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교육계와 임상/정신의학 분야에서 각기 분리되어 연구가 이

루어져 부분 인 설명이나 해결책 제시에 그치고 있었던 ADHD와 학습장애의 재  치료에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ADHD와 학습장애 공존장애의 정확한 별을 한 다면 인 평가체계를 공교육 장

에 확립, 정착시켜야 한다. 부모들은 아동에 한 가장 요한 정보원으로, 특히 어머니는 아동

의 발달력과 행동에 한 정확한 설명과 묘사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Gillberg, 1995), 부모들의 

태도와 기 들, 그리고 이에 한 아동의 어려움들은 한 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요한 요인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교사들은 학업성취의 세부 인 면(특히 읽기장애)들을 보고

할 수 있고, 래와의 계, 학교 학습활동, 활동수 통제와 련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보

를  수 있다. 한, 교사의 태도와 기 들도 재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Cooper & Upton,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한 정확한 별을 해서 부모와 교사

로부터의 정보가 요함에도 이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주의력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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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 아동을 별해내는 데 있어서, 공교육 장에

서 일차 으로는 학습장애아동을 별하고, 이들  ADHD 공존장애아동을 확인하는 다면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셋째, 소수의 임상  표본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상황에서의 기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ADHD와 학습장애 공존장애가 연구의 산물로써 존재하

는지 아니면 실제로 분리된 집단으로 존재하는 지가 악되어야 한다. 한 ADHD를 행동  

측면과 학습의 측면에서 좀 더 면 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상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집단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ADHD와 학습장애의 계에 해서 여러 가지 가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나, 지역사회  학교 장을 기반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역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  

자료를 수집하고, 기 선별과정에서 학습문제와 주의력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종단 인 연

구는 매우 희박하다. 종단연구는 계의 순서와 련된 논의를 명확히 하고, 인과 계에 한 

추론을 이끌어낸다는 에서 횡단연구들보다 좀 더 유용하며, ADHD, 학습장애의 언타당도

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증거기반실제(EBP)에 의거하여 재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연구에 그치는 재가 아

니라 실제 교육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효과 인 재를 구안하고, 이를 교육장면에서 시도하

여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EBP는 실제 학교 장과 연구의 차이를 좁 주고, 교사가 좀 더 

책임감 있는 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학교 장에서 교사에 의해 실제 실시되는 

방법 뿐 아니라 기타 환경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교수법뿐만 아니라, 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Schlosser, Raghavendera, in press). 이러한 EBP 단계를 통하여 실제 장과 연구 

간의 차이를 좁 주고, 교육 문가가 좀 더 책임감 있는 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

며,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의 자의  해석을 이고, 교수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Schlosser, 

Raghavendra, 2004). 그동안 ADHD와 학습장애아동들의 치료가 가정차원에만 맡겨져 개인

인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교육 장이 이러한 장애에 한 객 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  재에 있어서 주체가 된다면, 이들 아동  가정의 정신 , 경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DHD는 지원 필요성은 있지만 이를 한 법 인 근거가 

없으며, 학습장애는 법 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한 공식화된 과정이 불명확하고, ADHD/

학습장애 공존장애 집단은 교육  지원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공식 인 지지체계가 가장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  별 차가 모호하다. 한, 종단  연구방법을 통하여 발달과정에 

놓여있는 학생의 학습특성과 인지  행동특성의 변화를 재에 따른 변화와 성숙(maturity)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고, 각 집단별로 재에 차별 으로 반응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 심리  측면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 후의 fMRI 결과, 신경심리평가 결과 비교를 통하여, 재 효과성에 해 객 인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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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한, 뇌의 가소성이 작동되는 비교  발달 기의 재효과를 밝 냄으로써 

ADHD와 학습장애에 한 조기 선별과 진단  조기 재의 시기와 방법에 한 단 를 제시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DHD/학습장애 공존장애의 체계  별을 해서 공교육 장에서 EBP에 

기반을 둔 다면  평가체제와 재모형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경 심리  측면에서 교

육  재효과성의 검증에 한 시사 을 논하 다. 이후 pilot test를 통해서 본 논문을 통한 

기존 연구의 고찰  후속 연구의 제언을 실행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

문을 기반으로 교육 장과 의학/임상을 연결하는 체계  별  진단, 재를 마련하고 교육

실제와 연구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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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grasp the progress of the rising topic in a public school setting, the 

comorbidity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and Learning Disabilities(LD). 

First,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prognosis and cause of comorbidity of ADHD/LD, then 

we discussed the need that the comorbidity group should be identified with ADHD or Learning 

Disability in separate group. Afterwards, we debated about the problems of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system on ADHD, Learning Disabilities and comorbidity of ADHD/LD,  

specifically focusing on lack of researches in regard to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of 

comorbidity of ADHD/LD in a public school setting where is the very first place to identify 

the group of comorbidity of ADHD/LD and to mediate the students suffering from ADHD 

and learning disabilities in comorbidity group together. Finally, we suggested need for the 

multimodal assessment system of comorbidity of ADHD/LD that can be used in a public school 

setting, and then the future directions for following research concerning the diagnosis, 

identification, intervention and methods for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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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KOSE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 R01-2008-000-20528-0)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K21 Academic Leadership 

Institute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 Korean Human Resource Research Center/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Institute 

of Human Behavior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chool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peci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