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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mothers’ recognition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upport in mothers of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4, 2009 to July 23, 2010. The participants were 141 mothers of children diagnosed with ADHD and 
who lived in D cit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17.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variable (mothers’ recognition,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upport) to predict parental 
stress, data were analyzed using canonical correlation with SAS 9.1 TS. Results: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professional and teachers’ roles of the 3 sub-domains of mothers’ recognition were the most outstanding variables in predict-
ing parenting stress. Parental distress/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of parenting stress was the most outstanding vari-
able in predicting both mothers’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Spouse cooperation in family support was the most outstand-
ing variable in predicting parenting stres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strengthening parents’ recognition of ADHD 
and supporting interventions are important for reducing parenting stress. Professional and teachers’ roles, parental distress/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and spouse cooper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structur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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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주증상으로 하는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는 7세 이전에 발병하여 만성경과를 보이며, 여러 영역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아동기의 가장 흔한 행동장애 중 하나로 8-12%

의 높은 유병률을 가지며(Biederman et al., 2005), 발생빈도 역시 대

부분의 국가에서 해마다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Barkley, 2000). 

ADHD 아동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

성의 핵심증상 이외에 이차적인 사회적 부적응 및 정서적 어려움

들이 수반되어, 학령기 때 ADHD에 대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청소

년 ADHD나 비행, 또는 성인 ADHD나 반사회적 행위로까지 진행

되며 지속된다(Seo & Park, 2010).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ADHD에 대한 지식이나 질병특

성, 치료 및 양육방법 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나타낸다(Harrison & Sofronoff, 2002; Jang 

& Yang, 2005)고 하였다. 즉, ADHD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한 낮은 인식이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로 매개되어(Tre-

acy, Tripp, & Baird, 2005), ADHD 아동의 부모들이 과도한 통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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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아동의 ADHD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Harrison & Sofronoff, 2002). 가족 간의 비효

율적 의사소통, 부정적 양육태도나 혼동된 가족역할과 같은 가정

환경은 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Anastopoulos, Temple, & Shaffer, 2004)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ADHD의 특성과 가정환경을 고려한 중재 프로

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ADHD 아동의 간호는 전적으로 부

모, 특히 아동의 주간호제공자인 어머니에게 일임되고 있다. 

ADHD 아동의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은 부모의 양육기능에 부

정적 영향을 끼쳐(Treacy et al., 2005), ADHD 아동과 가장 오랜 시

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의 부모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많고 양육에 

대해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간호제공자

인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Pe-

ters, Calam, & Harrington, 2005) 아동의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은 

부모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Kim, 2005). 더구나 ADHD 아동의 특성 자체가 가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Choi, Kim, Cho, Hong, & Oh, 2002), 남편과의 

불화가 있거나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그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

될 수 있다(Johnston & Mash, 2001).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과 상태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되므로(Seipp & Johnston, 2005), 남편의 양육참여와 

지지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가족 기능에 특히 중요하다(Gregory, 

2007; Kim & Lee, 2005).

진단받은 ADHD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접근 제한성 때문에 다수

의 연구자들이 ADHD 성향이 있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Lee & Kim, 2010; Shin & Kim 2010)를 하고 있어 진단받은 ADHD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진단을 받

은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정도의 차이, 양육스트레스와 인식

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ADHD로 진단받은 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구

체적인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에서 부모의 양

육스트레스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DHD 아동

과 부모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ADHD로 진단

을 받은 아동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가족지지 간

의 상대적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도, 양육스트레스 정도 및 어머니에 대한 가족의 지지정도

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 아동 어머니의 ADHD에 대한 

인식 정도, 양육스트레스 정도, 가족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ADHD 아동 어머니의 ADHD에 대한 인식 정도, 양육스

트레스와 가족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ADHD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 중 양육스트레

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가족지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ADHD로 진단받은 아동 어머니의 ADHD에 대한 인

식정도,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의 지지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D시 소재 2개 대학병원, 1개 정신전문병원 및 1개 준종합병원에 

내원 중인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 목

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 표본수 산출공식(Shin & Yim, 2009)에 따

라 유의수준값 .05, 표본오차 0.1로 설정을 하였고, 사전조사를 통

하여 얻은 가족기능지수(Family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Family APGAR])의 표준편차값 0.57을 이용해 

표본수는 최소한 127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설문지 회수의 탈

락률(drop rate) 15%와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탈락률 15%를 감

안하여 최소한 176명 이상으로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배부된 설문

지 180부 중 회수율 86.7%의 156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7부, 어머니 외 기록

자 8부를 제외한 총 141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산출공식:     n =

여기서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zα/2: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정규분포곡선에서 100(α/2)%에 

해당하는 지점의 값

σ : 표준편차

ε : 표본오차

연구 도구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ADHD 원인, 증상 및 치료에 대

한 인지정도, 부모의 역할 및 교사와 전문가 역할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 (2005)이 교

사용으로 작성한 45문항을 Kim (2008)이 부모용으로 수정 보완

한 42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전조사를 통해 구해진 인지정

도 21문항의 신뢰도가 0.39로 낮아 여러 번의 통계분석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5문항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신뢰도

ε2

z2
α/2 . 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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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64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6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역할은 ADHD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이며, 교사와 전문가 역할은 ADHD 아동 양육이나 교육에 대

한 어머니의 요구에 교사나 전문가의 관심이나 상호협조적 관계 

구축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의 신뢰도는 .56과 .75였다. Likert 

평정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잘 다루지 못하고 적응

이 힘들 때,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부담을 느낄 때, 양육과정에

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정서로 힘겨울 때 생기는 것(Han & Hyun, 

2008)으로, 본 연구에서는 Abidin (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사용하였다. PSI-SF는 부모-자녀 체

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3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었으나, Shin (1997)이 중복된 문항을 삭제하고 부정문의 

일부를 긍정문으로 수정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평정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Shin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

에서도 Cronbach’s α= .85였다. 하위영역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각각의 신

뢰도는 .87과 .66이었다.

가족 지지

가족 지지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

정적인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족에 의한 지지(Dubow & 

Ullman, 1989)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협력과 가족기능지수 

척도를 이용해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92였다. 

남편 협력

남편의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Abidin (1990)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하위척도인 16문항의 Teamwork를 Shin 

(1997)이 번안, 수정하여 총 13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

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다. 총점

이 높을수록 남편이 부모로서 잘 도와준다고 부인이 지각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Shin 

(1997)의 연구에서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

Smilkstein (1982)이 개발한 가족기능지수 질문지로 이 도구는 

가족원들이 가족의 일반적 기능 다섯 가지, 즉 적응(adaptation), 

협력(partnership), 성장(growth), 애정(affection), 융화(resolve)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거의 그렇다’ 2점 척도로 구성되어 0에서 10점의 범위를 가진다. 

총 점수가 7-10점이면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4-6점은 중등도 기

능으로, 0-3점이면 문제가 있는 가족기능으로 본다. 도구의 신뢰도

는 Smilkstein (198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D시에 소재한 해당 병원 병원윤리위원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였

으며 신원노출이 안 되고 위험이 없는 경우는 IRB 면제라는 통보

를 받고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2

월 17일까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소아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ADHD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무기명

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스스로 동의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2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2개 대학병원, 1개 

전문병원과 1개 준종합병원에 내원 중인 ADHD로 진단받은 아동

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최종 141명에게 자료를 받았으며, 수집 방법

은 사전조사와 동일하다. 탈락한 대상자는 어머니 이외의 기록자

로 할머니, 큰어머니나 아버지인 경우이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일

괄적으로 3,000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

스와 가족지지는 t-test와 one-way ANOVA로 구하였다. 일원분산

분석 후의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

하였다.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과 두 개 이상의 종속변인의 값을 

동시에 분석하여 각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기 위해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하부요인 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한 정준상관관계는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에 대해서만 알아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DHD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41명 중 남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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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11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출생순위는 첫째(56.8%, 79

명)가 많았다. 아동의 발달단계는 학령기 아동(69.5%, 98명)이 대부

분이었으며, 진단 후 경과기간은 1-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54.2%, 

65명). 학급의 형태는 91.7% (121명)가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었으

며, 형제자매 중에 ADHD 아동이 있는 경우가 7.4% (10명)였다. 

ADHD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이는 40대가 49.7% (70

명), 30대가 47.5% (67명)였으며, 대부분이 가정주부(82명)였다. 최

종학력은 고졸자가 47.5% (66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와 

불교가 각각 37.4% (52명)였다. 친족 중에 ADHD 성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3.0% (18명)였으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 경우

가 63.0% (87명)로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ADHD에 대한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지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ADHD에 

대한 인식점수는 아동의 발달단계(F=3.92, p= .022), ADHD 진단 

후 경과기간(F=2.75, p= .046), 학급형태(t= -2.17, p= .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령기 ADHD 자녀를 둔 경우와 자녀

가 일반학급에 다니는 경우에 인식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진단 

후 경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인식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DHD 진단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인 경우가 3년 이상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F=4.79, p= .003), 

ADHD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t=2.04, p= .043), 어머니의 나이

가 50대 이상인 경우(F=3.77, p= .025),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

람이 없는 경우(t= -3.12, p= .002)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다른 ADHD 자녀가 없는 경우(t=  

-3.76, p= .001)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졸인 경우(F=6.32, 

p< .001)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ADHD에 대한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지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지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의 인식은 최소 86점에서 최대 

156점의 범위로 평균 131.45±11.65점, 하부요인별로는 인지정도

는 45.92±5.57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39.70±3.84점, 교사 및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45.84±5.22점이었다. 양육스트레

스는 최소 29점에서 최대 79점의 범위로 평균 56.05±10.25점, 하

부요인별로는 아동특성관련 스트레스는 28.60±7.19점, 어머니자

신/아동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는 27.45±4.71점으로 나타

났다. 가족지지는 최소 13점에서 최대 71점의 범위로 평균 48.67±

11.97점, 하부요인별로는 남편협력이 43.03±9.57점, 가족기능지수

는 6.29±2.88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ADHD에 대한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지와의 

상관관계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지와의 상

관관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스트레스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r= .201, p< .05)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인식과 가족지지 간에는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지지 간에는 약

한 음의 상관관계(r= -.310, p< .01)가 나타나 어머니의 ADHD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가족지지 점수

는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ADHD에 대한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정준상관관계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정준상관분

석 결과 제1정준상관함수의 Wilk’s값이 0.87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고 이때의 설명력은 94%였다.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

식 하위변수 중 교사 및 전문가 역할의 정준계수 값이 0.96으로 정

준상관함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ADHD에 대한 어머니 인식

의 하위변수들과 제1정준상관함수와의 상관관계는 교사 및 전문

가 역할(0.66), 부모역할(0.61), 인지정도(0.03) 순으로 나타났다.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하위변수들과 양육스트레스의 제1

정준상관함수와의 상관관계는 교사 및 전문가 역할(0.23), 인지정

도(0.22), 부모역할(0.01) 순으로 나타나 교사 및 전문가 역할이 양

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 중 어머니자신/아동과의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의 정준계수 값이 0.89로 정준상관함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들과 제1정준상관함수

와의 상관관계는 어머니자신/아동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0.98), 아동특성관련 스트레스(0.61)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

들과 ADHD에 대한 어머니 인식의 제1정준상관함수와의 상관관

계는 어머니자신/아동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0.35), 아동특

성관련 스트레스(0.22)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없었으므

로, 두 변수 모두 비슷하게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Table 4).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지지 간의 정준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제1정준상관

함수가 유의하였고 이때의 설명력은 98%였다. 양육스트레스의 하

위변수들과 제1정준상관함수와의 상관관계는 어머니자신/아동

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0.95), 아동특성관련 스트레스(0.7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들과 가족지지의 

제1정준상관함수와의 상관관계도 어머니자신/아동과의 상호작

용관련 스트레스(0.32), 아동특성관련 스트레스(0.25)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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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어머니자신/아동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가족지지

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의 하위변수 중 

남편협력의 정준계수 값이 0.79로 정준상관함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가족지지의 하위변수들과 제1정준상관함수와의 상관관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other’s Recognition of ADHD,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uppor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
acteristics (N=141)

Characteristics % (n)
 Mother’s recognition Parenting stress Family support

Mean (SD) Mean (SD) Mean (SD)

Child gender Male  82.9 (116) 3.77 (0.31) 2.84 (0.53) 2.25 (0.56)
Female  17.1 (24) 3.71 (0.29) 2.70 (0.49) 2.32 (0.58)
t (p)  0.91 (0.364) 1.16 (0.247) -0.50 (0.617)

Birth rank 1st  56.8 (79) 3.76 (0.28) 2.77 (0.53) 2.20 (0.57)
Above 2nd  43.2 (60) 3.77 (0.33) 2.85 (0.50) 2.39 (0.59)
t (p) -0.25 (0.805) -0.90 (0.369) -1.92 (0.057)

Developmental stage Pre-schoolera  5.0 (7) 3.89 (0.22) 3.04 (0.52) 2.29 (0.63)
Schoolerb  69.5 (98) 3.71 (0.30) 2.76 (0.50) 2.26 (0.59)
Adolescentc  25.5 (36) 3.86 (0.32) 2.89 (0.52) 2.35 (0.56)
F (p) 3.92 (0.022) 1.67 (0.192) 0.31 (0.733)

b<a, c*
Duration after diagnosis (year) <1a  10.0 (12) 3.87 (0.22) 2.47 (0.48) 2.56 (0.31)
  1≤ , <3b  54.2 (65) 3.69 (0.32) 2.73 (0.51) 2.24 (0.55)
 3≤ , <6c  25.8 (31) 3.78 (0.32) 2.92 (0.43) 2.31 (0.52)

6≤ d  10.0 (12) 3.92 (0.25) 3.12 (0.43) 2.30 (0.73)
F (p) 2.75 (0.046) 4.79 (0.003) 1.18 (0.322)

a, b, c<d* a, b<c, d*
Type of classroom Normal  91.7 (121) 3.75 (0.30) 2.82 (0.53) 2.25 (0.60)

Special  8.3 (11) 3.95 (0.28) 2.68 (0.50) 2.40 (0.52)
t (p) -2.17 (0.032) 0.82 (0.412) -0.83 (0.409)

Sibling with ADHD Yes  7.4 (10) 3.81 (0.29) 3.11 (0.61) 1.93 (0.28)
No  92.7 (126) 3.75 (0.31) 2.78 (0.51) 2.30 (0.61)
t (p) 0.56 (0.577) 2.04 (0.043) -3.76 (0.001)

Mother’s age 30 yeara  47.5 (67) 3.72 (0.31) 2.70 (0.52) 2.25 (0.53)
40 yearb  49.7 (70) 3.79 (0.31) 2.89 (0.50) 2.29 (0.62)
Above 50 yearc  2.8 (4) 3.81 (0.18) 3.11 (0.53) 2.42 (0.80)
F (p) 1.18 (0.311) 3.77 (0.025) 0.34 (0.716)

a, b<c*
Mother’s job Unemployed  58.2 (82) 3.78 (0.32) 2.85 (0.47) 2.33 (0.52)

Official  15.6 (22) 3.77 (0.31) 2.67 (0.49) 2.06 (0.55)
Professional  13.5 (19) 3.68 (0.23) 2.94 (0.63) 2.39 (0.77)
Others  12.8 (18) 3.72 (0.28) 2.64 (0.57) 2.26 (0.62)
F (p) 0.63 (0.599) 1.73 (0.163) 1.50 (0.219)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a  3.6 (5) 4.03 (0.32) 3.01 (0.44) 2.30 (0.51)
High Schoolb  47.5 (66) 3.75 (0.35) 2.89 (0.50) 2.10 (0.55)
Collagec  43.9 (61) 3.75 (0.26) 2.68 (0.48) 2.40 (0.57)
Above Master’s Coursed  5.0 (7) 3.75 (0.24) 2.86 (0.80) 2.89 (0.34)
F (p) 1.41 (0.243) 2.08 (0.106)  6.32 (0.000)

a, b, c<d*
Mother’s religion No  37.4 (52) 3.77 (0.32) 2.77 (0.47) 2.23 (0.54)

Buddhism  37.4 (52) 3.73 (0.30) 2.81 (0.59) 2.26 (0.58)
Christianity  13.7 (19) 3.81 (0.31) 2.83 (0.45) 2.57 (0.58)
Roman Catholicism  11.5 (16) 3.74 (0.28) 2.88 (0.54) 2.09 (0.70)
F (p) 0.31 (0.821) 0.22 (0.881) 2.49 (0.063)

Relation with ADHD Yes  13.0 (18) 3.69 (0.35) 2.79 (0.60) 2.36 (0.63)
No  87.1 (121) 3.77 (0.30) 2.81 (0.51) 2.26 (0.59)
t (p) -1.06 (0.289) -0.18 (0.858) 0.66 (0.508)

Provide assistance Yes  63.0 (87) 3.77 (0.29) 2.71 (0.50) 2.34 (0.61)
No  37.0 (51) 3.74 (0.34) 2.98 (0.50) 2.15 (0.54)
t (p) 0.67 (0.504) -3.12 (0.002) 1.93 (0.056)

*Scheffe test. Excluded missing data.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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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남편협력(0.94), 가족기능지수(0.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가족지지의 하위변수들과 양육스트레스의 제1정준상관함수

와의 상관관계도 남편협력(0.32), 가족기능지수(0.24)의 순으로 나

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ADHD로 진단받은 아동과 주간호제공자인 어머니

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ADHD에 대한 인

식점수는 학령기 ADHD 자녀를 둔 경우에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ADHD 아동의 진단이 주로 학령기에 이루어져(Eun, Ryu, & Jung, 

2005) 진단직후에는 ADHD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특히 학령기는 구조화된 학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아

동에게 요구되는 과업뿐 아니라 학부모로서 어머니에게 주어진 

역할까지 겹쳐져 학교생활과 관련된 아동과 어머니 자신의 적응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41)

Range Mean±SD Min Max

Mother’s recognition Sum of level of knowledge 15-75 45.92±5.57 32 61
Sum of parents’s role 10-50 39.70±3.84 27 49
Sum of professional & teachers’s role 11-55 45.84±5.22 26 55
Total 36-180 131.45±11.65 86 156

Parenting stress Sum of difficult child 10-50 28.60±7.19 12 48
Sum of parental distress & parent-child dysfuctional interaction 10-50 27.45±4.71 15 42
Total 20-100 56.05±10.25 29 79

Family support Sum of spouse corporation 13-65 43.03±9.57 13 61
Sum of family APGAR   0-10 6.29±  2.88 0 10
Total 13-75 48.67±11.97 13 71

APGAR=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Table 3. Correlation among Mother’s Recognition,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upport (N=141)

Variables
Mother’s recognition Parenting stress Family support

Level of knowledge Parent’s role PTR Total DC PD/PCDI Total SC FA

Mother’s recognition Mother’s role 0.340**
PTR 0.334** 0.605**
Total 0.693** 0.817** 0.845**

Parenting stress DC 0.189* 0.050 0.155 0.169*
PD/PCDI 0.199* -0.023 0.227** 0.178* 0.451**
Total 0.225** 0.025 0.214* 0.201* 0.911** 0.779**

Family support SC -0.002 0.021 0.003 0.009 -0.212* -0.318** -0.296*
FA -0.050 0.026 -0.004 -0.012 -0.202* -0.216* -0.241* 0.401**
Total -0.012 0.031  0.020 0.017 -0.229** -0.323** -0.310** -0.866** -0.772**

*p< .05; **p< .01.
PTR=Professional and Teacher’s Role; DC=Difficult Child; PD/PCDI=Parental Distress/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SC=Spouse Corporation; 
FA=Family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Table 4.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Mother’s Recognition and Parenting Stress   (N=141)

Canonical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Squared canoni-
cal correlation

Eigen 
value

Likelihood ratio
(Wilk’s λ)

Proportion F df p

The 1st 0.35 0.12 0.14 0.87 0.94 3.36 6 .007

Variable group Variables The 1st canonical function

Canonical coefficients Canonical correlation Canonical cross correlation
Mother’s recognition Level of knowledge 0.56 0.61 .22

Parent’s role -0.80 0.03 .01
PTR 0.96 0.66 .23

Parenting stress DC 0.21 0.61 .22
PD/PCDI 0.89 0.98 .35

PTR=Professional and Teacher’s Role; DC=Difficult Child; PD/PCDI=Parental Distress/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df=degree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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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둠으로써 아동의 ADHD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친 

진단 후 경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인식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ADHD 진단 후 경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ADHD 아동

이 2명 이상인 경우, 어머니의 나이가 50대 이상인 경우 및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

지 ADHD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아 

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른 간호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지체계가 없는 ADHD 아동의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한 Johnston과 Mash (200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다. 그러므로 ADHD 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지지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인식은 평균 131.5점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어머니 인식합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3.65점이다. 이

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 부모 335명을 대상으

로 한 Kim (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3.63점과 유사한 결과로,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정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보통 이상의 인식이 반드시 모든 부분에서 보통 이상으로 올바

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역에 따라 올바른 인식과 잘

못된 인식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적

용 시 어머니의 실제 인지정도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

보제공 및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양육스트레스 합은 최대 100점 중 56.0점(평균 2.8점)으로 ADHD

로 진단받고 병원에 내원중인 6-11세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본 연

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결과 59.35점(평균 2.9점)으로 보

고한 Choi 등(2002)의 연구, ADHD로 진단받고 병원에 내원중인 

초등학교 1-5학년 부모 9명을 대상으로 단축형 양육스트레스(PSI-

SF) 36문항을 사용한 결과 180점 중 104.56점(평균 2.9점)으로 보

고한 Han과 Hyun (2008)의 연구와 ADHD 성향을 보이는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Shin과 Kim (2010)의 연구에서 2.7점이라고 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PSI-SF (최대 180점)를 사용하

여 정상아동과 행동장애 아동 간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에서 정상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76.7점, 정서행동장애 아동 부모의 스트레

스 106.6점(Lee, Chung, Park, & Kim, 2008)과 학습장애아동의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71.0점(Hassall, Rose, & Mc-

Donald, 2005)으로 본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ADHD 아동의 어

머니가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ADHD 아동의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다고 한 Anastopoulos 등(2004)과 Choi 등(2002)의 주장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지지는 최대 75점 중 평균 48.7점으로 중간 이상의 지지가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려우나 하부요인인 가족기능지수는 최대 10점 중 6.3점으로 타

이완에서 ADHD로 진단받은 6-15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Gau (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6.56점과 유사한 결과로 가족기

능지수 척도에 따르면 7-10점의 좋은 가족기능과 4-6점의 중등도 

가족기능 사이에 위치한 값이므로 ADHD 아동과 관련된 생활스

트레스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록 ADHD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건강한 가족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이런 결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ADHD 아동 어머니가 충분한 

양육능력이 있음을 알려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스트레스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아동의 특성을 잘 인식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ADHD에 대해 더 잘 인식할수록 어머니

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한계를 느끼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ADHD에 관한 지식과 인식이 높아지더라도 

부모역할의 수행정도와의 차이가 벌어진다면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Park과 Kang (199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특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단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ADHD

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는 반면, 양육스트레스는 더 높아지므로 진

단 후 경과기간에 따라 지지프로그램의 특성을 달리하는 중재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머니의 인식과 가족지지 간

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하부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

Table 5.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upport (N=141)

Canonical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Squared canoni-
cal correlation

Eigen value
Likelihood ratio

(Wilk’s λ)
Proportion F df p

The 1st 0.34 0.12 0.13 0.88 0.98 4.43 4 .002

Variable group Variables The 1st Canonical function

Canonical coefficients Canonical correlation Canonical cross correlation
Parenting stress DC 0.36  0.72 .25

PD/PCDI 0.78  0.95 .32
Family support SC -0.79 -0.94 -.32

FA -0.37 -0.69 -.24

DC=Difficult Child; PD/PCDI=Parental Distress/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SC=Spouse Corporation; FA=Family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df=degree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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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어머니의 인식과 가족지지 간에 매개

요인이나 조절요인 등이 개입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지지 간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ADHD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

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발달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지지가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중등도 이상의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Dy-

son (199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들 각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정준상관

분석 결과,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 중 교사 및 전문가 역할이 

양육스트레스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아동의 행동특성, 치료방법 및 교수전략에 대한 교사 및 

전문가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ADHD 아동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므로 보건교사와 지역사회 간호사

의 역할 확대 및 협력을 통한 ADHD 아동가족의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ADHD 아동의 부모들은 학교 내에 상담교사 제도

나 ADHD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바라고 특수학급에서 

ADHD 아동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한 Lee, 

Lee, Lee와 Rhie (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ADHD 아

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어머니의 간호요구가 반영

된 결과이다.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자녀양육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도움을 받았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Park & Kang, 1997).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하부요인인 아동 특성

관련 스트레스와 어머니자신/아동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모두 어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

는 ADHD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ADHD에 대

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ADHD 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인식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ADHD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해줄 수 있

는 전문가인 간호사나 보건교사가 함께 중재를 제공하여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정도와 양육수행정도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

는 전략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양육스트레

스 중 어머니자신/아동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가족지지

에 더 영향력이 크고, 남편협력, 가족기능지수 모두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ADHD 아동의 어머니가 상황이나 

자신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할수록 가족지지가 낮

다고 지각하며, 남편과 가족의 협조가 미흡할수록 양육스트레스

를 더 많이 경험한다. 그러므로 추후 ADHD 아동과 가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가족지지에 대한 지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어머니 자신과 상황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사정이 우선되어

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지지에서 남편의 협력이 중요

한 변수이자 가족친화 문화조성으로 공동양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재프로그램 적용 시 ADHD 아동의 아버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의 모색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1개 도시의 일부 ADHD 아동과 어머니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나, ADHD

로 진단받은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ADHD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지에 대한 차이와 영향요인 및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

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DHD 

아동과 가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진단 후 경과기

간이 3년 이상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초점을 두고, 6년 

미만의 경우는 인식강화에 초점을 둔다면 보다 효율적인 중재프

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때 ADHD에 대한 인

식강화와 지지프로그램 간에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 양육스트

레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ADHD 아동

의 어머니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았음을 고려하여, 어머니 연령에 맞는 중재프로그램이 함께 포함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ADHD 아동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지

지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 간의 관계와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ADHD

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하위변수들 중 교사 및 전문가 역할이 양

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

레스는 하위변수 모두 다 ADHD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 중 어머니자신/

아동과의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가족지지에, 가족지지의 하위

변수들 중 남편협력이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확인된 연구결과, ADHD 아동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

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환기와 해소를 통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

리적 · 행동적 부적응을 줄이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ADHD 아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관리프로그램이나 양육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 또

는 가족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ADHD 아동과 가족에게 보

다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간호중재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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