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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뚜렛장애(이하TS)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의 실행기능을 평가하고 서로 비교하여 두 질
환에서의 실행기능상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DSM-Ⅳ의 진단기준에 의하여 TS만을 진단받은 18명의 아동과 ADHD만을 진단받은 아동 18명을 실험
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상군 18명을 실험군과 비슷한 연령과 성별,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각 질
환을 가진 아동들 중 DSM-IV상의 다른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는 실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 집단의 아동
들에게는 모두 지적 능력평가를 위해 K-ABC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실행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위스콘신 카
드분류 검사(이하 WCST)와 연속수행검사(CPT)를 실시하였고, 모든 검사는 약물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투약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하였다.

결 과：
세 집단간의 CPT 결과 오경보오류, 민감도, 반응기준에서 ADHD군이 정상군과 차이(p<0.05)가 있었던
반면, TS군은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고, 오경보오류에서는 ADHD군이 TS군과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ADHD가 TS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CST 수행결과를 총반응수, 오반응수, 개념수준반응수, 완성된 범주수에서 두 질환군 모두 정상군에 비
해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으며(p<0.05), 보속반응수, 보속오류수에서는 ADHD군만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결 론：
TS와 ADHD 두 질환이 모두 실행기능의 이상을 가지지만, TS에 비해 ADHD에서 더욱 현저한 실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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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행기능상의 차이는 두 질환사이에 서로 다른 병태
생리를 가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뚜렛 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실행기능·연속수행검사·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전두엽-피질하 신경망회로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실행

서

론

기능 등의 장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관련성 이외에도 TS를 가진 일부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환자에서는 강박장애, ADHD, 학습장애 및 다양한 행동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행동을 유지해나

상의 문제가 동반되며,13-16) ADHD의 경우에는 TS 환

가는 능력으로 계획(planning), 행동의 결정(decision

자의 50～60%에서 나타난다.15)17) 유전학적으로도 두

making), 목표설정(self-directed goal selection), 목

질환은 동일한 유전자에 의해 유발된다는 연구보고들

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지속적인 관찰과 변화(mo-

도 있다.18) 따라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질환사

nitoring and altering ongoing behavior to achieve

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goal) 등의 특수한 행동을 포함하며,1)2) 해부학적으로

생각된다.

는 뇌의 전두엽(frontal lobe) 및 전두엽-피질하 신경

두 질환이 각각 실행기능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

망회로(frontal-subcortical circuit)와 관련이 있는 것

났지만, 두 질환을 가진 아동들 사이를 비교하는 기존

으로 알려져 있다.2-4)

의 연구는 빈약한 상태이며, 특히 순수하게 두 질환 중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이러한 실행기능의 장애에 대한

어느 하나만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한

연구는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TS를 가

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로 약함)를

진 아동과 ADHD를 가진 아동에서의 실행기능을 검사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신경심리검사나 PET 등을 이

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가능한 차이점들을 찾고 있지만,

용한 많은 연구에서 ADHD가 전두엽의 기능이상을 보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두 질환의 실행기능의 비교는

5)

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두엽-피질하 신경망회

로의 기능이상과 관련된 실행기능의 장애는 이 질환의
2)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실행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요한 원인과 병태생리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최

있는 대표적 질환인 TS와 ADHD 환자에서의 실행기

근에는 틱 장애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행기능 장애를 연

능을 평가하고, 정상 대조군을 포함한 세 집단간을 서

구하고 있으며, ADHD와 마찬가지로 실행기능의 장애

로 비교하여 두 질환에서 실행기능 장애의 유무 및 특

6-8)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틱 장애의 원인 및

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병인론과 관련하여 뇌의 신경생리학적인 가설들이 다

대상 및 방법

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틱 장애의 하나인 뚜렛장
애(Tourette’s disorder, 이하 TS로 약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경해부학적 혹은 신경생물학적 가설들이 다

1. 연구 대상

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해부학적으로는 기저핵(basal

1999년 3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 의

ganglia), 피질 및 시상(thalamus)등의 뇌 구조물이 관

과대학 부속병원 소아신경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아동

련이 있고,9-12) 기능적인 면으로는 ADHD와 비슷하게

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

전두엽-피질하 신경망회로의 이상과 이로 인한 다양한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

2)

즉, ADHD와

sorder, 4th edition, 이하 DSM-IV로 약함)19)20)의 진

TS 모두 해부학적으로는 전두엽과 기저핵 등의 피질하

단기준에 근거하여 정신과 전문의 및 전공의에 의해 TS

부위라는 공통적인 이상 부위를 가지며, 기능적으로도

와 ADHD로 진단된 아동들 중 나이, 성적을 고려하여

실행기능상의 장애가 나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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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arisons of age and IQ for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 ADHD,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Age(years)

TS(N＝18)

ADHD(N＝18)

Control(N＝18)

P-value

Mean±SD
8.78± 1.11

8.50± 1.10

9.00± 0.91

0.38

IQ*
104.66±11.98
100.72±11.69
114.61±10.60
0.00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S：Tourette’s disorder, N：number of subjects, SD：standard
deviation, IQ：measured by K-ABC
*：The TD and ADHD group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rmal group(p<0.05, post hoc Bonferroni test)

TS 아동 18명, ADHD 아동 18명을 선발하였으며, 현

응수(number of trials administrated), 정반응수(total

재 아무런 약물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건강한 아동 18

number of correct), 오반응수(total number of errors),

명을 대조군으로 선발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인

보속반응수(perseverative response), 보속오류수(pe-

만 7～12세 사이의 남자아동으로 제한하였으며, 다른

rseverative error), 비보속오류수(nonper-severative

정신과적 공존질환이 있거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정

errors), 개념수준반응수(conceptual level response),

신지체나 경계성 수준의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은 연구

완성된 범주수(number of categories complete), 첫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범주완성시도수(trials to complete first category), 유
지실패수(failure to maintain), 학습지수(learning to

2. 연구 방법
대상아동에 대한 지적수준의 평가를 위하여 한국판
K-ABC(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이하 K-ABC로 약함)검사를 시행하였고,21) 실행
기능의 평가는 연속수행검사(Continuous Performance
Test, 이하 CPT로 약함)22)와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Wisconsin Card Sorting Test, 이하 WCST로 약
함)23)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모든 검사는 약물투여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약물투여 전에 실시하였
고, 평가는 자격있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에 의해 시행
되었다.

learn)의 총 11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하였으며, 결과값
들은 모두 컴퓨터로 채점 및 자동 처리되었다.
CPT와 WCST는 실행기능을 포함한 전두엽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1)24)25) CPT의
경우 주로 주의지속성과 주의산만성, 선택적 주의력을
반영하는 반면,26) WCST는 추상적 사고, 분류(categorization), 작동기억(working memory), 유연성(flexibility) 등을 측정할 수 있다.23)27)

3. 성적처리
측정된 자료들에 대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

본 연구에서 지적기능의 평가에 이용한 한국판 K-

riance；ANOVA)을 통해 집단간 비교를 하였으며, 사

ABC는 1997년 문수백과 변창진이 표준화한 검사도구

후 검증을 위하여 Bonferroni 분석법을 시행하였다. 또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KEDI-WISC의 전체 IQ

한 세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 IQ를 통제하기 위해 IQ를

와의 상관은 0.74이며 공인 타당도가 입증된 것이다.21)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실행기능의 평가에 이용된 CPT는 Conners가 고안

ANCOVA)을 시행하고, 역시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시

하고, Multi-Health System Inc.에서 제조된 CPT 프

행하였다. 모든 분석과정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모두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하위척도

0.05 미만으로 하였다.

인 정반응수(hit), 누락오류(omission error), 오경보오

결

류(commission error), 정반응시간(hit reaction time),

과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hit reaction time standard error), 표준편차의 다양성(variability of standard error),

세 집단의 평균연령은 TS군이 8.78±1.11세이며, AD-

그리고 민감도(attentiveness, d’)와 반응기준(risk ta-

HD군은 8.50±1.10세, 정상군은 9.00±0.91세로 세

king, β)을 측정하였으며, 결과값들은 모두 컴퓨터로 채

집단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지

점 및 자동처리되었다.

능지수의 경우 TS군의 경우 104.66±11.98, ADHD군

WCST 역시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총반

은 100.72±11.69이었고, 정상군의 경우 114.61±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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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n continuous performance test for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
ADHD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HIT
OMI
COMa

TS(N＝18)

ADHD(N＝18)

Control(N＝18)

Mean±SD

F-value

P-value

249.89±49.37

263.78±27.18

279.05±23.87

3.06

0.05

74.11±49.37

60.39±27.26

44.94±23.87

3.07

0.06

18.28± 8.36

24.56± 2.72

18.22± 5.64

6.56

0.00

HIRT

418.59±69.56

417.31±37.69

357.00±50.28

2.54

0.09

RTSE

20.73±15.50

18.13±10.26

12.12±10.88

2.27

0.11

VSE

52.66±40.64

43.22±27.35

26.96±33.78

2.58

0.09

0.81± 0.56

0.44± 0.27

1.16± 0.74

7.56

0.00

DDb,c

RITAb
0.86± 0.40
0.74± 0.16
0.59± 0.33
3.27
0.04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S：Tourette’s disorder, HIT：hit, OMI：omission error, COM：
commission error, HIRT：hit reaction time, RTSE：hit reaction time standard error, VSE：variability of standard
error, DD：attentiveness, RITA：risk taking, N：number of subjects, SD：standard deviation
a：The ADHD group performed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TS and normal group
b：The ADHD group performed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normal group
c：The TS group performed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normal group
a,b,c：p<0.05, post hoc Bonferroni test
Table 3.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n Wisconsin card sorting test for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 ADHD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TS(N＝18)

ADHD(N＝18)

Control(N＝18)

Mean±SD

F-value

P-value

TAa

124.78± 6.98

128.00± 0.00

115.78±17.13

6.33

0.00

TC

66.83±16.86

61.72±19.98

75.28±23.41

2.05

0.14

TEa

57.94±20.85

66.27±19.97

35.94±18.46

11.29

0.00

PRb

36.28±21.50

45.17±30.64

20.83± 9.77

5.47

0.01

PEb

30.83±16.49

38.06±22.52

18.61± 8.01

6.19

0.00

NONP

27.11±14.70

28.22±17.09

17.33±12.21

2.95

0.06

CLRa

49.83±22.97

43.17±24.58

70.33±16.33

7.74

0.00

CCa

3.00± 2.00

2.00± 1.19

4.56± 1.62

11.16

0.00

TC1

20.44±15.00

35.00±37.33

19.89±16.86

2.08

0.14

FMS

1.55± 1.58

1.44± 1.50

2.12± 1.23

1.15

0.33

LL

-9.75±13.87
-8.98±14.25
-0.79± 1.91
3.34
0.06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S：Tourettefs disorder, TA：number of trials administrated,
TC：total number of correct, TE：total number of errors, PR：perseverative response, PR：perseverative error,
NONP：nonperseverative errors, CLR：conceptual level response, CC：number of categories complete, TC1：
trials to complete first category, FMS：failure to maintain, LL：learning to learn, N：number of subjects, SD：
standard deviation
a：The ADHD and TS groups performed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normal group
b：The ADHD group performed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normal group
a,b：p<0.05, post hoc Bonferroni test

으로 정상군이 두 질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지만, 두

이를 가지며 저조한 수행을 보였고(p<0.05), TS군의

질환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1).

경우 민감도에서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세 집단의 CPT 수행결과는 오경보오류, 민감도, 반

0.05), 이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정상군과 의미

응기준에서 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오경보오류의 경우에

타났는데(p<0.05),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이 세가

는 ADHD군과 TS군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고(p<

지 하위척도에서 ADHD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차

0.05), ADHD군이 TS군에 비해 더 많은 오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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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n continuous performance test for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
ADHD and normal groups after adjustment for IQa
Variables
HIT
OMI
COM*

TS(N＝18)

ADHD(N＝18)

Control(N＝18)

Mean±SD

F-value

P-value

249.89±49.37

263.78±27.18

279.05±23.87

2.68

0.08

74.11±49.37

60.39±27.26

44.94±23.87

2.68

0.08

18.28± 8.36

24.56± 2.72

18.22± 5.64

4.49

0.02

HIRT

418.59±69.56

417.31±37.69

357.00±50.28

0.89

0.42

RTSE

20.73±15.50

18.13±10.26

12.12±10.88

1.12

0.34

VSE

52.66±40.64

43.22±27.35

26.96±33.78

1.41

0.25

DD**

0.81± 0.56

0.44± 0.27

1.16± 0.74

3.91

0.02

RITA
0.86± 0.40
0.74± 0.16
0.59± 0.33
2.45
0.09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S：Tourette’s disorder, HIT：hit, OMI：omission error, COM：commission error, HIRT：hit reaction time, RTSE：hit reaction time standard error, VSE：variability of standard error,
DD：attentiveness, RITA：risk taking, N：number of subjects, SD：standard deviation
a：evaluated at covariates appeared in the model；IQ＝106.67
*：The ADHD group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TS group after adjustment for IQ
**：The ADHD group differ significantly from normal group after adjustment for IQ
*,**：p<0.05, post hoc Bonferroni test
Table 5.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n Wisconsin card sorting test for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 ADHD
and normal groups after adjustment for IQa
Variables

TS(N＝18)

ADHD(N＝18)

Control(N＝18)

Mean±SD

F-value

P-value

TA*

124.78± 6.98

128.00± 0.00

115.78±17.13

3.41

0.04

TC

66.83±16.86

61.72±19.98

75.28±23.41

0.69

0.50

TE**

57.94±20.85

66.27±19.97

35.94±18.46

6.06

0.00

PR**

36.28±21.50

45.17±30.64

20.83± 9.77

3.17

0.05

PE**

30.83±16.49

38.06±22.52

18.61± 8.01

3.66

0.03

NONP

27.11±14.70

28.22±17.09

17.33±12.21

1.27

0.29

CLR**

49.83±22.97

43.17±24.58

70.33±16.33

4.08

0.23

CC**

3.00± 2.00

2.00± 1.19

4.56± 1.62

6.00

0.00

TC1

20.44±15.00

35.00±37.33

19.89±16.86

1.23

0.27

FMS

1.55± 1.58

1.44± 1.50

2.12± 1.23

1.06

0.35

-9.75±13.87
-8.98±14.25
-0.79± 1.91
LL
1.74
0.18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S：Tourette’s disorder, TA：number of trials administrated, TC：total
number of correct, TE：total number of errors, PR：perseverative response, PR：perseverative error, NONP：
nonperseverative errors, CLR：conceptual level response, CC：number of categories complete, TC1：trials to
complete first category, FMS：failure to maintain, LL：learning to learn, N：number of subjects, SD：standard
deviation
a：evaluated at covariates appeared in the model; IQ＝106.67
*：The ADHD group differs significantly from normal group after adjustment for IQ
**：The ADHD and the TS groups differ significantly from normal group after adjustment for IQ
*,**：p<0.05, post hoc Bonferroni test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도와 반응기준의 경우에도

가지 하위 척도에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두 질환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ADHD군이

으로 나타났는데(p<0.05), 이들 중 총반응수, 오반응수,

보다 저조한 수행을 보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수준반응수, 완성된 범주수에서 ADHD, TS 두 군

(표 2).

에서 모두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인 반

WCST 수행결과는 총반응수, 오반응수, 개념수준반

면(p<0.05), 보속반응수와 보속오류수에서는 ADHD

응수, 완성된 범주수, 보속반응수와 보속오류수의 총 6

군에서만 정상군에 비해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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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에서는 오경보오류(commission error)와 누

나타났다(p<0.05)(표 3).
IQ를 통제한 후 CPT의 결과양상을 분석한 결과에서

락오류(omission error)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

는 오경보오류에서 ADHD군이 TS군에 비해 의미있게

나,32)33)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많은 오류수를 보였으며(p<0.05), 민감도에서도 ADHD

보고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34)35) 최근에는 국내에서

군만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도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도구들을 사용한 연구들이 제

났고(p<0.05), 반응기준에서는 세 집단간 차이가 없는

한적으로 보고되었는데, CPT를 이용한 한 연구에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ADHD 아동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오경보오류, 누락오

IQ를 통제한 후의 WCST 결과양상을 보면, 총반응

류가 많이 나타나고,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가 유의미

수에서는 두 질환군에서 모두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차

하게 크며, 민감도는 낮고, 반응 기준은 높은 것으로 보

이가 발생하였으나(p<0.05), 오반응수, 보속반응수, 보

고되었다.26) 다른 연구에서는 누락오류와 오경보오류,

속오류수, 개념수준반응수, 완성된 범주수의 5개 하위

정반응시간의 표준편차, 민감도 그리고 반응기준에서

척도에서는 ADHD군만이 정상군에 비해 의미있게 저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36) 본 연구에서는 CPT의

조한 수행을 보였으며(p<0.05), TS군과 정상군 사이

결과양상이 ADHD 아동의 경우 오경보오류, 민감도,

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반응기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전의 다른 연구들
과 일치하였다. TS에 대한 연구의 경우 CPT와 유사한

고

찰

형태인 TOVA(Test of variability of attention)를 이
용한 몇몇 연구에서는 TS의 경우 정상군과 비교하여

TS와 ADHD에 대한 실행기능의 연구는 상당히 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9)30) 본 연구에서

한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연구의 집단 규모도 아주 적은

는 TS 아동에서 민감도에서만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TS에 대한 실행

게 낮은 점수를 보여 이전의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기능을 연구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며, 두 질환의 비교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TS를 대상으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전의 보고들에 의하면 많은

이러한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연구들에서 ADHD의 경우 주의력이나 주의산만의 장

없는 실정이라, 본 연구와 비교해 볼 수는 없었다.

애 이외에도 WCST, Stopping test, Maze test, Word

WCST의 결과양상은 보속반응수와 보속오류에서는

fluency test 등 실행기능을 검사하는 많은 영역에서

ADHD군에서만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으며, 또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분명한 실행기능의 장

한 IQ를 교정한 후 오반응수, 보속반응수, 보속오류수,

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S의 경우에도 제한된 연

개념수준반응수, 완성된 범주수에서 ADHD군이 저조

구들이기는 하지만 Category test, Verbal fluency test,

한 수행을 보였다. WCST 검사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

Trail making B 등의 검사에서 실행기능상의 장애를

들을 보면 ADHD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대

1)

보였다.

조군에 비해 낮은 범주수와 많은 보속오류를 보였다는

또한 TS와 ADHD를 비교한 소수의 이전 연구에서는

보고가 있으며,37)38) 일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

두 질환사이의 실행기능, 학습장애, 인지기능장애, 신경심

구들도 있지만,39)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ADHD 아동

리학적 문제들이 TS를 가진 아동에서 ADHD가 동반된

들이 WCST상 실행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15)28-30)

아동에 비해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실

고 있고,1) 본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였다.

행기능상의 차이는 두 질환의 병인이 서로 다른 부위의

TS만 가진 아동과 TS와 ADHD를 모두 가진 아동들을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

비교한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TS 단독 집단이 ADHD군과

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2)16)

정상군에 비해 더 낮은 실행기능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

CPT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ADHD 아

고,30) TS가 ADHD나 ADHD와 공존하는 군에 비해 정

동에 대한 결과들은 많이 보고되었지만, 연구결과들이

상범위의 실행기능을 가진다는 보고도 있어서 그 결과가

일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며, 일정한 연구결

일정하지 않았다.1) 나이와 IQ를 통제한 후 약물을 사용하

26)31)

과가 미흡하다.

ADHD 아동들에 대해 CPT를 이

지 않은 상태에서 TS군과 TS와 ADHD를 동반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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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군을 대상으로 TOVA, WCST, Rey-Osterrieth

배제하였으며, 순수하게 ADHD만 가진 환자와 순수하

complex figure test 등을 비교한 비교적 집단의 통제

게 TS 만을 가진 아동만을 비교함으로써 두 질환의 실

가 잘된 한 연구에 의하면 모든 집단에서 실행기능의

행기능을 직접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장애는 나타났지만, ADHD군과 ADHD와 TS가 동반

이러한 차이점은 두 질환의 병인론과 관련하여, 두 질

된 군에서 TS 군에 비해 더 심한 실행장애를 보이는 경

환이 모두 전두엽-피질하 신경망회로(frontal-subc-

향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non-verbal planning, self-

ortical circuit)의 이상이지만 ADHD의 경우 실행기능

monitoring 등의 기능이 TS보다는 ADHD에 의한 것이

을 담당하는 배측두부 회로(dorsolateral circuit)의 장

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일관된

애로 WCST등의 신경심리 검사상 이상을 보이며, TS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는 안전두부-피질하 신경망회로(orbitofrontal-subcor-

29)

tical circuit)의 장애를 보여 실행기능의 이상은 ADHD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부

보다 적다는 가설을 뒷바침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분 투약 중에 검사들이 진행되어 약물의 효과가 완전히

다.2)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28)40) 이전의 연구들이 ADHD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ADHD와 TS가 공존하는 경우

아동들에 대한 진단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본 연구와

의 실행기능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ADHD의 실행기능

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장애가 그런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아

연구에서도 CPT 검사결과와 WCST 검사결과 ADHD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더하여 약물 투여

TS 모두 실행기능의 장애가 분명히 드러나 두 질환을

후 실행기능을 평가하여 투여 전과 비교함으로써 약물

가진 아동에서 실행기능이나 주의력 관련 검사들에서

이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의 어려움을 보고한 이전의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

지를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뇌기능을 측정

과를 보여 주었다.40) 또한 TS와 ADHD가 모두 실행

할 수 있는 검사도구들을 이용하여 두 질환에 있어서의

기능의 장애는 가지지만, 정도에 있어서 ADHD에서 더

실행기능의 장애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는

심한 실행 기능상의 장애를 보였다는 이전의 일부 연구

연구들이 이루어질 때 얻어진 결과는 두 질환의 정신

들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

병태생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

었으며 분석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conf-

가서는 각각의 질환이 다른 질환과 공존하는 경우를 연

ounding bias)인 IQ를 통제한 후 세 집단간의 유의한

구하여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실행기능의 이상이 어떻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ADHD의 실행기능 저하가 TS

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보는 것도 이들 질환을

군에 비해 현저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에 있어서의 이러한 실행기능상의 정도의 차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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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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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the Executive Functions in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 with Those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Hyung-Mo Sung, M.D., Hyung-Bae Park,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Objectives：This study was performed to verify and compare deterioration of executive functions
in the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TS) with those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tes.
Method： We administered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K-ABC), Continuous
Performance Test(CPT), Wisconsin Card Sorting Test(WCST) on three groups of 18 children each：
tow groups of outpatients, one pure TS and one pure ADHD, diagnosed using DSM-IV criteria, and
the third, a control group of normal, healthy children who were selected considering age, sex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children performed all testings without the use of medications
Results：In comparisons of CPT perfotmance, the ADHD group showed poor performance with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mission error, attentiveness and risk taking(p<0.05), and the TS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entiveness(p<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DHD group and the TS group in commission error(p<0.05).
In comparisons of WCST, the ADHD group and the TS group showed significantly poorer
performance than the controls in number of trials administered, total number of errors, conceptual level
response, number of categories complete, perseverative response and perseverative error (p<0.05), but
only the ADHD group showed poor performance in perseverative response and perseverative erro
r(p<0.05).
When the results of CPT were analyzed after adjustment for IQ, the ADHD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errors than the TS disorder group in commission error, and only the ADHD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entiveness compared with the normal controls(p<0.05). In WCST,
while these two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number of trials administrated, only the
ADHD group showed significantly poor performance compared with the normal children group in the
5 sub-categories such as total number of errors, perseverative response, perseverative error, conceptual
level response and number of categories complete(p<0.05).
Conclusion：The abnormalities of executive functions appear in both ADHD and Tourette’s disorder,
but more apparent abnormalities in executive functions were shown in ADHD than in Tourette's disorder.
Also the differences of executive functions suggest that these two diseases may have different
psychopathophysiology in these dimensions.
KEY WORDS：Tourette’s disorder·ADHD·Executive function·CPT·W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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