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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일차성 주의력장애와 외상후 주의력장애에서 

TOVA를 이용한 주의력 특성의 비교

두부외상을 받은 아동에서 주의력장애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이들은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에서처럼 학업성취에서의 결함, 사회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결

함을 보인다. 두부외상 후 주의력장애 아동들에서 일반적인 정신자극제 치료에 대

한 반응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부외상 후 생긴 주의력장애는 일차

성 주의력장애와 다른 병태생리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이와 관련된 

비교연구는 국외에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없었다. 저자는 두부외상 후 

이차적으로 주의력장애를 진단받은 남아와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청각 

TOVAⓇ와 시각 TOVAⓇ를 시행하여 두 집단에서 주의력 특성을 비교하 다. 외

상 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에 비해 충동성은 더 낮았고 

선택적 주의력은 높았으며 정보처리과정에서 보다 반응의 일관성이 더 높음을 보

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들과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주의

력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들 두 집단 간에 다른 병태생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후 주의력장애 아동에서는 일차성 주

의력장애 아동과는 다른 치료적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외상후 주의력 결핍장애, 주의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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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주의력장애와 

외상후 주의력장애에서 

TOVA를 이용한 주의력 특성의 비교

 ＜지도 안  정  숙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새 한

제1장 서론

아동기의 교육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심리장애에는 학습장애를 비롯하여 정

서장애, 행동장애 등이 있지만 이러한 여러 장애 중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

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는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로 

교사와 임상가, 정신의학자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DHD는 

부주의(inattention), 충동성(impulsivity), 과잉행동성(hyperactivity)과 이와 관련된 

학업 성취에서의 결함을 포함한 사회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발달적 장애로 간

주될 수 있다. 김붕년(2002)은 ADHD 아동집단에서 시행한 부모용 아동행동조사

표(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에서 불안, 우울, 사회적 미성숙, 공격성을 

보 고 반항장애 소척도에서 분명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 하 다. 

김 신등(200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따돌림의 피해아동에서 

부모용 및 교사용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척도(ADHD Rating Score ; ARS)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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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고하 다. Barkley (1983) 그리고 Friedman과 

Christophersen(1983)에 의하면 ADHD와 관련된 증상들은 대개 유아기나 초기 아

동기에 시작하여 청소년기까지 진행되는 장기적인 경과를 보인다고 하 다. 

ADHD는 학령기 아동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유병률에 대해서 연구자마다 차이

가 있지만 Wolraich등(1996)이 DSM-IV에 근거하여 보고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학동기 아동에서 약 11%가 ADHD로 진단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하 으며 국내에

서는 김자윤등(1999)이 농촌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 1.99%가 

ADHD로 진단되어짐을 보고하 다.

Benton등(1991)은 소아나 성인에서 두부외상 후에 우울, 불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응조절과 행동억제의 장애가 발생함을 보고하 다. 

외상 후 생기는 ADHD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지만, Gerring등

(1998)의 연구에서는 중등도에서 고도의 두부외상을 받은 환아들에서 ADHD가 약 

19%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Pettersen등(1991)은 외상 후 이차적으로 생긴 

ADHD가 환아들에서 행동조절, 공감력, 계획세우기, 시공감각의 통합, 만족의 연

기 등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외상과 연관된 일반적인 재활의 경과에서 뿐만 

아니라 환아의 향후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 학업성취도 등에도 향을 미치게 된

다고 보고하 다.

Anderson등(1998)과 Kerstin등(2000)은 두부외상을 당한 소아들을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에서 “주의력 결핍”(attentional deficit)과 “억제기능 조절”(inhibitory 

control)을 비교하 다. 하지만 Anderson등(1998)의 연구는 ADHD진단을 고려하지 

않고 두부외상을 당한 소아들의 전반적인 주의력을 비교하 으며, Kerstin등(2000)

의 연구는 억제기능 조절의 저하에 초점을 두어 두부외상 후 이차적으로 ADHD

를 진단받은 환아 군과 일차성 ADHD 환아 군을 비교하 다. 따라서 두 환아 군

에서 ADHD진단에 근거한 충동성과 주의력의 조절에 대한 포괄적인 증상의 특성

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고 국내에는 전무하다. 

저자는 두부외상 후 이차적으로 ADHD, 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이하 

외상후 주의력장애)를 진단받은 남아집단과 일차성으로 ADHD, 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이하 일차성 주의력장애)을 진단받은 남아집단에서 한국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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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Wechsler 지능검사(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 KEDI-WISC )와 TOVA
Ⓡ
(Test of Variable of 

Attention)를 시행하여, 지능이 미치는 향을 배제한 후에 두 집단에서 TOVAⓇ

를 통해 부주의(inattentiveness), 충동성(impulsivity), 정보처리속도(velocity of 

information-processing), 그리고 반응조절(response control)및 반응의 일관성을 

살펴봄으로서 두 집단 간의 주의력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 다. 

이전의 Anderson등(1998)과 Kerstin등(2000)의 연구들의 결과로 유추해 보면 

두부외상 후 이차적으로 발생한 주의력장애 집단에서 정보처리속도의 저하를 나

타내는 목표자극에 대한 평균 정반응시간 점수가 더 낮게 나올 것이고, 초점주의

력을 나타내는 누락 오류 점수가 일차성 주의력 결핍장애 집단보다 더 높을 것이

며, 충동성을 나타내는 오경보 오류 점수는 외상후 주의력장애 집단과 일차성 주

의력장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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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원주기독병원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

여 DSM-IV에 근거하여 주의력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 : Attention Deficit Disorder)을 진단 받은 환아 

19명과 두부외상 후 ADHD를 진단 받은 환아 16명을 대상으로 하 다. 주의력장

애(ADD)의 진단은 환아의 부모와 환아를 면담한 후 1명의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정신과 전공의, 1명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DSM-IV 진단 

기준에서 주의력장애(ADHD, 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 : ADD)에 부합하는 

환아들 만을 피검자로 선정하 다. 그러나 주의력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이전에 약물치료 경험이 있는 환아, 정신지체가 있는 환아, 소아과적 또는 신경과

적 질환이 있는 환아, 다른 Axis I 질환이 있는 환아, 그리고 두부외상 환아 중에

서 외상 이전에 주의력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환아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그 예로 일차성 주의력장애 환아 중 검사 전에 치료약물 사용경험이 있는 환아 

3명과 우울장애의 공존이 의심되는 2명, 중등도의 정신지체가 의심되는 환아 2명

은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외상후 주의력장애를 진단 받은 환아라도 과거병력에 

대한 부모와의 면담 후 주의력장애에의 병력이 의심되는 환아 2명과 중등도 이상

의 정신지체가 의심되고 협조가 불충분하여 KEDI-WISC와 TOVA를 끝까지 수행

하지 못한 2명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피검자로 참여한 환

아는 24명이었는데 이중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가 12명이었고 외상후 주의력장

애 남아가 12명이었다. 환아들의 연령은 7-14세 범위 고 KEDI-WISC를 통한 지

능검사에서 83-121 범위에 있는 아동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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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도구

2.2.1. 한국판 아동용 Wechsler지능검사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 KEDI-WISC) 

KEDI-WISC는 Wechsler가 만든 미국의 아동용 Wechsler 지능검사(1974)를 

우리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검사로서 만 5세부터 15세까지의 소아

와 청소년에 대한 실시가 가능하다. 이 검사는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숫

자의 6가지 언어성 소검사와 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기호

쓰기 및 미로찾기의 6가지 동작성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피검자와 검사

자가 일대일로 시행하게 되고 수행시간은 1시간 30분가량 되며 피검자의 수행정

도에 따라 2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검사결과는 피검자의 연령수준을 고

려하여 교정을 하게 되며 각 소검사별 평가치와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지수, 전

체지능의 산출이 가능하다.

2.2.2. TOVAⓇ  (Test of Variable of Attention)

TOVA
Ⓡ
는 ADHD 아동과 성인의 진단 및 약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시각적, 청각적 연속수행검사이다. Visual TOVAⓇ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

한 2개의 시각자극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학습 능력에 의해 향을 받

지 않는다(그림 1). 따라서 나이가 어린 아동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언어학습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OVAⓇ의 2개 시각자

극 중 목표자극(target)은 흰색의 직사각형 안에 색채가 없는 작은 정사각형이 상

단에 위치하는 경우이고, 비목표자극(non-target)은 목표자극과 동일한 조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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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직사각형 내부의 작은 정사각형이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피험자는 목표

자극이 제시되면 바로 컴퓨터에 부착된 마이크로스위치를 한 번 누르도록 지시를 

받으며, 반대로 비목표자극이 제시되면 반응을 억제하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도록 

지시를 받는다. 전체 시행시간은 22분 30초이며 연습시행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30

분정도의 검사실시간이 필요하다. 자극제시 시간이 100msec이며 자극 간 간격은 

2,000msec이다. 목표자극과 비목표자극의 제시비율은 전체 시행의 전반부와 후반

부에서 다른데, 전반부에서는 목표자극이 22.2%의 비율로 제시되고, 후반부에서는 

77.8%의 비율로 제시된다. 목표자극과 비목표자극의 제시 비율의 변화는 TOVA
Ⓡ
 

피검자의 부주의한 반응과 충동적인 반응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TOVA
Ⓡ
 수행은 전후반을 각각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전체 4개 부분으로 나

누어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각 반응 조건에서의 부주의와 충동성에 향을 주는 

연습효과와 피로효과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Auditory TOVA
Ⓡ
의 경우에는 고음과 저음의 두 가지 청각자극으로 구성되어 

지는데 목표자극은 고음이며 비목표자극은 저음이다. 그 외 시행방법 및 검사수행 

과정은 Visual TOVAⓇ와 비슷하고 검사수행시간은 연습시행시간까지 포함하여 

25분 정도의 검사시간이 필요하다.

TOVA
Ⓡ
의 항목들 중 누락 오류(omission error)는 부주의(inattentiveness)를, 

오경보 오류(commission error)는 충동성(impulsivity)을, 목표자극에 대한 평균 정

반응 시간(response time)은 정보처리의 속도(velocity of information-processing)

를,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 (variability)는 반응조절, 반응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각 지표들은 각각 T점수 85-115점 사이가 정상범위

(normal range)이며, 지능수준이 평균에 속하면서 T점수가 85점 이하인 경우는 정

상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변인들을 종합한 공식에 의하여 

ADHD 점수(ADHD score)가 계산되는데, ADHD 점수가 -1.80 이하 일 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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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isual TOVA에서의 목표자극과 비목표자극

2.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피검자 선정 후 KEDI-WISC와 TOVAⓇ를 측정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주의력장애로 진단되면 KEDI-WISC를 실시

한 후 Visual TOVA
Ⓡ
, Auditory TOVA

Ⓡ
를 실시하 고, 피검자가 배제 기준에 부

합되거나 협조가 안 되어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환아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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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분석

통계프로그램은 Spss 10.0 for windowⓇ을 사용하 고 일차성 주의력장애집단

과 외상후 주의력장애집단에서 Visual TOVA
Ⓡ
와 Auditory TOVA

Ⓡ
 각각의 4가지 

항목에 대한 T점수를 Mann-Whitney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 하 다. 

지능이 TOVA의 4가지 항목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산점도와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 다. 

p값 0.05 이하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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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3.1.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 및 지능

24명의 아동이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며 이중 일차성 주의력장

애 남아가 12 명이었고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가 12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일차성 주의력장애, 외상후 주의력장애 각각 8.6±1.34, 9.4±2.38 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능을 평가하는 KEDI-WISC 

score는 일차성 주의력장애, 외상후 주의력장애 각각 101.4±17.0, 100.5±11.4 이었

으며 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 및 지능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P<0.05

No. of Patient Age
KEDI-WISC 

score

일차성 주의력장애 환아 12 8.6±1.34 101.4±17.0

외상후 주의력장애 환아 12 9.4±2.38 100.5±11.4

전체 환아 24 9.0±1.93 10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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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OVA 수행분석

외상후 주의력장애 아동과 일차성 주의력장애 아동에서 Auditory TOVAⓇ와 

Visual TOVA
Ⓡ
를 시행한 후 누락 오류(omission error), 오경보 오류(commission 

error), 목표자극에 대한 정반응시간(reaction time), 정반응 시간의 표준편차

(variability) 항목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비교하 다. 외상후 주

의력장애 아동집단이 누락 오류(omission error), 오경보 오류(commission error), 

정반응 시간의 표준편차(variability)에서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보다 높은 평균값

이 나왔고 목표자극에 대한 정반응시간(reaction time)은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

이 외상후 주의력장애집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 주었다(표2, 표3). 

모집단의 정규분포여부를 가정 할 수 없으므로 Mann-Whitney 비모수 검정법

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 하 다(표3, 표4). Auditory TOVAⓇ에서 오

경보 오류(commission error)와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variability)는 유의확률이 

각각 0.039와 0.028로 두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으며 검정 통

계량이 36.5와 34.0으로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이 외상후 주의력장애 집단보다 

더 낮은 정반응시간의 다양성 점수를 보 다. Visual TOVA
Ⓡ
에서 두 집단간에 뚜

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경보 오류(commission error)이며 유의확률은 0.001이

었다. 마찬가지로 검정통계량 값이 17.0으로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이 외상후 주

의력장애 집단보다 더 낮은 오경보 오류 점수를 보 다. 목표자극에 대한 정반응 

시간(reaction time)은 Auditory TOVA
Ⓡ
와 Visual TOVA

Ⓡ
 모두에서 외상후 주의

력장애 집단이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보다 낮았으나, 비모수 검정을 시행했을 때 

유의확률이 Auditory TOVA
Ⓡ
와 Visual TOVA

Ⓡ
에서 각각 0.319와 0.551로 두 집

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누락 오류(omission 

error)의 유의확률은 Auditory TOVAⓇ에서 0.178, Visual TOVAⓇ에서 0.242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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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uditory TOVA
Ⓡ
의 평균 및 표준편차

Mean : T값의 평균

SD: Standard deviation

Auditory TOVA 

omission 

error

commission 

error 
reaction time variability 

일차성 

주의력장애 

Mean 77.41 77.08 70.50 76.00

SD 22.69 20.25 15.73 8.40

외상후 

주의력장애

Mean 88.75 91.58 66.33 85.42

SD 16.14 15.48 17.14 14.07

전체 환아

Mean 83.08 84.33 68.42 80.71

SD 20.11 19.12 16.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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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Visual TOVA
Ⓡ
의 평균 및 표준편차

Mean : T값의 평균값

SD : Standard deviation

표 4. Auditory TOVA
Ⓡ
 결과에 대한 비모수 검정

*  : p<0.05

** : p<0.01

Visual TOVA 

omission 

error

commission 

error 
reaction time variability 

일차성

주의력장애 

Mean 76.00 86.08 82.08 76.25

SD 21.65 17.90 17.45 17.10

외상후 

주의력장애 

Mean 87.33 106.00 77.25 83.50

SD 14.26 19.34 22.20 16.00

전체 환아 

Mean 81.67 96.04 79.67 79.88

SD 18.84 20.87 19.68 16.62

 omission error 
commission 

error
reaction time variability 

Mann-Whitney 

U
48.500 36.500 54.000 34.000

p-value .178 .039
*

.319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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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Visual TOVA
Ⓡ 

결과에 대한 비모수 검정

*  : p<0.05

** : p<0.01

 omission error
commission 

error 
reaction time variability 

Mann-Whitney 

U
51.500 17.000 61.000 51.000

P-value .242 .001
**

.551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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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능과 TOVA수행과의 관계

지능이 두 집단의 TOVAⓇ 수행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산점도와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 다. 그림 2와 그림 3의 산점도에서 지능과 Auditory 

& Visual TOVA
Ⓡ
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6과 표 7에서 보면 지능과 

TOVAⓇ의 각 변수를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하 을 때 지능과 

누락 오류(omission error)의  Pearson 상관계수가 Auditory TOVA
Ⓡ
에서는 0.425

이었고 Visual TOVA
Ⓡ
에서 0.588 으며 각각 유의확률 0.002와 0.039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선형관계가 존재하 다. 

 

 

      그림 2. Auditory TOVA
Ⓡ
의 항목들과 지능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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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Visual TOVAⓇ의 항목들과 지능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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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지능과 Auditory TOVA
Ⓡ
의 상관관계

* : < 0.05

** : < 0.01

  지능
omission 

error 

commission 

error 

reaction 

time 
variability 

Pearson 

상관계수
지능

 
omission 

error 
.588

**

 
commission 

error 
.136 .420

*

 
reaction 

time 
-.148 .037 -.186

 variability .242 .463
*

.512
*

.288

유의확률 지능

 
omission 

error 
.002

**

 
commission 

error 
.527 .041

 
reaction 

time 
.489 .864 .385

 variability .255 .023
*

.011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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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지능과 Visual  TOVA
Ⓡ
의 상관관계

* : p< 0.05

** : p< 0.01

  지능
omission 

error 

commission 

error 

reaction 

time 
variability 

Pearson 

상관계수
지능

 
omission 

error 
.425*

 
commission 

error 
.350 .513

*

 
reaction 

time 
.351 .199 .113

 variability .271 .300 .247 .635
**

유의확률 지능

 
omission 

error  
.039*

 
commission 

error 
.094 .010

*

 
reaction 

time 
.093 .351 .598

 variability .201 .155 .244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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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ADHD는 Strauss와 Lechtinen(1947)이 명명한 뇌손상 남아 증후군(Brain 

Injured Child Syndrome)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 고, 이후 1960년대 초 

미소 대뇌기능 장애(Minimal Brain Dysfunction)라고 불리어 왔으나, 

Wicks-Nelson, Israel(1991)등에 의해 미소대뇌 기능장애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너

무나 포괄적이며, 규준적인 가치가 적다고 비판이 된 후 새로운 개념들이 대두되

게 되었다. ADHD의 초기 개념화에서는 과잉행동을 핵심증상으로 간주하여 과잉

행동 증후군(hyperkinetic syndrome), 아동기 과잉행동반응(hyperkinetic reaction 

of childhood : DSM-II)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70년대에 이르러서는 과잉행

동보다는 주의력결핍과 충동성이 더욱 중요한 증상으로 인식되어, 1994년 

DSM-IV부터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 진단 범주 하에 혼합형(mixed type), 부주의형 (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 과잉운동-충동형 (Predominantly Hyperactive-Impulsive 

Type)으로 구분되기에 이르 다.

이전의 ADHD의 원인론에 대한 연구에서 Blum등(1996)과 LaHoste등(1996)이 

dopamine D2 receptor와 D4 receptor와 관련된 유전자와 연관되는 등 유전적 요

인이 있다고 하 고 Swedo(1998)등은 Pediatric autoimmune neuropsychiatric 

disorders associated with streptococcal infections(PANDAS) 소아들의 50%정도

에서 ADHD의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는 등 자가면역장애가 원인으로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하 다. 그 외에 Bellinger등(1987)과 Milberger등(1996)은 환경적인 향

으로 모성 흡연, 모성 알코올남용, 임신기간동안 납에 대한 노출 등의 자궁내 혹은 

출생 후의 독성물질노출이 ADHD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 다. 

ADHD의 병인론에 대한 연구들에서 Zametkin과 Rapaport(1987)등은 도파민 

(dopamine), 노에피네프린(norepinephrine)등 여러 신경전달물질계의 이상이 관련

된다고 보고 하 고, Mattes등(1980), Zametkin등(1987) 그리고 Pilszaka등(1996)은 

ADHD의 경우 전두엽 기능장애, 특히 전전두 역(prefrontal area)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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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미상핵(Caudate nucleus)을 연결하는 경로상의 결함이 있음을 제시하 다(그

림 1). Ross등(1994)의 연구에서는 ADHD남아에서 전전두엽의 주요기능인 실행기

능과 관련된 억제반응의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2). 

  그림 4. 전전두 역(b)과 그것과 미상핵(a)을 연결하는 경로상(?)의 결함

  그림 5. 전전두 역과 실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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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frin과 Schneider(1977)는  ADHD 아동이 주의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인다고 하 고, Frieberg와 

Douglas(1975) 그리고 Hastings와 Barkley (1978)는 망상 활성체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의 저각성 상태가 원인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

다. 또한 Douglas와 Peters(1979)는 주의의 통제를 장시간 유지하는데 결함이 있

어서 주의산만과 지속적인 주의집중에 손상이 나타난다는 이론적 모형과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적 주의과정의 결함으로 주의

력문제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 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에서 ADHD의 원인으

로 다양한 생물학적, 신경학적 또는 신경-인지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

했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 원인론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전의 연구들을 요

약한다면 주의력은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

러한 복합적인 과정에는 두뇌의 여러 역의 기능이 관여되고 있으므로, ADHD가 

한 가지 신경학적 요인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주의력 평가를 위해 널리 씌어지는 검사 중 하나인 TOVA
Ⓡ　

(Test of Variable of Attention)는 미네소타 컴퓨터 평가(Minnesota Computer 

Assessment : MCA)로 알려진 연속수행검사(Continuous Performance Test : 

CPT)로서 주의력장애 아동과 성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TOVAⓇ에서는 4가지의 변인을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누락 오류

(omission error), 오경보 오류(commission error), 목표자극에 대한 평균 정반응시

간(response time), 정반응 시간의 표준편차(variability)가 있다. 첫 번째로 누락 

오류는 부주의(inattention)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초점주의력(focused attention)과 

특히 지속적 주의력(sustained attention)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초점 주의력은 특

정자극에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며 지속적 주의력은 일정시간 동안 과제를 수행

하는 동안 주의를 유지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두 번째로 오경보 오류는 충동성

(impulsivity)과 함께 선택적 주의력(selective attention)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충동

성이란 특히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중 억제기능의 저하를 나타낼 수 있고 

선택적 주의력이란 방해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분산이 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세 번째로 목표자극에 대한 평균 정반응시간이란 정보처리과정(information 



-22-

processing)의 속도를 측정하는 항목인데 정보처리과정이란 어떤 자극(input)에 대

한 반응(response)이 선택되어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극

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주의집중력, 기억, 운동기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인지기

능이 관여되는데 TOVA
Ⓡ
에서는 실행과정을 단순화 시켜서 특히 주의집중력과 연

관된 정보처리과정의 속도를 평가한다. 네 번째로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

(variability)는 반응조절, 반응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처리과정의 

일관성을 반 한다고 할 수 있겠다. 

Anderson등(1998)은 두부외상 후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한 주의력 결손

(attentional deficit)연구에서 지속적 주의력(sustained attention), 초점 주의력

(focused attention), 분할 주의력(divided attention) 그리고 반응 억제력(response 

inhibition)등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에서 유의한 주의력 결손을 보 으나 초점주의

력은 비교적 손상이 적었음을 보고하 다. 

Kerstin등(2000)은 두부외상 후 이차적으로 ADHD진단 받은 소아들과 일차성 

ADHD소아들의 “억제기능 조절”(inhibitory control)의 비교에서 두부외상 후 

ADHD를 진단받은 소아들이 전반적으로 정보처리 속도가 저하 되어 있었으며 두

부 외상 후 과잉활동을 보이는 소아들은 일차성 ADHD 소아들과 비슷한 억제 기

능의 저하가 있었는데 특히 억제 반응의 속도저하가 이들 소아의 과잉활동성과 

연관성이 있었음을 보고하 다. 

하지만 Anderson등(1998)의 연구는 ADHD진단에 대한 고려 없이 두부외상 후 

소아들의 전반적인 주의력를 비교하 으며, Kerstin등(2000)의 연구는 억제기능 조

절의 저하에만 초점을 두어 두부외상 후 이차적으로 ADHD를 진단받은 소아들과 

일차성 ADHD 소아를 비교하 다.  

이에 저자는 두부외상 후 이차적으로 주의력장애를 진단받은 남아집단과 일차

성으로 주의력장애를 진단받은 남아집단에서 한국판 아동용 Wechsler 지능검사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 KEDI-WISC ), Auditary TOVA
Ⓡ
 그리고 Visual TOVA

Ⓡ
를 시행하

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지능이 미치는 향을 배제한 후 두 집단에서 TOVA

Ⓡ
의 항목을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주의력 특성의 차이를 비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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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Auditory TOVA
Ⓡ
의 정반응시간

의 다양성 항목(variability)과 오경보 오류 항목 (commission error) 그리고 

Visual TOVAⓇ의 오경보 오류 항목(commission error)에서 더 높은 T점수 값이 

나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했다. 누락 오류의 평균값이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또한 Pearson 상

관계수를 통한 지능과 TOVAⓇ의 하위항목의 상관분석에서 지능과 누락 오류가 

유의수준 5%내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지능의 차이가 두 집

단의 누락 오류 값의 차이를 반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하는 

두 집단에서는 집단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지능의 차이나 누락 오류 값의 차

이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혼란변수의 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목표자극

에 대한 정반응 시간(reaction time)항목은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가 더 낮게 나

왔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첫 째로 부주의(inattention) 및 정보처리속도

(velocity of information-processing)의 저하는 두 집단이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에 대한 충동성(impulsivity)과 청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조절 능력의 저하가 

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는 충동성과 연관된 증

상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부주의와 연관된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아

동의 장애가 아주 심하지 않거나 또는 부모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동의 장애가 간과되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는 두부 외상후 이차적으로 발생한 주의력장애 집단에서 정보처리 

속도의 저하를 나타내는 목표자극에 대한 평균 정반응시간 점수가 더 낮게 나올 

것이고, 초점주의력을 나타내는 누락 오류 점수가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보다 더 

높게 것이며, 충동성을 나타내는 오경보 오류 점수는 외상후 주의력장애 집단과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저자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저자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 던 이유에 대한 가능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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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는 각각의 표본의 크기가 12명씩이었는데, 이 정도의 표본이 모집단의 차이를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표본 크기 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고려

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는 외상후 주의력장애 아동군의 표본추출에서 선택편향

(selection bias)이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차성 주의력장애 아

동들에서는 증상이 경한 부주의형의 환아들이 표본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

으며 외상후 주의력장애 아동들은 사고 후 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

에 경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아오게 되어 본 연구에 포함되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선택편향이 있었다면 심한 증상의 일차성 주의력장애 아동들과 경한 증상의 외상

후 주의력장애 아동들이 각각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원인은 TOVA
Ⓡ
자체가 주의력 특성 평가에 유용한

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중 TOVA
Ⓡ
자체가 주의력 특성 평가에 유용한가 하

는 문제는 적을 것 같다. TOVAⓇ는 한국 아동의 연령별 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

고 미국의 규준에 입각하여 자동적으로 채점되는 전산화된 검사이나 TOVA
Ⓡ
수행

결과에 따라 일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여부가 판별되고 이외에 지속적 

주의력, 반응속도, 충동성, 변산 각각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김남혁(1994)등이 한국 아동를 대상으로 TOVA

Ⓡ
에 대한 타당도연구를 수행한 결과, ADHD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더 많은 누락 

오류와 오경보 오류를 보이고, 정반응시간이 더 느리며,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TOVA
Ⓡ
가 주의력장애를 평가하는 도구

로서 타당도가 있음을 입증해주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했지만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목표

자극에 대한 평균 정반응시간 T점수의 평균값이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군보다 

더 낮았으며, 초점주의력을 나타내는 누락 오류의 T점수가 일차성 주의력 결핍장

애 남아집단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앞에서 언급한 본연구의 제한점을 감한하여 

표본 집단의 크기가 더 컸었다면 좀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첫째로, 주의력 특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보다 큰 표본수

로 본 연구를 검증하는 추가 연구가 있어야겠고 둘째로, TOVA
Ⓡ
 이외에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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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충동성, 정보처리 속도 등을 평가를 위해 보다 더 특화된 검사법을 사용한 연

구가 필요하겠다. 셋째로, 최근 주의력장애의 원인론 및 병태생리로서 추가적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실행기능에 대한 비교연구도 두 집단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보여 진 두 집단 간의 

주의력 특성의 차이는 두 군 간에 서로 다른 병태생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치료 접근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향후연구가 필요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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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집단과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집단에서 

TOVA
Ⓡ
를 이용하여 부주의성, 충동성, 정보처리속도, 반응조절을 비교하 고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째, Auditory TOVAⓇ와 Visual TOVAⓇ에서 목표자극에 대한 평균 정반응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누락 오류, 오경보 오류, 정반응 시간의 표준편차)에서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집단이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집단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둘 째, Auditory TOVA
Ⓡ
를 통한 두 집단의 비교에서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

집단에서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p<0.05).

셋 째, Visual TOVAⓇ를 통한 두 집단의 비교에서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집단

에서 오경보 오류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p<0.05).

넷 째, Auditory TOVA
Ⓡ
와 Visual TOVA

Ⓡ
의 나머지 항목인 누락 오류와 목표

자극에 대한 정반응시간의 평균값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p>0.05).

다섯 째,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한 지능과 TOVA
Ⓡ
의 하위항목의 상관분석에서 

지능과 누락 오류가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외상후 주의력장애 남아에서 일차성 주의력장애 남아

에 비해 낮은 충동성과 보다 높은 반응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일차성 주의력장애 집단과 외상후 주의력장애 집단에서 

주의력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두 집단 간에 다른 병태생리

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추가 연

구가 있어야겠고 두 집단간에 서로 다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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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ttention of Primary and Posttraumatic Attention 

Deficit Disorder, using TOVA 

                                         Park Sae Han 

                                         Dep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osttraumatic attention deficit disorder(ADD) is common in head-injured 

children. Posttraumatic ADD boys exhibit deficiencies in academic functioning, 

social skill and self-control, that are comparable to primary ADD. But 

clinically, posttraumatic ADD boys are less responsive to psychostimulant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posttraumatic ADD boys have psychopathologies 

different from developmental ADD boys. Up to now, few comparative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attention of them have been published.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attention of posttraumatic ADD(n=12) and 

developmental ADD(n=12) boys were investigated by administering auditory 

and visual TOVA.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osttraumatic ADD boys show 

lower impulsivity, higher selective attention and higher information-processing 

consistency than developmental ADD boys.

I conclude that posttraumatic ADD is different from developmental ADD in 

characteristics of attention, and suggest that they are different in 

psychopathogy. Therefore, I propose an alternative therapeutic approach for 

treatment of posttraumatic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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