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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는 아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경발달장애로서 성인이 되어서도 지

속되는 경우가 많다.성인의 3-4% 정도가 ADHD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일부만이 정상적인 진단과 관리를 받고 있

다.ADHD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개 심각한 학업성취도 저하를 보이는데,학교 교사들은 바로 이런 ADHD증

상여부를 의심하게 되는 첫 번째 관찰자가 되기도 한다.교실 안에서 ADHD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는 이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들을 위해 ADHD관련 교육 및 교사

지원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 리스트를 제시하고,이들 국내외 ADHD정보공유 웹사이트의 

운영 현황과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중재전략,평생교육,웹사이트,정보공유

Abstract  ADHD is a neuro-developmental disorder that begins in childhood, yet may continue into adulthood. 

Although 3 to 4 percent of adults are affected by ADHD, but only a small proportion of adults ever receive a 

formal diagnosis and treatment. The core symptoms of ADHD frequently lead to significant academic 

difficulties that often result in the students' teacher being the first to suspect the disorder. In order for school 

teachers to effectively deal with ADHD students in school classrooms, they need t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ADHD students. This study presents a list of ADHD-related web sites which provide educational 

contents and support for school teachers, and provides the discussions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the roles of 

those web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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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

-activityDisorder:이하 ADHD)증상은 아동기의 표

인 정신장애로서,학령기 아동에서의 유병률이 약

3-7%정도된다.최근연구에의하면한반에20명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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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생을담당하는 등교사의경우반에서최소1명정

도가 ADHD로 진단받는 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1], 국에서도 아동들의 3%정도가 ADHD증상을 보

이는것으로나타났다.ADHD증상은일부의경우 성인

이 되어서도 그 증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범죄를 지르는사람 7-40%가ADHD 그와

유사한 장애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ADHD학생들은 다양한 기능 역에서 어려움을 겪

을수있는데, 표 인특징인부주의,충동성,과잉행동

등은학업부진,반항과공격성, 래 계의문제등을불

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처럼 ADHD학생들은

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성장하면서 우울증

과 강력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청소년 행태에 한 통

계 분석결과,10 청소년의 우울증과 ADHD증상은

가출,폭행 등의 일탈행 와 한 상 계가 있다는

보고가발표된바있다[3].이 듯ADHD아동의조기발

견과 치료는 요한 사회 문제이며, 한 치료를 받

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청소년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ADHD증상은 인 계 기피 사회생활 부 응으로

이어져 다른 질병이나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지만 ADHD를 하고 교육하는 교사에 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부분

은ADHD에 한지식수 이매우낮으며[4,5,6], 등학

교 교사들도 문 지식이 거의 없어서 한 교육

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이라고 지 되고 있다

[7,8,9,10].참고로서울시교육청의교사 상연수내역에

따르면, 내 ·등교원7만1471명(2009학년도기 )

최근 3년간 학생 정신건강 련 연수를 받은 교사는

1,992명에 불과했다[3].

ADHD증상의 조기 선별과 응을 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차원에서의 지원이 실하다.아동의 경우 하루

일과의 부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므로,부모와

등학교 교사의 역할이 핵심 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8].Anderson등의연구[11]에의하면,교사는ADHD학

생의증상을상 리자에게보고하고,학부모와는이에

한학교내외에서의 응 략을논의․상담해주며,교

실에서는 학업 사회 계의 정 인 성과를 해 직

도와주는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Pineda외[12] 한 교사의 ADHD에 한 지식과 태

도는 아동의 지도 방식에 향을 미쳐 궁극 으로

ADHD학생의 학업수행능력과 자아 정체감 형성 등에

향을 끼친다고 하 다.유일 외[4]의 연구에서도 교

사가 ADHD치료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아동의 질병치

료에 한순응력을향상시켜의학 치료결과에까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그 과정에서 교사의 지식수

과 태도의 요성을 지 한 바 있다.그 지만 ADHD

증상의인지와 처방안에 한교사들의지식수 은매

우낮은편인것으로알려져있다[7].ADHD증상을보이

는 ··고 학생에 한 진로 평생교육은 직 교사

들의 ADHD학생의 증상과 태도에 한 지식획득과

극 지도의식이 제되지않으면기 한만큼의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물론교사들이 필요로하는ADHD 련정보와지식

을 정부지원 차원의 교육 연수 로그램을 통해 획득

할 수도 있지만,디지털화된 정보가 넘쳐나는 지 이처

럼 수동 으로 정부와 학교의 지원 책만을 기다릴 필

요는 없다.그만큼ADHD학생들을 한 문 인조기

응이시 하며,디지털화된정보를다양한정보공유사

이트를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보공유와 의견

교환이 가능한 ADHD사이트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ADHD학생,학부모,교사,상담가,치료사,사회복지서

비스종사자등다양한배경과개인 니즈를고려한재

교육 학습장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생애주기에 따른 ADHD 응정책

의필요성을이론 배경을토 로제시하고,교육 상

담기 종사자,그리고 학부모들을 상으로 하는 국내·

외 정보공유 사이트의 황을 정리하여 이를 토 로 시

사 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구체 연구방법은 구 의

검색기능을활용하여국내ADHD지원웹사이트와 어

권의 ADHD지원 웹사이트를 조사하고,탑재하고 있는

콘텐츠수 을정성 으로평가하는과정으로구성된다.

연구결과를토 로국내ADHD 련사이트의문제 과

한계를제시하고,ADHD학생과학부모,그리고교사

치료사,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들을 해필요한정책

지원의 필요성도 제안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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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생애주기 상의 ADHD 대응정책의 필요성

ADHD증상은청소년기가지나면자연 으로완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이 나돈 도 있었으나,90년

부터ADHD증상이청소년기를지나성인시기에서도지

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실제 유년기 ADHD증상

환자 약 3분의 2이상이 그 기간을 벗어나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를 들어 성인 인구의

4.4%정도가 ADHD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라에 따라 1.2%-7.3% 정도의 성인들이 ADHD 는

그와유사한증상을나타내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13].

ADHD학생들은 학습에 한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응문제,감정조 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

을 겪기도 한다.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끊임

없이움직이고,부 응 행동을자주보여주며,이로인

해학업 ,정서 부분에서많은어려움을나타낸다.이

것은일반학생과함께통합하여교육해야하는교사의스

트 스 정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듯 교사의 스트 스 수 이 계속 높아질 경우

ADHD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의 교육의 질이 훼

손시킬 가능성이 높고,결국 성공 인 통합교육이 되지

못할 험이 있다.

성인의 ADHD증상은 어린 시 에 나타났던 ADHD

증상과 다른 형태로 발 되어 나타난다.과잉행동은

아동기 기에 쉽게 나타나지만,청소년이나 특히 성인

기가되면감소하는반면,부주의증상은다소늦게나타

나지만보다지속 이며성인기가되면뚜렷이드러난다.

성인ADHD는주의력,인내력,쉽게산만해짐그리고자

기통제에더큰어려움을가지기쉽다.따라서고등학교

졸업시 까지 한 진단과 치료 상담이 병행되지

않으면 학 직장에서의 새로운 삶에의 응이 쉽지

않다.ADHD증상을최소화하는데도움을 수있는

한 스킬과 도구를 이른 시 부터 체계 으로 습득할

수 있다면 ADHD증상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스스로

가 ADHD증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히 처하는 자

발 참여가성인이될 비를하는고등학교시 에필

요하다[14].

2.2 생애주기 단계별 적응의 장애요인

ADHD는 생애 주기에 걸쳐 개인의 기능 장애

(functionalimpairment)를 불러일으킨다.보통 사람들에

비해더많은자원을투입해야만매일매일의생활의요

구를충족시켜 수있다. 를들어ADHD증상을보이

는 청년들은 정상인에 비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도

높으며,학교나 직장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상 으로

낮은성과를보일우려가크다.감정조 의어려움도이

런 증상의 폐해를 가 시킨다.이런 증상을 이기 한

다양한 재 략을체득해야할필요성이바로여기에있

다.성인의경우, 한치료를받지 못한 경우실업 상

태에 빠질 가능성이 3배나 높다고 한다[13].

따라서생애주기에서새로운단계로진입하는시 마

다ADHD증상에 한 포 인 진단이 요구된다.새로

운 ADHD평가도구의 용, 한 행동 재방법의

체득등을통해새롭게부각될환경 요구와삶의목표

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략이 요구된다.연령

에맞는자기 리기술, 인 계의 리방법,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ADHD증상에 한 충분한 학습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생애주기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사

회 응차원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유아ㆍ아동기 - 청소년기로의 전환시점

유아ㆍ아동기 때에는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며,의학

인 치료와 다양한 상담,진료 과정에의 참여도 부모가

결정하고 유지한다. 한 시기에 ADHD증상에 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이 시기를 놓치게 되

면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환경 수요

는 가장 낮은 기간이지만 가족과 교사로부터의 지원 정

도는 가장 높다.

ADHD증상은 한 재방법을 통해 장애로 부터

의 어려움을 효과 으로 극복할 수 있다.그러나 청소년

기(12세∼7세)로 어들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ADHD증상 청소년들에 한 인지 ,사회 요구가 강

해지면서,ADHD로부터나타나는장애는친구 계,부모

와의 계,학업 성취도 등에 범 하게 부정 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청소년 후반기에 어들면 ADHD증상 자체도 상당

부분 나타나지 않게 되어 ADHD진단과정 자체의 신뢰

성을부인하거나부모도움을거부하는경향이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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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의 처방이나 진로상담에 해서도 거부감을 드러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결과 으로 청소년기

는 ADHD증상으로 인해 가장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

는 시기이기도 하다.

2.2.2 청년기(18세∼25세)로의 진입

이 시기는 가족 외의 사회구성원들과 사회 계를

개발ㆍ유지하는 요한시기이다. 학에진학하거나,직

장을 잡게 됨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활동에 한 책임감

이커지는시기이다.즉,부모의지원에서벗어나어느정

도 독자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이시기가되면일부환자의경우증상이완화되어이

의ADHD평가기 으로는신뢰성있는평가결과를도

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 한 재스킬의 체

득은 ADHD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들을 한 ADHD평가기 습득이 요하

다. 한평가와진단,그리고 재가병행되지않으면

잠재 인ADHD증상환자들의어려움은청소년기수

을넘어선다.직장,가정,친구 계에서의환경 요구수

이 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2.2.3 중장년기로의 진입

과잉행동은 어들었지만,다른증상들은여 하며감

정조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시기이다.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충동 인 말싸움,부주의로 인한

다양한실수,주어진시간내의작업완수의어려움,정리

정돈의 어려움,무단결근,깔끔한 마무리 부족,부주의한

시간 리,감정조 의어려움,상 자와동료와의불 화

음,미진한 업무성과,인내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ADHD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여러가지사

회 장애에 한 타인의 수용이나 용인 정도가 청소년

기에 비해 어든다.특히 직장에서는 이런 증상으로 인

한 부작용이나 장애가 용납되지 않는다.청소년기에

한진단과치료, 재스킬을체득하지못한상태로이

시기에 어들게 되면 성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다양

한기능 장애가생긴다.유년기,청소년기에치료나상

담, 재방법체득등을통해어느정도완화되었어야할

증상들까지그 로노출되는경우그어려움은더해진다.

많은 경우 직장에서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부족의 결

과는 아니며 개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한 직장을

찾지 못해서이다.자신의 장단 이 직무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ADHD증상을 보이는 성인들의

경우직업의 합도는그들의삶에일반인보다더큰

향을 미친다.ADHD를 이해하는 직업 문가의 도움을

필요로한다.성인의경우컴퓨터기반ADHD테스트,이

러닝 기반의 재방법 습득 등을 통해 개인의 라이버

시 보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성인의

경우 구도 본인이 ADHD증상이 있음을 주 에 알리

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ADHD증상을 보이는 성인을 상으로 하는

진료센터나평생교육센터는찾아보기어렵다.증상이심

하지않더라도성인으로서의사회 책임요구정도가강

해지면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와 마찬

가지일 것이다.ADHD증상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한 사회 ㆍ환경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한 진단,

치료,투약, 재방법의 체득이 요구된다.그 지만

ADHD진료센터 시설은 부분유년ㆍ청소년기환자

에집 되고있을뿐만아니라,ADHD증상을보이는성

인에 해서는 문 인력도 부족하며,체계 인 진단ㆍ

평가,상담 방법의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2.3 아동 및 학생들을 위한 중재전략

본연구는 ··고등학교교사들을 한다양한정보

원 검토에 주된 목 이 있으므로 ADHD 재 략도 아

동 학생에 집 된 재 략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많이알려진 재 략에는 근방법,행동 리,가족

여 략,사회 스킬훈련,자기평가, 래교수방식 등 다

양하며,상황에 따라 이런 응 략을 병행하여 활용함

으로써충동성,부주의,과잉행동증상을완화시킬수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원활한 교실 수업을 한 재 략으로는 활발한 반

응을 요하는 과제의 활용,피드백을 매우 빈번하게 해주

는교육방식,이해하기쉽도록구조화된과제지시,자극

인학습지의사용자제,내용이길고지루한하나의과

제 신 짧지만 여러 개로 구성된 과제 활용,말 외에도

필기를 이용한 정보 달,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

법 등이 효과 일 것이라 생각된다.

교실에서 행동장애를 보이는 ADHD학생에 한

처방법은 크게 선행요인 기반(antecedent)방식과 결과

기반(consequence-based)방식으로 구분된다[16].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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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기반 방식은 장애학생들이 학습이나 행동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바로 에 문제의 발생요인에 해

한조치를취하는방법이고결과기반방식은처벌이나

강화를 통해 부 한 행동을 수정해가는 방식이다[17].

선행요인기반방식은주로학습장면이나교실상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사용되

는 방식을 총칭하는데,학생의 자리를 바꾼다거나 강의

내용의명확성을제고한다든가 는과제의양과구조를

바꾸는 것 등이 포함된다.결과기반 방식은 일일 보고서

카드,반응 가과 행동계약 등을 포함하는데,ADHD증

상학생들에게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이처럼 리 재 략은 다양하나 많은 교사들이

ADHD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에는

상당한어려움과부담을느낄수있다.통상 인교실내

에서의 재 략은 일시 일 수도 있고,교사들이 행동

수정 로그램에 한충분한교육과연수를받은경험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부족으로 인한 교

실 내 에서의 효과 인 재 략의 활용은 어려울 것이

라 생각된다. 한 부분의 교사들이 ADHD증상은 인

지하지만 한 재방안에 한정보는부족할것이라

사료된다.ADHD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한 한 재

방법 제공 교사와 학부모와의 장 사례 공유는

ADHD학생의 교실 내 수업과 래들과의 사회 계 증

,가정에서의 과 생활습 개선에서도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3. ADHD 웹사이트의 역할과 현황

3.1 ADHD 정보공유 사이트의 역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ADHD증상

을완화시키고이들을 정 인삶으로이끌기 해서는

다양한채 을통해 련지식과 재 련교육콘텐츠의

제공이 시 하다. 재 ADHD학생을 한 로그램은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치료사들이 운 하는 로그램,

복지 교육 로그램,학교 장에서의 교육 로그램이

부일 정도로 국가의 지원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따라

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과 연수 다양한 검사도구

의활용,그리고이를매개로한ADHD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ADHD가 사회 병리 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할 수 있는 가장 경제 인 정책 안일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모든 ··고생을 상으로 우울

증이나ADHD가있는지여부를알아보는검사를시행하

겠다고 보도한 바 있다[18].실제 국 으로 실시된 선

별검사과정에서 검사도구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

하 다.이처럼 ADHD를 포함한 다양한 발달장애 문

제행동검사 선별은인터넷상에서진행되는것이보

편화되어가고 있다.이런 추세를 반 한다면 ADHD

련교육 연수역시사이버공간에서진행되는것이효

과 일 것이라 생각된다.

실 으로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 상담기 종사

자,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오 라인 상에서의 효과 인

정보 달 공유는불가능하다.의사나병원 계자들은

ADHD잠재학생의 검사와 치료가 수익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심을 가지긴 하지만,ADHD당사자나

일반 들을 한 자세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는 큰

심이 없는 것이 실이다.

선행연구[19]에 의하면 ADHD학생들은 다른 일반아

동들에 비해 불필요한 감각정보를 훨씬 더 많이 받아들

이고자 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이와 같은

신체 특성을 반 하고자 한다면 ADHD학생들을 한

로그램은 그들의 집 력과 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시각 ,청각 콘텐츠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

신속한 수정,보완이 가능한 교육콘텐츠 사이트를 통해

수 별,단계별,연령별 로그램을개발․공 하는것이

가장 효과 인 응방안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ADHD정보공유 사이트가 구축된다면 학

교 장의 교사들은 사이트상의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학생들의 ADHD여부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

며,사이트에 탑재될 수 있는 수 별,단계별,연령별

로그램을통해 한 응방안을학부모와의 업을통

해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단기에마무리되는오 라

인 연수과정을 통한 일방 인 교육․연수보다는 불특정

다수와의상호작용이가능한정보공유사이트를통해다

양한 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학습과정보공유는개인의 라이

버시를지켜주고자유로운학습과 근을보장하여지극

히사 인속성을띠고있는ADHD 련정보제공에

합하다.민감한 정보에 한 근용이성, 라이버시의

보장,물리 인 만남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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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상담과정에서의 당황함의 방지,콘텐츠 내용과 학

습속도의 개인 통제 용이성 등이 ADHD분야의 이러

닝이가져다 수있는기 효과로볼수있다.이와같

은 디지털 정보의 특성은 장교사들의 ADHD학생에

한 상황 응 재 략의 체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동 상과같은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지원,

상호작용 진,하이퍼링크를 통한 검색기능지원 등이

용이해져ADHD증상을보이는성인들도지속 인 근

과정보공유가용이해진다.ADHD학생 성인,학부모,

교사,상담가,치료사,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등 다양한

배경과개인 니즈를최 로고려한개별화된 로그램

도 가능할 것이다.

수요자에따라세 한개별화가요구되는데디지털화된

콘텐츠는개인별학습속도조 가능,수 에따른지속

이고반복 학습의허용,한번에학습할수있는콘텐츠

양을 여여러개블록으로의편집가능,그림․애니메이

션․동 상․디지털 게임의 도입[20]등이 가능하다.

3.2 국내외 ADHD 정보 사이트 현황

IT강국임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ADHD증상에 한

처 재 략에 해 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

이트를찾기란쉽지않다.[Fig.1]은 한소아청소년정

신의학회에서구축한웹사이트로서주요목 은교육청·

교원연수원등 ·등교육 장에소아청소년정신과

문의강사 견의지원에있다. 장교사나사회복지서

비스종사자들을 한내용보다는극히 보 인상식수

의 내용만을 제공하여 ADHD 재나 상담에 한 상

세한 콘텐츠나 상담기능은 기 하기 힘들다.

[Fig. 1] Korean Web Site for Teachers
(http://www.teacher.adhd.or.kr/)

[Fig.2]에 시된 사이트 역시 의학 련 정보를 심

으로운 되고있어생애주기에걸쳐필요한 재 의

사결정기술에 한정보나지원은극히제한 이며차별

화된 콘텐츠는 찾기 어렵다.그외 교사나 학부모를 한

ADHD 용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다양한

검색도구를활용해도 련사이트의검색결과는극히미

진한 형편이다.

[Fig. 2] Korean Web Site for Parents and Children
(https://www.adhd24.com/main/main.cfm)

웹사이트가 아닌 오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미디어 로그램으로는[Fig.3]에소개되어있는 (주)아

리수에듀의 ADHD 로그램을 들수 있다.이 로그램

은 3단계(1단계:시각·동시 치료 로그램,2단계:시각·

순차 치료훈련 로그램,3단계:청각통합 치료훈련 로

그램,문제해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다양한 내용

을담고자노력하 으나, 등학교3학년이후의ADHD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무 쉽고 콘텐츠로서의 학습량

도미미하여교육용 로그램으로 극활용하기에는다

소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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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DHD Program by ArisuEdu 
(http://www.arisuedu.co.kr)

이에반해구미권의경우다양한ADHD 련지원웹

사이트를찾아볼수있는데, 를들면[Fig.4]는유럽의

ADHD 련 회와제약회사가 업하에ADHD에 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 사이트이다.ADHD의 진단과 치

료,학습성과제고를 한다양한기술과방법론,행동교

정을 한 다양한 재방법,정상 인 삶유지를 한 사

회 스킬과 응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무리없이 소개

하고 있어 별다른 참고서 없이도 ADHD에 한 다양

하면서도 체계 인 지식과 재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Fig. 4] European Web Site for Teachers
(http://www.adhdpartnershipsupportpack.com/)

[Fig.5]는 교사들의 재 략을 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제공하고있는캐나다의ADHD 련정보 지

원사이트이다.이 사이트를 통해 기본 인 재 략과

추가 인 ADHD 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

[fig.6]은 미국 미시간 학교 건강센터에서 리하는

ADHD정보사이트로서,ADHD아동을 한 자료뿐만

아니라 학진학을목 에둔ADHD청소년들을 한정

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Fig. 5] Canadian Web Site for Teachers 
(http://www.adhdandyou.co.uk/teachers)

[Fig. 6] University of Michigan Web Site for ADHD
(http://www.med.umich.edu/yourchild/topics/adhd.htm)

이외에도 < Table1>에서와 같이 구미권의 경우

ADHD에 한 기본 인 지식과 재 략 련 지원

기 에 한정보를제공하는다양한웹사이트를찾아볼

수있다.이들ADHD지원웹사이트는모두 어권국가

에서 검색한 것으로,모두 구 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료 조사를 실시하 다.

<Table1>에 수록된 웹사이트들이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재방법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웬

만한ADHD 문서 에소개된내용들은이들웹사이트

에서찾아볼수있다.비 리목 의웹사이트가 부분

이지만ADHD학생을 한실제 인학습지원도구나서

식등이 탑재되어 있으며,ADHD에 한 경각심을 일깨

우고 다양한 지원채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는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닝콘텐츠나교육목 사이트는교육내용,교육설

계,교육환경 등의 측면에서 그 수 을 평가해 볼 수 있

다[21].교사 교육 상담기 종사자들을 한사이

트이므로핵심평가지표는당연히콘텐츠자체의질일것

이다.여기에는 제시정보의 재성,학습자 수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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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Address TargetAudience
Information

Coverage

http://www.ldonline.org/
ADHDStudent,Parents,alllevels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helpguide.org/mental/adhd_add_teaching_strategies.htm alllevelsofTeachers average

http://www.med.umich.edu/yourchild/topics/adhd.htm Parents,alllevelsofTeachers average

http://www.lessontutor.com/addgenhome.html ADHDStudent,Parents basic

http://www.findingdulcinea.com/guides/Education/ADD-ADHD-Reso

urces-for-Teachers.xa_1.html
PreschoolandElementaryTeachers basic

http://www.time4learning.com/add.shtml PreschoolandElementaryTeachers basic

http://www.playattention.com/ PreschoolTeachers basic

http://www.chadd.org/ PreschoolTeachers,Parents basic

http://www.adhdld.com/ ADHDStudent,Parents,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bced.gov.bc.ca/specialed/adhd/ alllevelsof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add-adhd-treatments.com/Teaching-Children.html alllevelsofTeachers average

http://www.addcoach4u.com/teachingstudents/adhdaccomodations.ht

ml
alllevelsofTeachers average

http://www.comeunity.com/disability/adhd/adhd-socialskills.html alllevelsofTeachers average

http://www.adhdpartnershipsupportpack.com/ alllevelsof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adhd.org.nz/teach1.html alllevelsofTeachers comprehensive

https://research.tufts-nemc.org/help4kids/teachers/ alllevelsofTeachers average

http://www.livingwithadhd.co.uk/teachers-role alllevelsofTeachers basic

https://education.alberta.ca/admin/supportingstudent/diverselearning/

adhd.aspx
alllevelsof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care.com/special-needs-caring-for-a-child-with-adhd-or

-add-p1167-q227928.html
PreschoolandElementaryTeachers basic

http://www.adhdandyou.co.uk/teachers/managing-adhd/managing-ad

hd-in-the-classroom.aspx
alllevelsofTeachers average

http://www.caddac.ca/cms/page.php?49 ADHDAdults comprehensive

http://www.naset.org/adhd3.0.html
ADHDStudent,Parents,alllevels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help4adhd.org/
ADHDStudent,Parents,alllevelsof

Teachers
average

 <Table 1> List of ADHD Websites

선택의 다양성,검색의 용이성,콘텐츠 구성의 표 성과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이와 같은 교육내용에 한 서비

스 품질이 충족되면 교육설계 측면에서 사이트 맵의 정

확성,디자인과 화면구분의 정확성,자료제시의 정성

등의 교육공학 요소가 가미된다.교육 환경 평가요

소에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포함

된다.

그러나ADHD 련한국내사이트는이미앞에서간

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보유 수 이 극히 미미하여

평가지표를 활용한 외국 사이트와의 객 비교․분석

이 불필요한 상황이다.ADHD 련한 국내 사이트에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상 평가가 무의미할 정도로

정보 탑재량이 미미하다는 의미이다.앞으로 국내에도

충실한 콘텐츠를 탑재한 ADHD 련 사이트들이 개발되

면 국내외 사이트의 비교․분석이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T0000000000000000able1>의

웹사이트가 업만으로도 바쁜 우리나라 교사들을 한

정보공유 사이트가 될 수는 없다.모두 어로 구성되어

있어실제검사나 재도구를활용하려면번역과정을거

쳐야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신뢰성이 다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ADHD정보공유 사이트는

문연구인력이포진해있는 학이나국책연구기 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일단 어느 정도 규모있

는사이트가구축되면교사나학부모 문가들간의

업과 상호작용을 통해 내실있는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Table1>의 웹사이트에 실린 정보는 추후 국내

ADHD사이트구축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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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ADHD학생들이 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성장과정에서 우울증이나 독 는 범죄에 빠질

우려가 크다.그만큼 ADHD학생의 경우 장교사들의

능동 인 역할과 태도가 매우 요하다.아동이나 학생

들의 ADHD증상여부를 의심하거나 별할 수 있는 첫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지속 으로 학

생들을 히 재하여 학업성취도와 사회 응력을 제

고하는 일차 인 책임을 지게 되기때문이다.ADHD

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교사나 학부모의

반응과 태도는 ADHD학생에 한 래 그룹의 지지와

사회 수용에 향을 다. 한 교사의 ADHD증상에

한정확한지식은ADHD학생에 한상담과 진로지

도 등을 효과 으로 이끌어가기 한 제조건이다.

그러나 장에서는아직도ADHD에 련한교육과연

수에 한 장교사들의인식도가낮으며, 실 으로

한상담이나 재방법 련지식에 한연수기회도

매우 은편이다.이런학교 장에서의어려움을일시에

해소하기는힘들겠지만다양한정보제공 공유사이트의

개설과 체계 인 운 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니즈를

다소나마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 단된다.교육이나연

수에 한 필요성도 기본 인 련지식과 재방법에

한 요성 인식이 제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ADHD 련 웹사이트는

이해 계집단에 한 홍보에 그치는 수 이다.학교

장에서 용할 수 있는 ADHD 련 지식이나 재 략

에 한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는찾아볼수없다.다

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공유하고 있는 구미권과 비

교해 봤을 때 기본 으로 심을 구하는 것조차도 쉽

지 않은 실정으로 디지털 강국에 걸맞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구미의 문

ADHD웹사이트는 모든 자료가 어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 이 근하기에는 다소 어렵겠지만,ADHD에

심이 있는 교사나 문상담가 수 에서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외국의 웹사이트 탑재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만

의 ADHD사이트 구축이 실한 시 이다.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로그램 개발은 일단 련 정보를 공유하

는 웹사이트 개발에서부터 요구된다.단순히 ADHD진

단방법 정도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재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개발이 시 하다.

학령기 아동을 한 간단한 상식 달 정도의 내용을

벗어나학부모,교사,치료사,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성

인 등 수요자 집단별 콘텐츠와 재 략에 한 상세한

정보,ADHD극복사례,교사의 성공사례 등 다양하면서

도흥미로운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할것이다.더불어

유아 아동들을 해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디지털콘텐츠 로그램도효과 일것이며,

성인에게는 코칭과 같은 자기개발 략을 병행하여 제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

지평생교육 측면으로의ADHD극복을 한지원과개

발이 시 히 이루어져야 하며,이러한 로그램 개발을

해서는정부의정책 지원이시 하다고결론지을수

있다.더불어정부와학교당국을 심으로한ADHD사

회 네트워크의 구축 활성화도 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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