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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최근,학령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정서-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ADHD)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적 접근에 대한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
술적인 지원 하에 실시한 ADHD 선별검사 1차 자료를 이용하였다.연구대
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구 7개 초등학교 1학년생 535명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
고 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DHD 성향차이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를 비교하였으며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행동문제와 관련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총사회성능력에

서는 성별,모 학력,경제적수준이,문제행동에서는 학교와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는
지역별로 G구,성별로는 여자,학부모 학력수준이 낮을수록,경제수준이 낮
준이 낮을수록 문제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성향과 관련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교,성별,경제적수

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지역적,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ADHD성향 차이는 지역별로는 G구,학교는 C초등학교,
성별로는 남자,부모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ADHD 성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낮은 경제

적 수준은 오늘날,부의양극화와 더불어 건강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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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사회적인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정서-행동문제와 ADHD 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았다.정신건강은 모든 신체건강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은 미래의 국가의 주역이 될 대상으로 좀 더 중요한 가중
치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
최근,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이러한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학교와 사회부
적응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예측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이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해 다양한 정서적인 면

을 고려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미 ADHD의 원인으로 알려진 유전
적인 요인에 대한 변수와 구체적인 소득항목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이러한 저소득 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
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 정서행동문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 총사회적능력, 총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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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어린시절의 양육과 교육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과 적응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군포시 정신보건사업보고서,2005).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발달을 해나가는 중요한 원인으로는 생물학적,기질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기질적 요인은 출생시 이미
타고 나는 것으로 이러한 개인차이는 성장과 발달의 개인차를 결정하는 중
요한 원천이 되며 환경적 요인(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은 아동과 상호작용
하면서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Eastbrooks& Harman,
1997).특히,만성적인 가난과 영양결핍,양육에서의 심각한 문제,부모의
정신병리나 가족 붕괴 등과 같이 아동이 가진 취약성은 아동을 정신병리로
발전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Brooks-Gunn&Duncan,1997).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계상 초등학교는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처

음으로 공식적인 사회교육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곳으로 가족이라는 환경에
서 벗어나 지적교육을 받으며 친구관계를 맺고 부모 이외의 어른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Comer,1985;Haynes,1990).
취학 후 아동은 학교가 심한 스트레스 원천이 되기도 하고 교육과 돌봄

의 주체가 가정에서 학교로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아동의
사회적인 행동이 학교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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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예측변인과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다수의 연구자들은 학령기 아동의 문제를 가정,
학교 또는 또래 등의 심리학적 환경에서 찾고자 했다(김선희 등,2000;하
영희,2003;이영미 등,2004).
이러한 아동의 문제 행동은 가족환경,가족외부환경,및 아동 개인적 특

성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로(김선희 등,2001)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들은 주로 행동문제의 근원을 가족환경에 찾고 있는데 Rutter(1975)는 아
동기의 정신적 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 환경 내의 6가지 위험요인
을 부부불화의 심각성,낮은 사회적 지위,대가족,아버지의 범죄 행위,어
머니의 정신적 장애,양육기관에의 성장여부,특히 이러한 요인들 중 한 가
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때 발달상의 손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문제행동과 관련한 국내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변수로

어머니 심리적인 문제(김선희 등,2001;정문자 등,2004)를 들고 있으며
가족구조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의 아동은 핵가족의
아동보다 문제행동을 덜 보였음을(황혜정,2003)밝히고 있다.Rutter(1975)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신적 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환경 내 위험요
인으로 대가족을 들고 있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
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아기 정신병

리 질환 중 높은 유병률을 차지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중요
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ADHD는 학년기 아동의 가장 흔한 정신병리 증상 중의 하나로 학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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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4～5%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American
PsychiatricAssociation,1994)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유병
률이 6.1%(표경식 외,2001),소아 정신과 외래환자의 8.7%(홍강의 & 홍경
자,1980),일반아동의 7.6%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조수철 & 신윤오,199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아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환아의

자존심 저하 뿐 만 아니라 재정적 비용,가족에 대한 스트레스,학업 및 직
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횡단면적,후향적 및 추후조사에서
도 ADHD 아동이 청소년기에 반사회적 행동,기분,불안,물질남용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Wilens,1999;표경식외 2001)것으
로 밝히고 있다.
ADHD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정신병리,어머니의 교육

수준,사회계층,가족구조(Barkley,1990)이며 가족 내 위험요인으로는 어머
니의 정서적 요인인 결혼 만족도,불안 및 우울감(김진희 외,1999)을 보고
하고 있다.이 중 결혼 만족도가 가족 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ADHD 아
동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및 부부관계가 ADH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은
숙,2001).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상호 연관되어 ADHD아

동과 문제행동발생에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가족환경 즉,
부모의 관계가 아동에게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그러나 아동의 정신병리 문제가 생물학적 유전과 환경적인 특성에 의
한 개인적인 발생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진단과 치료를 개인적인 문제로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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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둘 때 큰 사회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
이나 ADHD 징후를 가진 아동은 장기간 걸친 특징적인 행동특성으로 진
행하게 되므로 교사나 학부모의 관찰과 관심은 이러한 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4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버지니아 총기난사 사건은 범인자

신을 포함하여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캠퍼스에 최악의 총기사건의 범
인은 한국에서 이민 간 재미교포 학생이다.범인으로 지목된 학생은 초등
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가난을 피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정착한 부모
밑에서 성장 하였고 내성적인 성격에 낯선 이민생활에서 오는 고립감,우
울증은 사회에 대한 분노로 잠재되었고 생활고로 인해 부모가 정서적 돌봐
주지 못한 상황이 결합되어 반 사회적적 인격장애로 악화되면서 결국은 남
과 자신을 죽임으로 그 종말을 마감하게 이르게 되었다.
다민족의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은 항상 인종간의 갈등과 이민

1.5세대 및 2세대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미국사회에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 달리 결혼에 대한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2006년 9
만 3,786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가 늘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혈
연을 중요시하는 민족으로 인종간의 차별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
국에서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혼혈아동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다.
특히,결혼이민자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우리의 아동과 함께 우리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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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시스템에서 함께 성장해야 하므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회적응에 대
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학교 적응과정에서 오는 인종차
별문제 등을 고려한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과 이미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아

동의 정신건강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등학생의 정신건강문제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관련된 요인을 분
석하여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증진과 학교정신보건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성향 차이를 분석하고 대상자 특성(지
역별,성별,부모학력별,경제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파악하
며 정서-행동문제와 ADHD 성향에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DHD 성향 평균 비교
둘째,대상자 특성별 정서-행동문제의 평균 비교
셋째,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 관련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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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가가가...정정정서서서---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정서-행동 문제는 아동 정서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으로 개인의 행동에 비교적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정 혹은 감정적 상
태이다.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나타내는 감
정과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및 행동을 의미한다.범주별로는 사회
적 능력,학업수행,총사회적능력,위축,신체증상,우울/불안,사회적미성
숙,사고의 문제,주의집중문제,비행,공격성,내재화,외현화,총 문제행동,
성문제,정서 불안정 등 16개의 요인으로 정의한다.

1)총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학업수행정도,특수학급 경
험유무를 의미한다.
2)총 문제행동은 사회적인 위축,소극적인 태도,의학적인 근거없이 나

타나는 신체증상을 의미,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
안한 정도의 범주화된 문제영역을 의미한다.

나나나...주주주의의의력력력 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AAADDDHHHDDD)))성성성향향향
주의력결핍과잉행동(ADHD)성향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의 주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ADHD 1
차선별을 위해 학부모가 평가한 것으로 정확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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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가가가...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란 정상적인 아동의 행동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행동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
단에 의한다.Darwin(1982)에 의하면 문제행동이란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
거나 행동으로부터 이탈로 어떤 개인이 가족이나 학교,기타 인정되는 행
동으로부터 이탈을 의미한다.Kauffman(1993)에 의하면 학문적,사회적,직
업적,개인적 기술들을 포함하는 교육적인 수행에 있어서 아동의 나이,문
화,인종적 규준과는 다른 행동적,정서적 반응을 수반한 장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신분열증적 장애,정의적 장애,불안장애,또는 기타 다른 행동
장애나 부적응 등도 포함된다.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며
학교를 포함한 적어도 둘이상의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장애
와 동시에 나타 날 수 있다(김경희 &황혜정,1998).
일반아동들은 사회적으로,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역기능을 특정시기

에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으나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은 그 정도가 현
저하고 빈번하게 나타내어 아동 자신의 발달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
게 된다(심미경,1996).또한 자해행위와 같은 정신․병리적 특성의 행동은
모든 문화권에서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반면 학업수행에 관련된 읽기 능
력이나 주의력결핍은 발생빈도 심각성에 따라 보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거
나 문제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박철웅,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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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r(1970)는 부적응 행동을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갈등을 일
으켜 주의 사람들과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아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다고 정의
하였다(박효주,2001).
문제행동을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두고 아동이 가정,학교,이

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되는 것으
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성영혜,1992)라고 정의
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의 발생빈도와 표출정도에
있어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이며 이는 아동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환경요인들로 인해서 유발된 행동적․심리적 부적응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한미현,1996).
또한,아동의 문제행동을 아동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이는 행동으
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이라고 했으며(정문자,1988)아동이 가정,학교,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
하고 성장해 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홍경자,1986).

나나나...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의의의 원원원인인인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

고 있는데 Kauffman(1993)는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가정
요인,학교요인,문화요인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생물학적 요인에는 선천적 사고,뇌손상,또는 뇌기능 장애,영양장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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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불규칙성,신체적 질병과 무기력,기질장애 등이 포함되며 가정요인
에는 가족의 형성과 부모의 훈육방식,이혼과 편부모의 증가 등이 포함되
는데 이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 또는 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학교
요인으로는 지능과 학업부진 등을 들 수 있으며 문화적 요인에는 대중매
체, 동료집단, 이웃, 도시화, 인종문제, 사회계층 등이 포함된다.
Rutter(1979)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간의 부
적응,낮은 SES,아버지의 범죄경력,어머니의 정신병력,아동의 시설보호
경험 등을 들었다.또한 연구자에 따라 원인을 아동변인,가정변인,학교변
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또한 아동기의 정서행동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정의 무관심과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다(Hallahan& Kauffman,1978).이처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발생은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가정의 분위기,가족관계,자녀 양육 태도,소득,부모의
교육수준,직업,아동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참여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
다(김경희 등,1991).

222...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
가가가...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는 주

의력결핍(inattention),과잉행동(hyper-activity),충동성(impulsivity),과 같은
주요 증상을 수반하는 아동기 발달장애의 진단명(DSM-Ⅳ,1994)으로 1987년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명칭한 것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쉽게
흥분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 기복이 매우 크고,외부자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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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만하게 반응하며,짧은 주의집중 주기와 성미가 급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Rita& Allen,1997)주의 집중 시간의 문제성,충동성 과다
한 활동성 뿐 아니라 규칙 관련 행동에 결함을 가지는 발달성 장애로 이러
한 결함들은 명백히 아동의 정신연령에 비해 부적절하게 나타나며,아동기
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며,만성적으로 지
속되는(Barkley,1998)것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아동은 항상 산만하기 때문에 학업수행의 효율성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자존심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실제 학습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며
(조수철,1990)일반아동보다 기억력이 낮다고 한다(Moffit,1988).이러한
아동은 주로 학령기에 진단이 되는 데 그 이유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
애의 특성은 자유상황 놀이 보다 구조화된 놀이 상황에서 더 빈번히 발생
한는 경향을 보이는데 학교는 아동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형적인 구조화
된 환경이기 때문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주의력결핍(inattention), 과잉행동

(hyper-activity),충동성(impulsivity)과 같은 주요 증상과 학습문제,공격성,
사회적인 어려움 등의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는 아동기 발달상의 장애
로서 주요 증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의력결핍(inattention)이다.주의력결핍은 학업적,직업적,사회적 상

황에서 드러나며 표적과제를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Barkley,
1990).
ADHD 아동을 교사들은 또래 다른 아동보다 참을성이 매우 적고 ‘산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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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표현한다.또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주어진 과제를 해
내지 못 한다’,‘집중하지 못 한다’,‘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지 못 한다’,
‘계속해서 다시 일러주어야 한다’,‘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혼돈스럽다’라
고 특징을 나열하며(Barkley,1990)이러한 특징으로 학습장애의 2차적인 문
제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과잉행동(hyper-activity)이다.이러한 증상은 행동영역의 장애로

자리에서 만지작거리거나 움직락 거리고,가만히 있지 못하고,부적절한 상
황에서 지나치게 뛰어 다니거나 기어오르고 조용히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거나”마치 “무엇인가에 쫒기는 것처럼”보이
고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행동으로 드러난다(미국정신학회,1995).이러한
행동은 유아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다른 아동을 갑자기 밀어버리거나
장난감을 빼앗는 등 공격적인 행동이 관찰되다가 학령전기가 되면서 행동
상의 문제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다(임수경,1992).아동이 성장하여
성인기에 들어서면 과잉행동은 다소 줄어들지만 인지적,충동성,낮은 자존
감,낮은 학업성취가 계속될 경우 반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Ross&Ross,1976).
셋째는 충동성(impulsivity)이다.충동성은 사회적,학업적,직업적 상황에서 장

애를 초래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는(신현균 & 김진숙,
2000)것으로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조윤정,
2003)행동적 충동성은 먼저 행동부터 하는 경향으로 반복적으로 유발되는 실수
경험에도 불구하고 실수에 대한 조정능력을 학습하지 못하여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인지적 충동성은 추측이 앞서는 경향이다.이런 아동은 과제물도 읽기도 전
에 해결부터 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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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장장장애애애의의의 원원원인인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에 관해서 명확히 밝혀져 있는

바가 없으며 어떠한 하나의 변인으로 ADHD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학자들 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크리스토퍼 그린(1999)
는 첫째,유전적인 증상이라는 것과 둘째,두뇌의 정상적인 뇌의 올바른 조
절 기능과 비교 했을 때 생물학적인 경미한 뇌기능 장애가 ADHD 원인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ADHD의 원인을 크게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질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소인과 뇌의 손상 또는 뇌의 화학물질

의 이상,의학적으로 임신 또는 분만 전후로 일어난 합병증 등이 있다.유
전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ADHD 어린이들에게서 비슷한 문제를 지닌 가까
운 친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아버지가 저학년 시절 어렵게 보냈다거
나 자신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업이 부진했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된
다.ADHD의 유전적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연구 증거는 쌍둥이 하
나가 ADHD 일때 다른 한명이 이 문제를 갖게 될 위험률은 90%이며,형
제사이에 ADHD가 발생할 위험률은 30%～40%이다(크리스토퍼 그린 &
킷취,2006).생화학적 요인으로는 신경전물 물질의 생화학적 불균형 때문
에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노르
아드레날린(nor-adrenaline)과 도파민(dopamine)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
고 여겨지고 있다.이 불균형은 자기 관찰이나 현명치 못한 행동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전두엽 및 기저핵)에서 주로 발견된
다(크리스토퍼 그린 &킷취,2006.ADHD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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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나 분만 중 또는 출생 후의 질병이나 상해로 미세한 뇌손상이 원
인(이종범 & 박형배,1993)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임신이나 분만 전후에
생기는 합병증이나 감염,산모의 흡연,알코올 중독 등이 태아의 정상적인
뇌 발달을 저해하여 ADHD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신현군 & 김진숙,2000;
김평선,2005).
둘째,환경적 요인에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방식,부

모와의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등을 ADHD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제안한다.
가족 스트레스,낮은 사회경제상태,학업부진,생물학적 취약성 등이 상호
작용하여 질병에 영향을 주는(Melvin, 1977)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Biederman(1995)은 ADHD와 관련이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신병,심각한 가정불화,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지적하였다.또한
ADHD 아동의 어머니의 정신병리 상태와 어머니의 애정이 적고 비난이
많은 것이 ADHD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고(소준현 등,1996)ADHD와
관련있는 가족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수입정도,모의 우울증,
부부불화가 ADHD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윤정자,1998).

333...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최근,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아동을 방치했을 경우 성장 후 비행 청소
년 등 사회적인 문제로 진행되어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부담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은 대부분
의 연구는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 위주로 연구되어져 왔고 지역사회 대상
으로 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정서-행동문제와 ADHD와 관련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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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를 국내선행연구와 외국선행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가가...국국국내내내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사회가 도시화,산업화가 되면서 가족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조기교육 열풍은 아동이 어릴 때부터 경쟁적인 학습분
위기조성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증가 시키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의 약 10%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이혜련 등,1991;심미경,1996).

초등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체 아동의 8.31%

가 문제 아동으로 평가되었으며 문제아동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았
고 문제아동은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특히,어머
니가 없을 때 문제 아동이 많았으며 외조모와 함께 동거하는 아동에게서
문제행동 아동이 많았다.문제아동의 증후학적 특징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에서는 파괴적공격성 반항행동과 여
자에서는 우울 및 불안 정서장애가 많았다(민성길 등,1997).
2003년 전국 정신보건센터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연구조
사를 보면 지역별로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문제행동척도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위축,성문제).남녀별로는 사회적 능력과 문제행
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에서는 주의집중 문제,사고의 문제가 여아에게
서는 위축,신체증상,비행,성문제,정서불안정에서 높게 나타났다(한양대
학교 정신건강연구소,2003).
우리나라 대다수 부모나 교사들은 아동이 지닌 학습능력에 따라 아동을

평가하며 학습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일 것이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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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의집중을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충동적이 아동에 대한 지도일 것이다.많은
부모나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심각한 장애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대상으

로 ADHD 출현율 조사 결과를 보면 5.7%(임경희 등,2004)이며 남학생이
여학생이 비해 4.5배 정도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대도시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ADHD 총점은 ADHD
아동의 학업성적과는 대체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도시지역
초등학생의 ADHD의 전체 유병률은 6.1%로 남학생 8.3%,여학생 3.9%로
남학생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아형별로 보면 부주의형 4.0%,혼합
형1.1%,과잉운동-충동성형 1.0%순 이었다(표경식 등,2001).ADHD 원인
이 유전적인 경향을 볼 때 가족적인,환경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알 수 있
다.
ADHD와 관련된 가족환경 특성 중 가족 내 위험요인은 부모의 결혼만

족도,어머니의 정서상태가 ADHD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
(김진희 외,1999).일반군과 ADHD 성향군 부모의 부부 갈등의 차이에서
아버지의 경우 자녀문제,본인의 나쁜 습관,성생활 및 대화 순으로
ADHD 성향군에서 일반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있었
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경우 ADHD 성향군에서 아버지와 달
리 성격,가치관과 성생활 및 대화문제의 순으로 부부 갈등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부부 갈등의 대처방식에서 일반군과 ADHD 성향군 간의
차이는 아버지의 경우 감정 및 행동표출과 회피 방식에서 어머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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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행동표출과 회피방식 그리고 이성적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김
은숙 등,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가족 내 위

험요인으로 결혼 만족도가 25%,특질불안이 12%,우울감이 9%,상태불안
이 8%로 결혼 만족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이
외에도 불안 및 우울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요인이 ADHD 집단과 정상집
단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김진희 등,1999).

나나나...외외외국국국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ADHD 및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외국선행연구들도 아동의 심리사회

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방식,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등을 ADHD
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ADHD와 상관이 있는 환경적 위
험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신병,심각한 결혼불화,낮은 경제적 지위 등을 보
고하고 있다(Biederman,1995).아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능동적
으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
동은 부적응을 보이기도 한다.행동문제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행동문제의 원인과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다수의 연구(Chen,
Rubin& Li,1997;Marchand& Ellen,1998)는 행동문제의 연구를 가족환
경에서 찾고자 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많이 가질수록,부모가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 할수록 부모의 갈
등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을 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의 수
준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태국의 아동은 미국의 아동보다 32문항(부끄러움,불안,우울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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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이는 과도하게 통제된 문화(불교적인 문화)와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의 차이를 넘어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공격적
이고 충동적이며 통제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났다(WeiszJR등,1987).또한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행과 과잉행동은 남자아
동에서 신체증상,분열,불안,우울은 여자아동에서 많이 나타났다(Xin R
등,199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아동이 치료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
학할 경우 청소년 비행,가출 등의 문제로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된 연구로 유치원에서 남자 아동에서 나타난 외형적인 문제는 초등학
교에서 문제행동의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 외형적으로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여자아동은 초등학교에서도 문제아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StemmlerM 등,2005).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환경에
서 이루어지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아동발달의 중요한 원천이 되
는데 다수의 연구는 또래 수용도가 낮거나(DeRosier,Kupersmidt,&
Patterson,1994),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Cohen& Wills,1985)아동의 행
동문제 수준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또한 부정적인 정서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Eisenberg & Fabes,
1994).그러므로 이러한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학교,가정,사회가 통합
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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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본 연구는 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ADHD)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종속변수 중 정서-행동문제는 하위척도인 총 사회
문제와 총 문제행동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지지지역역역,,,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t-test/ANOVA 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학교,성별,경제수준 등 다중회귀분석 ․총 사회능력

․총 문제행동

t-test/ANOVA

다중회귀분석 AAADDDHHHDDD 성성성향향향

그림1.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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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도도도구구구
가가가...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본 연구는 2006년도 초등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광역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인 지원하에 서울광역시의 소재 2개
구 7개 초등학교 1학년생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애(ADHD)선별검사의 1차 선별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학교에 ADHD 선별검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관할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학교진흥원에서 교사연수 프로그램 중 ADHD관련 교육을 실
시하여 담임선생님의 설문과 관련된 내용의 이해를 도왔으며 각 학교에 사

업에 대한 안내문과 교사용,학부모용 ADHD(ADHD RatingScale)평가
설문지,K-CBCL(KoreaChildBehaviorCheckList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설문지가 제공되었다.담임선생님에 의해 선생님용 평가 설문지가 작성되
었으며 부모용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아동의 부모님들에게 전달
되었고 담임선생님을 통해 회수되었다.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용 ADHD평가
설문지와 K-CBCL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나나나...연연연구구구의의의 도도도구구구
111)))KKK---CCCBBBCCCLLL(((CCChhhiiillldddBBBeeehhhaaavvviiiooorrrCCChhheeeccckkkLLLiiisssttt)))아아아동동동청청청소소소년년년 행행행동동동평평평가가가척척척도도도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는 사회적 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사회적 능력 척도는 사회성,학업수행,총사회적능력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총13개(위축,신체증상,불안/
우울,사회적미성숙,사고의 문제,주의집중 문제,비행,공격성,내재화,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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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총 문제행동,성문제,정서불안정)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모든
하위척도들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지는 총 119문항에서 6문항을 제외한 113문항으로 평가하였다.

222)))AAADDDHHHDDD(((AAADDDHHHDDDRRRaaatttiiinnngggSSScccaaallleee)))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 평평평가가가 설설설문문문지지지
ADHD(ADHD RatingScale)평가 척도는 Dupal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행동평가 척도로서 학년기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증상
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 척도는 DSM-Ⅳ의 ADHD 진단기준으
로 이루어진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문항은 아동 행동의 심
각도에 따라서 0점에서 3점까지 평정될 수 있다.2점 이상의 점수는 아동
의 발달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이 척도는 ADHD 아동을
학습장애 아동과 정상아동과 쉽게 변별할 수 있으며 과잉행동이 동반된
ADHD 아동과 동반되지 않은 ADHD 아동을 구분한다.부모와 교사용이
있으며 설문항목은 동일하다.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평가한 ADHD평가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에에에 사사사용용용한한한 변변변수수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종속변수는 정서-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성향이다.종속변수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은 0～54점까지 연속
적인 점수로 되어 있고 정서-행동문제는 사회적능력과,문제행동영역을 평
가한 T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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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문제의 하위척도별 변수를 보면
사회적 능력척도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 평가를 한 사회적 능력,

학업수행정도와 특수학급 경험 유무를 판단하는 학업수행,사회성척도와
학업수행척도와의 합인 총사회적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의 척도에는 사회적인 위축,철수,소극적인 태도를 평가한 위

축,의학적인 증거 없이 나타나는 신체증상,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자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나타내는 우울/불안,발달상의 문제와 사회
적으로 미성숙하고 비사교적인 면을 나타내는 사회적미성숙,강박적사고,
환청 등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내용이나 관련된 행동을 말하는 사고의
문제,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이에 따른
비행행동을 지칭하는 비행,싸움 등 반항적인행동을 평가한 공격성,소극적
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신체적증상 등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
동을 평가한 내재화,공격적 행동,싸움,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평가인 외현화,모든 문제행동을 합한 것을 지수화한 총 문제행동,성
관련사고와 행동을 나타내는 성문제,분노발작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
동을 평가한 정서불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를 지역적,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은 G구,J구로 나누었고,초등학교는 A,B,C,D,E,F,G로

세분하였다.인구사회학적특성 중 성별은 남자,여자로 구분,연령은 6세
이하,7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동거가족은 부모 모두 함께 동거하는 아동,아버지하고만 동거하는 아동,

어머니 하고만 동거하는 아동으로 나누었고,가족형태로 핵가족은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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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하고 대가족은 부모와 자녀 외 친할머니,할아
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 중 함께 사는 아동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는
그 외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부 학력에서는 대졸이상과 고졸이하로 이분화 시켰고 모 학력도 대졸이

상과 고졸이하로 나누었다.경제수준은 상위계층 중간계층(중),중간계층
(하),하위계층으로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444...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제 1종 오류가 0.05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SAS8.1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성별,연령,동거가족,가족형태,부모학력,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빈도와 백분율로 기술 분석하였다.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
성별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성향차이를 ｔ 검정 및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대상자 특성(지역별,성별,부모학력별,경제수준)
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ｔ 검정 및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관련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지역학적,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정서행동문제 와
ADHD 성향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정서-행동
문제는 총 사회적능력과 총 문제행동으로 다시 나누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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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 대상자는 전체 총 535명으로 지역별로 G구가 203명으로 38%,J

구는 332명으로 62%를 차지,J구에 연구 대상자가 24%가 더 많았으며 학
교별로는 A초등 14%,B초등 19%,C초등 4%,D초등 17%,E초등 14%,F
초등 16%,G초등 15%이다.지역별로는 G구에 3개교,J구에 4개교로 J구에
비해 G구에서 대상학교 수가 1개교가 작으며 G구에 있는 C초등은 신생초등학
교로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작다.
성별로는 남자가 280명으로 52%,여자가 255명으로 48%를 차지 남자가

약 4%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7세 이상이 68%,만 6세 이하가 31%순이며 전

체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만 6세 이하가 31%를 차지하
였다.
동거가족형태는 부모 양쪽 모두 동거하고 있는 아동이 92%,비 동거 아

동은 8%이며 아버지와 동거하고 아동은 94%,비 동거 아동은 6%,어머니
와 동거하고 있는 아동은 96%,비 동거 아동은 4%이다.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그 외가 81%,대가족은 19%로 핵가족이 월등히 많

았다.
아버지의 학력별 수준은 대졸이상이 56%,고졸이하가 44%,어머니의 학력

별 수준은 대졸이상이 47%,고졸이하 53%였다.
경제적 수준은 중간계층(중)53%,중간계층(하)26%,중간계층(상)10%,하

위계층이 10%,상위계층이 1%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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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빈도빈도빈도빈도(N=535)(N=535)(N=535)(N=535)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203 38

                    J구 332 62

학교학교학교학교                      A 77 14

                     B 104 19

                     C 22 4

                     D 92 17

                     E 73 14

                     F 88 16

                     G 79 15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280 52

                   여자 255 48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170 31

                7세이상     365 68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41 8

                   동거 494 92

부부부부               비동거 31 6

                   동거 504 94

모               비동거 23 4

                   동거 512 96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432 81

                 대가족 103 19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300 56

                고졸이하     235 44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249 47

                고졸이하     286 53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위계층 4 1

            중간계층(상) 56 10

            중간계층(중) 285 53

            중간계층(하) 137 26

               하위계층 5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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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지지역역역별별별․․․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AAADDDHHHDDD성성성향향향 평평평균균균 비비비교교교
지역별로는 G구가 10.05±7.42,J구가 8.39±6.23로 G구가 J구에 비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학교별로는 C초등 13.91±9.16,
G초등  9.84±8.73, A초등9.77±7.20, B초등 9.41±6.98, E초등
8.17±5.56,D초등 8.16±5.92,F초등 7.70±4.44순으로 C초등이 다른 학
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에서 남자 9.70±6.83,여자 8.30±6.63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05).
연령별에서 6세 이하가 9.25±7.03,7세 이상이 8.95±6.65로 6세 이하

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거가족형태에서 부모 양쪽 모두 동거하고 있는 아동이 9.17±6.75,

비동거 아동은 7.59±6.86로 동거 아동에서 다소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거하고 아동은 9.15±6.73,비 동거 아동은 7.42±7.15로 아버지

와 동거하고 있는 아동이 높았고,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아동은
9.06±6.70,비 동거 아동은 8.71±8.37로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아동이 다
소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족형태에서 대가족은 9.93±7.65, 핵가족,그 외가 8.83±6.52로 대가

족에서 다소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아버지 학력별 수준에서 고졸이하가
10.13±7.97, 대졸이상이 8.20±7.65로 고졸이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어머니 학력별 수준에서 고졸이하가 10.03±7.53, 대졸이상이 7.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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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졸이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계층이 11.69±8.97, 중간계층(하) 10.49±8.16, 중

간계층(중)8.14±5.53,상위계층 7.29±4.18로 하위계층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
즉,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DHD 성향 평균 비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지역 , 학교 , 성별 , 부모학력 , 경제수준 변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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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지역별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DHD 성향 평균 비교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t/ft/ft/ft/f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10.05±7.42
2.591**

           J구  8.39±6.23

학교학교학교학교                    A 9.77±7.20

3.292***

                   B 9.41±6.98

                   C 13.91±9.16

                   D 8.16±5.92

                   E 8.17±5.56

                   F 7.70±4.44

                   G 9.84±8.73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9.70±6.83
2.305**

                   여자 8.30±6.63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9.25±7.03
0.466

                7세이상     8.95±6.65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7.59±6.86
-1.402

          동거           9.17±6.75

부                   부                   부                   부                   비동거 7.42±7.15
-1.384

            동거 9.15±6.73

모모모모                   비동거 8.71±8.37
-0.230

                   동거 9.06±6.70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8.83±6.52
-1.453

                 대가족 9.93±7.65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8.20±7.65
-3.046***

                고졸이하   10.13±7.97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7.93±5.58
-3.558***

                고졸이하  10.03±7.53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위계층 7.29±4.18

7.774***
             중간계층(중) 8.14±5.53

            중간계층(하)  10.49±8.16

                   하위계층 11.6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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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 특특특성성성별별별 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평평평균균균비비비교교교
가가가...지지지역역역별별별 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평평평균균균비비비교교교

사회적능력척도에서 사회성은 G구에서 53.76±10.04, J구에서 

54.18±9.62로 두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수행은 G구에서
51.04±7.50, J구에서 52.46±7.91로 J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고(p<0.05) 총 사회능력은 G구에서 53.80±9.55, J구에서 54.68±9.24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문제행동척도에서 위축은 G구에서 48.33±18.89, J구에서46.86±18.81

로 G구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신체증상은 G구에

서 48.13±7.61, J구에서는 46.71±6.99로 G구가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p<0.05).
우울/불안은 G구에서 47.37±9.31, J구에서는 45.15±8.61로 G구에서 유

의하게 높았으며(p<0.01)사회적 미성숙은 G구에서 47.30±8.91, J구에서 

45.88±8.8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고의 문제는 G구에서 49.38±8.24 J구에서 48.59±7.85로 두 지역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주의집중문제는 G구에서 

47.30±9.41 J구에서 44.95±8.19로 G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비행은 G구에서 47.52±7.85, J구에서 46.52±7.12로 두 지역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며 공격성은 G구에서 47.96±9.59, J구에서 45.43±9.34

로 G구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내재화는 G구에서 47.65±9.29, J구에서는 45.36±8.84로 G구에서 유의

하게 높았으며(p<0.01) 외현화는 G구에서 47.74±9.44, J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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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9.44로 G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총 문제행동은 G구에서 47.33±9.37, J구에서는 45.02±9.22로 G구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성문제는 G구에서 50.50±9.79, J구에서 

49.13±8.55로 두지역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서불안정은 G구에서 44.79±7.95 J구에서는 42.91±7.73로 G구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즉, 지역별 정서-행동문제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척도는 학업

수행, 신체증상,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

행동, 정서불안정 이였으며 이 척도 중 학업수행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 성향 아동으로 나머지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성향 아동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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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정서-행동문제의 평균 비교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GGGG구구구 (N=203)    (N=203)    (N=203)    (N=203)    JJJJ구구구 (N=332)(N=332)(N=332)(N=332)

t t t t 값값값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

사회성 53.76±10.04 54.18±9.62 -0.475

학업수행 51.04±7.50 52.46±7.91 -2.054**

총사회능력 53.80±9.55 54.68±9.24 -1.057

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

척도척도척도척도

위축  48.33±18.89 46.86±18.81 0.880

신체증상 48.13±7.61 46.71±6.99 2.161**

우울/불안 47.37±9.31 45.15±8.61 2.809***

사회적 미성숙 47.30±8.91 45.88±8.89 1.797

사고의 문제 49.38±8.24 48.59±7.85 1.112

주의집중 문제 47.30±9.41 44.95±8.19 3.042***

비행 47.52±7.85 46.52±7.12 1.522

공격성 47.96±9.59 45.43±9.34 3.000***

내재화 47.65±9.29 45.36±8.84 2.853***

외현화 47.74±9.44 45.21±9.44 3.006***

총문제행동 47.33±9.37 45.02±9.22 2.795***

성문제 50.50±9.79 49.13±8.55 1.640

정서불안정 44.79±7.95 42.91±7.73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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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정서행동문제 평균 비교(유의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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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지역별 정서-행동문제 유의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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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성성성별별별 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평평평균균균비비비교교교

사회성능력척도에서 사회성은 남자는 54.63±9.90, 여자는  53.35±9.61

로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수행은 남자 52.60±7.97, 여자 

51.18±7.51로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5) 총 사

회능력은 남자는 55.23±9.43, 여자는 53.38±9.20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p<0.05).   
문제행동척도에서는 위축은 남자는 48.82±9.81, 여자는 45.88±25.21로 

남자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신체증상은 남자가 46.75±6.97, 여자가 47.79±7.53, 우울/불안은 남자

가 46.04±8.98, 여자에서는 45.94±8.91, 사회적미성숙은 남자가 

46.14±8.89, 여자가 46.72±8.95, 사고의 문제는 남자는 48.42±7.98 여자

는 49.40±8.00, 주의집중문제는 남자는 45.40±8.96 여자는 46.32±8.47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행에서 남자는 45.71±7.46, 여자는48.20±7.16으로 여자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p<0.01) 공격성은 남자는 46.35±9.62, 여자는 46.44±9.39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내재화는 남자는 45.98±8.84, 여자는 46.50±9.34, 외현화는 남자는 

45.93±9.58, 여자는 46.44±9.4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총 문제행동은 남자는 45.46±9.14, 여자는 46.37±9.54, 성문제는 남자

는 49.70±9.05, 여자는 49.60±9.08, 정서불안정은 남자는 43.17±7.91 

여자는 44.13±7.79로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성별 정서-행동문제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척도는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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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총 사회능력, 비행 이였으며 이 척도 중에서 학업수행과 총 사회능

력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 성향 아동으로 비행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

제 성향 아동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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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별 정서-행동문제 평균 비교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남남남 (N=280)       (N=280)       (N=280)       (N=280)       여여여 (N=255)(N=255)(N=255)(N=255)

t t t t 값값값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

사회성 54.63±9.90 53.35±9.61 1.518

학업수행 52.60±7.97 51.18±7.51 2.126**

총 사회능력 55.23±9.43 53.38±9.20 2.286**

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

척도척도척도척도

위축  48.82±9.81  45.88±25.21 1.743

신체증상 46.75±6.97 47.79±7.53 -1.656

우울/불안 46.04±8.98 45.94±8.91 0.122

사회적 미성숙 46.14±8.89 46.72±8.95 -0.754

사고의 문제 48.42±7.98 49.40±8.00 -1.426

주의집중 문제 45.40±8.96 46.32±8.47 -1.214

비행 45.71±7.46 48.20±7.16 -3.924***

공격성 46.35±9.62 46.44±9.39 -0.104

내재화 45.98±8.84 46.50±9.34 -0.656

외현화 45.93±9.58 46.44±9.45 -0.624

총문제행동 45.46±9.14 46.37±9.54 -1.128

성문제 49.70±9.05 49.60±9.08 0.123

정서불안정 43.17±7.91 44.13±7.7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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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부부부 학학학력력력별별별 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평평평균균균 비비비교교교
사회성능력척도에서 사회성은 대졸이상은 54.83±9.65, 고졸이하는  

52.99±9.86로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학업수행은 대졸이상 53.07±7.60, 고졸이하는 50.46±7.78로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1) 총 사회능력은 대졸이상은  

55.51±9.22, 고졸이하는 52.87±9.33로 대졸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p<0.01).   
문제행동척도에서 위축은 대졸이상은 46.31±18.13, 고졸이하는 

48.84±19.64로 고졸이하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신체증상은 대졸이상은 47.21±7.25, 고졸이하는 47.30±7.28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우울/불안은 대졸이상은 45.55±8.78, 고졸이하는  

46.55±9.12로 고졸이하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미성숙은 대졸이상은 46.25±8.97, 고졸이하는  46.63±8.85로 

학력간 차이가 없었으며 사고의 문제는 대졸이상이  49.16±8.40 고졸이

하는 48.54±7.4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의집중문제는 대졸이상은 44.90±8.18 고졸이하는 47.03±9.28로 고

졸이하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1) 비행에서 대졸이상은

46.15±7.16, 고졸이하는 47.86±7.64으로 고졸이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공격성은 대졸이상에서 45.63±8.92, 고졸이하는 47.36±10.14로 고졸이

하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내재화는 대졸이상은 45.72±8.91, 고졸

이하는 46.88±9.26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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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현화는 대졸이상은 45.27±9.02, 고졸이하는 47.31±10.01로 고졸이하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총 문제행동은 대졸이상은 45.34±9.30, 고

졸이하는 46.59±9.6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문제는 대졸이상은 49.77±9.11, 고졸이하는 49.50±9.01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정서불안정은 대졸이상은 43.17±7.58 고졸이하는  

44.24±8.18로 학력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부 학력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척

도는 사회성,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외현화

이였으며 이 척도 중에서 사회성,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 척도는 낮은 점

수 일수록 문제 성향 아동으로 나머지 척도는 높은 점수일수록 문제 성향 

아동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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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평균 비교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대대대졸졸졸이이이상상상 (N=300)  (N=300)  (N=300)  (N=300)  고고고졸졸졸이이이하하하 (N=235)(N=235)(N=235)(N=235)

t t t t 값값값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

사회성 54.83±9.65 52.99±9.86 2.171**

학업수행 53.07±7.60 50.46±7.78 3.897***

총 사회능력 55.51±9.22 52.87±9.33 3.271***

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

척도척도척도척도

위축  46.31±18.13 48.84±19.64 -1.545

신체증상 47.21±7.25 47.30±7.28 -0.144

우울/불안 45.55±8.78 46.55±9.12 -1.280

사회적 미성숙 46.25±8.97 46.63±8.85 -0.489

사고의 문제 49.16±8.40 48.54±7.45 0.889

주의집중 문제 44.90±8.18 47.03±9.28 -2.812***

비행 46.15±7.16 47.86±7.64 -2.645***

공격성 45.63±8.92  47.36±10.14 -2.057**

내재화 45.72±8.91 46.88±9.26 -1.465

외현화 45.27±9.02  47.31±10.01 -2.476**

총문제행동 45.34±9.30 46.59±9.69 -1.537

성문제 49.77±9.11 49.50±9.01 0.345

정서불안정 43.14±7.58 44.24±8.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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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부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부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부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유의한 척도유의한 척도유의한 척도유의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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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부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유의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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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모모모 학학학력력력별별별 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평평평균균균 비비비교교교

사회성능력척도에서 사회성은 대졸이상은 55.14±9.57, 고졸이하는  

53.05±9.87로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학업수행은 대졸이상 53.88±7.53, 고졸이하는 50.23±7.60로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총 사회능력에서도 대졸이상

은  56.15±9.37, 고졸이하는 52.78±9.07로 대졸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1).   
문제행동척도에서    위축은 대졸이상은 45.78±17.33, 고졸이하는 

48.85±19.18로 고졸이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신

체증상은 대졸이상은 47.15±7.15, 고졸이하는 47.33±7.36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우울/불안은 대졸이상은 45.77±8.67, 고졸이하는  46.18±9.17로 고졸

이하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적 미성숙은 대졸이상은 

46.27±8.71, 고졸이하는 46.54±9.0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고의 문제는 대졸이상이 49.22±8.75 고졸이하는 48.60±7.28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주의집중문제는 대졸이상은 44.97±8.41 고졸이하는 

46.59±8.96로 고졸이하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비행에서 대졸이상은 46.10±7.38, 고졸이하는 47.60±7.39으로 고졸이하에

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공격성은 대졸이상에서 45.53±8.88, 고졸이

하는 47.14±9.97로 고졸이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내재화는 대졸이상은 45.84±8.86 고졸이하는  46.56±9.26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외현화는 대졸이상은 45.18±8.98, 고졸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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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9.89로 고졸이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총 문제행동은 대졸이상은 45.36±8.82, 고졸이하는 46.36±9.75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문제는 대졸이상은 49.77±8.47, 고졸이하는 

49.81±9.5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불안정도 대졸이상은 43.17±7.63 고졸이하는 44.03±8.04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모 학력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척

도는 사회성,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외현화

이였으며 이 척도 중 사회성,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척도는 낮은 점수일수

록 문제 성향 아동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척도는 높은 점수일수록 문제 성

향 아동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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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 학력별 정서-행동문제의 평균 비교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대대대졸졸졸이이이상상상 (N=249)(N=249)(N=249)(N=249)고고고졸졸졸이이이하하하 (N=286)(N=286)(N=286)(N=286)

t t t t 값값값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능력척도

사회성 55.14±9.57 53.05±9.87 2.475**

학업수행 53.88±7.53 50.23±7.60 5.560***

총 사회능력 56.15±9.37 52.78±9.07 4.224***

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문제행동

척도척도척도척도
위축  45.78±17.33 48.85±19.18 -1.888*

신체증상 47.15±7.15 47.33±7.36 -0.292

우울/불안 45.77±8.67 46.18±9.17 -0.530

사회적 미성숙 46.27±8.71 46.54±9.09 -0.348

사고의 문제 49.22±8.75 48.60±7.28 0.888

주의집중 문제 44.97±8.41 46.59±8.96 -2.155**

비행 46.10±7.38 47.60±7.39 -2.346**

공격성 45.53±8.88 47.14±9.97 -1.968**

내재화 45.84±8.86 46.56±9.26 -0.915

외현화 45.18±8.98 47.03±9.89 -2.254**

총문제행동 45.36±8.82 46.36±9.75 -1.236

성문제 49.47±8.47 49.81±9.55 -0.430

정서불안정 43.16±7.63 44.03±8.04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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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모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모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모 학력별 정서행동문제 비교((((유의한 척도유의한 척도유의한 척도유의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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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경경경제제제수수수준준준별별별 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 평평평균균균 비비비교교교

사회성능력척도에서 사회성은 상위계층에서 56.78±10.18, 중간계층(중)  

54.35±9.40, 중간계층(하) 53.27±9.60, 하위계층 51.04±10.96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학업수행은 상위계층에서 55.52±8.41, 중간계층(중) 52.58±7.23, 중간

계층(하) 50.46±7.72, 하위계층 48.13±7.72로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1). 
  총 사회능력은 상위계층에서 58.35±10.05, 중간계층(중) 54.85±8.51, 

중간계층(하) 53.12±9.58, 하위계층 50.30±10.39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문제행동척도에서 위축은 상위계층 45.57±17.75, 중간계층(중) 

46.10±18.20, 중간계층(하) 49.84±18.92, 하위계층 50.36±22.4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증상은 상위계층 47.05±7.60, 중간계층(중) 46.40±6.40, 중간계층

(하) 48.45±7.79, 하위계층 48.89±9.04로 하위계층, 중간계층(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우울/불안은 하위계층 48.30±8.21, 중간계층(하) 47.72±10.32, 상위계

층 45.13±7.73, 중간계층(중) 44.91±8.40,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사회적 미성숙은 하위계층은 48.36±8.45, 중간계층(하) 48.24±10.1, 중

간계층(중) 45.55±8.19, 상위계층에서 44.65±8.74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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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문제에서 상위계층에서 50.12±9.97, 중간계층(중) 48.41±7.22, 

중간계층(하) 48.95±8.37, 하위계층은 49.89±8.47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의집중문제는 상위계층에서 43.57±8.47, 중간계층(중) 44.56±7.92, 

중간계층(하) 48.28±9.19, 하위계층은 48.92±9.92로 하위계층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p<0.01).
  비행은 상위계층 45.63±7.02, 중간계층(중) 46.24±6.78, 중간계층

(하)47.77±7.91, 하위계층 49.64±8.98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공격성은 하위계층 51.25±9.9, 중간계층(하) 48.75±9.79, 중간계층(중) 

45.11±8.86, 상위계층에서 42.80±8.74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내재화는 하위계층 48.85±10.06, 중간계층(하) 48.28±9.52, 중간계층

(중) 45.01±8.41, 상위계층에서 45.00±9.06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

다(p<0.01).
  외현화는 하위계층은  51.15±9.52, 중간계층(하) 48.45±9.70, 중간계층

(중) 44.88±8.95, 상위계층에서 42.68±9.03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총 문제행동은 하위계층은 50.06±9.42, 중간계층(하) 48.06±9.56, 중간

계층(중) 44.48±8.81, 상위계층에서 43.95±9.31순으로 하위계층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p<0.01).
성문제는 상류에서  50.48±9.99 중간계층(중) 49.54±8.98 중간계층(하) 

49.95±9.24, 하위계층 48.51±7.94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서불안정은 하위계층은 45.92±9.26, 중간계층(하) 45.32±7.88, 중간

계층(중) 42.87±.46, 상위계층에서 41.32±7.27순으로 하위계층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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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았다(p<0.01).
  즉, 경제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척

도는 사회성,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 정서 불안정으

로 이 척도 중 사회성,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 척도는 낮은 점수일수록 문

제 성향 아동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변수는 높은 점수일수록 문제성향 아동

으로 평가된다.



- 47 -

표 7. 경제수준별 정서-행동문제의 평균 비교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상위계층상위계층상위계층상위계층

(N=54)(N=54)(N=54)(N=54)

중간계층중간계층중간계층중간계층((((중중중중))))

    (N=233)(N=233)(N=233)(N=233)

중간계층중간계층중간계층중간계층((((하하하하))))

(N=114)(N=114)(N=114)(N=114)

하위계층하위계층하위계층하위계층

(N=42)(N=42)(N=42)(N=42)
FFFF값값값값

평균±표준편차

사사사사

회회회회

적적적적

능능능능

력력력력

사회성 56.78±10.18 54.35±9.40 53.27±9.60 51.04±10.96 3.676**

학업수행 55.52±8.41 52.58±7.23 50.46±7.79 48.13±7.72 11.382***

총사회

능력
58.35±10.05 54.85±8.51 53.12±9.58 50.30±10.39 8.363***

문문문문

제제제제

행행행행

동동동동

위축  45.57±17.75 46.10±18.20 49.84±18.92 50.36±22.41 1.854

신체증상 47.05±7.60 46.40±6.40 48.45±7.79 48.89±9.04 3.512**

우울/불안 45.13±7.73 44.91±8.40 47.72±10.32 48.30±8.21 4.565***

사회적

미성숙
44.65±8.74 45.55±8.19 48.24±10.18 48.36±8.45 4.522***

사고의

 문제
50.12±9.97 48.41±7.22 48.95±8.37 49.89±8.47 1.084

주의집중

 문제
43.57±8.47 44.56±7.92 48.28±9.19 48.92±9.92 9.597***

비행 45.63±7.02 46.24±6.78 47.77±7.91 49.64±8.98 4.462***

공격성 42.80±8.74 45.11±8.86 48.75±9.79 51.25±9.96 12.806***

내재화 45.00±9.06 45.01±8.41 48.28±9.52 48.85±10.06 6.034***

외현화 42.68±9.03 44.88±8.95 48.45±9.70 51.15±9.52 12.690***

총문제

행동
43.95±9.31 44.48±8.81 48.06±9.56 50.06±9.42 9.429***

성문제 50.48±9.99 49.54±8.98 49.95±9.24 48.51±7.94 0.511

정서

불안정
41.32±7.27 42.87±7.46 45.32±7.88 45.92±9.26 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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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경제수준별  정서-행동문제 유의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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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AAADDDHHHDDD 성성성향향향과과과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부모 ADHD 검사결과를 종속변수로,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적으로 G구에 비해 J구가 0.11만큼 ADHD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A초등과 G초등에 비해 B초등 0.66,D초등 1.79,E초등 0.11,

F초등 0.47만큼 ADHD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고 C초등이 3.69배로 ADHD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1.5배 만큼 ADHD 성향이 낮았으며 이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연령별로는 6세 이하에 비해 7세 이상이 0.08배 만큼 ADHD 성향이 낮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거가족으로 부모모두 비동거하는 아동에 비해 동거하는 아동이

ADHD 성향이 3.86배 높게,아버지만 비 동거 아동에 비해 동거아동은
0.009배 높게,어머니만 비 동거 아동에 비해 동거아동은 3.19배 낮게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그 외 가족에 비해 대가족이 1.05배 ADHD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하가 0.49

배로 높게,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하가 1.06배 높게
ADHD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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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경제수준별로 상위계층에 비해 중간계층(중)은 0.66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중간계층(하)에서는 2.67배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5)하위계층은 4.23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즉,ADHD 성향은 학교별로는 A초등과 G초등에
비해 C초등이 3.69배로 높았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1.5배 낮았고 경제수
준이 상위계층에 비해 중간계층(중)은 0.66배,중간계층(하)은 2.67배,하위
계층은 4.23배 ADHD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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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ADHD성향과 관련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113

                  J구  0.10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0.66 -0.660

                   C 2.33 3.697**

                   D -1.64 -1.790

                   E -0.10 -0.116

                   F -0.40 -0.477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1.509**

                   여자 -2.54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081

                7세이상 -0.13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             비동거 기준군
3.860

                   동거 1.16

부               비동거 기준군
0.009

                   동거 0.03

모               비동거 기준군
-3.190

                   동거 -1.34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1.059

                 대가족 1.40

부학력부학력부학력부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496

               고졸이하 0.60

모학력모학력모학력모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1.06

               고졸이하 1.33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위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0.67 0.666

            중간계층(하) 2.31 2.671**

                  하위계층 2.98 4.238***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1076

FFFF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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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정정정서서서---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와와와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가가가...총총총 사사사회회회능능능력력력과과과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총 사회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부모 ADHD 검

사결과를 종속변수로,지역적,인구사회학적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으로 G구에 비해 J구가 0.03배 만큼 총 사회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A초등과 G초등에 비해 B초등 0.70배 높았으며,C초등 1.13

배 낮게,D초등 0.35배 낮게,E초등 0.32배로 낮게,F초등 1.06배 만큼 총
사회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가 2.02배 만큼 총 사회능력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연령별로는 6세 이하에 비해 7세 이상이 0.40배 총 사회능력이 낮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거가족으로 부모모두 비동거하는 아동에 비해 동거하는 아동이 총 사

회능력이 0.78배 높게,아버지만 비 동거 아동에 비해 동거아동은 0.94배
낮게,어머니만 비 동거 아동에 비해 동거아동은 0.39배 총 사회능력이 낮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그 외 가족에 비해 대가족이 1.87배 총 사회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하가 0.84

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이하가 0.03배 총사회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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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05)
경제수준별로 상위계층에 비해 중간계층(중)은 2.08배 총 사회능력이 낮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5)중간계층(하)에서는 2.53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p<0.01)하위계층은 3.78배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1).즉,총사회적 능력은 성별로는 남자
에 비해 여자가 2.02배 만큼 총 낮았다.
즉,총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수는 성별과 모 학력,경제적 수준 변수이

다.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총 사회능력이 높았으며 모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이하의 어머니의 학력을 가진 아동이 총 사회적 높은 것
으로 해석되며 경제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총 사회능력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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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총 사회능력과  관련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03

             J구  0.04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0.96 0.70

                   C -2.51 -1.13

                   D -0.50 -0.35

                   E -0.50 -0.32

                   F    -1.63 -1.06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2.02**

                   여자 -1.61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40

                7세이상     -0.34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0.78

          동거           3.46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94

            동거 -3.64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39

                   동거 -1.29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1.87

                 대가족 -1.92

부학력부학력부학력부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84

                고졸이하   -0.21

모학력모학력모학력모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03**

                고졸이하  -2.27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위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3.38 -2.08**

            중간계층(하) -4.51 -2.53***

                  하위계층 -7.33 -3.78***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07

FFFF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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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총총총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과과과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총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문제행동을 종속변

수로 지역적,인구사회학적특성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지역적으로 G구에 비해 J구가 0.44배 만큼 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A초등과 G초등에 비해 B초등은 0.39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C초등 2.52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5),D초등 2.81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1),E초등 0.07배 낮게,F초등 0.62배 만큼 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1.32배 만큼 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연령별로는 6세 이하에 비해 7세 이상이
0.80배 총 문제행동이 낮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거가족으로 부모모두 비동거하는 아동에 비해 동거하는 아동이 총 문

제행동이 1.44배 높게,아버지만 비 동거 아동에 비해 동거아동은 0.72배
낮게,어머니만 비 동거 아동에 비해 동거아동은 0.58배 총 문제행동이 낮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그 외 가족에 비해 대가족이 0.42배 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하가 0.97

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이하가 0.08배 총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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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총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교변수와 경제적 변수로 A초등과
G초등에 비해 C초등이 2.52배 높았으며 D초등은 2.81배 낮게 나타났고 경
제수준은 상위계층에 비해 중간계층(하)이 3.19배 높았으며 하위계층이
3.88배 높아 경제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총 문제행동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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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총 문제행동과  관련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44

            J구  0.64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0.53 0.39

                   C 5.50 2.52**

                   D -3.96 -2.81***

                   E -0.11 -0.07

                   F     0.94 0.62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1.32

                   여자 1.04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80

                7세이상   0.67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1.44

          동거           6.31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72

            동거 -2.76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58

                   동거 -1.91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42

                 대가족 0.42

부학력부학력부학력부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97

                고졸이하   1.10

모학력모학력모학력모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08

                고졸이하  -0.08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위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0.98 0.74

           중간계층(하) 4.92 3.19***

              하위계층 7.40 3.88***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1032

FFFF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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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6년도 초등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

으로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인 지원하에 서울시에 소
재하는 2개구 7개 초등학교 1학년생 535명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ADHD)선별검사의 1차 선별자료를 사용하였다.ADHD 1차 선별검
사에 사용되는 설문자료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ADHD 설문지와 학부모를
대상한 ADHD 설문지,정서-행동문제(K-CBCL)평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선별검사 자료 중 교사용 ADHD 설문자료는 사용하

지 않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ADHD 설문자료와 K-CBCL자료만 사용하
였다.이렇게 사용한 1차 선별검사 자료는 연구자료로써 몇 가지 제약사항
이 있었다.

첫째,ADHD 선별검사의 1차 선별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ADHD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변수가 없었으며 특히,부모의
병리적인 요인이나 형제간의 ADHD 유무와 성향 등 ADHD 아동을 선별
하는 중요한 요인이 누락되어 본 결과로 ADHD성향을 설명하기에 부족함
이 있다.

둘째,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성향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는 담임교사의 ADHD 검사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대부분 교사가
ADHD 설문에 응하지 않아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향후연구에
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ADHD 설문자료를 확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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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초등학교 1학년은 ADHD선별 검사에 가장 적절한 연령으로 고려
되고 있어 본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기는 하나 2개구 전체 1학
년생이 아닌 학교의 동의가 있는 일부분의 학교만 참여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선정을 하지 못했으며,연구의 특성상 정상과 문제행동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대상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수가 너무 작아서 연구결과의 문제행
동 요소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일반화시키기에 문제가 있다.앞으로 이러
한 ADHD 선별검사는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아동의 정신건강 지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부모
등)의 정서적인 상태,아동의 형제에 대한 변수 등 가족 내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어머니의 정서적인 요인과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빠져있
어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중요한 결정요인인 경제적 수준의 변
수이나 설문조사에서 소득변수의 항목이 정확하지 않았고 가구원수와 소득
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저소득 계층에서의 아동의 문
제행동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향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가족의 소득,재
산 등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가 가지는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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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2006년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의 정서-
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성향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로
초등학교 1학년생의 정서-행동 문제파악과 ADHD 성향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 연구를 시도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녀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를 부모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선별사업은 매우 어려
운 상황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와 ADHD 성향에 관련된
위험요인을 분석했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기존 논문이 이미 진단을 받은 ADHD 아동에 대한 치료나 주 양
육자의 정신병리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일반아동에 대
한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아동
의 정신건강증진과 학교정신보건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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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ADHD)성향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적인 접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2개구 7개 초등학교 1학
년생 535명이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지역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DHD 성향의 평균 비교에서

G구가 J구보다 ADHD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학교별로는
C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본 연구결과는 대구지역
초등학교 어린이의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경향에 대한 선별검사(1999)
에서 나타난 학교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이러
한 차이는 ADHD 성향에 다른 요인(낮은 경제적 수준)이 개입되어 지역
별,학교별로 평균의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ADHD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ADHD의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정신학회(1995)에서
발표한 ADHD 아동의 남녀비율이 4:1에서 9:1이라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는 것이며 국내연구에서도 ADHD 성향에 남녀 성차가 있다(강현해,2005)
는 연구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ADHD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임경희 등,
2004)와 일치하였다.
동거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에 비해 대가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가

족구조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확대가족의 아동은 핵가족의
아동보다 문제행동을 덜 보였음을(황혜정,2003)밝히고 있는 연구결과와 상
반된 결과이며 또한,민성길(1997)의 연구에서는 외조모와 동거하는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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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이 많음을 보고하고 있어 가족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최근,가족형태의 많은 변화로 가
족 내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연구에서 가족구
조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학력수준에서 고졸이하가 대졸이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Barkley(1990)의 ADHD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
의 낮은 교육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일반적으
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력과 경제
적 수준과는 양의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ADHD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Melvin(1977)의
연구에서 ADHD 아동의 원인,심각도,결과에 순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요인 중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있으며 Biederman(1995)이 ADHD 와 관련된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지역별,성별,부모학력별,경제수준별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파

악한 결과,,,지역별 사회적능력 척도에서 학업수행에서 G구 보다 J구가 통
계학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양대학교 정
신건강연구소(2003)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연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사회적 능력에는 지역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문제행동척도에서는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2003)의 연구조사에서는

남아에서는 주의집중,사고의문제가 있음을 여아에서는 위축,신체증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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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문제,정서불안정을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아에서만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비행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진희 & 유희정,1999;하영
희,2003;WeiszJRetal,1987)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 한국문화가 여아들에게 도덕적이고 엄격한 절제를 요구하는 한국

문화에서 최근,우리나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여
아의 교육방법이 많이 달라져 있으므로 향후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서
행동문제의 유형에 대한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부의 학력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는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능력과 문제행동이 많으며 모의 학력도 부 학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능력과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수준별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는 문제행동척도에서 위축,사고의 문

제,성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수준이 상류에서 하위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Rutter(1975)가 제시하고 있는 가족환경 내 6가지 위험요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결과이며 Brooks-Gunn &
Duncan(1997)가 아동을 정신병리로 발전시키는 위험요소로 지적하고 있는
만성적인 가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셋째,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과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었던 변수는 학교와 성별,경제적 수
준 이였다.Melvin(1977)이 ADHD 유발요인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된다.즉,경제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 64 -

ADHD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정서-행동문제

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
었던 변수는 총 사회능력에서는 성별,모 학력,경제적 수준 이였고 총 문
제행동과 연관이 있는 변수는 학교와 경제적 수준 이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서-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낮은 경제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매슬로우(Maslow)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고 욕
구의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생리적 욕구,안전에 욕구,애정(사회적)욕구,
존경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족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및 안전에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경제수준이 높은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
동에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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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책책책제제제언언언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음의 정책 제안

을 하고자 한다.
먼저,ADHD 성향과 정서-행동문제에 가장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수준으로 저소득 계층아동의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현재,저소득층 아동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복지관등에서 방과 후 교

실이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학습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피아노,미술 등을 하고는 있어나 한 선생님
이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고 있어 방과 후 시간 떼 우는데 만
활용되고 있다.이렇게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취약아동의 정신건강
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상담과 정신건강증진프
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지역정신보건센타와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타에서 학교와 부모의

동의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선
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초등학교 1학년생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

회교육시스템에 접하게 되어 가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학교에서
발견되므로 초등학교 입학 후 학생들은 기초체력검사 등 학생들의 학습지
도나 학교생활지도를 위해 다양하게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검사
안에 반드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초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 전 국가기본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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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이와 같이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
것처럼 정신적인 건강에도 반드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서-행동문제에서 성별로 살펴보면 여아에서만 학업수행,총 사회능력,

비행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흥미로운 결과 이다.최근,우리나라
자녀에 대한 문화가 달라져 여아에 대한 양육방법이 과거와는 달라져 있고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한 여아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
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부모의 양육태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온정적으
로 지각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초등학교 학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
가는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자원 연계
를 통해 부모가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아동은 과거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정서-행동적인 문제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이러한 사회
적인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지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 달리 결혼에 대한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단일민족으로 구성되
어 있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에서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 있다.결혼이민자에서 출산된 아동은 제도권으로 포함되었
다 하더라도 우리아동과 함께 공교육을 받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혼혈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고려한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에 대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67 -

ⅥⅥⅥ...결결결 론론론

학령기 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학령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정서-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성향에 대
한 사회적인 접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6년 서울시 소재
2개구 7개 초등학교 1학년생 53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지역적,인구사회적학특성에 따른 ADHD 성향을 t-test와 ANOVA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 G구가 학교별로는 C초등학교에서 성별은 남자가
ADHD 성향이 높았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
록 ADHD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별로 정서-행동문제를 t-test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G구에

서 학업수행,신체증상,우울/불안,주의집중문제,공격성,내재화,외현화,
총 문제행동에서 문제성향이 높았으며 성별에서는 여아에서 학업수행,총
사회능력,비행에서 문제성향이 있다.또한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성,
학업수행,총 사회능력과 주의집중 문제,비행,공격성,외현화에서 문제성
향이 있으며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성,학업수행,총 사회능력,위축,
주의집중 문제,비행,공격성,외현화에 문제성향이 있다.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사회성,학업수행,총 사회능력,신체증상,우울/불안,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비행,공격성,내재화,외현화,총 문제행동,정서불안정에 문
제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학교,경제적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행동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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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총 사회능력에서는 성별,모 학
력,경제적 수준,총 문제행동에서는 학교와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이 중 총 사회능력에 모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총 사회능력과 총 문제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적수준로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정서-

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중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머니와의 관계와
정서적인 측면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취학 후 아동은 학교에서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가 발견되므로 교

사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고려된 연구도 필요하며 ADHD에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유전적인 요인과 경제수준변수가 좀 더 자세하게 고려된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지나친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아동은 어릴 때부터 학습에 대한 과

중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컴퓨터 게임,가상세계와의 놀이,관계형
성의 부족 등으로 지금의 우리 아동은 과거의 아동보다 많이 다른 양상의
정서적인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유사 정신질환을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는 그 질병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되어지므로 아동을 둘러싼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만이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정신건강은 모든 신체건강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아동 정신건강은 미래의 국가의 주역이 될 대상으로 좀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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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유도와 이에 대

해 적극적인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에서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이런 아동의 정서-행동문
제와 ADHD성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향후연구에서는 결혼이
민자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연구가 시
행되어야 하며 이미 ADHD의 원인으로 알려진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변
수와 구체적인 소득항목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이러한 저소득 계층아동을 대상
으로 한 정신건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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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111...
표 1.사회성과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18

            J구  0.29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1.22 0.84

                   C -2.69 -1.14

                   D -0.26 -0.17

                   E -1.02 -0.60

                   F     -2.26 -1.38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1.36

                   여자 -1.15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82

                7세이상     -0.74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0.50

          동거           2.37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73

            동거 -2.99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13

                   동거 0.45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2.22

                 대가족 -2.42

부학력부학력부학력부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58

                고졸이하   -0.69

모학력모학력모학력모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1.02

                고졸이하  -1.19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2.67 -1.88

            중간계층(하) -3.51 -2.11**

                   하위계층 -5.77 -2.80***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0473

FFFF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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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학업수행과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19

            J구  0.23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0.41

                   B 0.47

                   C -0.34 -0.19

                   D -1.02 -0.87

                   E 1.45 1.11

                   F 0.16 0.13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1.82

                   여자 -1.19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03

                7세이상     0.02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1.13

          동거           4.11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90

            동거 -2.86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1.69

                   동거 -4.63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60

                 대가족 0.511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74

                고졸이하   0.68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2.86***

                고졸이하  -2.57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2.23 -2.03**

            중간계층(하) -3.36 -2.61***

                   하위계층 -5.65 -3.55***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1018

FFFF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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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우울/불안과 관련된 요인 분석(다중회귀분석)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78

            J구  -1.10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0.86

                   B -1.14

                   C 3.01 1.48

                   D -2.59 -1.89*

                   E -0.19 -0.13

                   F -0.43 -0.29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0.06

                   여자 0.04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36

                7세이상     0.75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2.23**

          동거           -.52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12

            동거 -5.72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80

                   동거 -2.57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82

                 대가족 0.80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52

                고졸이하   0.55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83

                고졸이하  -0.87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0.11 -0.09

            중간계층(하) 2.73 1.82

                   하위계층 3.69 1.98**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0714

FFFF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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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사회적미성숙 관련된 요인 분석(다중회귀분석)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10

            J구  0.14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1.46 -1.10

                   C 4.96 2.31**

                   D -1.81 -1.32

                   E -1.87 -1.23

                   F  -1.31 -0.89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0.42

                   여자 -0.61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57

                7세이상     -0.46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1.21
          동거           5.17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72

            동거 -2.69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59

                   동거 -1.89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45

                 대가족 0.44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75

                고졸이하   -0.81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71

                고졸이하  -0.74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0.81 0.64

            중간계층(하) 3.70 2.45**

                   하위계층 4.60 2.46**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0599

FFFF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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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사고적 문제와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1.63

            J구  -2.09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0.63 -0.53

                   C 5.35 2.80***

                   D 0.82 0.66

                   E 3.83 2.79***

                   F 2.45 1.84*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1.82*

                   여자 1.25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60

                7세이상     0.44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0.83

          동거           3.20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78

            동거 -2.61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00

                   동거 -0.00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1.19

                 대가족 1.05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13

                고졸이하   -0.12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23

                고졸이하  -0.22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1.25 -1.08

            중간계층(하) -0.24 -0.18

                   하위계층 0.66 0.40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0575

FFFF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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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주의집중문제와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34

            J구  -0.46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0.82 -0.65

                   C 3.73 1.83*

                   D -3.06 -2.32**

                   E 0.57 0.39

                   F    -0.78 -0.55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1.33

                   여자 0.98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0.31

                7세이상     -0.24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1.71*
          동거           6.99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51

            동거 -1.81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95

                   동거 -2.93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42

                 대가족 -0.40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90

                고졸이하   0.93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02

                고졸이하  -0.02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0.88 0.72

            중간계층(하) 4.44 3.07***

                   하위계층 5.48 3.07***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1014

FFFF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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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비행과과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2.37

            J구  2.77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0.69 0.63

                   C 4.64 2.66***

                   D -3.60 0.001***

                   E -2.06 -1.65*

                   F  -3.02 -2.49**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3.78***

                   여자 2.38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1.40

                7세이상     0.95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0.50

          동거           -1.73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36

            동거 1.09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45

                   동거 1.17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27

                 대가족 -0.21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39

                고졸이하   0.34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38

                고졸이하  0.32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0.08 0.08

            중간계층(하) 1.07 0.87

                   하위계층 2.95 1.93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0882

FFFF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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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공격성과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1.06

            J구  1.56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1.53 1.11

                   C 6.13 2.78***

                   D -4.02 -2.83***

                   E -0.12 -0.08

                   F    -0.23 -0.16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0.12

                   여자 0.09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1.37

                7세이상     6.08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0.38

          동거           -1.46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38

            동거 -1.46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1.03

                   동거 -3.42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46

                 대가족 0.46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10

                고졸이하   -0.11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15

                고졸이하  0.16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2.55 1.91*

            중간계층(하) 6.48 4.15***

                   하위계층 9.54 4.94***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1152

FFFF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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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외현화와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1.53

            J구  2.26

학교학교학교학교                    A 기준군

                   B 1.90 1.38

                   C 6.52 2.95***

                   D -4.28 -3.00***

                   E -0.91 -0.58

                   F  -1.03 -0.67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0.56

                   여자 0.45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1.20

                7세이상     1.03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0.75

          동거           3.34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05

            동거 -0.19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0.68

                   동거 -2.27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36

                 대가족 0.37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05

                고졸이하   0.05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15

                고졸이하  0.16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2.22 1.66*

            중간계층(하) 5.83 3.72***

                   하위계층 8.92 4.60***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1093

FFFF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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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정서불안정과  관련된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N=535)(N=535)(N=535)(N=535)        

*p<0.1,**p<0.05,***p<0.01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값값값값

지역지역지역지역            G구 기준군
0.30

            J구  0.37

학교  학교  학교  학교  

            

                   A 기준군

                   B 0.92 0.79

                   C 3.70 1.99***

                   D -2.12 -1.76*

                   E -0.88 -0.66

                   F 0.07 0.06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기준군
1.50

                   여자 1.01

연령연령연령연령                 6세이하 기준군
1.09

                7세이상     0.79

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동거가족 부모부모부모부모                 비동거 기준군
1.80

          동거           6.74

부                   부                   부                   부                   비동거 기준군
-0.91

            동거 -2.98

모모모모                   비동거 기준군
-1.26

                   동거 -3.56

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가족형태            핵가족, 그외   기준군
0.06

                 대가족 0.04

부 부 부 부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18

                고졸이하   0.07

모 모 모 모 학력학력학력학력                 대졸이상 기준군
-0.44

                고졸이하  -0.40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상류계층 기준군

             중간계층(중) 1.54 1.36

            중간계층(하) 4.02 3.04***

                   하위계층 4.95 3.03***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0.0697

FFFF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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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



주주주의의의력력력결결결핍핍핍 과과과잉잉잉행행행동동동문문문제제제(((AAADDDHHHDDD)))설설설문문문지지지

어린이 성명
본 설문지는 자녀의 주의력과잉행동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알아보는 것으로 합니다.자녀가 지난 1주일 동안 보
인 행동을 가장 잘 기술한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요

전혀
그렇치 않다
(매우 드물다)

약간 혹은
가끔
그렇다

상당히
혹은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학교 수업이나 일,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주의집중을 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 0 1 2 3

2.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거나 몸을 꿈틀
거린다. 0 1 2 3

3.과제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수업시간이나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닌다. 0 1 2 3

5.다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데도 잘 귀 귀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0 1 2 3

6.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0 1 2 3

7.지시에 따라서 학업이나 집안일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
마치지 못한다. 0 1 2 3

8.조용히 하는 놀이나 오락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9.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10.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거나’마치 ‘모터가 달려서 움직이는
것처럼’행동한다. 0 1 2 3

11.공부나 숙제 등,지속적으로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나
활동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하기를 꺼린다. 0 1 2 3

12.말을 너무 많이 한다. 0 1 2 3

13.과제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장난감,숙제,연필등)
을 잃어버린다. 0 1 2 3

14.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0 1 2 3

15.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 진다. 0 1 2 3

16.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0 1 2 3

17.일상적이니 활동을 잊어 버린다(예:숙제를 잊어버리거나 도
시락을 두고 학교에 간다) 0 1 2 3

18.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0 1 2 3



아아아동동동 문문문제제제 행행행동동동 평평평가가가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본 설문지는 아동 행동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부모님이 관찰한 바를 측정하는 것으로 아동의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선별하는 것입니다.아동의 사회능력과 행동문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모님들께 개별적으로 알려드
릴 예정이오니,아동에 대한 정보 기입을 부탁 드립니다.

아동성명 : 부모님 성명 : 연령 : 세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 주소

● 가족사항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다음의 기록 중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V표 해 주십시오.
1.아동의 조부 □ 2.아동의 조모 □ 3.아동의 외조부 □
4.아동의 외조부 □ 5.아동의 부 □ 6.아동의 모 □
● 그 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 주십시오(형제는 제외)

●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 )에 적으십시오.
1.아버지 학력( ) 2.어머니 학력( )
① 대졸이상 ② 고졸 ③ 중졸 ④ 초졸 ⑤ 무학

3.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경제수준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가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① 상류 ② 중류 중에 상 ③ 중류 중에 중 ④ 중류 중에 하 ⑤ 하류

4.친구가 대략 몇 명 정도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4-1일주일에 대략 몇 회 정도 친구들과 어울립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3명 ① 1회 이하 ② 1～2회 ③ 3회 이상

5.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의 비교해 볼 때
1.형제자매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2.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3.부모와의 관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4.혼자서 놀거나 공부하는 정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6.학업성적
1.국어 ① 아주못함 ② 보통이하 ③ 보통 ④ 보통이상
2.수학 ① 아주못함 ② 보통이하 ③ 보통 ④ 보통이상
3.사회 ① 아주못함 ② 보통이하 ③ 보통 ④ 보통이상
4.과학 ① 아주못함 ② 보통이하 ③ 보통 ④ 보통이상

7.현재 특수 학습에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휴학을 했다면 이유는 □ 부상이나 신체질병 □ 학업 부진 □ 적응문제



● 다음은 아동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
개월에 자기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 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 해 주십시오.가끔 그런 일이 있었
거나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0에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0 1 2

1.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31.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 한다. 0 1 2

2.알레르기가 있다. 0 1 2 32.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0 1 2
3.말다툼을 자주 한다. 0 1 2 33.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하다. 0 1 2

4.천식이 있다 0 1 2 34.남들이 자기를 해치려한다고 생각
한다. 0 1 2

5.(남자인 경우)여자처럼 행동한다.
(여자인 경우)남자처럼 행동한다. 0 1 2 35.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

다고 생각한다. 0 1 2
6.대변을 아무데서나 본다 0 1 2 36.잘 다치거나 사고를 잘 낸다. 0 1 2
7.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0 1 2 37.자주 싸운다. 0 1 2
8.집중력이 없고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
이지 못한다. 0 1 2 38.놀림을 많이 받는다. 0 1 2

9.강박사고 :계속 같은 생각들이 되풀이 되
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못한다 0 1 2 39.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10.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0 1 2 40.환청 :헛소리를 듣는다. 0 1 2

11.너무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매달
리는 경향이 있다. 0 1 2 41.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 0 1 2

12.외롭다고 불평한다. 0 1 2 42.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13.정신이 헷갈리거나 혼미할 때가 있다 0 1 2 43.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0 1 2
14.잘 운다 0 1 2 44.손톱을 깨문다. 0 1 2
15.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0 1 2 45.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0 1 2
16.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 0 1 2

46.불안으로 인해 몸을 갑작스럽게 움
직이거나 움찔거린다(눈 깜박임,안
면 실룩거림 포함).

0 1 2

17.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
곤 한다. 0 1 2 47.밤에 무서운 꿈을 꾼다. 0 1 2

18.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0 1 2 48.다른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0 1 2
19.자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0 1 2 49.변비가 되거나 변을 못 본다. 0 1 2
20.자기 물건을 부순다. 0 1 2 50.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0 1 2
21.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51.어지러워 한다. 0 1 2
22.집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0 1 2 52.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23.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53.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0 1 2
24.잘 먹지 않는 편이다. 0 1 2 54.매우 피곤해 한다. 0 1 2
25.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0 1 2 55.체중이 너무 나간다. 0 1 2
26.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

각한다. 0 1 2 56.의학적을 밝혀진 원인 없이 나타나
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0 1 2

27.샘을 잘 낸다. 0 1 2 1)몸이 쑤시고 아프다. 0 1 2
2)두통 0 1 2

28.먹어서는 안 될 것(흙,종이 등)을 먹거나
마신다. 0 1 2 3)메스꺼움 0 1 2

4)눈의 이상 0 1 2
29.어떤 동물이나 상항,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0 1 2 5)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0 1 2

6)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30.학교에 가는 것을 겁낸다. 0 1 2 7)구토 0 1 2
8)기타 (구체적 내용 ) 0 1 2



57.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87.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58.코를 후비거나 피부 또는 신체의 다른 부
위를 뜯는다. 0 1 2 88.자주 뿌루뚱해 진다. 0 1 2

59.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논다. 0 1 2 89.의심이 많다. 0 1 2
60.지나치게 자신의 성기을 가지고 논다. 0 1 2 90.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61.학교 공부가 시원치 않다. 0 1 2 91.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 : ) 0 1 2

62.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0 1 2 92.잠자면서 걸어 다니거나 이야기 한다 0 1 2
63.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애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93.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64.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94.남을 잘 놀린다. 0 1 2

65.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95.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0 1 2

66.강박행동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되
풀이 한다.(구체적 내용: ) 0 1 2 96.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0 1 2

67.가출한다. 0 1 2 97.남을 위협한다. 0 1 2
68.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98.손가락을 빤다. 0 1 2
69.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높지
않는다. 0 1 2 99.청결,정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

경을 쓴다. 0 1 2
70.헛것을 본다.(구체적 내용: ) 0 1 2 100.수면에 문제가 있다. 0 1 2
71.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0 1 2 101.학교를 빼먹는다 :무단결석 0 1 2

72.불을 지른다. 0 1 2 102.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
이 없다. 0 1 2

73.성문제(구체적 내용 : ) 0 1 2 103.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0 1 2

74.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0 1 2 104.유난히 소란스럽다. 0 1 2
75.수중어 한다. 0 1 2 105.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다. 0 1 2
76.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적게 잔다. 0 1 2 106.기물이나 시설을 부순다. 0 1 2

77.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많이 잔다. 0 1 2 107.낮에 오줌을 자리에 싼다 0 1 2

78.대변을 가지고 뭉개거나 장난친다. 0 1 2 108.밤에 오줌을 자리에 싼다. 0 1 2
79.발음이나 언어의 문제 0 1 2 109.징징 우는 소리를 한다. 0 1 2

80.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0 1 2 110.(남자인 경우)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0 1 2

81.집 안에 도벽이 있다. 0 1 2 111.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고 한다. 0 1 2

82.잡 밖에서 도벽이 있다. 0 1 2 112.걱정이 많다. 0 1 2

83.필요 없는 물건을 모아 둔다.
(구체적인 내용 : ) 0 1 2

113.위에 적힌 문제 외에 댁의 자녀가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아래에 적
어 주시기 바랍니다. 0 1 2

84.비정상적인 이상한 행동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 : ). 0 1 2

● 위와 같은 문제들로 하여 전문가
(상담소 혹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가본
일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0 1 2

● 없으시다면,전문가에게 보일 필요
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0 1 2

85.비정상적인 이상한 생각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 : ). 0 1 2

● 앞으로 전문가에게 갈 예정이십니까?
□ 예 □ 아니오 0 1 2

86.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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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계층 9(4) 51(15)
2

중간계층(중) 88(43) 197(59)
3

중간계층(하) 69(34) 68(20)
4

하위계층 37(18) 16(5)



학교별 현황(N=535)

학교별 경제수준 현황

0

10

20

30

40

50

60

A B C D E F G

경제수준

학 생 수

상위계층

중간계층(중)

중간계층(하)

하위계층

구구구분분분 AAA
명명명(((%%%)))

BBB
명명명(((%%%)))

CCC
명명명(((%%%)))

DDD
명명명(((%%%)))

EEE
명명명(((%%%)))

FFF
명명명(((%%%)))

GGG
명명명(((%%%)))

계 77 104 22 92 73 88 79

1
(상위계층) 5(6) 4(4) 0 4(4) 17(23) 25(28) 5(6)

2
중간계층(중) 33(43) 45(43) 10(45) 46(50) 51(70) 57(65) 43(54)

3
중간계층(하) 26(34) 34(33) 9(41) 32(35) 3(4) 6(7) 27(34)

4
하위계층 13(17) 21(20) 3(14) 10(11) 2(3) 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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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rrraaadddeee---sssccchhhoooooollleeerrrsss...

ChungYoung-Ju,
Dept.ofHealthpolicyandManagement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WooJinChung,Ph.D.)

The aim ofthis research is to putouta basic data ofsocial
Approach by analyzing thecause related to ADHD propensity and
emotionand behaviorproblemsthat frequentlyoccurringamongthe
school-agedchildrenlately.
We used the firstdata ofADHD sorting inspection which was

conducted underthe technicalsupportofSeoulchildren adolescent
mentalhealthcenter.Thesubjectof535,thefirstgrade-schoolerswere
selectedfrom 7gradeschoolsintwodistrictsofSeoul,throughwhowe
inspectedregionaltraitsandtheireneraltraitswithatechnicalanalysis,
and compared the difference ofpropensity according to a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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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sociological trait with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accordingtotheirtrait,andmultiple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
tofindoutthecausewhichhasinfluenceon ADHD propensityand
emotionandbehaviorproblems.
TheresultsofmultipleregressionanalysisintoADHD propensityand

relatedfactorshowedthatonwhichaschool,sex,economiclevelhave
statisticallysignificantinfluences.ThedifferencesofADHD propensity
with a regional,population sociologicaltraitshowed the higherin
ADHD propensityagainstG districtinregions,Cgradeschool,menin
sex,andthelowerleveloftheirparents'educationalbackgroundand
economicstandard.
The results of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to an emotion and

behaviorproblemsandtherelatedfactorshowedthatonwhichgender,
thesubjects'mother'seducationalbackground,economicstandardhave
influencesin totalsocialcompetence,and schoolsand economiclevel
have influences in behavior problems.The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thataccompaniedbyeachsubject'straitsshowedthehigherin
troublesomepropensityagainstG districtinregion,womeningender,
and thelowerlevelofthesubjects'parental educationalbackground
andeconomicstandard.
The low economic standard indicated as risk factors in ADHD
propensityand motion and behaviorproblemsisverysuggestivein
considerationofpresentstateofdeepeningthegapwideningin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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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ellasinwealthtoday
Throughthisresearch,wesoughtthefactorsthatimpactuponthe

ADHD propensity and emotion and behaviorproblems thatlately
raising asa socialconcern in connection with children adolescent
mentalhealth.Mentalhealthisthemostimportantpartinformingthe
basisofphysicalhealth and itshould betreated seriously asthe
childrenareleadingpartofthenationinthefuture.
Lately, with the change of matrimonial values and culture,

intermarriagesarerapidly increasing and from which facta serious
socialproblem is expected with a maladjustment to schools and
communityofmixed blood children.Butwehaven'tputoutin this
research any resultsaboutthe ADHD propensity and emotion and
behaviorproblemsofsuchchildrenbyreasonoflackofrightdataofit.
Inhereafterresearch,itrequirestoconsideravariousemotionaspects

forthese children born by intermarriages,and to study,with the
consideration,about variablesofgeneticfactorsandadetailedearnings
itemswhichispresentlyknownasan ADHD‘sfactor.Inaddition,for
the low economic standard is indicated as the major factor that
impactingonADHDpropensityandemotionandbehaviorproblems,a
continualresearchand nation'spoliticalinterventionaboutthemental
healthforsuchchildrenoflow incomebracketarerequired.

key words : emotionandbehaviorproblems,ADHD propensity,totalsocial
competence,totalbehavior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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