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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력이 저하된 아동에게 뉴로피드백 훈련이 주의집중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

아보고, 더 나아가 과잉행동(hyperactivity)과 충동성(impulsivity)의 호전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력이 저하된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각 아동별로 뉴로피드백 C3-A1 프로토콜을 

15~20회 시행하였으며, 뉴로피드백 시행 전과 후의 주의집중력 정도를 ADHD Rating Scale-IV：Parent 

Version(ARS)과 Attention Deficit Disorder Evaluation Scale-Home Version(ADDES-HV)을 이용하

여 비교하였다. 

결  과 

ARS 점수는 뉴로피드백 시행 전 inattention 소척도 평균 점수 14.2점에서 20회 시행 후의 평균 점수 8.8점

으로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으며, impulsivity/hyperactivity 소척도의 평균 점수는 13.3점에서 7.1점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DDES-HV의 경우는 뉴로피드백 시행 전 inattention 소척도 평균 점수 34.8

점에서 20회 시행 후의 평균 점수 20.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impulsivity 소척도는 22.5

점에서 12.7점, hyperactivity 소척도는 18.8점에서 9.9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점수들은 대개 10~ 

15회 시점부터 유의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결  론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하여 아동의 주의집중력, 과잉행동, 충동성이 호전되었으며, 이는 뉴로피드백이 주의

력 향상, ADHD의 치료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심 단어：뉴로피드백·ADHD·주의집중력. 

 

 

 
서     론 

 

아동의 주의집중력 결핍에 대한 문제는 DSM-IV의 At-

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에 관련

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ADHD의 유병률은 학령기 

아동의 3~8%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1) 학습 활동을 원활

히 수행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살펴보면 주의집중에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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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흔히 주의집중에 결함이 

있음은 학습 활동 중 지정된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

거나, 교사에게 올바르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지시를 따르

지 못할 때 관찰된다. 또한 주의집중에 심한 결함을 나타

낼 때는 문제 행동을 야기하여 학습 효과는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뇌파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다양한 정신 질환

들이 비정상적인 뇌파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

며, 최근에 뇌파를 이용한 바이오피드백(이하 뉴로피드백)

을 통한 뇌파 훈련이 주의집중력 향상에 좋은 효과를 보이

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  

1929년에 사람의 뇌파를 Berger가 처음으로 기록한 이

후, 사람의 뇌파를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

지면서 뉴로피드백 연구의 기초가 시작되었으며, 1961년 심

리학자 Neal Miller는 심박동이나 혈압, 내장활동, 국부적 

혈류와 같은 자율신경체제 반사작용은 자발적인 조절이 가

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써 증명하였고 이것이 바이오피드

백 치료에 이르게 되면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 분야

의 연구가 확대되었다. 미국의 NASA 소속 우주비행사들이 

로켓 연료로 사용되던 monomethyl hydrazine에 의해 경

련 증상을 일으키자, 1967년 Sterman은 실험을 통해 mo-
nomethyl hydrazine에 노출된 고양이를 sensory motor 

rhythm(SMR) 뇌파를 이용하여 훈련을 시킨 고양이가 그

렇지 않은 고양이들보다 경련이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이후 뉴로피드백이 인체의 경련 감소에 효과가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초로 뉴로피드백이 경련성 질환에 

대해 임상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3,4) 1974년 Beatty 

등은 사람에서 후뇌의 theta파 활성도를 조작적 조건 형성

(operant conditioning)을 이용하여 감소시킴으로써 반복 

작업에서 오는 경계심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음을 발견하

였으며, Lubar 등은 ADHD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임상 결

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2)  

이렇듯 뉴로피드백의 임상 적용의 시도는 오래되었으나, 

최근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개인용 컴퓨터 

수준에서도 뉴로피드백 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

재 뇌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효과가 확인

되면서 여러 증상과 임상 분야에 걸쳐 응용되고 있다.5) 1990

년에 Peniston 등6)이 20명의 알콜 의존 환자들에게 뉴로

피드백을 적용하여 치료함으로써 최초로 alpha-theta pro-
tocol을 발표한 후로, 현재 간질, ADHD, 우울증, 불안장애, 

뇌손상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임상 연구

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공

황장애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가 국내에서도 발표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뉴로피드백이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ADHD의 진단에 사용하는 설문 형식의 

도구를 이용하여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선별하여 

뉴로피드백 치료를 적용 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1. 뉴로피드백 치료의 이론적 배경 

뉴로피드백 치료는 조작적 조건 형성, 즉 학습 이론의 개

념을 이용한 뇌파의 자가 조절 치료로서,8) 뇌파가 측정되는 

동안 환자는 대뇌 피질 활동의 시각적 혹은 청각적 피드백

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뇌파의 특별한 주파수 영역을 억제 혹

은 강화시킴으로써 대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 치

료의 목적이다.9) 뉴로피드백은 다양한 생체 신호 중 특히 뇌

파를 이용한 바이오피드백으로서 훈련자는 자신의 뇌파 상

태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게 되며 뇌파를 의도하는 방향대로 

조절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특정 뇌파를 활성화하거나 억제 훈련을 하는 뉴로피드백

은 흔히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훈련의 목적

이 되는 뇌파에 따라 beta-SMR 훈련과 alpha-theta 훈련

이 있다. 어떤 훈련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환자의 증상이나 

질환에 따라 달라지며, 목적에 따라 강화하고자 하는 보상 

주파수대(reward band)와 억제하고자 하는 억제 주파수

대(inhibit band)를 결정해야 한다.10) 
 

1) 좌뇌와 우뇌의 정보처리방식 

우뇌는 이미지 뇌라고도 하며 오감을 통해 들어 온 정보

를 그대로 이미지로 사진을 찍듯 포착한다. 순식간에 이미

지로 기억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나 정해지지 않은 요구

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출력하며, 정보를 공간이나 형태를 

포함한 입체적인 영상으로 포착하는 공간 인식 능력이 있

다. 그래서 오른쪽 뇌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공간개념의 

이해, 기하학의 이해가 떨어지고, 전체적인 개념 이해가 떨

어지며,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서적, 음악적 기능이 떨

어지며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뇌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흥분하기가 쉬워서 

과각성(over-arousal) 상태가 잘 나타나며, 불안, 긴장, 불

면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좌뇌는 언어뇌라고도 하며 오감을 통해 들어 온 정보를 

언어로 바꾼다. 외부에서 즉 우뇌에서 들어 온 정보를 받아 

시간적 순서대로 처리하고, 희노애락을 시작으로 인간 생활

에 필수 불가결한 정신 활동의 대부분을 관장하며, 정보를 

수령하여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론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좌뇌 기능이 떨어

질 경우, 각성저하(under-arousal) 상태가 잘 나타나며, 읽

기, 언어적 표현, 계산, 미세 운동기능 등이 저하될 수 있고, 

집중 유지가 잘 안되거나 의욕 저하, 우울 증상 등이 나타나

기 쉽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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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로피드백에 적용되는 Protocol 
 

(1) Beta-SMR mode 

눈을 뜬 상태에서 진행하며 보상 형태는 시각적 보상과 청

각적 보상 두 가지로 주어진다. 보상 뇌파는 선정된 대뇌 

피질의 위치에 따라 12~15Hz의 SMR파 혹은 15~18의 

mid beta파로 설정되고 억제 뇌파는 2~5Hz의 delta파와 

22~36Hz의 high beta파 두 가지가 동시에 설정된다.7) Be-
ta 영역 훈련은 의식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집중력장애, 불

안, 우울, 간질, 통증, 뇌졸중 등 두뇌 손상 후 후유증 등의 

치료에 이용한다.11) 
 

(2) Alpha-theta mode 

눈을 감고 진행하며 보상 형태는 2가지 형태의 청각적 보

상으로 주어진다. 보상 뇌파는 8~12Hz의 alpha파와 4~ 

7Hz의 theta파 두 가지로 설정되고 억제 뇌파는 2~4Hz의 

delta파 혹은 15~36Hz의 beta파로 설정된다. alpha파가 

theta파보다 우세한 상태에서는 계곡물 소리로 보상이 주

어지며 alpha-theta cross over가 되면, 즉 theta파가 더 

우세한 상태에서는 파도소리로 보상이 주어진다. 환자는 파

도소리가 지속되는 상태, 즉 alpha-theta cross over 상

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7) Alpha-theta 훈련은 알콜, 약

물, 컴퓨터 등의 각종 중독증 치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해리 장애, 공포증, 만성 피로 증후군, 스포츠, 예술인들

의 수행력 향상, 홧병, 분노 조절의 어려움, 강박증 등의 치

료에 이용할 수 있다.11)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충청남도 아산 소재 개인 한의

원에서 부모들이 아동들의 주의집중력 부족을 느끼는 경우

를 공개 모집하여 만 5~12세 범위의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 

후 선별하였다. 선별의 기준은 ADHD 진단 도구인 ADHD 

평가 척도：부모용(ADHD Rating Scale-IV：Parent Ver-
sion, ARS)과 주의력 결핍 장애 평가척도-가정판(Atten-
tion Deficit Disorder Evaluation Scale-Home Version, 

ADDES-HV)을 이용하여 한국 아동의 평균 주의력보다 

저하된 경우를 절단점으로 삼았다. 즉, 한국 초등학생의 평

균 점수를 고려하여 ARS의 inattention 점수 7점 이상 또

는 ADDES-HV의 inattention 점수 19점 이상의 아동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의집중력 부

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ADHD 진단용 설문지를 조사

하였고, 자기 기입식 기초 병력 조사지를 통하여 기본적인 

가족 관계, 집중력과 관계된 질환, 치료 유무, 유병 기간, 

복용 약물의 유무 및 종류와 용량, 기존에 받았던 치료 혹

은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및 과외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뉴

로피드백이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매 ses-
sion 마다 유해 경험과 불편감 호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개인 의원 방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IRB 심의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뉴로피드백 치료

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평가도구 

ADHD의 진단을 위한 여러 설문 형식 중에서 주의집중력 

항목과 충동성, 과잉행동 항목이 구별된 설문을 이용하여 

뉴로피드백 치료 전후를 비교하였다.  
 

1) ADHD 평가 척도：부모용(ARS) 

DSM-IV의 ADHD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Dupaul 등이 

임상에서 쓸 수 있는 문항으로 번역한 것이다.12,13) 총 18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홀수 문항은 주의력 결핍, 짝수 문항

은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묻는 형태로, 빈도에 따라 전혀 그

렇지 않다 (0)점, 약간 혹은 가끔 그렇다 (1)점, 상당히 혹

은 자주 그렇다 (2)점, 매우 자주 그렇다 (3)점 중의 하나

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총점은 0~54점의 범위이다. 이 중 

주의력 결핍 문항의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매 5

회의 뉴로피드백 치료가 끝난 후 평가하여 그 점수를 비교

하였다. 한국 초등학생 1,04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판 

ARS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에서 남아의 ARS inattention 

평균점수는 6.82±4.36(Mean±SD, N=511), 여아의 ARS 

inattention 평균점수는 5.08±4.20(Mean±SD, N=533)

이었다.14,15)  
 

2) 주의력 결핍 장애 평가척도-가정판(ADDES-HV) 

McCarney16)에 의해서 개발된 부모 평가용 설문지로 4~ 

20세 이하의 유아,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주의산만, 

충동성,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3개의 소척도로 구분되어 있

는데 항목이 각각 19문항, 15문항, 12문항씩 포함되어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형배 등17)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정도를 명확하

게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마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0), 한 달에 두세 번(1), 한 주에 여러 번(2), 하루에 여러 

번(3), 한 시간에 여러 번(4)의 5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

게 되어 있어 총점은 0~184점의 범위이다. 이 중 주의산

만 소척도 항목의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매 5회

의 뉴로피드백 치료가 끝난 후 평가하여 그 점수를 비교하

였다. 박형배 등의 한국 초등학생 537명을 대상으로 한 한

국판 ADDES-HV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에서 남아의 AD-
DES-HV inattention 평균점수는 18.52±12.18(Mean

±SD, N=303), 여아의 ADDES-HV inattention 평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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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5.75±12.22(Mean±SD, N=235)이었다.17)  
 

3. 치료도구：뉴로피드백 

뉴로피드백 시스템은 두피에 부착하여 뇌파를 받아들이는 

2개의 전극과 1개의 접지 전극, 전극을 통해 들어온 뇌파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주파수에 따라 분리시

켜 주는 중계기, 치료자용 모니터, 환자용 모니터 각각의 1

대와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자용 모니터에는 환자의 

원형 뇌파와, 각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각각 분리되어 나타

나며 치료자는 보상하고자 하는 주파수와 억제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선택, 전압의 역치를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뇌파 

상태를 조건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자용 모니터에는 

게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게임의 종류는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전극을 부착한 상태로 모니터를 주시하며 각성 상태

를 조절하여 게임을 진행하는데, 전극이 부착된 부위의 각

성 수준이 치료자가 조건화한 뇌파 상태를 유지할 때, 즉 보

상 뇌파는 역치 이상의 전압을 유지하며 억제 뇌파는 역치 

이하의 전압을 유지할 때 게임이 진행된다. 환자에 대한 보

상은 시각적 보상과 청각적 보상의 2가지가 있다.  

뉴로피드백 치료는 뇌에 어떠한 자극을 주거나 인체 침습

적인 치료가 아닌 훈련 치료 프로그램이므로 이론적으로 특

별한 부작용이나 유해 경험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만 

눈을 감고 시행하는 alpha-theta 훈련에서, 특히 alpha-

theta cross over 시에 flash back 현상이 간혹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뉴로피드백 치료 기기는 뉴로사이버네틱

스사에서 제작한 NeuroComp System을 사용하였다. 사용

된 모드는 beta-SMR 모드로, under-arousal 치료를 위한 

C3-A1(15~18Hz：beta) 프로토콜을 적용하였고, 전극의 

위치는 international 10/20 system을 따랐다. 총 20회 ses-
sion의 뉴로피드백 훈련 과정을 시행하였으며, 1회 30분간 

주 2~3회의 session을 받도록 하였고, 대부분 2개월 내에 

총 20회 session의 뉴로피드백 훈련을 종료하였다.  
 

4. 자료 분석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빈도분석(frequency an-
alysis)을 실시하였고, 뉴로피드백 치료를 시행하기 전과 후

에 따른 주의집중력, 충동성, 과잉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하였으

며, 통계 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남아 12명(60%), 여아 8명

(40%)이었으며, 연령은 만 5~12세로 평균 8.3세였다. 대

상 아동들은 특별한 신체적 병력은 없었으며, 이 중 3명의 

아동은 과거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ADHD 진단을 받고 약

물 복용을 했던 병력이 있었다. 1명은 과거 18개월간 정신

과 약물을 복용했던 적이 있으나 아동의 부모가 과거 약물

의 종류나 용량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1명은 12개

월간 concerta® 18mg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다

른 한 명은 과거 2개월간 부모가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기

억하지 못하는 약물을 복용하다 아동이‘침체되는 것 같아’ 

중단하였다고 한다. 대상 20명의 아동 모두는 연구 당시 약

물치료 등의 다른 치료는 받고 있지 않았다.  

총 20명의 아동 중 18명은 20회 session의 뉴로피드백 

치료를 모두 시행하였으며, 2명은 15회 session을 받은 후 

종료하였는데 그 이유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과 개인적인 다

른 일정 발생 때문이었다. 뉴로피드백 시행 도중 특별한 부

작용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아동은 없었다. 
 

2. ARS score 변화 

Table 1은 뉴로피드백 시행 전과 매 5회 시행 후 마다 

측정한 ARS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뉴로피드백 시

행 전 inattention 소척도 평균 점수 14.2점에서 20회 시

행 후의 평균 점수는 8.8점으로 유의하게(p<0.05) 감소하

였으며, 이는 15회 시행 시점부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1). 또한, 뉴로피드백 시행 전 impulsivity/hyperac-
tivity 소척도의 평균 점수는 13.3점에서 20회 시행 후의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 또한 15

회 시행 시점부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ARS 총점의 

ADHD 절단점인 남자 23점, 여자 20점을 적용하였을 때 

뉴로피드백 시행 전 20명 중 절단점 이상 15명에서 20회 

시행 후 4명으로 감소하였다. 
 

3. ADDES-HV score 변화 

Table 2는 뉴로피드백 시행 전과 매 5회 시행 후 마다 

측정한 ADDES-HV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뉴로

피드백 시행 전 inattention 소척도 평균 점수 34.8점에서 

20회 시행 후의 평균 점수 20.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p<0.05), 이는 뉴로피드백 시행 10회 시점부터 유의

Table 1. Mean ARS score for 20 sessions of neurofedback treat-
ment 

Inattention Impulsivity/Hyperactivity 
Sessions 

Mean(N=20) SD Mean(N=20) SD 

Baseline 14.2 6.09 13.3 6.40 

5 session 12.0 3.58 09.3 7.53 

10 session 10.8 3.90 09.6 7.80 

15 session 09.5 3.78 07.2 6.85 

20 session 08.8 4.68 07.1 7.63 
SD：standard deviation 
 



 

27하게 감소하였다(Fig. 2). Impulsivity 소척도는 시행 전 평

균 점수 22.5점에서 20회 시행 후의 평균 점수 12.7점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hyperactivity 소척도도 시행 

전 평균 점수 18.8점에서 20회 시행 후의 평균 점수 9.9

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impulsivity 소척도는 뉴로

피드백 시행 15회째부터, hyperactivity 소척도는 10회째

부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ADDES-HV 총점의 AD-
HD 절단점인 남자 80점, 여자 69점17)으로 나누었을 때 뉴

로피드백 시행 전 20명 중 절단점 이상 11명에서 20회 시

행 후 2명으로 감소하였다. 

 

고     찰 
 

총 20명의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20회의 뇌파 훈련을 통해 

여러 생활 습관, 학업 능력 등이 의미 있게 호전되었고, 주

의력, 과잉행동 측정 도구인 ARS와 ADDES-HV 점수도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뇌파의 패턴은 행동이 좋아진 아

동들이 안정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행동의 변화가 

없지만 뇌파의 패턴이 좋아진 경우도 있고, 반대로 행동이 

좋아졌으나 뇌파의 패턴은 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의 만족감이 높은 아동들은 주로 학업능력 향상을 가

장 큰 변화로 꼽았다. 아동 ①의 경우 훈련 초반에는 훈련 

자체를 매우 힘들어했으나 약 15회 전후로 유치원에서의 

받아쓰기 시험이 20~60점 사이였으나 최초로 100점을 얻

었으며, 방문 학습지 수학교사에게서 학업 태도가 매우 좋

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또한 사칙연산 능력이 크

게 좋아져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진도를 시작했다. 

스스로 책을 잡고 읽기 시작했으며, 과제도 스스로 풀어나

가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동 ⑭의 경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구구단을 4일 만

에 9단까지 암산으로 해결하는 등의 수학 능력이 좋아졌으

며, 짜증내는 것이 줄어들고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줄어들었

다. 아동 ⑧의 경우 중간고사 성적이 크게 올랐으며 집중하

는 시간이 길어지고 생각하는 것에 여유가 생겼다. 

그 밖의 변화로는 운동 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아동 ⑥, 

골퍼 지망생), 항상 나타나던 미세한 움직임들이 없어지고 

행동에 자신감이 생겼다(아동 ⑮), 타인의 대화 중간에 끼

어들어 말을 가로채던 것이 많이 줄었다(아동 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쉴새없이 움직이던 것이 줄고 선생님께 의

젓해졌다고 칭찬을 많이 듣는다(아동 ④) 등이 있다. 

치료 종료 후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의 변화를 알

아본 바, 아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는 총 15명, 별

다른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총 5명이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아동 중 아동 ⑭은 뉴로피드백 훈련 중 계속 

졸음을 호소하였으며, 아동 ⑮는 훈련 간격이 일정치 못하

고 길게는 1주일 이상 훈련을 건너뛴 적도 있었다. 아동 ⑯

은 별다른 행동변화는 없으나 뇌파는 훈련이 계속될수록 

꾸준히 안정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뉴로피드백의 장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의식

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기존의 여러 

치료 방법들이 약물, 혹은 의식적으로 주의력을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뉴로피드백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

더라도 전반적인 주의력, 운동수행 능력 등이 향상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일단 뉴로

Table 2. Mean ADDES-HV score for 20 sessions of neurofed-
back treatment 

Inattention Impulsivity Hyperactivity 
Sessions Mean 

(N=20) SD Mean 
(N=20) SD Mean 

(N=20) SD 

Baseline 34.8 15.20 22.5 13.30 18.8 11.05 

5 session 29.0 12.08 17.8 08.88 15.1 08.38 

10 session 25.4 13.12 15.2 08.33 10.6 07.77 

15 session 22.2 13.84 13.4 07.06 09.7 07.13 

20 session 20.7 12.24 12.7 06.90 09.9 06.43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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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mean ARS score for 20 sessions of neurofeed-
back treatment(n=20). *：Repeated measure ANOVA,
Bonferroni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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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mean ADDES-HV score for 20 sessions of neuro-
feedback treatment(n=20). *：Repeated measure AN-
OVA, Bonferroni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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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은 아동이 포함되

어 있다. 치료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흥미를 느끼

지 못하거나 시간때우기 식으로 버티는 아동들은 큰 효과

를 보지 못했으며, 훈련 대상자의 연령이 어린 편이기 때

문에 훈련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잦은 과외 활동으로 치료의 간격이 불규칙적이고 길

어진 아동의 경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뇌파의 안

정화는 이루어졌지만 행동 변화가 없는 아동의 경우는 새

롭게 학습된 뇌파 패턴이 long-term potentiation이 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들이 반드시 뉴로피

드백 훈련에 의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학부모들의 기대감, 

아동들의 의무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 치료사에 

대한 신뢰, 기타 과외 활동 등이 모두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행동 변화가 

뉴로피드백 훈련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뉴로

피드백이 주의집중력의 향상과 더불어 정신, 신체적인 상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뉴로피드백의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가능성은 Fu-
chs 등18)의 연구에서도 제기하고 있으나 3개월 간 뉴로피

드백 치료를 받은 22명의 아동과 methylphenidate 치료

를 받은 12명의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뉴로피드백 또한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Rossiter19,20)

는 약물치료 그룹과 뉴로피드백 치료 그룹이 TOVA(test 

of variables of attention) 점수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ox21)의 연구에서 뉴로피

드백이 약물 치료를 대체할 만한 치료 수단이며, 특히 약

물 치료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훌륭한 대안이 될 것

이라 제안하였다. 또한 Butnik22)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

인의 ADHD 치료에서도 뉴로피드백이 약물치료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대상자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

았고, 또한 위약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아 위약 효과가 아

니라는 근거 제시가 불충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모집된 

아동들의 일상 생활까지 완전하게 조절하기가 불가능하여 

각종 과외 활동, 기타 치료활동 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이다. 셋째, 치료받는 아동이 뉴로피드백에 흥미를 나타내

지 못하여 훈련 자체에 집중을 아예 하지 않고 시간만 보

내는 경우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

들은 주의집중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언급하였다. 넷째, 치료에 대한 집중도는 좋았으나 20회 

치료 종료 후 별다른 주의력 변화가 없었다는 아동들에게 

20회가 과연 충분한 치료 횟수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추후 장기적인 관

찰을 통하여 주의집중력 향상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

는지 충분한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다.  

뉴로피드백의 치료 효과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

후 첫째,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기존의 약물, 미술, 놀이치료 등과의 대조 연

구를 통해 치료 효과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셋째, 주의력 

향상을 위한 C3-A1 protocol의 좌뇌 트레이닝에서도 과

잉행동, 충동성의 향상이 어느 정도 보인 만큼, 치료원리, 적

정 치료 횟수, 적정 치료 모드 등에 대한 확립을 위해 추가

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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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s：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neurofeedback treatment for the inattentive children is 
effective in improving attention deficit and furthermore, in relieving hyperactivity and impulsivity. 

Methods：20 children subjects participated for this study. C3-A1 protocol neurofeedback was given 15 to 
20 times to each child, it is carried out to compare the degree of attention in each case every 5 times of neuro-
feedback by using ADHD Rating Scale-IV：Parent Version(ARS) and Attention Deficit Disorder Evaluation 
Scale-Home Version(ADDES-HV). 

Results：The subscale of mean inattention score of ARS was reduced from 14.2 to 8.8 significantly(p<0.05) 
after 20 sessions of neurofeedback treatment, also the subscale of mean impulsivity/hyperactivity score of 
ARS from 13.3 to 7.1. The subscales of mean inattention, impulsivity and hyperactivity score of ADDES-HV 
was also reduced significantly(p<0.05) after 20 sessions of neurofeedback treatment. The changes of scores 
appeared significantly(p<0.05) from 10-15 sessions of neurofeedback treatment. 

Conclus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eurofeedback can improve children’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nd impulsivity,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being a method to treat ADHD. 
 
KEY WORDS：Neurofeedback·ADHD·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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