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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ADHD 학생의 학습 흥미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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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ADHD 학생의 학습흥미를 분석하고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적 중재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흥
미검사와 ADHD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학
교 ADHD 학생은 창의적 학습과 사회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며, 사고력학습과 수학교과
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강점영역인 창의적 학습과 사
회교과에 대한 학교에서의 중재방법과 약점영역인 사고력 학습과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방법
을 제시하였으며, 강점영역과 관련된 창의적 학습에 대한 학교적응의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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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학교에 부적응 양태를 가지는 것은 학습에 부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장차의 직업세계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학교에 부
적응하는 학생에 대한 학습흥미는 학교적응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학습흥미에 따라 교과의 선호도가 선택되며 전환기에 진로발달의 방향을 형성하기 때문이
다(임경희, 조붕환, 2002).
학교에서의 학습흥미는 학생의 직업흥미와 더불어 진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연, 2004; 이희영, 2003).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하는 유형 중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유형의 학습흥미에 대한 기초자료는 학교적응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연장
선에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학교 부적응에 기인한
장애이면서 점차로 출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한 학습흥미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한다.
학령기에 가지게 되는 교과흥미 및 학습흥미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학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ADHD 학생의 학습흥미에 대한 탐색은 학교적응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행예방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은 ADHD의 3대 증상으로 이로 인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
교생활, 또래관계 및 가정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된다. ADHD 학생이 겪게 되는 어려
움들은 학생의 모든 적응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DHD 학생은 흔히 학
업성취수준이 낮다(Fornese & Kavale, 2003).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ADHD와 학습
장애는 약 80%정도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에 만성적인 학습부진을 겪는다(DuPaul & Stoner,
2003; Cantwell & Baker, 1991). 특히 ADHD는 학습장애와 공존장애로 Barkley(1990)는 ADHD
학생의 19-26%가 학습상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DuPaul 와 Stoner(2003)는 ADHD
와 학습장애의 출현율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최소 7%-최고 92%의 출현율을 제시하였
다.
또한 ADHD 학생의 약 30-50% 정도가 적대적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를 동반하고 약 25%
에서 불안장애, 25-30 %에서 우울장애, 이외에도 학습장애, 틱장애 등을 흔히 동반한다(조인
휘, 2007). 다양한 공존장애들은 ADHD 학생의 일상생활 적응을 더 어렵게 하며, 중재나 교
육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ADHD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책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ADHD 학생에 대한 지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약점영역과
강점영역이 그것이다. ADHD 학생의 약점영역은 3대 증상에 대한 것이다. 바로 주의력 결
핍, 과잉행동, 충동성에 대한 것으로 정신과를 비롯한 학교 상황에서 이러한 측면의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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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런데, 강점영역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여 ADHD를 지닌 학생의 학습흥미를 알
고 있어야 이에 적절한 지도방안을 세울 수 있으며 강점영역 중심의 교육이 학생의 실제적
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류숙희, 박춘성, 변선희, 2006).
학교에서 적절하게 교육된다면 ADHD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한 공존장애들을 막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간자원을 계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이다. ADHD와 함께 나타나는 공존장애들은 품행장애, 반항장애등의 심각한 학교부적응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ADHD 학생들의 학습흥미 분석과 교육과의 관련성 탐색은 학생 개인뿐
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교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ADHD 학생의 학습흥미와 이에 따른 교육과의 관련
성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학생의 학습흥미는 비 ADHD 학생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둘째, ADHD 학생의 학습흥미 특성에 비추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ADHD의 이해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일컫는 말이
다. ADHD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발
간하는 DSM-Ⅲ(APA, 1980)가 출간되면서 과잉행동, 침착하지 못함, 충동성, 공격성, 산만함,
짧은 주의집중 시간의 6가지 행동패턴이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라는 세가지 행동패턴으
로 범주화 되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DSM(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이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으로 정신 의학과 임상 쪽에서는 필수적
인 참고 서적이다. DSM-Ⅲ에서는 ADHD 출현율을 3%로 보았으나 출현율에 대한 의견은
연구마다 매우 다르다.
DSM 평가편람에 의하면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진단되는 정신과적 장애로서 지속적인 주
의력 산만, 과잉활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ADHD 아동은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학업성
취도 저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된다.
DSM의 진단기준은 Ⅵ판까지 출간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Ⅳ판이 가장 많이 소개되었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SM-Ⅳ(APA, 1994)에서 소개하는 ADHD 진단 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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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또는 과잉행동이 부적응적이고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될 때, 이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으며, ADHD 증상으로 인한 장애가 2개 이상의 장면에 존재하고 증상이 광범
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
른 정신장애(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성장애, 또는 인격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을
때, ADHD로 진단된다.
부주의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며,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
의를 집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
하지 못한다. 또한,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또는 숙제 같은)에 참여하
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하며, 활동하거나 숙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예: 장난감, 학습
과제, 연필, 책, 또 는 도구)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지며,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과잉행동과 관련해서는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지락 거리
며,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며,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
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고,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고, 지나치게 수
다스럽게 말을 한다.
충동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이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과잉행동-충동 또는 부주의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었고, 증상으
로 인한 장해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예: 학교 [또는 작업장], 가정에
서). 이와 함께,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가 초래된다는 특징
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대도시 초등학교 6학년을 표집 하였는데, 단일학교 6개 학급이었다. 6학년 전체 학생인 217
명에게 학습흥미검사를 실시하고, 담임교사들에게 단축형 Conners 교사용 평정척도(Abbreviated
Conners Teacher Rating Scale: ACTRS: 이하 ACTRS) 평정을 의뢰하였다. ACTRS는 ADHD를 평
가하는 도구로 학생의 특성을 모두 파악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6학년 2학기 12월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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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습흥미검사는 임경희, 조붕환(2002)이 제작한 것으로, 10월에 실
시하였다.
2. 표집
본 연구의 표집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
로 학습흥미 검사와 ADHD 평정검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은 다
음과 같다.

<표 1> 본 연구의 표집
학년

학생(학습흥미검사)

담임교사(ACTRS)

6

217(183)

6(195)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흥미검사는 한국가이던스에서 발간한 학습흥미검사(임경희, 조붕
환, 2002)와 ACTRS였다.
학습흥미검사는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인지양식별 학습흥미와 교과별 학습흥미로 나누어
분석하는 특징이 있다. 인지양식별 학습흥미는 학생이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이나 사물을
지각하고 정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인지와 학습 양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
로 학습상황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양식을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
는가를 알려준다. 교과별 학습흥미는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
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학습흥미는 적성 및 학습성취와 다소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므로 학습흥미의 탐색은 학생의 교육지도 및 상담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의 진로발달
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갖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유형별 흥미를 창의형, 사고형, 탐구형, 활동형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고, 교과별
학습흥미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한다.
학습유형별 흥미는 하위요인별로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별 학습흥미는 하위
요인별로 각 12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ACTRS(단축형 Conners 교사용 평정척도)는 ADHD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
로, ADHD를 판별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만점이 30점인 척도로서, 연구와 학교상황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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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집의 ADHD 판정결과
빈도

퍼센트

ADHD 아님

151

77.4

ADHD

44

22.6

전체

195

100.0

(Cordes & McLaughlin, 2004). 오경자, 이혜련(1989) 연구결과에 의하면 ACTRS 점수가 17점 이
상의 경우 ADHD로 진단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7점 이상을 ADHD로 분류
하였다.
이상의 판별기준에 의해 학생들의 ADHD 성향을 판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표집의 ADHD 출현율은 22.6%로 다소 높게 제시되었지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외국
의 출현율 조사결과가 3-20 %로 나타났으며, 많게는 50%의 출현율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
다(DuPaul & Stoner, 2003; Barkeley, 1990). 때문에 평균 출현율에 비해 많은 비율이지만, 연
구대상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Ⅵ.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ADHD 학생의 학습흥미는 비 ADHD 학생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가 ?
ADHD 학생과 비 ADHD 학생의 학습흥미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평균과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습흥미검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별 학습흥미, 학습유
형별 학습흥미의 순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과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평균 차이별로 제시하면 수학>국어>영어>미술>과학>실
과․사회>음악>체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평균차이가 제일 큰 것은 수학이었는데, 수
학을 제외하고는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유형별로는 사고형>탐구형>활동형>창의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고형 학습일 경우
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형 학습의 경우 ADHD 학생의 흥미가 비
ADHD 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ADHD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창의적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Cramond, 1994). 즉, ADHD 성향의
학생들이 창의성 측면에서 비 ADHD 학생에 비하여 창의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학습흥미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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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DHD 학생과 비 ADHD 학생의 학습흥미결과 비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창의형

사고형

탐구형

활동형

ADHD판정결과

사례수

평균

ADHD 아님

140

48.69

ADHD

39

46.08

ADHD 아님

140

46.90

ADHD

39

41.87

ADHD 아님

140

47.64

ADHD

39

49.08

ADHD 아님

140

46.73

ADHD

39

45.26

ADHD 아님

140

50.04

ADHD

39

50.38

ADHD 아님

140

49.31

ADHD

39

47.97

ADHD 아님

140

48.63

ADHD

39

46.62

ADHD 아님

140

50.25

ADHD

39

48.82

ADHD 아님

140

49.69

ADHD

39

47.18

ADHD 아님

140

50.67

ADHD

39

51.49

ADHD 아님

140

51.04

ADHD

39

46.54

ADHD 아님

140

48.01

ADHD

39

45.67

ADHD 아님

140

50.09

ADHD

39

48.85

평균차이

표준편차

t값

유의도

2.61

12.165

1.217

.225

5.03

11.109

2.623

.009

-1.43

10.899

-.710

.478

1.47

11.478

.717

.475

-.34

11.876

-.160

.873

1.33

10.737

.711

.478

2.01

10.538

1.108

.269

1.43

10.444

.758

.450

2.51

10.546

1.334

.184

-.82

12.866

-.354

.724

4.50

11.752

2.092

.038

2.35

10.018

1.287

.200

1.24

9.532

.728

.468

교과와 관련된 ADHD 학생들의 학습흥미는 비 ADHD 학생에 비하여 수학을 제외하고
학습흥미에 차이가 없는데, 이는 수학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교과는 다
른 교과에 비하여 체계화, 계열화되었으며, 나선형 교육과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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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관련하여 누적된 학습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체육교과의 특성상 ADHD의 특성인 과활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가 없는 학생과의 선호도 차이가 없
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학습선호도와 관련하여 사고형 학습의 경우 ADHD 학생들은 선호하지 않는데 비하여 비
ADHD 학생들은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학생이 사고형 학습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핵심능력파악이 부족하거나 사고체계가 산만하고 단순한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 이해와 비판적 분석적 학습을 기피함을 의미한다. 이는 ADHD 핵심증상중 하나인
주의결핍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의결핍과 관련하여 ADHD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고형 학습의 특성인 학습
상황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생각하고 고민하는 양식을 선호하여 사용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활동형 학습에 관해서는 ADHD 학생과 비
ADHD 학생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핵심증상중 하나인 과활동
성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실제 학습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교과 선호도와 학습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ADHD의 핵심
증상은 주의결핍, 과활동성, 충동성의 3가지 증상 중에서 주의결핍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ADHD 학생을 위한 학습에 관한 교육과 중재 계획에는 주의결핍에 대한 고려가 핵심
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2: ADHD 학생의 학습흥미에 비추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ADHD 학생들의 학습문제는 학교적응에 대한 준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ADHD 학생에 대한 학습흥미에 근거하여 강점영역은 강화
해주고, 약점 영역은 보완해 주는 방향의 교육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권장되고 있
다.
일반적인 문제해결전략에 의거해서 ADHD 학생들의 강점영역과 약점영역에 대해 접근하
는 문제해결 전략을 도출할 때 <연구문제 1>에서 얻은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ADHD 학생들의 학습흥미는 창의적이며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창의적이라는 특징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많은 문제를 해
결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래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ADHD 학생들이 창의적인 특성을 가졌음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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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2005; Shaw, 1992; Cramond, 1994). 따라서 학생이 지닌 창의적인 특성이 드러날 수 있
는 학습들이 구안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정된 틀을
의식적으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환경과 창작 예술, 연극, 발명 활동의 경
험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다.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ADHD 학생의 특성에 비추어 박물관, 유적
지, 시장견학 등의 현장학습을 통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겠다.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
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ADHD 학생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강점에 대한 접근과 함께 약점에 대한 접근으로 사고형 학습, 수학과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고형 학습을 위해서는 학교환경을 산만하지 않게 조정하고 집중해야할 과제의 매력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틀을 만들어주고, 산만함을 줄
여주는 방법들과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으려는 노력 보상하는 방법, 교구 이용하기, 자기조
절 가르치기, 규칙 만들기 등의 방법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안동현, 김세실, 한은선, 2004;
Nadean & Dixon, 2005; Everrett & Everett, 1999).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틀(구조 structure)을 만들어주고 산만함(distraction)을 줄여준다
자극 줄여주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커튼을 달거나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준다. 캐비닛이
나 가리개가 달린 선반을 사용하여 잡다한 물건들이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한다. 책상은 잘
정리하고 너저분한 물건이 없도록 하며, 과제나 놀이가 끝나면 사용된 물건을 즉시 치운다.
소리에 너무 민감한 학생들은 귀마개나 솜을 귀에 끼우도록 한다.
효과적인 집중이 가능해지면 점차적으로 이런 틀을 줄여 나간다.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특히 권장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두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사려 깊은 과제 부여
처음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과제를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덜 좋아하
는 것을 하도록 계획을 짠다. 이때, 한번에 너무 많은 과제를 주지 않으며 과제나 숙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한다. 처음에는 짧고 구체적인 과제를 끝내는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과제를 마치거나 휴식의 끝에 대한 신호로서 알람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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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작과 끝 시간,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스스로 기
록하도록 해보는 것이 좋다.
(2) 효과적인 전략들
지시를 할 때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지시는 명령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학생의 주의집중
을 위해 좋다.
학생이 교사를 보고 있는가를 항상 관찰하면서 지시를 내린다. 지시를 하면서 학생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말도 같이 해준다. 흥미나 동기가 없으면 주의력은 떨어진다. 이때 교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학생이 대화를 통해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명심한다.
학생의 일상생활을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짜주는 것도 효과적이
다. 학생이 특정한 행동에 대가 혹은 결과가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친다.
①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상해준다.
주의지속 시간은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면 점차 늘어난다. 학생들의 주의력에 교사가 주
의집중을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끔은 학생이 집중을 하는 것 보다는 산만한 행동을 할 때 교사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
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산만한 행동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교사가 보이는 것이 좋다.
스티커를 보상으로 준다면, 학생이 과제물을 바라볼 때 한 개, 과제를 행동에 옮기면 세
개, 과제를 끝마치면 다섯 개 식으로 보상을 점차 늘려 나간다.
② 교구 이용하기
그림에서 빠진 부분 찾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문장에서 틀린 말 찾기, 서너 장의 그림
카드로 이야기 순서 만들기 등의 방법으로 ADHD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주의할 수 있도록
교구를 적절히 활용한다.
③ 자기조절 가르치기
“일단 멈추고, 쳐다보고, 듣는다”라는 생각을 심어준다.
“스스로에게 말하기” 훈련을 시킨다. “남들이 그만 두라고 해도 나는 하던 일을 계속 해
야 된다”. 근육이완법, 복식 호흡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긴장을 푸는 것이 얼마나 주의집중에 도움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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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칙 만들기
하루 생활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런 규칙은 매일 일관되
게 지속되어야 한다. 규칙을 정함에 있어 말로만 정하는 것 보다는 글로 써놓고 교사와 학
생이 같이 서명을 하거나 칠판에 써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과계획표를 작성하는 것도 요령이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일을 마친 경우에 학
생 자신이 스스로 표시를 하도록 해준다.
⑤ 수학과 교육방법
수학교과에서의 낮은 학습흥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ADHD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한다. 각 단계마다 해결한 문제에 대하여 결과
를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ADHD 학생의 도전감과 성취감을 갖게 할 수 있다. 풀이 과
정 등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면 사고과정을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적절한 도움을 주게 한다. 수학교과에서의 출발점 수준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수학 BASA(김
동일, 2007)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ADHD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흥미를 살펴보고, 실제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선별하고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중요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선호도에 있어 ADHD 학생들의 학습흥미는 비 ADHD 학생들과 비교하여 수
학을 제외하고 학습흥미 간에 차이가 없다.
둘째, 학습방법 선호도에 있어 ADHD 학생들은 비 ADHD 학생들과 비교하여 사고형 학
습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다.
셋째, ADHD 학생과 비 ADHD 학생 간에 차이는 수학과 사고형 학습에 있다.
넷째, ADHD 학생을 위한 학교에서의 교육 방법은 강점영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약점
영역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다섯째, ADHD 학생을 위한 학교에서의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ADHD 학생들이 창의적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 깊
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칫 ADHD라는 낙인의 효과 때문에 학생을 약점 중심으로 볼
수 있으므로 ADHD 학생의 학습흥미상의 강점을 찾은 것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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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라 할 수 있다.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 있는 유무형의 산출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다. 국내의 창의성의
연구는 10여년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심리학적 개념에 비해 창의성 연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이정규(2004)는 “창의성에 관한 연구가 교육학, 심리학의 다른 연구 분야들에 비해 비
교적 짧은 연구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선결되어야 할 창의성의 연구 주제가 많이 있
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창의성연구의 본질 연구, 일반학생이나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
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측정도구의 개발을 비롯한 창의성의 다양한 분야
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ADHD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
구는 매우 미진하다.
본 연구에서 ADHD 학생들의 창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
사점은 ADHD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측정도구가 개발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학생들의 창의성의 중요 요소인 확산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기 위
한 지금까지의 brain-storming기법, SYNETICS, 6색깔 모자기법, PMI기법 등을 ADHD 학생들
의 심리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게 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창의성 계발프로그램
을 ADHD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은 체계적으로 계발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또한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일반학생들과 ADHD 학생들의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
도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학생과 동일한 시간과 검사도구의 제공은 ADHD 학생들의 창의성
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강점과 함께 약점영역에서의 접근을 병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ADHD 학생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을 초등학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일반화 할 수 없
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에서의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둘째, 표집이 초등학생이라는 특성상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ADHD 관련 기법뿐만 아
니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사용가능한 방법들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활용 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발견인 창의적인 특성과 수학을 제외하고 교과 간에 학습흥
미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재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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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interest and intervention
in the elementary students with ADHD

Choonsung Park

Jeongkyu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lementary students of ADHD
and basic data collected for vocational education. The subject were 217 students and theirs teacher.
ACTRS(Abbreviated Conners Teacher Rating Scale: ACTRS) were used for assess of ADHD. Teachers
were asked to rate each item on the ACTRS using 4-point Likert scales. Students were asked to rate
each item on the learning interest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ADHD
learning interest were higher creative studying and social study material than non-ADHD students.
Second, the methods for ADHD in the elementary school were presented. In conclusion, in order to
grade up vocational intervention for ADHD, it is asked for to pay attention to the creativity.

Key words : ADHD, learning interest,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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