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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교사-부모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ADHD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사-부모간의 

ADHD학생 행동 관찰 공유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ADHD학생이 통합교육을 효율적으

로 받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교사와 부모의 협력인 점과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사 부모 협력의 실질적 방안의 요구됨을 확

인했다.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해 도출한 ADHD학생 행동관찰 공유시스템의 설계전략을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교사측

면과 부모측면, 그리고 공유측면 시스템 기능으로 분류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ADHD학생 행동관찰 공

유시스템의 개발과 개발된 시스템이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과 이용성을 갖게 될지 검증하는 실증적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고 제언한다.

키워드: ADHD, 프로토타입(prototype), 학생정보공유(student information sharing)

I. 서론

최근 늘어가는 ADHD학생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는 효능

감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고 있고 가정에서는 ADHD학생 양

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사

와 부모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가장 힘든 주체는 ADHD학생 본인이 된

다. 정작 학교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아야할 

대상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체 문제시만 되고 있는 현

실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ADHD학생이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

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교사와 부모의 협력인 점과 현재 교육현장

에서 교사 부모 협력의 실질적 방안의 요구됨을 확인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질적 방안으로 교사-부모간의 원활한 정보 공

유를 통해 ADHD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사-부모간의 ADHD학생 행동 관찰 공유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II. 관련 연구

1. 연구절차

다음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시스템 설계전략을 수립하고, 단

계별 설계전략을 기반하여 설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했다.

그림 1. 프로토타입 설계를 위한 연구 과정

Fig. 1. Study Process of prototyp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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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부모-교사 협력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물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1. 부모-교사 협력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물 목록

Table 1. Previous research lis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연 도 연구자 연구주제

2010 이정은 
ADHD 성향 아동에 대한 부모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2011 황순영
ADHD아동 부모의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에 대한 

만족도와 방해 요인 탐색

2009 김남형
ADHD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이정은

ADHD 아동의 주 증상 완화와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부모교육과 교사 교육의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2010 염정순
스마트 주의집중 훈련프로그램이 ADHD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위 선행연구 자료들을 통해 ADHD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

습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부모 모두 우선적으로 

ADHD학생에 대한 정확한 증상적 이해가 필요하고 교사-부모가 

협력을 통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중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교사-부모 간 단절감은 교사-부모 학생정보의 교류를 방해하

게 되고 일관된 지속적 중재가 필요한 ADHD학생의 지도가 더욱 

어려워지는 원인이 된다(김남영, 2009).
또한 ADHD학생이 통합교실 안에서 통합교육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부모가 인식

하는 협력의 요구수준을 잘 이해하여 부모 교사 간 파트너십을 강

화해야 한다(황순영, 2011). 
위의 논문에서 문제시했던 점의 핵심은 첫째, 교사-부모의 

ADHD학생의 이해부족, 둘째, 교사-부모 간 인식의 차이와 협력

의 어려움, 셋째, 교사-부모 간 협력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부재

로 정리할 수 있다.

III. 본론

1. 설계전략

본 연구에서는 ADHD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웹 기반 행동관찰 공유시스템 프로토타입 설계에 있어 다음

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교사-부모 모두 ADHD학생에 행동 관찰 정보 공유를 위

한 첫 단계는 ADHD학생의 특성과 평가기준항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따라서 ADHD아동에 대한 정보제공 페이지를 제공해

야한다(설계전략 1). 둘째, 주간 행동 관찰 페이지, 자유 형식 입력 

페이지 모두 교사-부모가 조작, 입력하기 편리한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설계전략2). 셋째, 작성, 조회, 전송 방법이 웹 게시뿐 아니라 

보이스(voice)입력, 이메일 전송 등 다각화된 수단을 제공해야하

고 내용은 필요시 통계화할 수 있어야한다(설계전략3). 넷째, 이러

한 과정에서 공유된 정보는 교사-부모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ADHD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능력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설계전략4).

2. 프로토타입 설계  

2.1. 시스템 개관도

시스템 안에서 부모, 교사는 다음 [그림2][그림3]과 같이 상호 

입력 조회를 통한 상호 작용을 한다.

그림 2. ADHD학생 행동관찰 공유 시스템 

Fig 2. ADHD Stud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그림 3. 사용자측 시스템 흐름도

Fig. 3. Flow Chart of User Group System

3. 프로토타입 제안

3.1 교사 측면

교사 입력페이지에 적용한 설계전략은 다음과 같다. 교사 입력 

방식에는 ‘시스템 상의 모든 페이지는 교사-부모가 조작, 입력하기 

편리한 체계를 제공해야한다.(설계전략2)’와 ‘작성, 조회, 전송 기

능에 있어 다각화된 방법과 저장 자료의 효과적 활용방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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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설계전략3)’를 적용했다. 전송옵션 구성에는 ‘작성, 조

회, 전송 기능에 있어 다각화된 방법과 저장 자료의 효과적 활용방

법을 제공해야한다.(설계전략3)’를 적용했다.
   

표 2. 교사측면 항목별 설계전략

Table 2. Design Strategy for Teacher Group

항목 내용 설계전략

교사

입력

● 주간행동관찰

● 자유 관찰 

● 긴급전달사항

● 전체공지

(설계전략2,3)

전송

옵션

● 웹으로

● 휴대폰으로

● 이메일로

● 전체로

(설계전략3)

공통

메뉴

● 처음으로

● 참고자료

● 참고사이트

● 이용방법

● 통계실

(설계전략2)  

전송 방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다각화된 방법으로 자료 전송

의 편의성을 위해 아래 [그림 4]와 같이 교사는 전송옵션을 선택

하여 자료별, 상활별 적합매체를 통해 학생정보를 부모에게 전송

할 수 있다.

그림 4. 교사입력내용 전송 프로토타입

Fig. 4. Transmission Prototype of Teachers In-Put

3.2 부모 측면 

‘작성, 조회, 전송 기능에 있어 다각화된 방법과 저장 자료의 효

과적 활용방법을 제공해야한다.(설계전략 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전송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부모는 ADHD학생 행동 관찰 내용 입력 시 [그림 5]와 같이 

휴대폰 문자, voice입력, 웹페이지 입력, 이메일 전송 등 다양한 

모바일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 부모입력내용 전송 프로토타입 

Fig. 5. Transmission Prototype of Parents In-Put

부모 입력 내용을 교사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알림기능>을 이용한다. 알림기능 

옵션으로 [인트라넷], [휴대폰], [메일] 세 가지를 제공하고, 현재 

가장 교사에게 접근성 있는 옵션을 선택해 놓으면 새로운 부모 입

력 내용이 업로드 되면 설정해 놓은 수단으로 새 글 확인을 요청하

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알림 기능>은 [표 3]과 같이 활용되어 교

사-부모간의 학생 정보 공유를 위한 즉각적인 협력의 수단이 된다. 

표 3. 부모 입력내용 알림 기능

Table 3. Informing Function of Parents In-Put

 인트라넷

<확인 요청 알림 메시지 예시>

[2011년 11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김00’의 

‘주간 행동 관찰(11월 2째 주)’ 페이지가  웹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2011년 11월 16일 오후 8시 20분에 ‘이00’의 

‘놀이치료 상담 결과‘ 내용이 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000메일을 확인하세요.]

휴대폰

이 메일

  

3.3 공유 측면 

학교와 가정에서는 각각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과 동기화된 

행동 관찰 공유 시스템을 통해 ADHD학생의 행동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치적 통계자료를 정신과 전문

의나 놀이치료사, 상담사 등에게 제공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력치료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상에서 ADHD학생의 이해와 치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입력된 협력기관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협력기관

에서도 또한 치료나 상담의 결과와 학교, 가정에서의 협력지도에 

관한 지시 사항 등을 부모나 교사에게로 전송할 수 있다. 협력 기

관과의 정보 공유 프로토타입은 다음 그림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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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협력 기관과의 공유 프로토타입

Fig. 6. Information Sharing Prototype of Cooperating Group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ADHD학생의 교사-부
모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ADHD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한 필요 요소

임을 도출하였고, 교사-부모간의 원활한 행동관찰 공유를 통해 

ADHD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사-부모간

의 ADHD학생 행동 관찰 공유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으로 학생정보 공유시스템의 실질적 구현 및 개

발이 이루어져야하고,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되었을 경우 교육현장

에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과 이용성을 가지게 될 지 검증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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