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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를 병행한 
한방치료로 호전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동반한 학습장애 아동의 치험 1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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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a clinical report of a patient with ADHD and learning disorders who is being 
treated with hyperbaric oxygen, scalp acupuncture, cognitive enhancement therapy and speech-lan-
guage therapy.
Methods: The BASA-R, BASA-M and REVT tests were used for the diagnosis of learning disorders. For 
the treatment, hyperbaric oxygen therapy, scalp acupuncture, cognitive enhancement therapy and 
speech-language therapy were all being used. The Raven's matrix tests were compared for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abovementioned therapies.
Results: After the treatment, Raven's matrix test grade improved from 4 to 5. The improvement of the 
patient's concentration, communication, motion, confidence, and sleep conditions were observed.
Conclusions: These therapies including the hyperbaric oxygen therapy are efficient for the treatment 
of ADHD and learning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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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

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집중력장애, 과잉행동, 충

동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가장 흔한 소아 정신과 질병 중 

하나로1) 과잉운동, 지각운동장애, 불안정한 정서상태, 일반

적 운동조정장애, 주의력장애, 충동성, 기억과 사고장애, 특

수학습장애, 언어 및 청각장애 등이 나타난다2).

학습장애란 단순히 학과목의 성적이 낮은 학습지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특정 학습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론하기, 수학적 능력을 

습득하고 사용하기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이질적인 장

애의 집단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3).

ADHD 및 학습장애로 인해 아동들은 좌절, 분노, 불안, 

열등감, 무능력감이 누적되어 결국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

하게 된다4). 때문에 학업 수행의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위

축,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다양한 정서적, 행

동적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ADHD에 대한 서양의학의 치료적 접근으로는 약물치료,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방법은 중추신경자극제 등을 사용한 약물치료

이나 성장장애, 식욕부진, 수면장애, 기분장애와 같은 부작

용이 생길 수 있고, 효과가 단기적이어서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지 않을 경우 증상이 이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치료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5).

학습장애와 관련하여 임상에서는 다양한 학습치료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음악치료, 미

술치료 등의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한의학적 연구 및 

치료 방법 연구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아스퍼거 

장애, 학습장애 등, 아동의 신경발달학적 장애의 원인과 증

상을 전두엽의 실행기능 장애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증가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상의학적 근거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주의집중 저하 및 학습부진으로 내원한 

아동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및 언어기능 저하를 동반한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뇌의 활성화 및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소치료 및 두침치료와 학습치료를 시행

하여 유의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 환자

남/12세

2) 주소증

주의집중 저하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주소증으

로 내원함.

3) 발병일

2012년 경.

4) 동기

특이사항 없음.

5) 경과

2012년 5월 중국 하얼빈 소재 병원에서 다동증(多動症), 

연중독(lead poisoning) 진단을 받고 2~3개월 간 약물 복용 

및 수액 치료 받음.

6)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7) 가족력

친조모 및 고모가 고혈압,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심혈관

계통 과거력은 있으나, 그 외 학습장애 등의 특이 가족력은 

없음.

8) 사회력 및 현병력

내원 당시 초등학교 4학년(11세 7개월)으로, 중국에서 태

어났으며 2012년 3월 경(본원 내원 4개월 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이후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

게 됨. 중국에서 2012년 5월에 주소증 관련하여 다동증 및 

연중독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2개월간 받았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함. 학교 성적은 중국에서 

평균 40~50점대를 유지하였고,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

향. 부모가 재중 교포인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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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으나 한국어 이해를 어려워하며 중국어 속에 한국어 단

어를 혼용하는 양상. 중국어는 잘 이해하는 편으로, 또래 친

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음. 장소에 관계없이 높고 

큰 목소리와 빠른 말투로 쉬임없이 말하며, 발음이 부정확

하여 음절을 구별하여 알아듣기 어려움. 상대방의 말에 집

중하지 못하며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지 않고, 의사의 소지

품이나 복장 등에만 관심을 보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향. 이야기 주제가 두 문장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움. 

주변의 다양한 사물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부모와 

함께하는 면담 중에도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몇 

번씩 드나듬.

9) 치료기간

2012년 7월 19일~2012년 9월 21일(65일간)

10) 검사소견

(1) 인지학습검사

인지기능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Raven 지능검사(Raven 

Progressive Matrices Test) 상 5등급 지능결함 수준 

49±5, 백분위 3.1%로, 인지처리 능력의 결손이 예상되며,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읽기(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Reading; BASA-R) 평가 상 읽기 유창성이 5

단계 수준, 한글 음독에도 어려움이 나타남.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수학(Basic Academic Skills Assenssment- 

Math; BASA-M) 평가 상 단순연산능력 3단계의 3단계 수준

으로, 정상적인 수행수준을 보임.

(2) 언어평가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

bulary Test; REVT) 상 표현어휘 7개월, 수용어휘 21개월에 

해당됨.

(3) 정서평가

나무-집-사람 그림화 검사(House-tree-person test; 

HTP) 평가 상, 자아의 크기가 작으나 힘은 있는 것으로 보

아 아동의 행동 수준에서 에너지를 유추할 수 있고, 나무의 

뿌리가 생략된 것은 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나무 열매가 가득 있는 것은 심리적 불편감이나 성

취에 대한 압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동작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 KFD) 상 아

동의 공격적 성향과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 표현이 다소 왜

곡된 것으로 보여지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교적 친밀하나 

두 사람 모두 공격적 성향을 묘사함.

(4) B-MRI & MRA 별무 이상

11) 진단

DSM-4의 진단 기준에 따라, 혼재 수용-표현성 언어장애 

및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하였다.

2. 치료 및 평가 

1) 평가방법

인지능력 평가를 위하여 1회 치료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30회 치료를 마친 후에 Raven 지능검사(Raven Progres-

sive Matrices Test)6)를 실시하였다.

Raven 지능검사는 학교에서 습득된 지식과 언어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존의 지능검사들과는 달리,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진 검사로서, 지

각적 관계를 파악하고 유추에 의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

하도록 고안된 비언어적 검사이다7).

평균 점수의 범위는 90~110 (±5) 정도의 범위이며 이 

범위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타낼 수 있다. 

1등급은 “지적 우수”단계로 해당 연령층 중에서 백분율 95 

이상을 보이는 경우이며, 2등급은 “평균이상 우수”로 75에

서 95 사이, 3+등급은 “평균지능”으로 50에서 75 사이, 3-

등급은 25에서 50 사이, 4등급은 “평균이하지능”으로 10에

서 25사이, 4-등급은 5에서 10 사이, 5등급은 “지능결함”으

로 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치료방법

(1) 산소치료

특수하게 제작된 챔버 내에서 고농도(100%) 산소를 주 

2~3회로 1회차 1.1ata 2회차~12회차 1.2ata 13회차~24회

차 1.3ata의 기압으로 40분/1회 실시하였다.

(2) 두침치료

발달장애가 소아의 선천부족(先天不足)으로 인한 신정

(腎精)의 저하로 유발된 뇌의 기능 저하로 일어난다는 고찰 

및, 아동의 발달장애의 치료에서 체침, 두침, 전침, 약침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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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혈위로는 주로 두부(頭

部)를 관통하는 경락인 독맥(督脈)과 족태양방광경(足太陽

膀胱經)의 혈위가 다용되었음을 밝히는 문8) 등의 연구에 기

초하여 다음과 같은 혈위를 선정, 자침하였다.

동방침구제작소의 0.20*30 mm 일회용 스테인리스 호침

을 사용하여 초씨(焦氏) 두침치료의 양측 언어이구(言語二

區), 언어삼구(言語三區), 훈청구(暈廳區)와 독맥의 백회(百

會, GV 20), 신회(顖會, GV 22), 신정(神庭, GV 24), 뇌호

(腦戶, GV 16), 족양명경(足陽明經)의 양측 두유(頭維, ST 

8), 족태양방광경의 양측 옥침(玉枕, BL9), 경외기혈인 사신

총(四神聰, HN 1)에 자침하였다. 자침에 대한 두려움을 호

소하는 아동들이 많아 염전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20분간 

유침 후 발침하였다.

① 언어이구: 두정결절 후하방 2 cm 되는 곳에서 정중선

과 평행으로 그은 3 cm의 직선이다.

② 언어삼구: 훈청구의 중점에서 후방으로 4 cm 평면 

이동한 곳이다.

③ 훈청구: 이첨 직상 1.5 cm 되는 곳에서 전후로 각 

2 cm 부위를 그은 평직선으로 길이는 4 cm이다.

④ 사신총: 백회(百會)에서 전후좌우 각 1촌에 위치하는 

4개의 혈이다.

(3) 학습치료

학습치료는 인지 증진 치료(Cognitive Enhancement 

Therapy: CET), 언어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주 2~3

회 1시간씩 본원의 언어치료사가 1：1 개인치료를 통해 실

시하였다.

3. 임상경과

1) 치료일: 2012.7.30 (1회차)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임. 집중력이 

2∼30초를 넘지 못함. Eye contact 30초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음. 박수치며 숫자세기, 박자 맞추기 연습에서 성급한 동

작과 소리, 동작의 불일치를 보임.

2) 치료일: 2012.8.3 (3회차)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1분간 부동자세로 서있

기가 가능. 주변의 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청각 주의력이 낮

고, 비슷한 소리 변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

3) 치료일: 2012.8.6 (4회차)

과제를 수행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목소리가 정확해지

고, 조용해짐. 시각 주의력 수행 좋아짐.

4) 치료일: 2012.8.17 (7회차)

자신이 숫자를 듣고 받아쓰고 채점하길 좋아함. 과제를 

수행하는 태도가 좋아짐. 청각적 주의력이 향상 되었으나 

청각적 소리 구분은 다소 문제가 있음.

5) 치료일: 2012.9.3 (12회차)

바둑알을 집을 때 자주 떨어뜨림, 치료 수행 초기엔 집중

을 잘 함. 눈빛이 또렷해지고, 학습에 대한 의지가 생겼으나 

주의 집중이 5분 후 흐트러짐.

6) 치료일: 2012.9.7 (13회차)

차분히 과제를 잘 수행함. 1분 정도에서 끊어졌던 과제 

수행시간이 과제의 주의집중 시간이 13분으로 늘어남. 보호

자도 아이가 집에서 차분해졌다고 함. 과제를 수행할 때 하

려는 의지가 보임. 아이 스스로 과제 수행시간을 정함. 스킨

쉽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차분하며 또렷함.

7) 치료일: 2012.9.10 (14회차)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은 지난 회기에 비해 줄어듬. 집

중시간이 14분 정도로 지난 회기에 비해 늘어남. 과제를 수

행할 때 의미 없는 말들이 많이 줄어듬. 가정에서 밤에 잠들

기 전 많던 뒤척임이 사라졌다고 함.

8) 치료일: 2012.9.17∼2012.9.24 (16회차∼18회차)

과제를 수행 할 때 말소리가 또렷해지고 속도조절과 목소

리 크기 조절이 되기 시작함. 중국어 사용이 줄었으며 자신

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욕구가 생김. 아동이 하고 싶은 과제

가 생기고 학습에 의욕을 보임. 작업기억력이나 숫자 쓰기 

과제에서 손동작이 섬세해짐.

9) 치료일: 2012.10.12~2012.10.19 

(22회차∼24회차)

아동은 과제 수행 전 “하기 싫어요.”라고 하고 과제 수행 

시 바른 자세로 과제를 수행함. 스스로 하고 싶은 과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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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기 싫은 과제라도 자세를 바로 고쳐 앉거나 몸을 앞

으로 당기는 등 잘 해보려는 의지가 보임. 주의 지속 시간이 

20분으로 지난 회기에 비해 차분하고 긴 집중시간을 보임.

10) 2012년 11월 26일 Follow up 위하여 시행한 

Raven Test 89±5, 4등급으로 치료 이전 검사보다 

인지 기능이 향상됨

III. 결과 및 고찰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

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부주의, 충동성, 과잉운동

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아동기에 가장 흔한 소아정신과 장

애 중의 하나로9), 과잉운동, 지각운동장애, 불안정한 정서상

태, 일반적 운동조정장애, 주의력 장애, 충동성, 기억과 사고

장애, 특수학습장애, 언어 및 청각장애 등의 특징이 나타난

다10). ADHD에 대하여 한의학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병명

은 없으나 임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풍(風)”, “건망(健

忘)”, “조동(躁動)”, “실총(失聰)”, “실면(失眠)”의 범주에 속

한다고 볼 수 있으며11), 원인은 음허양항(陰虛陽亢), 양기부

족(陽氣不足), 습열울결(濕熱鬱結), 담열내요(痰熱內擾), 음

양편성편허(陰陽偏盛偏虛)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12).

학습장애란 단순히 학과목의 성적이 낮은 학습지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특정 학습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론하기, 수학적 능력을 

습득하고 사용하기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이질적인 장

애의 집단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13), 한의학적으로 학

습장애와 일치하는 개념은 없으나, 문14), 유15) 등의 연구에

서 학습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를 소아치매(小兒癡呆), 오

지(五遲), 오연(五軟)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치매(癡

呆)는 우둔하여 반응이 느리고 지능 저하가 주된 임상 표현

으로 정신지체의 지능저하, 언어장애, 반응둔화, 사회적 적

응력 부족 등의 증상을 포함하며, 오지(五遲), 오연(五軟)은 

소아 성장발육장애로 오지(五遲)는 입지(立遲), 행지(行遲), 

발지(髮遲), 치지(齒遲), 어지(語遲)를 말하고 오연(五軟)은 

두(頭), 항(項), 구(口), 수(手), 족(足)이 유연무력(柔軟無力)

한 것을 뜻한다. 이16) 등은 발달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을 통해 신(腎)이 정(精)을 간직하고, 신정(腎精)에서 화생되

어진 신장정기(腎臟精氣)의 성쇠는 인간의 생식능력과 발육

과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 소아의 선천부족(先

天不足)으로 신정(腎精)이 허한 경우 뇌의 능력이 감퇴되어 

반응이 느려지고, 기억이 감퇴되며, 귀와 눈이 어두워지고, 

신체의 활동이 불편해지는 발달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

다고 보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아스퍼

거 장애, 학습장애는 대표적인 신경발달학적 장애이며, 이러

한 세 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전두엽의 실행기능 장애로 설

명하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실행기능은 주로 전전두엽이 담당하는 고위인지 처리과

정으로서 아동, 청소년기 동안 발달하며, 인지, 정서, 행동 

기능을 조절하고 방향을 안내해주는 능력들을 담당하는 집

합체로 정의될 수 있다17,18).

ADHD 아동들은 억제 기능의 결함으로 작업 기억, 인지

적 융통성, 계획 및 조직화 능력 및 언어적 유창성과 같은 

실행기능의 결함을 보이며19-21), MRI, SPECT, fMRI 등의 

뇌영상 연구들에서는 ADHD 아동들이 전두-선조체 영역에

서 뇌혈류 흐름과 신진대사의 이상, EEG 활성화의 감소를 

보인다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ADHD가 전두엽 실

행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증거이다22).

학습장애, 특히 읽기 장애 아동들에게도 실행기능의 이상

이 발견된다. 음운적, 혹은 언어적 처리과정이 부진한 것은 

학습장애, 특히 읽기 장애 아동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초기 언어습득과도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지만 작업 

기억 손상 시에도 나타난다. 학습장애 아동들은 단기 기억

과 작업 기억, 주의집중력에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23,24), 시연, 군집화 등 기억 과제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과제 수행 시에 중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관련없는 자극

에 주의가 분산되어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고압 산소 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은 인위적

으로 대기압보다 높은 기압환경을 만들어 그 속에서 환자로 

하여금 고농도 산소를 계속적으로 흡입케 함으로써 혈액 중

의 용해산소량을 증가시켜 각종 원인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

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소 요법 중의 하나이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주로 CO 중독과 감압병의 치료에 적용되었다26). 

현재 산소치료는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저산소증에 

빠진 조직의 산소 결핍상태를 교정하고, 모세혈관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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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순환증대, 육아 조직의 형성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상 후 감염증, 급성연조직손상, 궤양, 화상 

후 치료, 말초혈관 순환부전, 당뇨병 및 버거씨병으로 인한 

족부궤양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27,28), 뇌 조직의 혈장 속

에 물리적으로 용해되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함

으로써, 자폐아동의 언어수용력, 사회적 상호관계 형성, 시

선 맞추기, 감각 및 인지 수용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9,30). 또한, 정 등31), 최 등32), 정 등33)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을 통해, 고농도 산소공급이 대뇌 활

성화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34) 

류35) 등은 각각 ADHD장애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과제 수행 실험 에서, 고농도 산소 공급 시 과제 수행의 

정답률이 증가하고 반응 시간이 빨라짐을 보고하였다.

두침치료는 한의학의 자침방법을 서양의학의 대뇌피질

구의 기능과 연관시켜 두피의 상응 부위에 자침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1969년 중국 山西運城의 焦順發은 

두피 표면의 수많은 구획을 근거로 하여 두피에 자침한 결

과 일련의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일정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찾아냄으로써 연구개발된 것이다. 이는 두피 부위의 경혈과 

대뇌피질층 기능이 두피외표에 투영되는 상응구를 연계시

켜 두피의 특정 혈위를 침자함으로써 전신성 및 뇌원성 질

병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침법이다36). 1971년경부터 활용

되어 오고 있는 두침치료는 뇌에서 기원되는 사지탄탄(四肢

癱瘓), 마목(痲木), 실어(失語), 실명(失明), 감각이상증에 좋

은 효과를 나타내고, 그 외에도 내장기동통, 피부병, 비뇨생

식기질환 등에 일정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대뇌피질구에 상

응하는 두피의 투사구에 자침하는 것이 일부 중추신경계의 

질병치료에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37). 이와 관련하여 

조 등38)은 f-MRI를 통한 연구에서 두침과 상하지 경혈의 

자극이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킴을 보고하였다. 문 등39)은 국

내 및 중의의 임상논문 고찰을 통해 두침을 사용한 발달장

애 아동의 치료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중의학에서도 

Cheng (程) 등40)은 두침은 두피를 자극함으로써 경락과 장

부를 소통시켜 뇌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시경전도기능

과 뇌신경세포를 재생하며 경련을 회복하는 등 의 작용을 

한다고 하였으며, Fan (范) 등41)은 두침이 대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대뇌의 발육을 촉진시켜 지능을 높이는데 양

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원에서 실시한 학습치료는 인지증진치료와 언어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증진치료는 뇌의 가소성(plasticity)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통합 인지 영역, 시공간 지각 능력, 

문제 해결 및 기억 능력 등 아동의 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활용한다42). 또한 말하기, 듣기, 읽

기, 쓰기 등의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의 입력과 

출력 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언어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43).

본 증례의 아동은 주의집중 저하 및 학습부진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전형적인 산만

함을 보이는 상태였다. 또한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중국어

와 한국어를 혼용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발성이 부자연스

러운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에 아동의 임상양상을 통해 DSM-Ⅳ의 진단기준에 근

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증을 진단하였고, 언어 발달장

애, 학습장애를 염두에 두고 언어능력평가 및 학습능력 평

가, B-MRI & MRA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아동은 수용성 언어 및 표현성 언어 능력 저하 

및 언어 유창성 저하 증상을 보였으며, 또한 주변의 청각 

자극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음절의 구별 자체를 

어려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대화

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청각 자극을 알아차리지 못하

는 증상, 어휘의 두서없음 등은 설명할 수 있으나, 단순 음절

의 구별을 어려워하는 점은 아동에게 집중력 저하 이외의, 

언어 처리 능력 자체의 이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학습

기능평가에서도 언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읽기 평가에

서 연령대 이하의 읽기 수행 능력을 보인 반면, 산술 평가에

서는 연령대에 부합하는 능력을 보여 환아의 학습장애가 주

로 언어적인 면에 국한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아동은 비언어적 인지기능 평가인 Raven test 상에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으며, 시각적 주의력 및 운동 협

응 기능도 저하된 상태였다. 이는 학습장애 환아에게 비정

상적인 인지 과정, 언어발달 지연 및 발달성 근육운동 조정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44).

정서 평가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태였는데, 이는 최근 가족과의 사별 및 급작스러

운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상의 직접

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집중력 저하 및 인지능력 저하를 치료

하기 위하여 인지기능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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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치료 및 두침치료를 실시하였고, 언어 기능 저하를 동

반한 학습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학습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 후 아동은 여러 증상에서 전반적인 호전을 보였다. 

치료 초반에는 과제 수행 시 1분 동안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

한 반면, 24회차 치료 시에는 20분 정도로 집중력 유지 시

간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어 사용이 줄고 치

료자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생겼으며 치료

자의 지시에 집중하게 되었다. 발화 시 목소리가 차분해지

고 또렷해지면서 목소리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등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보였다. 운동 수행률이 향

상되면서 과제 수행 시 손동작이 섬세해졌으며, 아동은 점

차 자신감이 생기며, 학습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 가정에서의 태도 또한 차분해지며 수면 전 뒤척임이 감

소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24회차 치료 종결 

후, Follow up을 위하여 시행한 Raven test에서는 인지기

능이 종전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위의 사례에서 산소치료가 뇌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ADHD 아동의 뇌의 인지기능 향상을 통하여 학습치료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이를 연구, 개발한다면 산

소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새로운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학습장애 치료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침 치료가 신경재생의 효능을 통해 뇌원성 질환에 활용

되고 있으며 학습장애와 동일한 한의학적 병리의 발달장애

에 효과가 있다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의 

집중력 향상 및 인지능력 향상, 수면 상태 등의 전반적인 

호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DHD의 치료에 있어, 공존 질환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ADHD의 증상 양상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존 질환의 치료가 ADHD의 치료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45), 상기 아동은 ADHD의 치료에 언

어치료를 포함한 학습치료를 병행한 것이 아동의 호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혼재된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질병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동시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다만, 본 증례에서는 각각의 치료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

루어져 있지 않아 두침 및 산소치료 만의 유효성을 입증하

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치료 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유

추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1. 주의집중 저하 및 학습 부진으로 내원한 아동에게 인

지학습기능평가, 언어평가, 정서평가를 시행하고 임상 양상

을 고려하여 ADHD 및 학습장애를 진단하였다. 아동은 이

와 관련하여 언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 운동 협응 

기능 저하가 복합된 양상을 보였다.

2. 상기 아동에게 산소치료 및 두침치료, 학습치료를 병

행한 결과, 인지기능 향상 및 증상 호전에 유의할만한 효과

를 얻었다.

3.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혼재된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질병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동시적인 치

료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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