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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소아 사시 환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양상

대조군을 통해 사시 환자 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양상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시로 진단받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방문 시 시력, 사시각, 굴절
검사를 시행하고 보호자를 통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사시군과 동일한 연령대이며 사시로 진단되지 않은
어린이를 대조군으로 하고 보호자에게 사시군과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전신 질환이나 발달장애, 정신, 신경계 질환, 미숙아, 약시, 안과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278명

중

사시군은

141명,

대조군은

137명이었으며

사시군과

대조군에서 성별(P=0.231), 나이분포(P=0.415)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은 사시군에서는 47명 (33.33%)이 의심되었고
대조군에서는 7명 (5.11%)이 의심되었으며 사시군에서 그 빈도는 유의하게
높았다(p=0.00). 사시의 종류에 따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의심되는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정도에는 성별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p=0.00) 시력, 사시각, 굴절 이상
정도 등 안과적인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시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정도에는 안과적인 변수 외에도 정서, 사회적인 원인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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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핵심어: 사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ii

차례

국문요약 ···················································································································· ⅰ
차례 ···························································································································· ⅲ
그림차례 ···················································································································· ⅳ
표차례 ·························································································································· v
Ⅰ. 서론 ························································································································ 1
Ⅱ. 연구대상 및 방법 ································································································· 3
Ⅲ. 결과 ······················································································································· 6
A.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와 평가 척도 점수··································· 6
B.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내적 신뢰도························· 9
C. 사시 종류에 따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 차이······················· 10
D. 평가 척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 11
Ⅳ. 고찰 ······················································································································· 13
Ⅴ. 결론 ······················································································································· 19
참고문헌 ······················································································································ 20
APPENDIX I ·················································································································· 22
ABSTRACT ················································································································· 26

iii

그림 차례

Fig. 1. Distribution of ADHD rating scale scores in strabismus group ······························ 8

Fig. 2. Distribution of ADHD rating scale scores in non-strabismus group····················· 9

iv

표 차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6

Table 2. Suspicious ADHD prevalence in each group ····················································· 7

Table 3. ADHD rating scale scores in each group···························································· 7

Table 4. p values for difference of ADHD rating scales scores of each question in
each group··········································································································· 8

Table 5.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types of strabismus·············································· 10

Table 6. Relations of ADHD scale scores and demographic and ophthalmologic
variables············································································································ 11

v

I. 서 론

사시의 발생 원인으로는 지각 이상, 안구 주변의 해부학적 이상, 신경
지배의 이상 등과 함께 중추 신경계통의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Von Noorden,
2002;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2004). 중추 신경 계통의 이상은 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을 나타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신경 기능의 저하와 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중추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사시는 여러 정신
질환과 동반되어 발현될 수 있다(Duke, 1949; Eustis 와 Smith, 1987). 또한
사시는 심리,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아에게 여러 정서적,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미 손상 받거나 손상에 미약한 중추 신경계에 부가적인
손상으로

작용하여

여러

정신

병리

발생에

이차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Menon 등, 2002). 신경 전달 물질 계통의 기능 장애, 신경생리, 뇌손상
등의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 사회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소아에서 흔한 질환으로는 소아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서적인 문제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이 있다(Spencer 등, 2007). 소아에서 우울증,
적응 장애 등 정서 사회적인 문제와 사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드물게 보고
되고 있고(Satterfield 등, 1993; 유혜린 등, 1999; Archer 등, 2005) 눈모음
부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공존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Granet, 2005) 외사시, 내사시 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 소아를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이전 연구에서 검증 되어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소아 사시 환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양상이 대조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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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안과적인
변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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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2006년 11월에서 2007년 8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안과 외래를 방문하여
사시로 진단되었으며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141명의 4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 환자를 실험군으로 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실험군과 동일한 연령대와
성별 분포를 가지는 어린이군을 수원 시내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정상
대조군으로 추출하여 연구하였다. 사시군과 대조군 대상자 중 전신 질환이나
발달장애, 정신, 신경 계통의 병변이 진단된 경우,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사시군에서는 사시 외의 안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서는 사시를 포함하여 이전에 진단된 안과적
질환이 있었던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된 전체 141명의 대조군
중 3명은 전신 질환(1명: 심장질환, 2명: 신경계질환), 1명은 사시로 진단된
병력이 있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총 137명이 대조군으로
설정되었다. 연구 대상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양상은 이전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소유경 등, 2002)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평가 척도(Appendix 1)는
1998년 George J. Dupaul 등에 의해 개발된 어린이용 행동 평가 척도로서
어린이의 부모나 학교 교사에 의해 작성하게 되어있다. 각각의 문항은 DSMIV 의 진단 준거에 따라 부주의성과 과잉행동-충동성 두 개의 차원에 속하는 총
18문항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홀수 문항은 부주의성을, 짝수 문항은
과잉행동-충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홀수와 짝수 문항의
점수가 19점이 넘을 경우 피검자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의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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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도 총점이 19점이 넘을 경우, 대상 환아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의심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사시군에서 피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설문지에는 사시 정도가 아동의 행동, 행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부모의 주관적인 생각을 1점 (전혀 관련이 없다.)에서 5점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까지 점수화하여 기입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사시의 가족력, 사시 진단 시
나이, 사시 유병 기간에 대해서도 작성하게 하였다. 사시군에서는 대상 환자의
외래 방문일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가 포함된 설문지를
부모가 직접 작성토록 하였으며 환자의 교정 시력, 사시각, 굴절 이상 정도를
검사하고 전안부와 후극부의 검사는 세극등을 통해 시행하였다. 소아의 사시각은
프리즘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 1명의 소아 안과 전문의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그
외의 안과 검사도 검사에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수원 시내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조군에서는 대상
어린이의 부모에게 동일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가 포함된
설문지를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모든 설문지에는 설문지 작성 당시의
어린이 나이와 어린이의 출생 시 몸무게, 출생 시 제태 연령, 출생 시 진단된
질환, 안경 착용 유무, 어린이의 출산 시 출산 방법(질식분만, 제왕절개식 분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지의 내용과 설문 방법은 아주대학교
병원의 의학윤리심위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심의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는 기입되었다.
설문지 작성 내용과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토대로 하여 사시 환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양상이 대조군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안과적인 변수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사시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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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간에서 설문 문항 중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문 문항을 부주의성을 나타내는 홀수 문항군과 과잉행동-충동성을
나타내는 짝수 문항군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사시군과 대조군 간에 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통계학적

검정은

SPSS(Versio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 value 가 0.05 미만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시군과 대조군에서 피연구자의 나이,
출생 시 몸무게, 출생 시 제태연령의 차이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 문항 점수의 비교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고 사시군과 대조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유병율 비교, 성별 분포 비교, 외사시, 내사시 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유병율 비교는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에 쓰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홀수 문항 간, 짝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의 Cronbach 의 알파값을 이용하였다. 사시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정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 안과적인 변수에 대한 분석은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시군과 대조군, 외사시와 내사시 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빈도의 오즈비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고 설문지에서
조사된 각 변수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척도 점수와의 상관 관계는
피어슨 상관 관계, Cramer’s V 상관 관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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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연구 대상은 남자 118명, 여자 160명으로 총 278명이었으며, 사시군은 남자
56명, 여자 85명으로 총 141명이었고 외사시는 93명, 내사시는 48명이었다.
사시가 진단되지 않은 대조군은 남자 62명, 여자 75명으로 총 137명이었다.
사시군과

대조군

간의

성별(p=0.231),

나이(p=0.415),

출생

시

몸무게(p=0.777), 출생 시 제태 연령 분포(p=0.130)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Strabismus group

Non-Strabismus group

Male

56

62

Female

85

75

6.48±1.99(4-12) years

6.27±2.06(4-12) years

Mean birth weight±SD(range)

3.22±0.41(2.50-4.40) Kg

3.24±0.42(2.50-4.20)Kg

Mean gestational age±SD(range)

39.30±1.15(37-42)weeks

39.55±1.36(37-42)weeks

Sex

Mean age±SD(range)

A.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와 평가 척도 점수
사시군과 대조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의심되는 환아들의 빈도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사시군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의심되는 빈도가 4.15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빈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 두 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의심되는 환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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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포를 보면, 사시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남자가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00).
Table 2. Numbers of suspicious ADHD in each group.
Strabismus group

Non-Strabismus group

Total(%)

47(33.33%)

7(5.11%)

Male(%)

29(61.70%)

5(71.43%),

Female(%)

18(38.30%)

2(28.57%)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에서 총 점수는 사시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Table 3.).
Table 3. ADHD rating scale scores in each group.
Strabismus group

Non-Strabismus group

All questions

11.60±9.25(0-36)

7.72±6.38(0-34)

Odd number questions

5.82±4.77(0-19)

4.06±3.30(0-17)

Even number questions

5.77±4.82(0-18)

3.66±3.45(0-18)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총 18문항 중 1, 2, 4, 5, 6, 7, 8, 9,
12, 13, 18번 문항의 점수가 사시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Table 4.) 평가
척도의 문항 중 부주의성을 보는 홀수 문항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는 짝수
문항의 점수에 있어서도 사시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p 값은 홀수
문항과 짝수 문항 모두에서 0.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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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of ADHD rating scales scores of each question in each group.
Question
1

2

3

4

5

6

7

8

9

10

11

0.01

0.01

0.38

0.01

0.04

0.00

0.00

0.01

0.00

0.12

0.50

12

13

14

15

16

17

18

Odd

Even

Total

0.04

0.00

0.12

0.30

0.26

0.05

0.04

0.00

0.00

0.00

number
P value
Question
number
P value

두 군간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 점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Fig. 1, Fig. 2)
25

Numbers

20

15

10

5

0
0.00

10.00

20.00

30.00

40.00

Total scores

Fig. 1. Distribution of ADHD scale scores in strabismus group.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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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umbers

20

15

10

5

0
0.00

10.00

20.00

30.00

40.00

Total scores

Fig. 2. Distribution of ADHD scale scores in non-strabismus group.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내적 신뢰도
연구에 쓰여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의 알파값으로 구해졌다. Cronbach 의 알파값은 사시군의 홀수
문항간에서 0.902, 짝수 문항 간에서 0.895, 대조군의 홀수 문항간에서 0.821,
짝수 문항 간에서 0.837이었으며 사시군과 대조군의 연구 대상자를 모두
포함했을 때의 홀수 문항간에서 0.835, 짝수 문항 간에서 0.8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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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시 종류에 따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차이
사시군을

외사시와

나이(p=0.395),

내사시로

출생

시

분류하였을

때

두

몸무게(p=0.735),

군간에
출생

성별(p=0.474),
시

제태

연령

분포(p=0.401)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5.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types of strabismus.
Exotropia

Esotropia

Male

38

18

Female

61

24

6.45±2.24(4-12) years

6.14±1.77(4-11) years

Mean birth weight±SD(range)

3.21±0.43(2.50-4.40) Kg

3.18±0.33(2.60-4.00)Kg

Mean gestational age±SD(range)

38.95±1.60(37-42)weeks

39.20±1.23(37-42)weeks

Sex

Mean age±SD(range)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은 외사시에서 99명 중 29명(29.30%), 내사시에서
42명 중 18명(42.86%)이 의심되었다. 내사시는 외사시에 비해서 1.81 배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의심되는 빈도가 높았지만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p=0.120).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 문항의 평균 점수
비교를

해보았을

때

부주의성을

보는

홀수

문항(p=0.025)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는 짝수 문항(p=0.048) 점수 모두 내사시에서 높았다. 보호자가
판단한 사시가 어린이의 행태,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점수는
내사시군에서 외사시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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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가 척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
성별, 검사 시 환아 나이, 사시 발생 시기, 사시 유병 기간, 사시의 가족력,
안경 착용 유무, 교정 시력, 굴절 이상 정도, 사시 각도, 출생 시 몸무게, 제태
연령, 보호자가 판단한 사시가 어린이의 행태,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점수, 사시 종류, 분만에 따른 차이를 변수로 하고 사시가 진단된 환아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정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별(p=0.001)과 보호자가 판단한 사시가 어린이의 행태,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점수(p=0.018) 만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정도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또한 남아에서 여아에
비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의심되는 빈도는 4.00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
Table 6. Relations of ADHD scale scores and demographic and ophthalmologic
variables.
P value

Coefficient

0.78

0.23

0.26/0.23

0.06/0.10

Birth weight

0.55

0.05

0.02

Gestational age

0.06

-0.18

0.06

-0.14

Parents’ scores

0.02

0.27

Glasses

0.37

-0.03

Type of strabismus

0.70

0.17

V/A

0.51

0.01

Delivery method

0.75

-0.03

P value

Coefficient

Sex

0.00

0.56

Refractory error

Age

0.26

-0.14

Deviation(Distance/Near)

Dx age

0.56

-0.16

Duration

0.58

F. Hx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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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age: Age of strabismus diagnosed
Duration: Duration after strabismus diagnosed
F. Hx: Family history of strabismus
Glasses: Wearing glasses
V/A: Corrected visual acuity
Deviation: Angle of deviated eye
Gestational age: Gestational age when subjects was born
Parents’ scores: Estimation of parent about the correlation of strabismus and subjects’
behaviors
Delivery method: Delivery method when subject was born
또한 보호자가 판단한 사시와 어린이의 행태,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점수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척도 점수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시군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 0.27로 양의 상관 관계는 관찰되나 그 정도는
낮았고 사시군 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 점수가 19점 이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의심되는 사시 환아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 0.166으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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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낮은 집중력으로 인해 짧은 주의 집중 기간,
충동성, 과다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 장애의 빈도는 미국의 경우
초등학생에서 2-20%라는 보고가 있지만 대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는 약 35%로 본다. 남아에서 더 많이 발생하여 남녀비는 3-5:1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발병시기는 보통 3세이다(민성길, 1999).
본 연구에서는 일반 어린이에 비해 사시 환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뇌기능 이상이 눈 운동 융합의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의 발생에 동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소인을 가진 어린이에서 사시가 어린이의 정신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시를

가진

소아는

사시가

있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Uretmen 등, 2003;
Archer 등, 2005) 이에 따라 대인 관계나 사회 기능 역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Archer 등, 2005). 또한 사시 환아는 사시가 없는 동년배의 어린이에 비해
사회적 위축, 내향성, 사고 장애 등의 사회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유혜린 등, 1999) 이런 정서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쓰인 설문지는 부주의성을 보는 홀수 문항과 과잉 행동-충동성을 보는
짝수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설문지의 결과가 신뢰적이려면 각각의 홀수
문항과 짝수 문항간에는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여야 하며 본 설문지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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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를 이용하였다. 내적 신뢰도는 설문 문항 중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문항들 간에 결과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고 동일한 방향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것으로 Cronbach 의 알파값으로 나타내며 이 값이
0.6이상이면 내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시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홀수와 짝수 문항 모두 Cronbach 의 알파값이 0.8이상이었다.
이런 결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홀수 문항 간 혹은 짝수
문항 간에 피 연구자들의 점수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홀수
문항들 간 혹은 짝수 문항 들 간의 피검 내용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점수가 19점 이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의심되는 빈도는 사시 종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외사시보다 내사시에서 평균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실제로 내사시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정도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점수화하여 판단한 사시와 어린이 행태의 연관도 점수가 외사시군보다
내사시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설문지를 작성하는 보호자에게
내사시가 외사시보다 더 심한 것으로 생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원인으로는
내사시가

외사시보다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Uretmen 등, 2003) 내사시 환아는 보통 원시 안경을 착용하여 겉모습이
근시 안경에 비해 더 구별되어 보이고 사시가 일찍 발현하여 유병 기간이 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자는 성별 차이이며
남아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 장애가 남성에서 발생율이
- 14 -

높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Kaplan 과 Sadock, 1998; 민성길,
1999). 하지만 보호자가 점수화하여 판단한 사시와 어린이 행태의 연관도
점수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사시가 사시 환자에게 만이 아니라 사시 환자 가족들의 정서와
사회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Akay 등, 2005) 본
연구 시 사용된 설문지의 작성은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관적인 부정적인 판단이나 영향이 설문지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체 사시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 점수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 점수의 상관 계수는 0.27로 높지 않았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 점수 19점 이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의심되는 사시 환아에서는 이 점수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평가 척도의
점수는 음의 상관 계수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평가 척도의 점수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눈의 편위된 정도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정도에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발생이 단순히 사시의 정도가 크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은 사시의 발생에 의한 시력 이상, 사시각 등의 안과적인 변수만이 아닌
동반될 수 있는 신경 계통의 기능 저하와 정서, 사회적인 변수 등이 동반하여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이전에 사시와 인지와 학습 능력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이루어 졌으며(Tonge 등, 1984) 발표되어 있는 연구도 사시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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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장애의 직접적인 관계를 본 연구가 아닌 시기능 장애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학습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눈모음 부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공존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눈모음 부족 환자에서는 지속적인 근거리
주시의 어려움으로 독서나 근거리 작업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점으로 눈모음 부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동일한 증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외사위가 눈모음 부족으로 발현될 수
있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치료약이 눈모음 부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눈모음 부족 환자에서 높은 빈도(9.8%)로
나타난다고 하였다(Granet, 2005). 본 연구에서는 외사시와 내사시 모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내사시에서
외사시보다

1.92배의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그

빈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68) 하지만 사시 환아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로 사시가 환아의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전문가에 의한 면담, 설문지,
객관적인 검사 방법을 시행한 후 진단되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한
명에 의해 진단 척도가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사와 대상 어린이의 직접적인
면담이

없었다는

과잉행동보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실제로
주관적인

피연구자가
판단이나

갖는

관찰이

주의력

연구

결과에

결핍이나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평가 척도가 비전문적인
평가자에 의해 측정되었을 경우 그 빈도는 실제 값보다 더 높게 측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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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고(Hill, 1998)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평가되었을 때 비로소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Spencer 등, 2007).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어린이의 지능 지수 등이 측정되지 않았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정동 장애, 불안 장애, 적응 장애, 발달 장애, 자폐증 등과 그
증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질환들과 진단이 중복되거나 잘못 결정될
수 있고 이런 점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는
실제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조군의 설문 장소와는 다르게 사시군의 설문은
피설문자가 3차병원에서 진료를 대기하는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런 특수한 때와
장소가 사시 환자의 보호자에게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심각한 쪽으로 판단하게끔 심리적인 효과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영향으로 사시 환아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가 실제보다 좀 더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설계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사시군과 대조군에서 연령,
성별 분포 등의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조군의 설정이 층화
변수의 구별에 따른 무작위 추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표본 추출에
의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통계의 결과가 모집단의 결과와 다르게
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좀 더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평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습, 인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의 교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한번이 아닌 반복적인 검사, 객관적인 검사와 이 질환에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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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확인이 진단의 정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무작위로 추출된 대조군의
설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에서의 연구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 인구군을
포함한 연구, 사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비교 등이 본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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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대조군과 비교하여 사시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평가가 보호자에 의한
설문지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빈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면적인 평가를 통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정도에는 사시의 정도나 시력
등 안과적인 변수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과적인 변수
외에도 생물학적 원인이나 정서, 사회적인 원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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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설문지 – 환아 부모 작성
일련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
__

.

.

어린이 성명_

o

생년월일

__

.

학년_____성별___

작성자 (부, 모)

설문 I
1. 어린이는 안과 질환 외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질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O,X )

있다면 질환명은?

2. 어린이는 (자연분만,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며 출산 시 몸무게는(
임신(

g)이었고

주)째에 출산 했습니다.

3. 출산 시 발견된 질병이나 출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4. 어린이가 미숙아였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과 산소치료,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5. (사시에 관한 질문)
A. 발견 당시 어린이 나이?
B.

친척이나 가족 중 사시가 있는 분이 있나요?

C.

사시가 항상 있는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지?

D. 사시가 수술이나 외상 후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출생 시나 성장하면서 생긴
사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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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안과 수술을 받거나 눈 주위의 외상을 입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당시 시간과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년도:
내용

7. 어린이의 사시가 환자의 현재 행동이나 태도, 성격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1

2

3

아주 큰 관계가 있다.
4

5

8. 어린이가 발달 장애나 지연을 진단받은 적이 있나요?

9. 어린이가 성장 중 심리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사건이나 생활환경이
있었나요?
있다면 그 내용은?
년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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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II
설문II
다음 질문들은 당신의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지난 1주일 동안 집안에서 보인
행동을 가장 잘 기술한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약간 혹은

않다

가끔

(매우

그렇다

드물다)

상당히
혹은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학교 수업이나 일, 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주의집중을 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실수를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많이 한다.
2.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거나 몸을 꿈틀거린다.
3. 과제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수업시간이나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
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닌다.
5. 다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데에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6.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7. 지시에 따라서 학업이나 집안일이나 자신
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치지 못한다.
8. 조용히 하는 놀이나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9.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10.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마치 ‘모터
가 달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11. 공부나 숙제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노력
이 필요한 일이나 활동을 피하거나 싫어하거
나 또는 하기를 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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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말을 너무 많이 한다.

0

1

2

3

0

1

2

3

14.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0

1

2

3

15. 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 진다.

0

1

2

3

16.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0

1

2

3

0

1

2

3

0

1

2

3

13. 과제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장난
감, 숙제, 연필 등)을 잃어버린다.

17.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예:숙제를
잊어버리거나 도시락을 두고 학교에 간다)
18.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홀수문항의 합 :__________

짝수문항의 합 : __________

측정날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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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rabismus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Trait in children
Jae Soon B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o Min Lew)
Purpose: To report the preval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trait in strabismus
children comparing with non-strabismus children and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extent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trait.
Methods: A 19-questi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scale with
additional questions about medical background, history of strabismus, family history of
strabismus and parents’ opinion ab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strabismus and the daily
activity of the patient was provided to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strabismus. Clinical data,
including measures of visual acuity, angle of deviation and refractory error were also
recorded. The parents of children whom have not diagnosed strabismus before, were
provided with the same questionaire for the control group.
Results: One hundred forty-one strabismus patients were investigated, and 137 surveys on
non-strabismus children were collecte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distribution of sex and
age between two groups. ADHD was more suspicious in the strabismus group(33.33%) than
non-strabismus group(5.11%). The difference of prevalence is clinically significant. Male
shows dominance in the prevalence of suspicious ADHD compared to female.(p=0.00)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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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thalmic variables and demographic features was not correlated with the ADHD rating
scale scores.
Conclusion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was more observed in strabismus-group
compared to non-strabismus group. Not only variables for visual function but also
psychosocial problems effect on the extent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trait.
Key words : Strabismu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