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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termine whether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using responsive teaching strategies is ef-
fective for parenting stress, maternal interactional behavior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Attention Deficit Hy-
peractivity Disorder (ADHD).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7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ADHD risk group was determined by scores on the Korean-ADHD Rating Scale. The parenting education program was devel-
oped based on Dr. Mahoney’s responsive teaching curriculum. Mother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once a week for 8 sessions. 
Treatment outcome was evaluat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parenting stress, ma-
ternal interactional behavior, and child pivotal developmental behavior. Data were analyz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Mann-Whitney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fter the parenting education program,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
enting stress (Z=-1.00, p=.320) was found,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hild’s internal behavior problems (Z= 
-2.05, p=.040), and also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maternal interactional behavior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 pivotal 
developmental behavior (Z=-2.67, p=.008).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based on re-
sponsive teaching strategies are effective and that application of a program is recommended to prevent behavioral problems 
and improve maternal child interaction for children at risk for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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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령기 아동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

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회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ADHD 유병률은 3-5%로 알려져왔으

나 최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9-8.7% (Cho et al., 

2009; Froehlich et al., 2007)로 보고되어 증가추세에 있다. ADHD

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학교와 가정

에서 심각한 학습 문제뿐 아니라 정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게 된

다. 즉, 학교에서의 성취저하와 함께 친구, 교사, 그리고 부모와 적

절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자존감저하를 나타내며 

우울, 불안,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Klassen, 

Miller, & Fine, 2004). Kendall, Leo, Perrin과 Hatton (2005)은 아동

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의 스트레스 수준은 가족의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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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DHD 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며 강압적 양육행동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악화시키고 이

로 인해 가족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i, Kim, Cho, Hong, & Oh, 2002; Oh, 2008). 

주의력 결핍장애는 생물학적, 유전적요인과 함께 사회적 원인으

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aley, 2006). 최근에 ADHD 

발병과 관련하여 신경화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어왔지만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어머니의 부정적

이고 비효과적인 양육방식은 ADHD 아동의 적대적 반항과 품행

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Pfiffner, McBurnett, 

Rathouz, & Judice, 2005), 양육행동이 ADHD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부모 훈련을 통하여 부모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개

선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효능감 증진을 가져올 뿐 아니라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켰음이 보고되고 있다. Shin, Oh와 

Hong (1995)은 약물이 주의력 결핍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

으나,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변화시키고 적응적 행동의 습득을 도

우며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부모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을 시사하였다. 특히,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 자녀 상호작용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Barnard와 Kelly (1990)는 모아상호작

용의 주요 요인으로 반응성, 민감성, 온정, 협응과 조화를 제시하

였으며, Mahoney와 MacDonald (2007)는 상호성, 수반성, 통제분

배, 애정, 그리고 조화를 반응적인 부모의 상호작용 특징으로 설

명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반응적일 때 

아동의 외현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Mahoney, Kim과 Lin (2007)은 어머니가 일상에서 아동과 반

응적이고 지시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을 할 때 아동은 활동에 대한 

지속성, 자기-규제를 나타내며 부모의 요구에 협력하는 중심축 행

동이 증가하며 이러한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 능력의 증진은 궁

극적으로 아동의 독립적 성취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Koegel, Koegel과 McNerny (2001)는 독립적 기술과는 다

른 것으로서 이를 중심축 발달행동(Pivotal developmental behav-

ior)이란 용어로 설명하였는데, 중심축 발달행동에 대해 “많은 행

동을 개선시키게 하는 기능의 핵심이 되는 행동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활동에 주도적인 참여, 사물을 다루거나 조사하는 

탐색, 문제해결, 관심기울이기, 어른의 제안과 요구에 대한 협력, 

감정에 대한 자기-규제, 스스로 흥미를 가지는 동기화, 활동에 몰

두하고 완수하기 위한 지속성, 자신감, 통제능력 등 아동의 능동

적 학습과정을 통하여 촉진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1960년대 이후

부터 ADHD 아동에서 부모중재 연구가 시행되어왔으나 행동관리 

기법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Yoon, 2007), ADHD 

아동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행동 수정이나 인

지적 행동수정을 적용하였는데 행동주의적 학습원리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 행동 감소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하여 왔다. 부모훈련을 

통하여 부모의 사고와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긍

정적 강화와 잠정적 격리(time out)를 사용하고 가정에서의 규칙

설정과 바람직한 행동 상을 제시하는 것이 ADHD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Cho, 2001). Kim, Ahn과 Lee (1998)는 

ADHD 아동에 대한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와 함께 주 1회씩 9주간 

부모훈련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

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군에 비해 긍정적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

였으며, Im, Ghim, Sohn과 Kim (2008)은 학령기 ADHD 아동을 대

상으로 사회기술 훈련과 부모 집단 훈련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은 아니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병합 치료방법이 효과적임을 제시하였

다. 한편 Kang (2007)은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연구 

분석을 위하여 1990년 이후 9개의 국내 프로그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약물치료와 병합하거나 단독으로 실시한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6-10주 정도로 주 1회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2개 연구에서 장기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1개 연구(Kim et al., 1998)

에서만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약물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나 보다 장기적인 치료효과 유지를 위해서

는 좀 더 효율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측정이 요구됨을 시사

하였다. Park과 Oh (2004)는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치료중인 6-11

세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6주 과정의 행동적 부모훈련(12명)과 

인지행동적 부모 훈련(14명)을 시행하였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증가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

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HD 발생 위험이 높은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

로 반응성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ADHD 증상에 대해 이해하

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양육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

고자 시도하였다(Figure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성향 아동의 반응성 부모교육에 따른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행동 점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The parent’s 
interactive styles

Reduced child’s 
behavior problems

Child’s pivotal 
behaviors

Parent intervention

Figure 1. The model of the parent education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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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DHD 성향 아동의 반응성 부모교육에 따른 아동의 문제

행동과 중심축행동 점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ADHD 성향 아동의 반응성 부모교육에 따른 어머니의 상

호작용행동 변화와 아동변인의 변화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용어 정의

ADHD 위험아동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ADHD질환 성향을 보이는 아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지

역 초등학생 ADHD 유병률 조사연구에서 ADHD 평가척도 점수 

상위 20% 점수를 나타낸 아동 중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을 의미

한다.

문제행동

아동기에 나타나는 주요 행동문제로 크게 내재화 문제와 외현

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화 문제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을 의미하며, 외현화문제는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한다(Oh, 

Ha, Lee, & Hong, 2007).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평가 척도

(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의 행동문제 점수에 의

해 평가한다.

중심축 발달 행동

중심축 발달 행동은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기능 등 아

동의 궁극적인 발달 촉진에 근거가 되는 행동들로서 Mahoney 등

은 사회적 놀이, 주도성, 탐색, 문제해결, 실행, 공동활동, 공동주

의, 언어화, 의도적 의사소통, 대화, 신뢰, 감정이입, 협력, 자기규제, 

자신감, 통제감의 16개 항목으로 목록화하였다(Mahoney & Mac-

Donald, 2007). 본 연구에서는 Kim과 Mahoney (2009)의 아동행

동 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Rating Scale, K-CBRS)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ADHD 위험 아동에 대한 부모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적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

2007년도 C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령기아동의 

ADHD 유병률 조사연구에 참여한 학교 중 임의 선정한 7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

상은 ADHD 위험아동에 속하며 부모를 위한 1일 교육에 참여한 

30명의 아동 부모 중 장기교육에 참여한 20명의 아동 부모였다. 최

종적으로 8회 기간 동안 50% 이하의 참석률을 나타낸 3명의 어머

니를 제외한 17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도구 

부모 변인

부모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Abidin의 양육스트

레스지표(Parent Stress Index, PSI) 축약형 36문항을 한국어로 번

안하여 요인분석을 거쳐 30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hin & Chung, 1998).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응답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합산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요인별 점수범위

를 1-5점 범위로 산출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각 요

인별로 .81, .74, .76이며, 전체 문항에 대한 α값은 .85로 나타났다.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평가척도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Kim 

과 Mahoney (2009)에 의해 한국판으로 개발된 어머니행동 평가척

도(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K-MBRS)를 사용하였

다. K-MBRS는 12개 항목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3개 하위

요인은 1) 반응성행동 요인에 민감성, 반응성, 수용성, 즐거움, 온

정성, 언어적 칭찬 항목, 2) 효율성행동 요인에 효율성, 표현성, 독

창성, 보조 항목, 3) 지시적 행동 요인에 성취지향성, 지시성 항목

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아동 간 상호작용 행동은 부모와 아동의 

자연스런 놀이 장면을 10분간 비디오 촬영한 자료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이고, 하위요인별

로는 반응성 행동 요인 .87, 효율성 행동 요인 .80, 지시적 행동 요

인 .67이었다.

아동 변인

한국어판 ADHD 평정척도

ADHD평가척도는 DuPaul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행동평가척도

로 0-3점까지의 4점 척도로 총 18문항이며 주의력결핍에 관한 문항 

9개, 과잉행동에 관한 문항이 8개로 19점 이상이면 ADHD로 진단

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So, Noh, Kim, Ko와 Koh (2002)에 의해 

초등학생 1-6학년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Cronbach α= .77-.89로 보고되었다.

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Oh 등(2007)이 한국판으

로 개발한 한국 아동행동 평가 척도(K-CBCL)를 사용하였다. 아동

행동평가척도(CBCL)는 Achenbach와 Edelbrock에 의해 4-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Oh 등(2007)이 표준화하였다. 사회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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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행동증후

군척도는 119문항에 대해 0-2점사이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13개의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한국판 문제행동중후군 척

도는 크게 내재화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화

문제의 하위항목은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항목, 외현화문제

의 하위항목은 비행과 공격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사회적 미

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성문제, 정서불안정 항목이 문

제행동증후군척도에 포함되어 있다. 총 문제행동 척도는 전체 문

제행동 문항을 합친 것이다. 또한 사회능력척도는 사회성과 학업

수행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3점이다. 

K-CBCL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α= .62에서 .86으로 나타났

으며 변별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Oh et al., 2007). 

아동행동 평가척도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 평가를 위하여 Kim과 Mahoney (2009)의 

아동행동 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Rating Scale, K-CBRS)

를 사용하였다. Mahoney (1999)의 CBRS는 한국타당도 검증연구

를 통하여, 국내에서는 2개요인 7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개 항목은 활동적 행동 요인 4개 항목 즉, 주의집중, 문제해결, 흥미, 

공동주의와 사회적 행동 요인 3개 항목으로 주도성, 협력, 애정을 포

함한다. 본 척도는 비디오 촬영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항목들은 5

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다. K-CBRS의 전체 신뢰도를 반영하는 

Cronbach’s α계수는 .81이며, 하위요인별로는 활동적 행동 요인 .82

이었고 사회적 행동 요인 .61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부모중재프로그램 개발

본 부모중재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모가 

ADHD위험군 아동을 실제 가정에서 예방 및 중재하여 차후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중재프로그램은 Mahoney와 MacDonald (2007)에 의해 개발

된 반응성교수(Responsive Teaching, RT)중재 프로그램에 근거하

였다. RT중재는 수행 시 매 회기마다 부모가 매일 일상의 상호작

용 중에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활동을 제시하며, 모델링

과 코칭을 통하여 부모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130개 중재목적과 66개 RT전략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중재교육은 총 8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1회는 3시간에 걸

쳐 전반적 이론 교육, 2-7회기는 반응성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교육, 

그리고 8회기는 개별피드백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T전

략을 근거로 하여 8회기로 구성하였다. 8회기간의 부모중재 프로

그램 실시 세부일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부모중재 프로그램 구성은 4개 과정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 배경(1회기의 예: 부모-아

동 상호작용의 중요성), 둘째 반응성전략(2회기의 예: 아동의 세계

로 들어가려면), 셋째 실제적용(일상에서 해봅시다), 넷째 피드백

(생각하기)과정이다. 각 회기는 모델링, 시연, 비디오 피드백과 코

칭기법을 사용하여 부모가 일상에서 RT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은 본 대학 부속의료원 연구윤리위원

Table 1. Planning of the Parent Educational Intervention 

Topic Session Strategies

I. Getting start - What is ADHD*? 1 · Understanding of ADHD 
· Understanding of the parent-child interaction to promote child’s developmental functioning

II. Responsive interaction 2 1. Get into my child’s world 
  · Pivotal behavior goals: social interaction, initiation
  · Discussion points: cognitive learning is a two-person process

3 2. Take my child’s perspective
  · Pivotal behavior goal: trust 
  · Discussion points: comfort my child when they are fussy, irritable, or angry

4 3. Shared control with my child
  · Pivotal behavior goal: cooperation
  · Discussion points: what are motivated children? 

5 4. Value what my child is doing
  · Pivotal behavior goal: feeling of confidence
  · Discussion points: children fail when they are unable to do what are asked to do

III. Implementing in daily routine 6 5.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analysis
  · Implementing: applied behavior analysis

7 6. Observe how child ordinarily engages in interaction
  · Implementing: planning my child’s routine 

IV. Individual feedback 8   · Parent-reported questionnaires 
  · Observation of parent-child interaction for 10 min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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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승인을 얻고 수행되었다. 먼저 학교장 및 보건교사와의 연락

을 통해 본 연구 취지와 목적을 알렸으며 연구에 관한 동의를 구

하였다. 그리고 보건교사를 통해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대

상으로 본 연구를 설명하고 각 안내문과 함께 본 설문지를 각 가

정으로 보내어 본 연구에 동의한 부모에 한하여 설문을 회신 받았

다. 설문에 참여한 부모에게 1일 부모교육을 안내하였고, 부모교

육에 참여한 30명의 부모 중 장기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경우 비디오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교육 전 

정해진 일정에 의해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

모는 1회는 3시간 그리고 2-7회는 매주 1회 2시간씩, 그리고 마지

막 8회는 30분 개별상담을 받았다. 부모중재교육 및 상담은 본 연

구자가 속한 대학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중재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부모와 아동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간단한 장난감들이 놓여

있는 방에서 자연스럽게 놀이하는 동안 약 10-15분간 비디오 촬영

되었다. 이때 제공된 장난감들은 부모와 아동 간의 자연스런 상호

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단한 퍼즐, 도미노 블럭, 컴퓨

터, 젠가게임, 책 등이 있었다. 비디오 촬영 시 어머니는 제시된 장

난감 사용방법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으며 가능한 한 일상 

중에 아동과 함께하는 방식 그대로 놀이하도록 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부모중재교육 실시 후 8회기에 개별상담을 위해 방문하였

을 때 1차 시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10분간 비디오 녹화된 자료는 일련의 30시간 이상 K-MBRS와 

K-CBRS 평가자 훈련과정을 마친 두 명의 평가자에 의해 독립적으

로 평가되었다. K-MBRS와 K-CBRS평가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 

점수이나 범주와 범주 간의 주관적 평가 점수이므로 κ상관분석

을 통해 두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BRS

는 .69이고 두 평가자 간 ‘정확한 점수 일치율’(정확한 점수 일치도

[율]: K-MBRS 또는 K-CBRS의 동일 항목에 대해 두 평가자의 평가 

점수가 동일하게 부여된 경우 수의 비율로서 공식[일치된 점수를 

나타낸 문항수/전체 문항수]*100에 따른 것임)은 78.9%이며 ‘1점 

차이 내 점수 일치율(1점 차이 내 일치도[율]: K-MBRS와 K-CBRS

의 동일 항목에 대해 두 평가자의 평가 점수가 동일하거나 또는 1

점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수의 비율.’)은 99.6%이었다. 한편, K-

CBRS의 Kappa상관계수는 .72이고 두 평가자 간 ‘정확한 점수 일

치율’은 80.2%이며 ‘1점차 이내 점수 일치율’은 93.7%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비 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 

Mann-Whitney Test,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단순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정상분포

를 가정할 수 없어 비 모수 통계 방법인 Wilcoxon Singed Rank 

Test와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중재 전후에 따른 부모변

인(PSI, K-MBRS)과 아동변인(K-CBCL, K-CBRS)의 점수를 비교분

석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중재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천안지역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의 어머니로서 아동의 전체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9명(52.9%), 여아가 8명(47.1%)이었다. 가족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8.6세(SD=4.02),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7.2세(SD=  

4.14)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 5명(29.4%), 대졸 11명(64.7%) 

그리고 대학원 이상은 1명(5.9%)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

졸 7명(41.2%), 대졸 9명(52.9%),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1명(5.9%)으

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 이상이 전체의 각각 70.6%, 59.8%

로서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 가족 수입은 400만 원 이상이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35.3%

로 나타났다. 

부모 중재 전후에 따른 점수 변화

부모 변인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평가 척도(K-MBRS)의 3요인(반응적 행동 

요인, 효율적 행동 요인, 지시적 행동 요인) 및 12항목 점수와 부모

양육스트레스(PSI)의 3요인(부모가 가지는 고통에 대한 스트레스,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스트레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

한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및 차이점수의 중재 전

후 변화비교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상호작

용 행동은 중재 전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

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요인(Z= -2.81, p=  

.005), 효율적 행동요인(Z= -2.67, p= .008), 그리고 지시적 행동요인

(Z= -2.14, p= .030)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변

화를 나타내었고, 하위 항목을 보면 언어적 칭찬(Z= -1.41, p= .157)

과 보조(Z= -0.65, p= .516)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p< .05). 한편,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는 총점과 하위요인에 있어서 부모중재 교육 후 약간

의 감소는 나타났으나(중재 전후 점수 차이= -1.94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Z= -1.00, p= .320). 

아동 변인

아동의 문제행동과 중심축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아

동행동 평가척도(K-CBCL)와 아동행동평가척도(K-CBRS)를 사용

하였다. 한국판 아동행동 평가척도(K-CBCL)의 총 사회적 능력척

도와 하위항목, 총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 있어서 내재화 문제행

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및 각각 하위항목, 그리고 아동행동 평가척

도(K-CBRS)의 총점과 7개 하위항목에 대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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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재 전후 따른 차이 검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의 결과를 보면, 먼저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 점수는 중재 후 

증가하였고,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단,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의 신체적 증상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Z= -2.05, p= .040). 사회적 능력척도의 학업수행항목

(Z= -1.75, p= .079)과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Z= -1.79, p = .073) 점

수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DHD 평가척도 점수는 중재 후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Z=  

-2.41, p= .016). 또한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은 중재 후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Z= -2.67, p= .008), 하위항목으로는 

‘주의집중’과 ‘애정’ 항목을 제외한 아동의 지속성(Z= -2.24, p=  

.025), 활동에 대한 흥미(Z= -2.27 p= .023), 협력(Z= -2.53, p= .011), 

주도성(Z= -2.33, p= .020), 그리고 공동주의(Z= -2.41, p= .016)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Table 2.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on Parents and Children’s Variables 

Characteristics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Change 

(post-pre)
Z p

Mean SD Mean SD

Parenting stress (PSI*) 78.53 16.67 76.59 17.79 -1.94 -1.00 .319
  Parent’s distress 26.41 4.21 27.00 6.02 0.59 -0.52 .604
  Child interaction 25.18 7.36 23.71 7.28 -1.47 -0.98 .326
    Difficult characteristic 26.94 8.28 25.88 7.64 -1.06 -0.98 .327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K-MBRS†)
  Responsive behavior 2.33 0.47 3.04 0.66 0.71 -2.81 .005
    Sensitivity 2.50 0.71 3.20 0.67 0.70 -2.46 .014
    Responsiveness 2.40 0.52 3.30 0.67 0.90 -2.71 .007
    Acceptance 2.30 0.67 3.40 0.84 1.10 -2.81 .005
    Enjoyment 2.75 0.63 3.45 0.76 0.70 -2.01 .044
    Warmth 2.85 0.67 3.30 0.67 0.45 -2.12 .034
    Verbal praise 1.20 0.42 1.60 0.97 0.40 -1.41 .157
  Effective behavior 2.59 0.43 3.40 0.60 0.81 -2.67 .008
    Effectiveness 2.70 0.48 3.70 0.67 1.00 -2.64 .008
    Expressiveness 2.40 0.70 3.20 0.79 0.80 -2.53 .011
    Inventiveness 1.75 0.63 2.50 0.97 0.75 -2.06 .039
    Pace 3.00 0.94 2.80 0.63 -0.20 -0.65 .516
  Directive behavior 2.75 0.86 1.80 0.63 -0.95 -2.14 .030
    Achievement orientation 2.55 1.00 1.70 0.82 -0.85 -2.00 .045
    Directiveness 2.95 1.00 1.90 0.57 -1.05 -2.11 .035
Child behavior problems (K-CBCL‡)  
  Total competence scale 48.00 13.65 50.65 13.71 2.65 -1.02 .306
    Social 45.24 14.35 47.71 13.21 2.47 -0.81 .421
    School 57.12 7.16 59.53 6.02 2.41 -1.75 .079
  Total Behavior problems 54.59 10.04 52.94 10.73 -1.65 -1.22 .223
    Internal problem 53.71 9.52 49.76 10.72 -3.94 -1.79 .073
      Withdrawn 53.41 8.62 52.82 9.80 -0.59 -0.14 .889
      Somatic complaints 52.53 7.79 47.47 7.52 -5.06 -2.05 .040
      Anxious/depressed 52.06 11.58 49.88 10.28 -2.18 -1.26 .208
    External problem 53.35 10.04 53.29 7.53 -0.59 -0.34 .732
      Delinquent behavior 52.41 10.4 51.88 10.41 -1.53 -0.42 .674
      Aggressive behavior 53.88 9.41 53.24 8.56 -0.64 -0.77 .441
Child’s Pivotal Behavior Scales (K-CBRS§)
  Total of K-CBRS 3.22 0.45 3.85 0.27 0.63 -2.67 .008
    Attention 3.80 0.63 4.20 0.89 0.40 -2.95 .052
    Persistence 3.00 0.67 3.50 0.85 0.50 -2.24 .025
    Involvement 3.20 0.79 4.00 0.47 0.80 -2.27 .023
    Cooperation 3.15 0.67 3.90 0.57 0.75 -2.53 .011
    Initiation 3.30 0.95 4.00 0.67 0.70 -2.33 .020
    Joint attention 2.60 0.70 3.40 0.66 0.80 -2.41 .016
    Affect 3.50 0.53 3.95 0.69 0.45 -1.72 .086
ADHDII Rating Scale  17.06 11.51 14.12 9.43 -2.94 -2.41 .012

*PSI=Parent Stress Index; †K-MBRS=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RS=Korean Child Behavior 
Rating Scale; II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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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중재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 간의 관계 

중재 전후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아동의 중심축발달 행동 

변화점수 간의 관계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중재 전후에 걸쳐 변화된 어머니의 상호

작용 행동의 요인별 점수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중심

축 발달행동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Table 3), 어머니의 지시적 행동요인 점수 변화는 아

동의 중심적 행동요인 점수 변화의 약 68%의 설명변량을 나타내

었으나(F=7.35, p= .020), 어머니의 반응성 행동요인과 효율적 행

동요인 점수의 변화는 아동의 중심축 행동요인 점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이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반응성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지시적인 행동이 감소되고 이는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

동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중심축발달 행동 변화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 중 특히 지시적 

행동과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과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이

와 함께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재 전후 아동의 중심축발달행동(K-

CBRS)과 아동의 문제행동(K-CBCL)점수의 변화 간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아동의 ‘지속성(persistence)’ 중심축행동

과 아동의 총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r= -.96, p< .001) 및 하위요인 

점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아동의 중심축 행동 중 지속성 항목의 변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재 전후에 걸

쳐 아동의 ‘지속성’ 점수의 변화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더미코딩하였다. 즉 중재 후 1점 이상의 변화를 나타낸 집단은 ‘변

화(change)’집단, 그리고 변화가 없는 집단은 ‘무변화(no change)’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 문제행동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에 제시한 주요변인을 

보면, 중재 후 아동의 지속성 점수가 증가한 집단의 경우 아동의 

총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점수(Z=6.99, p= .008)와 내재화 문제행

동(Z=6.86, p= .009) 및 외현화 문제행동(Z=6.99, p= .008)점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아동의 총사회적 능력 

척도 점수는 중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를 나타내었다(Z=2.83, p= .09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ADHD위험 아동의 부모에 대한 중재가 어머니

의 반응성 상호작용 증진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중심축 발달행동

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부모중재 프로그램은 Mahoney와 MacDonald (2007)의 ‘반응성 

교수 교육과정(Responsive Teaching Curriculum)’ 프로그램 전략

을 적용하여 부모의 반응성을 증진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활동 지속성과 사회성을 포함한 중심축 발달행동의 증진

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ADHD 성향을 가진 아동 부모에 대

한 중재 결과 첫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유형에서는 좀 더 반응

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나타내어 중재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에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부모는 놀이 중 무엇인

가 가르치려 하거나 학습적 성취를 조장하고 아동의 수행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아동의 실수를 지적하고 아동에

게 요구하는 상호작용을 주로 하였으나, 부모에게 아동의 세계를 

이해하고 아동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궁극적인 협력을 가져오도

록 중재한 결과, 부모는 보다 반응적이고 균형 있게 아동의 주도에 

따르는 상호작용 유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Park과 Oh (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나, 다른 연구

(Im et al., 2008) 결과와는 유사하게 ADHD 아동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양육스트레스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이한 연구 결과는 부모 중재교육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재 후 아동에서는 ADHD 성향이 유의하게 저하되었고 반

대로 부모의 지시적 상호작용은 ADHD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ADHD 증상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져오고 다시 행동문제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

침한다고 보겠다(Shin & Kim, 2010). 또한 부모중재를 통한 상호작

Table 3. The Relation of Changes in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on 
Changes in Total of Child’s Pivotal Behaviors Score

Independent 
variable

β (SE) Adjusted R2 t p F (p)

Directive behavior -.29 (.07) .68 -4.07 .007 7.35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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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impact of changes in child’s behavior problems on chan-
ges in persistence pivot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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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유형의 변화는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보다는 내재화 문제행

동과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결과는 ADHD 아동에 대한 부모중재에서 아

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변화를 보고한 선행 연구(Kim et al., 

1998)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심축 발달행동이 유의하게 변화되었는데 어머니의 상

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핵심 발달 행동이 증진된 것으

로 나타나 어머니의 반응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 심리

적 발달을 증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애아 어머니의 반

응적 상호작용 행동 특성이 아동의 중심축 발달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전 연구(Kim, 2004)와 일관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ADHD위험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에 

대해 지시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근본이 되는 중심축 발달행동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호작용 시 어머니의 지시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전략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아동의 중심축발달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는데 특히 아동이 과제에 일정기간

동안 이탈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발

휘하는 ‘지속성’ 능력은 아동의 문제행동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러한 행동 변화를 위한 상호작용 증

진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ADHD 성향을 가진 아동부

모에게 ADHD 질환에 대한 이해와 아동 양육 기술, 특히 반응성

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교육한 결과, 아동의 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에 따라 추후연구를 제언하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부모중

재 프로그램을 학령기의 기타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과 효율적 부

모역할에 문제점을 가진 부모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대 검증

하며, 보다 많은 표집을 대상으로 ADHD 중재를 위한 기존의 인지

행동적 중재방법과 본 연구의 반응성 부모중재 방법의 효과를 비

교분석하는 것이 아동발달과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의

미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ADHD 성향을 가진 아동 부모 17명에 대한 반응

성 교수방법에 의한 부모 중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총점과 하위요인에 있어서 부모중

재 교육 후 약간의 감소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

는 아니었다(Z= -1.00, p= .320). 둘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유

형에서는 좀 더 반응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나타내어 중재 효과

를 나타내었다. 셋째, 아동의 ADHD 성향점수는 유의하게 낮아졌

으며(Z= -2.41, p= .016),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도 중재 후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Z= -2.67, p= .008). 문제행동에서

는 내재화 행동문제 중 신체적 증상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

다(Z= -2.05, p= .040). 넷째, 어머니의 상호작용요인 중 특히 지시

성 요인은 아동의 중심축 발달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발달행동에

서 지속성 변화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반응성 증진을 위한 부모 중재가 앞으로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에게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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