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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of anxiety symptoms with behavior and atten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Methods : A total of 195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ADHD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Korean
Version of ADHD Rating Scale (K-ARS) and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BASC-2) were
used to measure the children’s behavior. Anxiety and attention was assessed with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 and ADHD Diagnostic System (ADS), respectively. Children with ADHD were
categorized to two groups of ADHD with low anxiety (ADHD-LA) and ADHD with high anxiety (ADHDHA) according to the total STAIC scores. Scores on K-ARS, BASC-2 and AD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of ADHD-LA and ADHD-HA.
Results : The Scores on K-ARS total and both subscales in ADHD-HA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ADHD-LA group. Scores on the BASC-2 subscales including hyperactivity, aggression, conduct problem,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withdrawal, attention problems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ADHD-HA group compared to ADHD-LA group. In contrary, scores on ADS subscal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both groups.
Conclusion : Our study identified that the anxiety accompanied with ADHD was associated with the negative behavioral aspect in children with ADHD. However, the performances on attention task were not affected by the anxiety comorbid with ADHD. Future studies to reveal underlying mechanism are needed for
further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with anxiety and ADHD. (Anxiety and Mood 2019;15(2):101-108)
KEY WORDS : ADHD·Anxiety·Behavior·Attention·Elementary school children.

서

론

행동, 충동성, 주의력결핍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이다.1 소아·청소년기의 ADHD 유병율은 5% 정도로 알려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대적, 지역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경발달장애의 한 종류로 크게 과잉

되고 있다.1,2 ADHD는 주로 학령 초기의 어린 나이에 발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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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불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는다는 보고들이 있었으나,14,16,17 오히려 불안이 주의력과제의

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었

orders 4th edition text-revision, DSM-IV-TR)까지는 만 7세

다.18,19 반면, ADHD 아동이 직접 보고한 불안이 높을수록 운

이전에 발병할 것을 요구하는 연령 진단기준이 있었으나, 5판

동 속도(motor speed), 반응속도(response speed)가 빠르며,

(DSM-5)에서는 연령 진단기준이 만 12세 이전의 발병으로

주의력 과제상 행동 억제가 어려운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

1,3

구 결과도 있었다.20

확장되었다.

ADHD는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점차적으로 호전되는 것
4,5

ADHD 아동의 불안과 아동의 행동양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충

연구에서도 불안이 동반된 ADHD 아동이 그렇지 않은 ADHD

분히 호전되지 않아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진단기준을

아동보다 행동조절의 어려움(behavioral dysregulation)이 더

만족하는 경우가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인

많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21,22 불안 장애를 동반하는 것과 행

1,6

기 ADHD의 유병율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HD의 필수 증상은 기능 또는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

동조절장애(behavioral dysregulation)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는 연구도 있었다.23

인 양상의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충동성이다.1 이러한 증상

이처럼 지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불안증상과 ADHD는 일

들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등의 행동이나

관되게 공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

즉각적인 보상 욕구나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등의 다양

고, 불안과 ADHD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한 행동 양식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ADHD 환자는 우울장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

애, 불안장애, 물질남용, 식이장애, 틱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동에서 불안이 동반 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

7

공존병리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하여 불안이 ADHD 아동의 행동 양상과 주의력에 어떤 형

를 들어, 적대적 반항장애의 경우 ADHD 복합형 아동의 50%

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에서, 주의력 결핍 우세형의 약 25%에서 함께 나타나며, 품행

대상 및 방법

장애 역시 ADHD 복합형 아동의 25%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1

보고된 바 있다.

불안장애와 주요우울장애도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더 흔

연구 참여 대상자

하게 나타나는데, 한 연구에서는 보통아이들에 비해 ADHD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충청남도 천안지역의

아동들의 경우 불안장애의 유병율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보

초등학생 1~3학년 학생 30,2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ADHD

8

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일반 인구집단에서 ADHD

선별검사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선별검사시에 포함된 한국판

아동이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비율을 25%로 보고하였으며, 병

ADHD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ADHD Rating Scale,

원에 내원한 인구집단에서 ADHD 아동의 경우는 불안장애

K-ARS) 점수의 절단점 19점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발된

가 동반되는 비율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들은 모두 병원에 내원

9,10

또한, 부모의 보고를 통해 연구된 ADHD의 아동의 불

하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DSM-IV-TR의

안장애 동반 비율이 31.3%로 보고되기도 하여11 전체적으로

진단기준에 의거한 진단적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행동 및 주

ADHD 아동의 30% 정도에서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의력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자가설문 및 부모설문지와 신경심

보고되고 있다.

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참여 아동은 모두 연구 참여

다.

ADHD와 불안장애는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시점에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들이었다.

된 연구도 있으나,12 불안장애가 동반된 ADHD 아동들의 심

연구 참여 대상 아동은 총 441명이었으며, 이 중 ADHD군은

10

리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ADHD 증상

195명, 대조군은 246명이었다. 본 연구는 전체 참여대상 아동

과 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아직 일관되지

중 ADHD로 진단된 195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9,10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은 주로 충동성보다는 주

하였다. 모든 연구의 과정은 대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력결핍 증상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않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

13,14

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불안의 종류에 따라 주의력결핍
15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DKUH 0801-006), 모든 대상 아동과 부모로부터 연구 참여
전에 연구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불안이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ADHD
에 동반된 불안이 주의력 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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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영 등

평 가

지속수행검사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부모의 학력 및 가구수입 등 인

아동의 주의집중과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수행

구학적 변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모의 자가보고식 설문지

검사의 일종인 ADHD 진단시스템(ADHD Diagnostic Sys-

를 이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불안과 행동 및 주의력을 평가

tem, ADS)을 이용하였다.31 ADS는 시각과 청각 두 가지 방

하기 위한 도구로 한국판 ADHD 평가척도, 아동용 상태-특

식으로 아동의 주의집중과 충동성을 컴퓨터 수행으로 측정

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누락오류(omission error), 오경보오류

STAIC), 아동용 행동평가 척도(Behavior Assessment Sys-

(commission error), 평균반응시간, 반응시간 변동성의 4가지

tem for Children, BASC-2), ADHD 진단시스템(ADHD Di-

척도가 시각과 청각 수행에 대해서 각각 산출된다. BASC-2

agnostic System, ADS)을 사용하여 모든 대상 아동을 평가

와 ADS 점수는 모두 표준화된 T 점수로 변환되어 계산되었다.

하였다.
통계 분석
한국판 ADHD 평가 척도

연구 참여 아동은 STAIC의 절단점인 69점을 기준으로 불

한국판 ADHD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ADHD Rat-

안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

ing Scale, K-ARS)는 ADHD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

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에는 기술통계가 사용되

해 Dupaul 등24이 개발한 척도로 DSM-IV-TR의 ADHD 진

었으며, 불안-고위험군과 불안-저위험군의 인구학적 변인에

단기준에 기반하여 제작된 척도이다. 부모가 아동의 행동증

대한 비교를 위해서는 independent t-test 및 카이제곱 검정

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구성된 척도로 총 18문항으로 구성

을 이용하였다. 두 그룹간 K-ARS, BASC-2, ADS 하위척도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3점(매우

의 점수 비교는 Crude 모델과 Adjusted 모델의 두 가지 모델

자주 그렇다)까지 4점식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

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Crude model에는 분산분석

25

도는 So 등 에 의해 한글판으로 번안되어 표준화되었다.

(analysis of variance, ANOVA)이 이용되었으며, Adjusted
model은 다변량 공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cova-

아동용 상태-특성 불안 척도

riance, ANOCOVA)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성별, 나이, 부모

아동용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

의 학력 및 가구총수입이 공변량으로 포함되었다. 가구총수

tory for Children, STAIC)는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입은 샘플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하와 300만원

26

아동의 자가보고식 척도로 Spielberger와 Edwards 에 의해

이상 두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공변량에 포함하였다. 통계분

제작된 척도이다.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각

석에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SPSS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거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의 없다) 부터 3점(자주 그렇다) 까지 3점식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Cho와 Choi27에 의하여 신뢰도

결

과

및 타당도 검증이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불안 증상
의 고위험군에 대한 절단점은 기존 연구에서 STAIC의 합계
점수의 최적 절단점으로 제시된 69점을 기준으로 불안 증상
28

의 고위험 여부를 결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인
연구참여 아동의 인구학적 변인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
다.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의 비율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 역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빠의

아동용 행동평가 척도
아동용 행동평가 척도(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BASC-2)는 아동의 문제 행동양상을 부모가 평가

학력수준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엄마의 학력
및 가구총수입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의
STAIC 점수는 Table 1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하도록 고안된 척도로 총 1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0점부터 3점까지 4점식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29

그룹간 K-ARS 점수의 차이

하위척도로는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외향적 문제를 측정하

그룹간 K-ARS 점수의 차이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는 척도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향적 문제를 측정하는

각 그룹의Total K-ARS 점수는 불안-고위험군이 불안-저위

척도 등 18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한글판

험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F=7.67 ; p=0.006). 마찬가지

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과 검증되었다.30

로 과잉행동-충동성 하위척도(F=5.77 ; p=0.017) 및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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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Total

Total participant ; n (%)

ADHD with low anxiety

ADHD with high anxiety

195

152 (77.9)

139 (71.3)

110 (72.4)

29 (67.4)

56 (28.7)

42 (27.6)

14 (32.6)

7.81 (0.96)

7.78 (1.00)

7.93 (0.79)

≤12 years

100 (51.3)

72 (47.4)

28 (65.1)

＞12 years

95 (48.7)

80 (52.6)

15 (34.9)

≤12 years

117 (60.3)

90 (59.2)

27 (64.3)

＞12 years

77 (39.7)

62 (40.8)

15 (35.7)

27 (18.1)

8 (19.0)
15 (35.7)

χ2 or t

p

0.397

0.528

0.936

0.351

4.226

0.040*

0.354

0.552

0.584

0.989

43 (22.1%)

Sex ; n (%)
Male
Female
Age at baseline (mean, SD)
Parental educational level
Father ; n (%)

Mother; n(%)

Household income (Thousand KRW) ; n(%)
35 (18.3)

＜2,000
2,000-3,000

67 (35.1)

52 (34.9)

3,000-4,000

40 (20.9)

32 (21.5)

8 (19.0)

4,000-5,000

31 (16.2)

24 (16.1)

7 (16.7)

＞5,000

18 (9.4)

14 (9.4)

4 (9.5)

Scores on STAIC
Total

56.92 (7.03)

76.60 (5.42)

19.608

＜0.001†

Trait anxiety

28.11 (5.24)

38.76 (4.93)

11.926

＜0.001†

Stait anxiety

28.81 (4.22)

37.84 (4.89)

11.939

＜0.001†

* : p＜0.05, † : p＜0.01. STAIC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KRW : Korean Won
Table 2. K-ARS scores between two groups
Crude

Adjusted

ADHD with low anxiety

ADHD with high anxiety

(n=152)

(n=43)

F

p

F

p

Total

23.35 (8.64)

27.13 (7.69)

6.72

0.010*

7.67

0.006

Hyperactivity

10.39 (4.59)

12.28 (4.78)

5.56

0.019*

5.77

0.017*

Inattention

12.95 (5.06)

14.85 (4.30)

5.02

0.026*

6.44

0.012*

K-ARS

†

Adjusted model includes gender, age, parental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level as covariates in addition crude model. * :
p＜0.05, † : p＜0.01. K-ARS : Korean version of ADHD rating scale, ADHD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척도(F=6.44 ; p=0.012) 역시 불안-고위험군이 불안 저위험군

도 중 불안(Anixety ; F=8.64 ; p=0.004), 우울(Depression ;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양상을 보였다.

F=10.28 ; p=0.002), 신체화(Somatization ; F=9.30; p=
0.003), 위축(Withdrawal ; F=9.47 ; p=0.002) 모두 불안-저위

그룹간 BASC-2 점수의 차이
그룹간 BASC-2점수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

험군에 비해 ADHD 불안-고위험군이 역시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적응기술(Adaptive skills)의 소척도인 적응

ing problems ; F=7.10 ; p=0.008), 내면화 문제행동(Inter-

성(Adaptability),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 리더쉽(Leader-

nalizing problems ; F=14.44 ; p＜0.001)에서 불안-고위험군

ship)등은 Adjusted model 에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이 불안-저위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없었다.

3). 세부 소척도를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
는 과잉행동(Hyperactivity ; F=5.08 ; p=0.025), 공격성(Ag-

그룹간 ADS 점수의 차이

gression ; F=6.40 ; p=0.012), 품행문제(Conduct problems ;

그룹간 ADS의 점수를 살펴 보면, 청각검사와 시각검사의

F=4.69 ; p=0.031); 주의력 문제(Attention problems ; F=

모든 소척도에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4.85 ; p=0.029) 모두 불안-저위험군에 비해 ADHD 불안-고
위험군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내현화 문제항목의 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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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C-2 scores between two groups
BASC-2

ADHD with low anxiety

ADHD with high anxiety

(n=152)

(n=43)

Crude

Adjusted

F

p

F

p

Hyperactivity

55.26 (10.22)

58.81 (10.81)

3.96

0.048*

5.08

0.025*

Aggression

51.09 (8.80)

55.21 (8.93)

7.29

0.008

†

6.40

0.012*

Conduct problems

52.64 (9.91)

56.72 (10.86)

5.45

0.021*

4.69

0.031*

Anxiety

43.10 (8.27)

46.70 (8.66)

6.20

0.014*

8.64

0.004

Depression

52.24 (9.62)

57.14 (10.30)

8.43

0.004

10.28

0.002

†

Somatization

45.32 (8.59)

50.60 (11.47)

10.80

†

0.001

9.30

0.003

†

Withdrawal

49.65 (8.94)

54.63 (9.40)

10.15

0.002

†

9.47

0.002

†

†

†

Attention problems

59.89 (8.90)

63.56 (6.87)

6.22

0.013*

4.85

0.029*

Adaptability

46.16 (8.63)

43.16 (8.98)

3.96

0.048*

2.71

0.101

Social skills

40.66 (8.82)

38.81 (8.52)

1.50

0.222

1.95

0.165

Leadership

42.61 (8.41)

39.51 (9.31)

4.32

0.039*

2.48

0.117

Externalizing problems

53.34 (9.14)

57.65 (10.02)

7.13

†

0.008

7.10

0.008

Internalizing problems

46.16 (8.81)

51.79 (10.30)

12.66

†

14.44

＜0.001†

Adaptive skills

41.31 (8.14)

37.70 (7.46)

6.84

0.010*

5.72

0.018*

＜0.001

†

Adjusted model includes gender, age, parental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level as covariates in addition crude model. * :
p＜0.05, † : p＜0.01. ADHD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ASC-2 : Behavior As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Table 4. ADS scores between two groups
Crude

Adjusted

ADHD with low anxiety

ADHD with high anxiety

(n=152)

(n=43)

F

p

F

p

Visual omission error

70.29 (31.44)

70.09 (27.87)

0.001

0.970

0.008

0.930

Visual comission error

69.78 (25.93)

70.28 (26.46)

0.012

0.912

0.147

0.702

Visual response time

52.11 (15.58)

51.40 (14.58)

0.072

0.789

0.226

0.635

Visual response time variability

73.33 (27.55)

69.02 (22.64)

0.881

0.349

0.360

0.549

Auditory omission error

57.70 (16.97)

59.63 (17.05)

0.428

0.514

0.747

0.389

Auditory comission error

55.64 (17.12)

56.93 (16.53)

0.193

0.661

0.050

0.824

Auditory response time

57.33 (18.68)

56.16 (17.11)

0.135

0.714

0.176

0.675

Auditory response time variability

62.77 (14.20)

62.00 (14.30)

0.098

0.754

0.061

0.805

ADS

Adjusted model includes gender, age, parental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level as covariates in addition crude model.
ADS : ADHD diagnostic system, ADHD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고

찰

이가 나타나는 것은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결과 중의 하나
이다. ADHD 불안-고위험군과 ADHD 불안-저위험군간의

본 연구에서는 ADHD에 동반되는 불안의 유무에 따라서

total K-ARS 점수에서 불안-고위험군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

나타나는 행동 양상과 주의력의 차이점에 대하여 대조군을

었는데, ADHD와 불안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적인 학령기 아동의 불안장애

서 불안이 ADHD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증상을 더욱 악

1

의 유병율은 7~9%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DHD 아
9,32

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4,33,34

동의 경우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비율이 25~40% 로 보통

이와 같이 불안의 동반 유무에 따라 ADHD 아동이 일상

아동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생활에 받는 부정적 영향은 BASC-2 점수를 통해서도 확인

역시 ADHD 아동의 불안-고위험군의 비율이 22.1%로 나타

할 수 있다. BASC-2 점수를 살펴 보면, 불안-고위험군은 외

나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높은 공존유병율에 대한 결과를 보

현화 문제의 소척도에 해당하는 과잉행동(Hyperactivity), 공

였다. 이는 ADHD 아동의 경우 불안장애가 동반될 수 있는

격성(Aggression), 품행문제(Conduct problems), 주의력 문

위험성이 높아 불안증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

제(Attention problems)등의 항목에서 모두 불안-저위험군

함을 시사한다.

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불안(Anixety), 우

ADHD 군에서 불안의 유무에 따라서 K-ARS 점수의 차

울(Depression), 신체화(Somatization), 위축(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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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면화 문제에서 역시 불안-고위험군은 불안-저위험

K-ARS와 BASC-2의 경우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아동군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ADHD에 동반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척도인 반면, ADS의 경우 특정 인지적

된 불안이 ADHD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과제를 제한시간안에 수행하는 검사로서 본 연구는 ADHD 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외현화 문제, 내면화 문제와는

동에 동반된 불안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아동의 행동 증상

달리 적응기술의 소척도에 해당하는 적응성(Adaptability), 사

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에 반해, 특정 주의력과제

회성 기술(Social skills), 리더쉽(Leadership)과 같은 소항목

를 수행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들은 두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이들 항목들

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은 외현화, 내면화 문제와는 다른 심리적 속성을 가질 수 있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 중의 하나는 불안에

음을 암시하며, ADHD에 동반된 불안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

대한 BASC-2 점수와 STAIC 점수와의 차이이다. STAIC는

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아동이 직접 자신의 불안에 대해 보고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불안의 유무에 따른 K-

는 ADHD 아동을 STAIC 점수를 기준으로 불안-고위험군

ARS 점수 및 BASC-2의 내면화, 외현화 증상 점수의 차이에

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두 군간에 STAIC 점수에

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주의력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인 ADS

서 현저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BASC-2의

에서는 불안-고위험군과 불안-저위험군간 수행점수에서 유의

불안(Anxiety) 하위 척도에서는 불안-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안의 유무에 따라 아동

간에 STAIC에서 보였던 것만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들의 지속적 주의(Sustained attention) 및 억제적 조절(In-

않다. BASC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일상을 관찰한 것을 기반

hibitory control)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아동들

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 결과는 아동이 직접 느끼는 불안과

이 인지적 주의를 기울이는 특정 과제의 수행에는 불안이 큰

부모가 느끼는 아동의 불안의 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DHD에 동반된 불

시사한다.

안과 주의력과제 수행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
14

펴 보면, Newcorn 등 의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을 대상으

아동의 여러 정신병리적 증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증상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동보다

로 한 주의력 과제의 수행에서 불안의 동반 유무에 따른 그룹

더 심각하게 보고하는 반면, 우울,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Manassis

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고하는 것이 아동이 보고하는 훨씬 덜

등16의 연구에서도 반응억제(Response inhibition) 과제를 수

심각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본 연구의 결과도

행하는 데에 ADHD에 동반된 불안의 유무에 따른 그룹간

이와 동일하게 부모들은 아동이 느끼는 것보다 아동의 불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을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의 불안으로 인한 오히려 초조증상을 과잉행동으로 지각할

한편, Pliszka18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동반된 ADHD 아동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들

이 ADHD-only 아동에 비해서 주의력 과제의 수행에서 더

의 정신병리적 증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때 부모뿐만 아니

낳은 수행을 보여 주의력 과제의 수행과 불안간의 긍정적인

라 아동에게도 함께 증상을 물어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Vloet 등19의 연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구에서도 ADHD+불안 아동이 ADHD-ONLY 아동에 비해

본 연구는 아동의 불안과 ADHD 증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서 선택적 주의력과 지속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과제에서 더

중요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

낳은 수행을 보여 ADHD에 동반된 불안이 오히려 주의력 과

는 연구참여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총 195명의 아

제를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여주

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불안-고위험군의 경우

기도 하였다. 반면, Jarett 등10의 연구에서는 ADHD+불안 아

비율이 높지 않아 충분한 샘플수가 확보되지 못한 점이 본

동이 ADHD-only 아동에 비해서 작업기억 과제에서 오히려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

더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은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ADHD에 동반된 불안이 주의력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미치

데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는 관련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들을 보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불안이 검사 당시의 객

고하고 있어 향후 ADHD에 동반된 불안과 주의력의 관련성

관적인 불안에 대한 검사이기보다는 일상적인 불안에 대한

을 확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메타분석이 필요할 것으

아동의 느낌을 척도를 통해 측정한 것이므로 검사 당시에 환

로 생각된다.

아가 느끼는 불안이 주의력검사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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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영 등

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4. Hill JC, Schoener EP. Age-dependent decline of attention deficit hy-

다. 또한 아동용 척도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가

5. Faraone SV, Biederman J, Mick E. The age-dependent decline of at-

peractivity disorder. Am J Psychiatry 1996;153:1143.

보고에는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검
사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생체지표를 포함하여 더욱 정

6.

밀한 실험적 설계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참여 아동은 소아.청소년

7.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DSM-IV-TR의 진단기준에 의거한

8.

임상진단적 평가를 통해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의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다만, 아동의 ADHD 진단을 위한 구
조화된 도구들(i.e.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36이
대부분 DSM-IV-TR의 진단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구조화된
진단도구의 미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

9.
10.
11.
12.

각되나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진단도구를 통한 엄밀한
진단이 연구의 결과를 확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

13.

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14.

인구집단을 통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결

론

본 연구는 ADHD 아동에서 불안이 동반되는 비율이 22%

16.
17.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HD 아동은 불
안이 있을 경우 불안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을 포

18.

함한 외현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ADHD 아동에서
불안을 포함한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아
동들에 대한 주의력과제 검사를 함께 수행하여 ADHD아동
의 불안이 특정 과제의 수행보다는 전반적인 일상의 행동에

19.
20.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21.

중심 단어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불안·행동·주의력·
22.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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