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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학업수행평가를 한

학업수행 평가척도(K-APRS) 부모용의 타당화 연구*

조 경 하 은 혜†

숙명여자 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등학교 ADHD 아동의 학업수행을 평가하기 한 학업수행 평가척도 부모용(Korea

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이하 K-APR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다. 연구 상은 서울과 경기

도 지역의 등학교 1-6학년까지의 총 952명(남아 486명, 여아 466명)으로 이들에 해 부모가 K-APRS 부

모용을 포함 여러 ADHD 평가척도로 평가하 다. K-APRS 부모용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학업성취도’,

요인 2는 ‘주의집 력’, 요인 3은 ‘기 학습능력’으로 구성되었다. 요인구조의 합도를 살펴보기 해 구

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모형의 합도가 양호하 다. K-APRS 부

모용의 하 요인간 상 계를 알아본 결과 척도 간 상 계가 유의하 다.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ADHD 평가척도들인 K-ARS, IOWA Conners 척도, 가정상황질문지(Home Situation Questionnaire: HSQ), LPS-C

(Life Participation Scale for ADHD Medication Child)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K-APRS의 하 척도들과

ADHD 평가 척도들의 상 계가 유의하 다. K-ARS를 기 으로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임상집단의 학업성취도, 주의집 력, 기 학습능력, 총 모두가 일반집단에 비해 낮아서 K-APRS가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을 잘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의 경우 내 합치도 Cronbach α=.91, 2주 간

격의 검사-재검사 r=.83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K-APRS, 타당도, 신뢰도, ADHD, 학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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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학령 기

는 학령기 아동에게서 가장 흔히 찰되는

질환 하나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으

며, 학령기 아동의 3-7%로 보고되고 있다(APA,

2000). 연구방법에 따라 유병률은 차이가 있지

만 국외의 경우 게는 약 5-10%(Biederman,

Gillberg, Faraone, & Sergeant, 2003), 많게는

아동의 5-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Lerner,

Lowenthal, & Lerner, 1998). 국내에서는 등학

교 4-6학년생의 경우 7.6% 정도가 ADHD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수철, 신윤

오, 1994). 최근 2005년 서울 병원에서 조사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연구결과

ADHD는 13.25%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강은정, 2007).

ADHD의 일차 인 증상인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충동성과 같은 인지, 행동 결함은

아동의 교육환경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

하여 학업부진, 인 계에서의 문제등과 같

은 이차 인 문제를 일으킨다(Barkley, 2006).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차 인 과잉행동과

안 부 못한 행동은 호 되지만 학업수행은

여 히 문제가 되며 품행장애와 반항

장애, 학습장애(LD: Learning Disability)등 여러

질병을 동반하게 된다(Biederman, Newcorn,

Sprich, 1991; 하문선, 2002).

특히 ADHD 아동은 부주의와 충동성으로

인해 자신의 지 잠재력에 비해 학업성취에

서 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

휘하지 못하며 부분이 학습부진이 심각하다.

80-90%의 아동이 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습

장애 유형을 보이며(Cantwell, Barker, 1991), 지

능에 비해 읽기에서 19%, 철자법에서 24%, 수

학에서 26% 정도가 조한 수행을 보인다

(Barkley, 2006).

많은 종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학업문제가 청소년까지 지속되어 인 계의

부 응, 학업에 한 의욕 하 학습장애,

고질 인 성취 하와 학교 퇴로 이어지며 좌

감과 부정 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을 가지

게 된다. 기의 학업문제나 사회 부 응

때문에 정규 학 에서 배웠던 아동의 1/2이상

이 학교에서 도 탈락하고, 40%가 특수교육

을 받으며, 1/3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에 실패하

는 등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 일

반집단에서는 21세까지 학업을 계속하고 있

는 성인의 비율이 약 50%인 반면 아동기에

ADHD 진단을 받았던 성인집단에서는 약 20%

만이 학업을 계속하 다(Weiss & Hechtman,

1993). 그리고 학습문제와 청소년 비행, 군

에서의 부 응, 직장에서의 해고, 범죄행

등과 높은 상 계가 보고되었다(Weiss &

Hechtman, 1993). 따라서 학습문제를 동반하는

ADHD 아동의 후는 그 지 않은 ADHD 아

동보다 더욱 심각하다.

ADHD 학습장애의 공존율이 꾸 히 보고되

었는데 연구마다 7%에서 최고 92%에 이른다

(Korkman & Pesonen, 1994). 이 공존율은 학습

장애를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

가 나는데 의의 정의일 경우 약 80%, 의

의 정의일 경우 약10-25%가 학습장애를 동반

한다(Barkley, 2006).

국내연구에서도 학습장애 아동과 ADHD아

동 그리고 학습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특성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승희, 신민섭과 홍강의(1996)의 소아정신과

내원 아동의 장애별 주의력 문제와 인지 특

성에 한 연구에 의하면 학습장애로 진단된

아동은 ADHD에 비해 언어성 지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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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고 동작성 지능에서는 수가 높았으

나, TOVA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학습장애 아동과 ADHD 아동간의

인지 결함을 비교한 장은진과 신민섭(1996)

의 연구에서는 지능 수를 통제하 을 때 산

수과제에서만 학습장애 아동이 ADHD 집단에

비해 빈약한 수행을 보 을 뿐 두 집단이 다

른 인지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종범 등(2002)은 학습장애를 동반한 ADHD

아동의 임상 특성을 알아보기 해 7-12세

사이의 ADHD와 학습장애를 동반한 ADHD

그리고 정상아동의 수행을 비교하 다. 학습

장애를 동반한 ADHD의 경우 지능을 통제했

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집단이나 ADHD 집단보

다 언어발달이 낮게 나왔고 산수와 문자 해독

에서 낮은 성 을 보 다. 즉, 학습장애를 동

반한 ADHD 아동은 ADHD 특성과 학습장애

특성을 함께 나타내었다.

ADHD 증상과 학업부진은 청소년기의 비

행 학교 실패와 강한 상 을 보이며 이러

한 외 화된 행동문제나 학습문제가 심화된

이후에는 재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학습

문제의 선별을 통한 조기 재가 필요하다

(Hinshaw, 1992).

ADHD 학습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해서

는 학습부진의 정도가 아동의 생활연령이나

학년에서 기 되는 학업수행 수 에 비해 얼

마나 심각한 지를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우선 ADHD 학습문제를 간단하게 악

하려면 제 때 맞추어 혼자서 과제를 완수하는

가를 알아보고, 학교 시험 성 , 수업시간에

는 노트필기, 숙제 등을 제 로 하는가 등

을 악하며 과제를 완수하는 정확도와 분량,

구조화 기능(책상정리, 노트필기의 정확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 이다.

학업성취를 직 평가하기 해서는 피바

디 개별 성취검사(Peabody individual Achievement

Test; PIAT), 범 성취검사(Wide Range

Achievement Test-R; WRAT)가 리 사용되고

있고, 읽기능력을 평가하기 한 그 이 읽기

검사(Gray Oral Reding Test) 등이 사용된다.

한 ADHD 학습문제 진단을 한 도구로는

Wechsler 지능검사, 기 학습기능검사, 한국

학습장애 평가척도가 사용된다. Wechsler 지능

검사는 언어성 소검사들과 동작성 소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검사의 분산정도에 따라

인지기능의 강 과 약 을 악할 수 있으며

체 지능지수와 아동의 학업성취 수 을 비

교하여 학습장애의 여부와 심한 정도를 단

할 수 있다. 기 학습 기능검사는 우리나라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동용 표 화

학습기능검사로 학업수행에 기 가 되는 능력

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Wechsler 지

능검사와 기 학습기능검사는 개별검사이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문가가 실시해야 하

기 때문에 간편 선별이나 치료효과 검증연구

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임상장면에 의뢰된 아동은 개 부모나 교

사의 권유에 의해서 내원하게 되고 이들이 가

장 가까이서 아동의 행동을 찰하기 때문에

요한 정보 제공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모

나 교사가 아동의 학습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도구를 통해 학습장애 동반여부를 평가하여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부모, 교사에 의한 평정척도 가운데 한국

학습장애 평가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Learning Disability Evaluation Scale: K-LDES)는

미국에서 개발된 학습장애 평가척도(Learning

Disability Evaluation Scale)를 신민섭, 홍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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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철(2007)이 우리나라 언어와 교육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교사와 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K-LDES는 학령기 아동

의 학습장애 여부 문제의 심각성, 학습장

애 유형을 객 으로 평가하기 한 선별 검

사도구로서 학습문제를 주의력, 생각하기, 말

하기, 읽기, 쓰기, 철자, 수학 계산 역으로

범주화하 고 총 88문항을 교사나 부모가 평

가하도록 하는 검사이다. 그런데 문항수가 상

당히 많기 때문에 간편 선별에는 제한 이 있

다.

Dupaul, Rapport와 Perriello(1991)에 의해 개발

되어진 학업수행 평가척도(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이하 APRS)는 교사가 아동의 학

습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기존의 다른 평

가척도들이 아동의 학업성 을 정확히 평가

하지 못하는 제한 을 보완하기 해 개발되

었다. 이 척도는 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아동에게 사용되며, 다양한 주제 역에서의

과제수행, 학업성취, 학업상황에서의 행동통

제정도, 과제에 한 주의집 도, 지나치게 몰

두하는 행동과 사회 인 축행동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DuPaul at al, 1991). 특

히 다른 척도로는 평가되지 않는 학업성취도

에 한 항목이 있어 ADHD의 약물치료 효과

비교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수철,

신민섭, 2006).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ADHD

아동의 학습문제 선별은 물론 치료효과 검증

을 한 도구로도 유용할 것이라 기 된다.

국내에서 이미 APRS가 치료효과 연구에 용

되기는 하 으나(박난숙, 오경자, 1992) 체계

인 타당화 차 없이 번안하여 용되었을 뿐

이다. 한 교사 평가도 의의가 있지만 국내

임상 장에서 교사의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

에 가정에서 학습 지도 과정에서의 문제 을

부모가 평가하는 것이 일차 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비교 간편한 평가척도를 통해 아동

의 학습문제를 평가하는 K-APRS의 타당도

신뢰도의 검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학습문

제 아동 선별은 물론 임상장면에서 ADHD의

학습문제 평가에 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ADHD 아동의

학습문제 평가를 한 학업수행 평정척도

(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APRS)를 번

안하고 특히 국내 임상 장에서 교사의 평가

가 쉽지 않은 을 고려하여 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타당화하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서울, 경기도에 치한 등학교 1학년- 6

학년까지의 일반 아동 1,500명의 부모에게 평

가척도를 발송하 다. 그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상자와 회수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

고 통계분석에 사용한 최종 상자는 952명이

었다. 이들 성과 연령을 기 으로 무선 선

정하여 60%인 567명에 해 먼 탐색 요

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다. 이들의 성별, 학년별 분포가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인 385명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한

체 연구 상 201명에 해서는 K-APRS를

교사가 동시에 평가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

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293명에 해

2주간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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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ADHD 학업수행 평정척도(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K-APRS)

아동의 학업수행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Dupaul, Rapport와 Perriello(1991)가 제작한 학

업수행 평가척도(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APRS)의 원문항을 번역한 후 이를 이

언어 임상심리학 박사학 소지자가 역 번역

을 하여 번역을 확정하 다. 한 간편 선별

이 용이하게 수작업으로 채 이 가능하도록

역채 문항을 정문으로 수정하 다. K-

APRS는 1-6학년까지의 등학생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원 문항은 19문항이고 1-5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수가 높을수록 학업수

행능력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타

당화 결과 K-APRS 부모용은 모두 15문항으로

확정하 다.

한국어 ADHD평정척도(ADHD Rating

Scale: K-ARS)

DuPaul(1991)에 의해 개발된 학령기 아동용

행동평가 척도로 ADHD 증상을 평가하기

하여 고안 되었다. 이 척도는 DSM-IV(APA,

1994)의 ADHD 진단기 을 기본으로 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

유경, 노주선, 김 신, 고선주와 고윤주(2002)

가 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상으로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 다. 홀수 문항의 총

은 부주의성을 측정하며 짝수문항의 총 은

과잉활동-충동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77-.89로 나타났다(소유경 등 2002). 부모용은

19 이상, 교사용은 17 이상일 경우에

ADHD로 정할 수 있다(김재원, 박기홍, 최민

정,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변별타당

도 분석을 한 임상집단의 선정의 단 을

19 이상으로 하 다.

IOWA 코 스 척도

Loney와 Milich(1981)가 제작한 척도로 ADHD

의 선별과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주의/과

잉행동과 /반항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신민섭 등(2005)이 번안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고 ADHD약물 효과

검증연구에 사용된 바 있다(조수철, 신민섭,

2006). 내 합치도 계수 Cronbach α=.92로 나

타났다(신민섭 등, 2005).

가정 상황 질문지(Home Situation

Questionnaire: HSQ)

부모가 가정과 공공장소의 여러 가지 다양

한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과잉행동성과

주의집 정도를 평정하는 척도로 Barkley

(1987)가 제작하 다. 16가지 가정상황에서의

문제행동 유무를 우선 기록하고 문제가 있다

성별

학년

구 분

남아 여아 계(%)

1

2

3

4

5

6

58(10.2) 57(10.1)

46( 8.1) 27( 4.8)

82(14.5) 91(16.0)

33( 5.8) 35( 6.2)

43( 7.6) 25( 4.4)

30( 5.3) 40( 7.0)

115( 20.3)

73( 12.9)

173( 30.5)

68( 12.0)

68( 12.0)

70( 12.3)

계 292(51.5) 275(48.5) 567(100.0)

표 1. 연구 상의 성, 학년별 분포 (N=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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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1 (가볍다)에서 9 (매우 심하다)까지

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문제 상황의 수

와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6개 상

황 50%이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ADHD로

간주할 수 있는데(Barkley, 1997) 본 연구에서도

임상집단 선별에 이 기 에 따랐다.

LPS-C(Life Participation Scale for ADHD

Medication Child)

Saylor 등(2007)이 일상생활에서의 효과

만족을 평가하기 하여 개발한 척도로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는 보호자가 아

동에 해 ‘힘들이지 않고 잠자러 갈 비를

했다’,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 주었다’ 등의

문항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일상생활에 해

평가를 한다. 거의 없었다 1 에서 가끔 그랬

다 2 , 자주 그랬다 3 , 매우 자주 그랬다 4

으로 하여 피험자의 체 인 일상생활에서

의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Cronbach α=.95로 나타났다.

결 과

요인분석을 통한 하 요인구조

체 19문항에 해 주축분해요법과 사각회

(oblimn) 방법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먼 원척도 19문항 ‘ 규모 수업상황

에서의 교사의 지시에 따르는 정도’, ‘모둠활

동 같은 소규모 집단상황에서 교사의 지시에

정확히 따르는 정도’ ‘학과 공부를 정확히 마

치는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3문항

은 요인 부하량이 매우 낮아 제외하 다. 이

문항들은 부모가 응답할 수 없는 교실 상황에

한 문항이었으므로 원래 APRS가 교실상황

에서 교사가 측정하기 한 척도로 개발된데

따른 결과이다. 이 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6문항에 해 원척도 로 요인수를 3개로 지

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에 5문

항, 2요인에 4문항, 3요인에 7문항이 추출되었

다. 그런데 주의력 요인으로 추출된 2요인에

서 ‘지시를 이해하기도 에 쓰기 시작하는

경우’ 요인내에서 부하량이 상 으로 낮았

을 뿐 아니라 충동성과 련된 문항으로 다른

주의력 요인 문항의 특성과 일 성이 고 이

문항 제거시 내 합치도 계수의 변화가 미미

하여 이 문항을 제외하 다.

이에 따라 최종 으로 총 15문항으로 확정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하 요인 1은 수학, 작문 등의 완수비율, 학

교공부의 질 일 성 등의 5문항으로 ‘학업

성취도(academic success)’ 요인으로 명명하 다.

요인 2는 날 배운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우,

멍하게 있는 경우, 축되거나 정서 반응

이 부족한 경우 등의 3문항으로 ‘주의집 력

(attention)’요인으로 명명하 다. 요인 3은 필체

의 수 이나 질, 읽기, 쓰기 능력 등의 문항으

로 학업수행에 필요한 기 학습능력과 련

된 7문항으로 구성되어 ‘기 학습능력(academic

productivity)’으로 명명하 다. 이와 같이 최종

요인을 결정한 후 15문항에 해 일련번호를

다시 부여하여 척도를 확정하 고 그 내용이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구조의 합도를 살펴보기 해

체 연구 상자 무선 선정된 385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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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 AMOS 4.0을 사용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합도 지수 TLI=.908, CFI=.932로 좋은 합

도를 나타내었고, RMSEA= .082로 보통 합

도를 보여 3개의 요인구조 모형이 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평균

성별, 학년별 세 하 요인 총 의 평균

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학업성취도에 해 성(2)×학년(2)을 두 요인

으로 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F(1, 563)=1.75, ns. 성

별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563)=

2.13, ns. 그러나 학년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F(1,563)=4.35, p<.05, 고학년의 학업성취도가

낮았다. 주의집 력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지 않았고, F(1, 562)=.51, ns. 학년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562)=.06, ns. 그러나 성

별 주효과가 유의하여, F(1,561)=3.85, p<.05,

여아의 주의집 력이 높았다. 기 학습능력도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학 업

성취도

주 의

집 력

기

학습능력

1. 다른 아이들 비 수학공부 완수 비율 .87

2. 다른 아이들 비 작문 완수비율 .48

3. 쓰면서 푸는 수학공부 완수 정확도 .85

5. 지난 한 주간 학교공부의 질 일 성 .55

6. 새로운 내용의 학습 속도 .48

13. 날 배운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우 .38

14.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멍하게 있는 경우 .81

15. 축되거나 정서 반응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67

4. 쓰기를 완수할 때의 정확도 .55

7. 필체의 수 이나 질 .71

8. 읽기 능력 .55

9. 말하기 능력 .54

10. 쓰기 할 때 부주의하고 하게 하는 정도 .72

11. 과제 완수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35

12. 외부 재 없이 주의집 할 수 있는 경우 .44

설명변량 42.90% 6.97% 4.74 %

변량 42.90% 49.87% 54.61%

표 2. 요인분석결과 (N=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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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F(1, 563)=

1.86, ns. 학년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563)=.15, ns. 그러나 성별 주효과가 유의

하여, F(1,563)=34.26, p<.001, 여아의 기 학습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총 역시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F(1, 562)=2.01, ns. 학

년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562)

=1.07, ns. 그러나 성별 주효과가 유의하여,

F(1,562)=15.30, p<.001, 여아의 총 이 높았다.

하 요인간 상 계

K-APRS의 하 요인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률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

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상 계수는 <.01수 에서 유의하 다.

K-APRS 부모용의 하 척도인 학업성취도와

주의집 력은, r=.48, 학업성취도와 기 학습

능력은, r=.74, 기 학습능력과 주의집 력

은, r=.53으로 나타났다. 총 과는 학업성취도,

주의집 력, 기 학습능력에서 각각, r=.90,

r=.68, r=.93으로 나타났다.

공인타당도: ADHD평가 척도들과의 상 계

K-APRS 부모용은 ADHD의 학습문제를 평

척도 학년 남 여 계

학업

성취도

학년 19.11( 3.70) 19.16( 3.48) 19.14( 3.59)

고학년 17.95( 4.54) 18.90( 4.20) 18.41( 4.39)

계 18.69( 4.06) 19.07( 3.75) 18.87( 3.91)

주의

집 력

학년 11.52( 1.93) 11.72( 1.74) 11.62( 1.84)

고학년 11.44( 1.94) 11.88( 1.88) 11.66( 1.92)

계 11.49( 1.93) 11.78( 1.79) 11.63( 1.87)

기

학습능력

학년 24.12( 4.21) 25.85( 4.03) 24.96( 4.21)

고학년 23.45( 5.08) 26.22( 4.53) 24.80( 5.01)

계 23.88( 4.55) 25.98( 4.21) 24.90( 4.51)

총

학년 54.76( 8.55) 56.70( 8.01) 55.70( 8.34)

고학년 52.85(10.38) 57.00( 9.37) 54.86(10.10)

계 54.07( 9.29) 56.81( 8.52) 55.39( 9.02)

표 3. 성별 학년별 평균 (N=567)

K-APRS
학업

성취도

주의

집 력

기

학습능력
총

학업성취도 1.00

주의집 력 .48** 1.00

기 학습능력 .74** .53** 1.00

총 .90** .68** .93** 1.00

**p < .01.

표 4. K-APRS의 하 척도의 상 계 (N=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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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한 척도로서 K-ARS, IOWA Conners

척도, HSQ, LPS-C 등 기존의 ADHD를 평가하

는 척도들과의 상 계를 산출하는 것을 공

인타당도 분석의 한 방법으로 하 다. 그 결

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K-ARS 부모용은 주의력, 과잉행동/충동, 총

으로 구성되어 있다. K-ARS 총 과의 상

계를 보면 K-APRS 부모용의 학업성취도와

는, r=-.35, 주의집 력, r=-.50, 기 학습능력,

r=-.49, 총 , r=-.50으로 나타났다. IOWA

Conners척도 총 과의 상 계는 K-APRS의

학업성취도, r=-.25, 주의집 력, r=-.41, 기

학습능력, r=-.33, 총 , r=-.36으로 나타났다.

가정상황질문지(HSQ)와의 상 계는 학업성

취도, r=-.21, 주의집 력, r=-.26, 기 학습능

력, r=-.25 , 총 , r=.27로 나타났다. LPS-C 척

도의 경우 학업성취도, r=.31, 주의집 력,

r=.30, 기 학습능력, r=.40, 총 , r=.40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임상집단과 일반집단과의 차이 검증: K-ARS

를 기 으로

일반집단과 임상집단의 차이검증을 해

K-ARS의 단 을 기 으로 연구 상을 임상

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한 후 하 척도에

해 t-test를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K-ARS의 단 으로 제시된 19 이상(김재

원 등, 2004)을 기 으로 임상집단과 일반집단

으로 구분한 후, 하 척도에 해 평균 차이

가 있는지 t-test 하 다. 그 결과 K-APRS의 하

척도인 학업성취도, t=-4.34, p<.001, 주의집

력, t=-6.72, p<.001, 기 학습능력, t=-8.59,

p<.001, 총 t=-7.25, p<.001로 임상집단이 일

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K-APRS

K-ARS IOWA Conners

HSQ LPS-C
주의력

과잉행동/

충동
총

부주의/

과잉 반항
총

학업성취도 -.41 -.22 -.35 -.30 -.14 -.25 -.21 .31

주의집 력 -.53 -.39 -.50 -.45 -.27 -.41 -.26 .30

기 학습능력 -.55 -.34 -.49 -.41 -.18 -.33 -.25 .40

총 -.56 -.35 -.50 -.43 -.21 -.36 -.27 .40

모든 상 계수는 p < .01수 에서 유의함

표 5. ADHD 평가척도들과의 상 계 (N=567)

K-ARS

K-APRS

구 분

t임상집단

(n=34)

일반집단

(n=533)

학업성취도 15.74 (4.39) 19.07 (3.80) -4.34***

주의집 력 9.35 (2.06) 11.78 (1.76) -6.72***

기 학습능력 19.06 (4.07) 25.27 (4.28) -8.59***

총 44.15 (9.38) 56.11 (8.51) -7.25***

***p < .001

표 6. K-ARS 기 K-APRS하 척도의 차이

(N=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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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RS 부모용의 신뢰도

K-APRS 부모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내 합치도 Cronbach α를 산출하 고, 293명에

해서는 2주간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를 산출하 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내 합치도는 학업성취도, α=.87, 주의집

력, α=.73, 기 학습능력, α=.85, 체문항, α

=.91로 나타났다.

2주간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

한 결과 학업성취도, r=.82, 주의집 력, r=.71,

기 학습능력, r=.76, 총 r=.83으로 나타났

다.

K-APRS

Cronbach's α

(n=567 )

검사-재검사

신뢰도

(n=293 )

학업성취도

주의집 력

기 학습능력

총

.87

.73

.85

.91

.82**

.71**

.76**

.83**

**p < .01.

표 7. K-APRS 부모용의 신뢰도 (N=56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ADHD 아동의

학업수행 평가를 한 학업수행 평정척도

(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APRS)를 부

모가 평가하도록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APRS 부모용에 해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아동의 학습성취의 질, 새로운 내용

의 학습속도와 련된 5문항으로 구성되어

학업성취도(Academic Success)요인, 요인 2는

날 배운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우, 축되거

나 정서 반응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와 련

된 3문항이 포함되어 주의집 력(Attention)요

인, 요인 3은 쓰기의 정확도, 필체의 수 ,

읽기․말하기 능력과 과제수행 시간 등 학업

을 성취하기 한 요한 기본학습태도와

련된 7문항이 포함되어 기 학습능력(Academic

Productivity) 요인이라 명명하 다.

이 결과는 APRS의 척도개발연구에서 DuPual

등(1991)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은

아동의 학업성취의 질, 교재를 신속하게 학습

하는 능력, 회상과 같은 학업수행결과와 련

된 7개 문항으로 학업성취도(Academic Success),

요인 2는 충동조 과 련된 3개 문항으로 충

동통제(Impulse Control), 요인3은 학업성취를

한 과정에서 요한 행동들과 련된 13개

문항으로 학업수행 능력(Academic Productivity)

으로 명명한 것과 비교할 때 3요인이 합한

것은 일치하나 각 요인의 문항들은 약간 다르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K-APRS 부모용이 APRS와 요인구

조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은 먼 APRS는

19문항을 가지고 교사가 평가하도록 개발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평가하도록 수정

하 기 때문에 학교장면에서 평가가 가능한

문항이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외된 데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가 평가하기 한 척도

를 개발할 때는 따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박은희 등(2003)이 한국어 Conners

부모 교사용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 경․하은혜 / ADHD 학업수행평가를 한 학업수행 평가척도(K-APRS) 부모용의 타당화 연구

- 1183 -

에 한 비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외국의 평가척도를 한국어 으로 표 화할 때

요인구조가 다른 결과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 인 배경의 차이나 부모의 양육 태

도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런 요인구조의 차이는 평가척도가 개별국가에

서 타당화 될 때 반 되어야 한다. 이를 제

로 APRS의 요인구조와 K-APRS의 요인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PRS의 요인분석에서 ‘학업성취도(Academic

Sucess)’요인과 K-APRS의 학업성취도(Academic

Sucess) 요인 문항(1, 2, 3, 5, 6)을 비교 할 때

3, 5, 6번 문항은 일치하 으나 1번 문항 ‘다

른 아이들 비 수학공부를 끝마치는 비율’, 2

번 문항 ‘다른 아이들 비 작문을 마치는 비

율’은 APRS에서는 학업수행 능력Academic

Productivity)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는 수학공부를 끝마치는 비율과 작문을

끝마치는 비율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

인 능력으로 보지 않고 과제를 정확하고 신

속하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하는 결

과이다.

APRS의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요인이

K-APRS에서는 ‘주의집 력(Attention)’이라는 인

지 특성에 을 둔 요인으로 치되었다.

즉, K-APRS의 ‘주의집 력’ 요인문항(13, 14,

15)은 APRS에서는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요

인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3번 문항 ‘ 날

배운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우’는 APRS에서는

학업성취도(Academic Sucess)요인에 포함되었고,

14번 문항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멍하게 있는

경우’와, 15번 ‘ 축되거나 정서 반응이 부

족해 보이는 경우’는 APRS에서 학업수행능력

(Academic Productivity)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

라 부모는 ‘ 날 배운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

우나,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멍하게 있는 경우,

축되거나 정서 으로 부족해 보이는 경우’

에 해 아동이 과제를 완수할 때 스스로 주

의집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PRS의 학업수행 능력(Academic Productivity)

요인과 K-APRS의 기 학습능력(Academic

Productivity)요인의 문항(4, 7, 8, 9, 10, 11, 12)

을 비교할 때 4, 11번 문항은 일치하나 다른

문항들은 일치하지 않았다. 7번 문항 ‘필체의

수 이나 질’, 10번 ‘쓰기 할 때 부주의하고

하게 쓰는 정도’는 APRS에서는 충동통제

(Impulse Control) 요인에 포함되었다. 그 이유

로는 우리나라 부모는 필체의 수 과 쓰기 할

때의 부주의하고 하게 쓰는 정도를 충동성

으로 보다는 학업성취에 요구되는 기본 학

습태도로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8

번 ‘읽기능력’, 9번 ‘말하기능력’은 APRS에서

는 학업성취도(Academic Sucess)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부모는 ‘읽기․말하기 능

력’이 학업수행 결과 보다는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 학습능력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별, 학년별 수를 보면 학년에

계없이 주의집 력, 기 학습능력, 그리고 총

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았다. 이 결과

는 교사가 평가한 미국 APRS의 타당화 연

구결과(DuPual, 1991)와 일치된다. 한 ADHD

가 남자아동에서 더 흔한 장애라는 일반 특

성과도 련된 결과이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학년의 학

업 성취도가 높았다. 즉 남녀 모두 고학년이

학습성취의 질, 과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학

습하는 능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반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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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 요인간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취도와 주의집 력, 학업성취도와 기

학습능력, 기 학습능력과 주의집 력에서 각

각 .48, .74, .53로 모두 상 계가 유의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APRS(DuPual et al, 1991)

의 요인간 상 의 경우 학업성취도(Academic

Success)와 충동조 (Impulse Control) .60, 학업성

취(Academic Success)와 학업수행능력(Academic

Productivity) .88, 충동조 (Impulse Control)과 학

업수행능력(Academic Productivity) .63으로 나타

난 것과 유사한 수 이었다.

넷째,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K-ARS,

IOWA Conners, HSQ, LPS-C 등 ADHD 평가척

도들과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K-APRS 부

모용의 학업성취도, 주의집 력, 기 학습능력,

총 과 K-ARS의 주의력, 과잉행동/충동척도에

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한 K-

ARS의 하 척도인 과잉행동/충동성 척도보다

주의력척도에서 K-APRS 주의집 력, 기 학

습능력과의 상 계가 높았다. 이 결과는

DuPaul 등(1991)의 APRS 개발 연구에서 ARS와

의 상 계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된다.

미국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ARS(ADHD Rating Scale)가 ADHD아동을 학습

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으로 쉽게 변별해 다

는 보고(Dupual, 1991; 소유경, 노주선, 김 신,

고선규, 고윤주, 2002)를 고려할 때 이 결과는

K-APRS 부모용이 ADHD의 학습문제 주의

력문제의 변별에도 유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 K-APRS 부모용은 IOWA 코 스 척도

의 부주의/과잉행동 척도, /반항 척도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반면 K-APRS 부

모용과 HSQ는 다소 낮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HSQ가 가정상황에서의 일반

행동을 평가하는 도구이므로 학습활동평가

역은 제한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효과 만족을 평가하기 하여

개발된 척도인 LPS-C척도와 K-APRS 부모용의

하 척도들이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다섯째, 임상집단과 일반집단과의 차이 검

증을 하여 ADHD를 선별하는 척도들 가

장 리 쓰이고 정확도가 높은 K-ARS의 단

을 기 으로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한

후 K-APRS 부모용의 하 척도에 해 t-test하

다. K-ARS를 기 으로 할 때 학업성취도,

주의집 력, 기 학습능력, 총 에서 임상집단

이 일반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 K-APRS 부모용이 ADHD집단의 학업

수행능력을 잘 변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섯째, K-APRS 부모용의 신뢰도를 측정하

기 해 내 합치도 Cronbach α와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 다. 그 결과 내

합치도는 학업성취도 α=.87, 주의집 력, α

=.73, 기 학습능력 α=.85, 총 , α=.91로 나

타났다. DuPual 등(1991)의 척도개발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학업성취 α=.94, 충동조 α

=.72, 학업수행능력 α=.94, 총 α=.95로 나

타난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것이다. 하지

만 일반 인 연구도구로서 용가능한 기 인

α=.70보다 높았고, 임상척도 사용 기 이 되

는 α=.80보다 높은 것이다. K-APRS 부모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학업성취도 r=.82, 주의

집 력 r=.71, 기 학습능력 r=.76, 총 r=.83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DuPual 등(1991)의 척도

개발 연구에서 APRS의 2주 간격의 검사-재검

사 신뢰도가 학업성취, r=.91, 충동통제, r=.88,

학업수행능력, r=.93, 총 수, r=.95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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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일반아동을 상으로 타당화한 결과로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ADHD로 진단받은 임상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임상 진단평가에서의

유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ADHD

진단아동과 정상아동의 수분포를 비교하여

단 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DSM

-IV에서는 ADHD를 충동성 우세형, 주의산만

우세형, 혼합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세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이로 인하여 하

유형에 따른 특성이 분석되지 않았다는 제

한 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하 유형에

따른 ADHD 학습문제의 평가에서의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확인 요인분석의

경우 탐색 요인분석의 상과 다른 표집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척도를 실시하고

성 자료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로 연구 상

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체 연구 상의 표

집 후 성과 연령을 기 으로 무선 선정하여

일부는 탐색 요인 분석을 하고 일부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확

인 요인 분석에서 같은 표집에 따른 표집편

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ADHD의 학습문제의 선별 평가 그리고 치

료효과 검증연구에 활용될 학습문제 평가 척

도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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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K-APRS) Parent Form

Young Kyung Cho Eun Hye Ha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Chil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Academic Performance Rating Scale

(K-APRS) Parent Form for assessing ADHD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s. The participants were 952

elementary school children(486 boys, 466 girls), their parents assessed them via the K-APRS, K-ARS, and

other ADHD scales. Factor analysis showed 3 subscale structures. Factor 1 was “Academic Success”, factor

2 was “Attention”, and factor 3 was “Academic Productivity” which was related to basic learning

attitudes. In addition, we confirmed the fitness of the 3‐factor model, according to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e K-APRS subscale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K-APRS assessed by parents and by teachers

to measure concurrent validit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cademic Success, Attention, Academic

Productivity, and Total Score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The ADHD rating scales such as the K-ARS,

IOWA Conners scale, HSQ(Home Situation Questionnaire) and LPS-C(Life Participation Scale for ADHD

Medication Child) showed significantly correlations with K-APRS thus demonstrating its concurrent validity.

As a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the clinical group showed lower scores than the normal group in all

Academic Success, Attention, Academic Productivity, and Total Score areas. We measured the reliability of

K-APRS, by showing the meaningful score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Key words : K-APRS, validity, reliability, ADHD, academic performance



조 경․하은혜 / ADHD 학업수행평가를 한 학업수행 평가척도(K-APRS) 부모용의 타당화 연구

- 1189 -

부록 1. 한국 학업수행 척도(K-APRS) <최종문항>

아래 항목에 따라 자녀의 지난 한 주간 학업수행을 평가해 주십시오.

모든 항목의 해당하는 란에만 ○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평 가

1 2 3 4 5

1.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수학 공부를 끝마치는 비율(정확

도와 계없이)
0~49% 50~69% 70~79% 80~89% 90~100%

2.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쓰기( : 작문, 일기 등)를 끝마치

는 비율(정확도와 무 하게)
0~49% 50~69% 70~79% 80~89% 90~100%

3. 주 식 수학공부나 쓰면서 푸는 수학공부를 완수할 때의

정확도
0~49% 50~69% 70~79% 80~89% 90~100%

4. 쓰기( : 작문, 일기 등)를 완수 할 때의 정확도 0~49% 50~69% 70~79% 80~89% 90~100%

5. 지난 한 주간 학교 공부가 어느 정도 질 으로 일 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진
부진해짐

들쑥

날쑥함
나아짐

계속해서

잘함

6. 새로운 내용을 얼마나 빨리 학습합니까?
매우

느림
느림 보통 빠름

매우

빠름

7. 필체의 수 이나 질은 어떠합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보통 상 우수한

8. 읽기 능력은 어떠합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보통 상 우수한

9. 말하기 능력은 어떠합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보통 상 우수한

10. 쓰기를 할 때 얼마나 자주 부주의하고 하게 합니까?
매우

자주

자주

있음
때때로

거의

없음 없음

11. 과제를 완수하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매우

자주

자주

있음
때때로

거의

없음 없음

12. 부모나 교사의 자극이나 재 없이도 주의집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없음

거의

없음
때때로

자주

있음

매우

자주

13. 날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매우

자주

자주

있음
때때로

거의

없음 없음

14. 지나치게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

까?

매우

자주

자주

있음
때때로

거의

없음 없음

15. 사회 상황에서 축되거나 정서 반응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매우

자주

자주

있음
때때로

거의

없음 없음

학업성취도 1, 2, 3, 5, 6

주의집 력 13, 14, 15

기 학습능력 4, 7, 8, 9, 10, 11, 12

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