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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eaching status and knowledge about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
activity Disorder (ADHD)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04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Busan. From July to September 2010, the researchers collected data b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their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teaching status and KADDS (36 items) developed by Sciutto, Terjesen 
and Frank. Frequency, percentage, arithmetic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WIN 16.0 program. Results: Less than 50% of the participants had previous education on ADHD. According to this ex-
peri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ticipants’ knowledge about children with ADHD (t=4.703, p<.001). For the 36 
items, participants had an average of 19.19±4.58 points out of a possible 36. Moreover, lack of knowledge about teaching chil-
dren with ADHD and communication problems with the parents of these children were considered to be the most disturbing 
factor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networks among teachers, parents and medical care professionals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educational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identify and teach children with ADH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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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

der, ADHD)의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

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ADHD 진료 인원이 2003년 18,967

명에서 2009년 64,066명으로 6년 만에 무려 238% 증가하였다. 

2009년 한 해를 살펴보면 총 ADHD 진료 인원 64,066명 중 5-9세

가 22,068명으로 34.4%, 10-14세가 22,068명으로 46.3%를 차지하

여 전체 ADHD 중 5-15세 아동이 80.7%이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0).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 한 ADHD 연구에서 유병률이 5.9-9.0%로 보고되어

(Cho et al., 2009; Shin & Kim, 2011) 아동의 주요 질환으로 ADHD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ADHD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아기 때 발견되어 일찍 치료에 

연계되어야 하지만 부모들은 영 · 유아기에 아동의 행동이 평균에

서 크게 일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산하거나 산만하다’는 정도

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Yoo, Ra, Oh, & Kim, 2009). 하지만 초

등학교에 입학한 후 지켜야 할 규칙과 학습목표가 있는 행동을 교

사로부터 요구받으면서 ADHD로 의심받게 된다(Park, Kim, Her, 

Lee, & Kim, 1993). 

ADHD 아동들은 수업시간에 충동적으로 말을 꺼내고, 또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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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난을 심하게 치거나,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주의가 산만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다(Hosterman, Dupaul, & 

Jitendra, 2008). 또한 다른 아이들과의 사회적 상호교류가 원활하

지 않아 교사가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Bae, 

Shin, & Lee, 2009; Paek et al., 2009). 이때 ADHD 아동에 대한 교

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ADHD 선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대

처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학생 지도가 어려울 뿐만 아

니라 학부모와의 대화도 원활하지 않다(Curtis, Pisecco, Hamilton, 

& Moore, 2006). 

ADHD 아동은 유아기 때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학령기에는 AD-

HD 행동 특성이 감소되어야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적, 치료

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유증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어

(Greene, Beszterczey, Katzenstein, Park, & Goring, 2002), 대인관

계 부적응, 학습의욕 저하, 학습장애 및 학업중퇴로 이어져서 정신

적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Klas-

sen, Miller, & Fine, 2004). 그러므로 초등교사에 의한 ADHD 아동

의 선별과 지도 및 치료 연계는 ADHD 아동의 예후에 중요한 시점

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ADHD 인식(Curtis et al., 2006)

과 초등교사의 스트레스와 행동패턴(Greene et al., 2002) 등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ADHD 아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보

육교사의 ADHD 지식수준 및 태도(Yoo et al., 2009)와 보건교사

의 ADHD 지식과 태도(Oh, Kim, & Kim, 2008) 등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ADHD 관련 국내 연구는 교사

와 부모의 ADHD 학생에 대한 인식(Cho et al., 2011; Park, Kim, Park, 

Kim, & Ahn, 2010) 및 부모의 대처방식(Shin & Kim, 2011)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ADHD 의심 아동

에 대한 지도 여부 및 지도행동, 방해요인 등의 지도실태와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여 ADHD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

고 적절한 학생지도를 통해 치료과정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사의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실

태와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를 분석한다.

넷째, ADHD 의심 아동의 지도 여부에 따른 지식 정도를 분석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

실태와 ADHD 아동의 선별을 위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의 5개 교육청별로(남부교육청 60개

교, 동래교육청 59개교, 북부교육청 67개교, 서부교육청 56개교, 

해운대교육청 58개교) 각 1개교씩 임의 선정하여 총 5개 학교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학교 교사들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비율은 최저 78-89%이었으며 동의한 교사들 

중 응답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7명을 제외한 204명을 최종 분석대

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실태 

문항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육아경험, 학력, 근무경력, 담당 학년 및 최근 1년간 AD-

HD 의심 아동에 의한 수업 방해 경험, ADHD 교육 참석 경험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실태는 교사가 수업 중 ADHD로 

의심되는 아동을 접했을 때의 지도 여부, 구체적인 지도 행동, 지

도 시의 방해요인, 그리고 ADHD 의심 아동을 지도하지 못한 이

유 등을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DHD 지식 측정도구

‘주의력결핍장애에 관한 지식척도(Knowledge of Attention Def-

icit Disorders Scale, KADDS)는 Sciutto, Terjesen와 Frank 등(2000)

이 고안하였다. 각 문항은 3가지 하위영역에서 ADHD 아동에 대

한 지식을 평가하는데, ADHD 일반 특성에 관한 문항 15개, 증상/

진단에 관한 문항 9개, 치료에 관한 문항 12개로 총 36개의 문항으

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또는 ‘잘 모르겠다’로 답하며, 정답

을 1점, 오답이나 모른다고 답한 문항을 0점으로 채점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36점으로 구성하였

다. 하위영역별 점수 범위는 ADHD 일반 특성에 관한 문항 0-15점, 

증상/진단에 관한 문항 0-9점, 그리고 치료에 관한 문항 0-12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ADHD 아동을 이해하고 선별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국외 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도구로서 

처음에는 Sciutto 등(2000)이 이전에 ADHD와 상호작용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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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ADHD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교육적인 중재

와 관련된 문항을 하위영역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인 문항 

선택은 40명의 임상과 학교 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학생

들이 75% 이상 일치하는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Sciutto 등(2000)의 

연구에서 ADHD 아동을 가르친 교사의 KADDS와 ADHD 아동

을 가르치지 않은 교사의 KADD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15, p< .01). 본 연구자는 도구를 개발한 Sciutto (Ph.D, 

Westminster College)에게 e-mail을 보내 승인을 받고 직접 번역한 

후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1인, 간호대학 교수 1인, 그리고 초

등교사 2인으로부터 원본의 의미와 차이가 없는지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으며, 초등교사 10명에게 pilot test를 시행하였다(Cron-

bach’s α= .805). 본 도구의 신뢰도는 Sciutto 등(2000)에서 Cron-

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86으로 나

타났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심의

면제승인을 받은 후에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수집하였

다. 부산광역시 소재 5개의 초등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승낙을 받

은 후,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됨과 연

구 이외의 목적에는 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서면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작성하게 

한 후 3시간이 지난 후에 교무실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6.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실태는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는 문

항별 정답률 및 3개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여부에 따른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3.3%로 남자 16.7%보다 더 많았

고, 연령은 40대가 39.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9.9%, 50대가 

18.6%, 20대가 11.8%순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1.14±9.22세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22.0%, 기혼이 78.0%였고, 육아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0.6%, 없는 응답자가 29.4%였다. 학력은 학사가 73.5%

로 가장 많았고, 석사 25.0%, 박사가 1.5%였다. 근무경력은 5년 미

만이 18.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6.7%,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2.7%,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1.3%, 20년 이상이 41.2%의 분포를 

보였다. 담당하고 있는 학년은 1학년 16.7%, 2학년 20.1%, 3학년 

17.6%, 4학년 16.7%, 5학년 14.2%, 6학년 14.7%로 비교적 고른 분포

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수업 중 ADHD 의심 아동의 주의산만, 과잉행동 및 

충동성 표출로 인하여 수업에 방해를 받았거나 수업이 중단된 경

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78.4%가 있다고 답하였고, 21.6%가 없

다고 답하였다. ADHD 지도 관련 과목을 대학에서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연수 또는 워크숍 등 ADHD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

상자가 45.6%, 없는 대상자가 54.4%였다.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실태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실태를 지도 여부, 지도 행동, 지

도 시 방해요인, 그리고 지도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ADHD 의심 아동을 ‘인식하고 지도하였다’는 응답자가 88.7%, 

‘그냥 두거나 모르는 척하였다’는 응답자가 11.3%였다.

ADHD 의심 아동을 접하였을 때, ‘인식하고 지도하였다’고 응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N=20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ean±SD

Gender Female 170 83.3
Male 34 16.7

Age (year) <30 24 11.8 41.14±9.22
30-39 61 29.9
40-49 81 39.7
50≤ 38 18.6

Marital status Single 45 22.0
Married 159 78.0

Experience of parenting Yes 144 70.6
No 60 29.4

Educational background Bachelor 150 73.5
Master 51 25.0
Doctor 3 1.5

Working period (year) <5 37 18.1
5-9 34 16.7
10-14 26 12.7
15-19 23 11.3
20≤ 84 41.2

In charge of grade 1st 34 16.7
2nd 41 20.1
3rd 36 17.6
4th 34 16.7
5th 29 14.2
6th 30 14.7

Experience of interrupted class Yes 160 78.4
  for last 1 year No 44 21.6
Experience of ADHD education Yes 93 45.6

No 111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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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 181명의 지도 행동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와 상담하였다’가 80.7%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급 교사나 상담교

사와 의논하였다’가 59.1%, ‘부장교사나 동료교사와 의논하였다’

가 38.1%, ‘의학적 치료를 권하였다’는 37.0%, ‘보건교사와 의논하

였다’가 7.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행동으로 ‘관련 서

적이나 자료를 참고하였다’, ‘아동과 직접 상담하였다’는 의견이 있

었다.

ADHD 의심 아동을 지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을 다중응

답으로 조사한 결과, ‘ADHD 아동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지식 부

족’이 44.2%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장애’가 38.7%, 

‘ADHD 아동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 여유 부족’이 19.9%, 

‘연계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부재’와 ‘ADHD 아동 지도에 대한 심

리적 중압감’이 각각 4.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동급

생과의 관계’가 방해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ADHD 의심 아동을 접하였을 때, ‘그냥 두거나 모르는 

척하였다’고 응답한 교사 23명이 ADHD 의심 아동을 지도하지 못

한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52.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몰

라서’와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되어’가 각각 34.8%였고, ‘학부모와의 

접촉이 어려워서’가 17.4%였다. 기타 이유로 ‘나이가 들면 괜찮아

진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급에서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를 세 가지의 하위영역 즉 ADHD 

일반 특성, 증상/진단, 치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15개 ADHD 일반 특성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7.34±

2.35점이었고, 둘째, 9개 ADHD 아동의 증상/진단에 대한 지식 정

도는 평균 5.34±1.44점이었고, 셋째, 12개 ADHD 아동의 치료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6.51±2.12점이었으며, 총 36개 문항의 평

균 지식 정도는 19.19±4.58점이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

면 53.3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지식 정도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ADHD 일반 특성

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자유로운 놀이 상황에서보다 학급 환경에

서 정상 아동과 더 구별된다’는 문항과 ‘ADHD 증상은 종종 불충

분하고 혼란스러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에서도 볼 수 있다’는 

문항의 정답률이 74.6%로 가장 높았고, ‘성인도 ADHD로 진단받

을 수 있다’는 문항이 71.2%, ‘대다수의 ADHD 아동은 초등학교 

시절 낮은 학업 수행 정도를 보인다’는 문항이 68.8%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일반적으로 친숙한 상황에서보다 새

로운 상황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문항의 정답률이 10.7%

로 가장 낮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ADHD는 학령기 아동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문항은 14.1%, ‘ADHD 

아동은 전형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불만을 많이 가진

다’는 문항은 16.1%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ADHD 아동의 증상/진단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는 ‘자

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문항이 

98.0%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고, ‘과업과 활동을 조직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항이 91.7%, ‘때로 외부 자극에 의해 

산만해진다’는 문항이 85.9%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DHD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증상이 7세 이전

Table 2. Teaching Status for Children with Suspected ADHD (N=204)

Variable Items n %

Teaching Yes 181 88.7
No 23 11.3

Patterns of teaching* Consultated with parents 146 80.7
Discussed with special class teachers and counselors 107 59.1
Discussed with chief or fellow teachers 69 38.1
Advised medical treatment 67 37.0
Discussed with the school nurse 13 7.2
Others 7 3.9

Disturbing factor during teaching* Lack of knowledge about teaching for ADHD children 80 44.2
Failure to communicate with parents 70 38.7
Lack of time of management for ADHD students 36 19.9
Absence of a network linking institutions 8 4.4
Psychological pressure on teaching for ADHD children 8 4.4
Others 2 1.1

Reason of not teaching† Did not have time 12 52.2
Not know how to coping 8 34.8
A lot of work pressure 8 34.8
Difficult to contact with parents 4 17.4
Others 3 13.0

*Multiple response of Yes respondents (n=181); †Multiple response of No respondents (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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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야 한다’는 문항은 19.0%, ‘종종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순다’는 문항은 23.9%,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거나 떠벌리는 경

향을 가지는 것이 흔하다’는 문항은 24.4%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

내었다.

끝으로 ADHD 아동의 치료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는 ‘ADHD 아

동을 다루는 부모와 교사의 훈련은 약물요법과 병행하였을 때 효

과적이다’는 문항이 84.9%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고, ‘대

부분의 ADHD 아동의 치료는 개인 심리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

는 문항은 79.5%, ‘처벌에 초점을 둔 ADHD 치료는 증상을 감소시

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는 문항은 78.5%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당분이나 식품첨가물의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는 것은 

ADHD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는 문항에서는 16.6%

Table 3. Degree of Knowledge about Children with ADHD (N=204)

Items Answer
Items 

difficulty 
(%)

  1. Children with ADHD are more distinguishable from normal children in a classroom setting than in a free play situation. ○ 74.6
  2. Symptoms of ADHD are often seen in non-ADHD children who come from inadequate and chaotic home environments. ○ 74.6
  3. It is possible for an adult to be diagnosed with ADHD. ○ 71.2
  4. The majority of ADHD children evidence some degree of poor school performance in the elementary school years. ○ 68.8
  5.  If an ADHD child is able to demonstrate sustained attention to video games or TV for over an hour, that child is also able to sustain  

 attention for at least an hour of class or homework.
× 64.4

  6. Most ADHD children “outgrow” their symptoms by the onset of puberty and subsequently function normally in adulthood. × 63.4
  7. In school age children, the prevalence of ADHD in males and females is equivalent. × 55.1
  8. Symptoms of depression are found more frequently in ADHD children than in non-ADHD children. ○ 54.1
  9.  There are specific physical features which can be identified by medical doctors (e.g. pediatrician) in making a definitive diagnosis of 

 ADHD.
× 49.8

10. ADHD is more common in the 1st degree biological relatives (i.e. mother, father) of children with ADHD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 42.0
11. A diagnosis of ADHD by itself makes a child eligible for placement in special education. × 40.0
12.  In very young children (less than 4 years old), the problem behaviors of ADHD children (e.g. hyperactivity, inattention) are distinctly  

 different from age- appropriate behaviors of non-ADHD children.
× 35.1

13. ADHD children are typically more compliant with their fathers than with their mothers. ○ 16.1
14. Most estimates suggest that ADHD occurs in approximately 15% of school age children. × 14.1
15. ADHD children generally experience more problems in novel situations than in familiar situations. × 10.7

                                                                                      15 items ‘ADHD associated features’                                               Mean±SD =  7.34  ±   2.35

  1. ADHD children often fidget or squirm in their seats. ○ 98.0

  2. ADHD children often have difficulties organizing tasks and activities. ○ 91.7
  3. ADHD children are frequently distracted by extraneous stimuli. ○ 85.9
  4. Current wisdom about ADHD suggests two clusters of symptoms: One of inattention and another consisting of hyperactivity/impulsivity. ○ 69.3
  5. In order to be diagnosed as ADHD, a child must exhibit relevant symptoms in two or more settings (e.g., home, school). ○ 69.3
  6. One symptom of ADHD children is that they have been physically cruel to other people. × 52.7
  7. It is common for ADHD children to have an inflated sense of self-esteem or grandiosity. × 24.4
  8. ADHD children often have a history of stealing or destroying other people’s things. × 23.9
  9. In order to be diagnosed with ADHD, the child’s symptoms must have been present before age 7. ○ 19.0

                                                                                               9 items ‘Symptoms/diagnosis’                                                   Mean±SD =  5.34  ±   1.44

  1. Parent and teacher training in managing an ADHD child are generally effective when combined with medication treatment. ○ 84.9

  2. Individual psychotherapy is usually sufficient for the treatment of most ADHD children. × 79.5
  3. Treatments for ADHD which focus primarily on punishment have been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in reducing the symptoms of ADHD. × 78.5
  4. In severe cases of ADHD, medication is often used before other behavior modification techniques are attempted. ○ 75.6
  5. When treatment of an ADHD child is terminated, it is rare for the child’s symptoms to return. × 71.2
  6. Side effects of stimulant drugs used for treatment of ADHD may include mild insomnia and appetite reduction. ○ 58.5
  7. Antidepressant drugs have been effective in reducing symptoms for many ADHD children. ○ 51.7
  8. Electroconvulsive therapy (i.e. shock treatment) has been found to be an effective treatment for severe cases of ADHD. × 49.8
  9. Current research suggests that ADHD is largely the result of ineffective parenting skills. × 41.5
10. Behavioral/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ADHD focus primarily on the child’s problems with inattention. × 22.4
11. Stimulant drugs are the most common type of drug used to treat children with ADHD. ○ 20.6
12. Reducing dietary intake of sugar or food additives is generally effective in reducing the symptoms of ADHD. × 16.6

                                                                                                              12 items ‘Treatment’                                                     Mean±SD =  6.51  ±   2.12

36 items Mean±SD=19.1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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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고, ‘중추신경 흥분제는 ADHD 

아동을 치료하는 가장 흔한 치료제이다’는 문항은 20.6%, ‘ADHD 

아동을 위한 행동/심리학적 중재는 아동의 부주의와 관련된 문제

에 초점을 둔다’는 문항도 22.4%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육아경

험, 학력, 근무경력 및 담당 학년에 따른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근 1년간 수업 중 ADHD 의심 아동의 주의산만, 과잉행동 및 

충동성 표출로 인하여 수업에 방해를 받았거나 수업이 중단된 경

험이 있었던 연구 대상자의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19.66±4.38점이었으며, 수업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평균 17.36±4.88점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수업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ADHD 아동에 대한 지

식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3.000, p= .003). 

ADHD 지도 관련 과목을 대학에서 수강한 경험 및 연수 또는 

워크숍 등으로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가 평균 20.76±4.10점, ADHD 교육에 참석한 경험

이 없는 경우는 평균 17.88±4.57점으로 ADHD 교육에 참석한 경

험이 있는 경우가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ADHD 아

동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4.703, p< .001). 

ADHD 의심 아동 지도 여부에 따른 지식 정도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 실태 중 지도 여부에 따른 ADHD 

지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ADHD 아동에 대한 

지식은 ADHD 의심 아동을 ‘인식하고 지도하였다’는 경우가 19.39

±4.54점으로 ‘그냥 두거나 모르는 척하였다’는 경우(17.60±4.74

점)보다 높아서 실제적으로 ADHD 의심 아동을 지도한 경험이 있

는 교사의 지식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Table 4. Degree of Knowledg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34 19.15±5.04 0.068 .946
Male 170 19.21±4.52

Age (year)* <30 24 19.29±3.44 1.275 .284
30-39 61 20.15±4.14
40-49 81 18.77±5.44
50≤ 38 18.71±3.59

Marital status Single 45 19.40±4.14 0.347 .729
Married 160 19.13±4.71

Experience of parenting Yes 144 19.21±4.78 0.225 .823
No 60 19.05±4.09

Educational background Bachelor 150 19.28±4.41 0.189 .904
Master 51 18.82±5.11
Doctor 3 20.00±2.00

Working period (year) <5 37 19.19±4.09 1.157 .331
5-9 34 20.38±3.07
10-14 26 18.85±6.23
15-19 23 17.78±5.61
20≤ 84 19.20±4.38

In charge of grade 1st 34 19.29±5.52 0.317 .903
2nd 41 18.73±4.11
3rd 36 18.78±4.06
4th 34 19.74±4.34
5th 29 19.69±3.41
6th 30 19.40±5.75

Experience of interrupted class for last 1 year Yes 160 19.66±4.38 3.000 .003*
No 44 17.36±4.88

Experience of ADHD education Yes 93 20.76±4.10 4.703 < .001**
No 111 17.88±4.57

*p< .05; **p< .01.

Table 5. Degree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Teaching (N=204)

Classification n Mean±SD t p

Teaching Yes 181 19.39±4.54 1.765 .079
No   23 17.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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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 여부, 지도행동 및 방해

요인 등의 실태와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ADHD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학생지도를 통해 치

료과정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ADHD 의심 아동을 접하였을 때 교사의 지도 여부

를 살펴본 결과 ADHD 의심 아동을 ‘인식하고 지도하였다’는 교

사는 88.7%, ‘그냥 두거나 모르는 척하였다’는 교사는 11.3%였다. 

‘그냥 두거나 모르는 척한 경우’보다 ‘인식하고 지도하였다’는 교사

가 더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교사는 ADHD 의심 아동에 대해 책

임을 느끼고 지도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지도행동과 지도 시 방해요인을 살펴보면 지

도행동으로 ‘학부모와 상담하였다’가 80.7%로 가장 높지만 ADHD 

의심 아동 지도에 대한 방해 요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문항 또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장애(38.7%)’였다. 이는 교사가 

ADHD 의심 아동을 인식하고 지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학부

모와 상담을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ADHD 의심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성장기의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고 전문가의 도움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장

애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과 차별화되는 ADHD 의

심 아동 지도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Oh & Park, 2007; Shin & Kim, 2010; West, Taylor, Houghton, & 

Hudyma, 2005). 반면에 교사의 지도행동으로 ‘의학적 치료를 권

하였다’는 문항은 37.0%로 낮은 분포를 보였는데, 학부모와의 의

사소통 장애와 더불어 ‘ADHD 아동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지식 

부족(44.2%)’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사가 ADHD 의심 아동

을 정확히 선별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도하며, 치료로 연계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교사가 ADHD 의심 아동을 접하였을 때 지도하지 못한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2.2%)’가 가장 많았는데, ADHD 의

심 아동을 지도한 교사 중에서도 지도 시의 방해요인으로 ‘ADHD 

아동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 여유 부족’이 19.9%인 것으로 

미루어, 교사가 ADHD 의심 아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 ADHD 아

동에 대한 지식 부족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담도 같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ADHD 아동을 지

도할 때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4.4%가 ADHD 아동의 지도 시 방해요인이었다고 응답

하였다. Greene 등(2002)의 연구에서도 초등교사가 ADHD 아동

과 정상적인 아동을 지도할 때 스트레스 정도가 360.0±66.1, 

288.9±82.1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정도와 교사의 행

동패턴도 다름을 보고하였다. 교사가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와 상담하

였다’가 7.2%로 매우 낮은 것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와의 원활한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할 뿐만 아

니라 보건교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ADHD에 대

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

합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ADHD 아동에 대한 지식정도를 살펴

본 결과, ADHD 일반 특성에 대한 지식 영역 15개 문항에서 평균 

7.34±2.35점, ADHD 아동의 증상/진단에 대한 지식 영역 9개 문

항에서 평균 5.34±1.44점이었고, ADHD 아동의 치료에 대한 지

식 영역 12개 문항에서 평균 6.51±2.12점으로 나타났고, 총 36문

항의 평균은 19.19±4.58로 백분위로 환산하였을 때, 53.3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교사가 ADHD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동을 방치하거나 전문가에게 진단 및 치

료를 의뢰하지 않거나 교사 본인도 적극적인 지도를 시도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에 ADHD 지도 프로

그램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문항을 살펴본 결과, ‘종

종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98.0%)’, 

‘종종 과업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91.7%)’, ‘때로 

외부 자극에 의해 산만해진다(85.9%)’는 문항으로 모두 ADHD 아

동의 증상/진단에 대한 지식 영역이었다. 반면에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은 문항을 살펴본 결과, ADHD 일반 특성에 

대한 지식 영역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친숙한 상황에서보다 새로

운 상황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겪는다(10.7%)’, ‘전형적으로 어머니보

다 아버지에게 더 불만을 많이 가진다(16.1%)’는 문항이었다. 증

상/진단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는 ADHD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인 

‘ADHD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증상이 7세 이전에 나타나

야 한다(19.0%)’는 문항이 낮았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지식 영역에

서는 ‘중추신경 흥분제는 ADHD 아동을 치료하는 가장 흔한 종류

의 치료제이다(20.6%)’, ‘당분이나 식품첨가물의 음식 섭취를 감소

시키는 것은 ADHD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16.6%)’

는 문항이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ADHD의 원인이 무엇이든 약물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Kim, 2008) 본 연구 대상

자는 ADHD가 환경 또는 식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Choi와 Lee (2009)의 연구에

서 중등학교에 다니는 ADHD 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학생보다 영

양에 대한 지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식습관을 가졌다고 

보고하였지만, 음식 섭취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영양 및 식습관에 

관련된 지식 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ADHD는 약물치료와 함께 상담 및 가족교육, 특수교육 및 환경조

성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신치료법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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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므로(Kim, 2008; Lee et al., 2002; Shin & Kim, 2010; Yoon, 

Park, Lee, & Kim, 2009) ADHD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교사의 적

극적인 지도와 의료진과의 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 아동에 대

한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41.1±9.2

세였으며, 근무경력은 20년 이상이 41.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였으나, 이에 따른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근무경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ADHD 아동에 대

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육아경험, 학력, 근무경력, 담당 학년에 따른 ADHD 아

동에 대한 지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최근 1년간 수업 중 ADHD 의심 아동의 

주의산만, 과잉행동 및 충동성 표출로 인하여 수업에 방해를 받았

거나 수업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지에 따른 ADHD 아동에 대한 지

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00, p= .003). 즉, 수업에 방해

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의 지식 정도가 19.66±4.38점으로 수업

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 17.36±4.88보다 평균 점수가 높

았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ADHD 아동은 종종 자리에서 안절부

절 못하거나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98.0%), ‘ADHD 아동은 종

종 과업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91.7%), ‘ADHD 

아동은 때로 외부 자극에 의해 산만해진다’(85.9%)는 문항에 높

은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경험

이 있을 경우 ADHD 증상/진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ADHD 관련 과목을 대학에서 수강한 경험이 있거

나 연수 또는 워크숍 등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5.6%, 

없는 대상자가 54.4%였으며, ADHD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

우(20.76±4.10)가 없는 경우(17.88±4.57)보다 ADHD에 대한 지

식 점수가 높아 ADHD 교육에 참석한 경험에 따른 ADHD 아동에 

대한 지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703, p< .001). 이를 통

해 ADHD 아동에 대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습

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교사의 ADHD에 대한 교육

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정도는 ADHD 의심 

아동을 ‘인식하고 지도하였다’는 경우와 ‘그냥 두거나 모르는 척하

였다’는 경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Oh 등(2008)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대와는 달리 교사의 ADHD 의심 아동

에 대한 지도와 지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는 수업 중 ADHD 의심 아동에 의해 수업을 방해받거나 중단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이러한 경험에 의하여 ADHD 아동에 대한 지

식을 획득하지만 지도행동이 주로 학부모와의 상담이며 이러한 

활동도 학부모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 치료

로 연계되지 못하므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 중에서 ADHD에 대

한 특성, 증상/진단, 치료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연구 대상자는 ADHD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

고 있지 않아 ADHD 아동을 지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ADHD 

의심 아동의 부모와 의사소통하거나 치료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

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행동에 따른 자신감 결여 

또는 여러 방해요인에 의하여 ADHD 지도 경험이 지식으로 연계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교사들의 ADHD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는 연수 

또는 워크숍과 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

며, 교사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부분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

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ADHD 아동에 대해 올바른 지식

체계를 확립하여 ADHD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

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교사 및 의료진과의 활발한 

업무 연계와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ADHD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DHD 아동 지도에 대

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 교육이 교사의 ADHD 

지도행동과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후속으로 시도되

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ADHD 의심 아동에 대한 지도여부, 지도행동, 방해요인 

등 실태와 ADHD 아동에 대한 지식을 파악함으로써, ADHD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사는 ADHD 아동에 대한 지식이 평균 53.3

점으로 낮았으며 ADHD 의심 아동을 발견하고 학부모와 상담하

는 등 88.7%가 지도를 하지만 ADHD 아동의 지도에 많은 부담감

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지도행동이 ADHD 아동에 대한 지식 획

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 중 ADHD 의심 아동의 

주의산만, 과잉행동 및 충동성 표출로 인하여 수업에 방해를 받았

거나 수업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ADHD 관련 과목을 대

학에서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연수 또는 워크숍 등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ADHD 아동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ADHD 지도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교사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부담감을 덜어주며 자신감 있는 지도행동으로 

연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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