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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의 특징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ADHD 아동과 일반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Attentional capture 과제를 수행한 결과, ADHD 

아동이 일반 초등학생보다 error가 많고, 반응 시간이 

느리다고 보고되었다 (Bourel-Ponchela et al., 2011). 

외부에서 고농도 산소 공급은 인지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고농도 산소 

공급으로 인지 과제 수행 시 정답률의 증가(Chung et 

al., 2008a, 2008b, 2008c) 또는 반응 시간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Chung et al., 2009). 

또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고농도 

산소 공급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고, 

심박동률은 감소하였다(Chung et al., 2008a, 2008b, 

2008c).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산소 공급이 ADHD 아동의 인지 

능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인지적 어려움 중의 하나인 

기억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억력을 평가할 수 있는 2-back 

과제를 본 연구의 인지 과제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ADHD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남자 아동 13명(평균 

12.9±1.3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5L/min의 유량으로 순도 21% 또는 92%의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산소 공급 

장치(OXUS.Co, F501S)를 사용하였다. 산소 공급 

장치에서 발생된 산소는 산소 마스크를 통하여 실험 

참여자에게 전달되었다. 

실험은 산소 공급 시작 후 적응 구간(1분), 과제 

수행 전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통제 구간(2분), 2-

back 과제 수행 구간(2분)으로 구성되었다. E-

prime(Psychology Software Tools, Inc.)을 사용하여 

2-back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 수행 결과로부터 정답률((정답 수/총 문항 

수)×100)과 반응 시간을 계산하였다. 조건(21%, 

92%)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대응 표본 t검정(PASW 

ver. 18.0)을 사용하여 조건에 따라 반응 시간과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Pulse oximeter(8600 Series, NONIN Medical, 

Inc.)를 이용하여, 실험 참여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에서 

혈중 산소 포화도(SpO[%])와 심박동률(HR[bpm])을 

측정하여, 구간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조건(21%, 

92%)과 구간(통제 구간, 과제 수행 구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PASW ver. 

18.0)을 사용하여, 조건과 구간별로 혈중 산소 

포화도와 심박동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때, 적응 구간은 산소 공급 시작 후 

적응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두 가지 

산소 농도에서의 2-back 과제 정답률 및 반응 

시간(각각 13명 × 두 가지 산소 농도 = 26개 

data)과 두 가지 생리 신호(혈중 산소 포화도, 

심박동율)의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PASW ver. 18.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 연구결과 

2-back 과제 수행 시 정답률은 일반 공기 중의 

산소 농도 21%일 때 93.7±6.3%, 92%의 고농도 

산소를 공급했을 때 94.0±6.0%를 나타내어 산소 

농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였다 (p=.869). 그러나 

반응 시간은 21% (960.3±178.3ms)에 비해 92% 

(754.9±191.7ms)의 고농도 산소를 공급했을 때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p=.001). 

혈중 산소 포화도와 심박동률은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즉, 일반 공기중의 

산소 농도인 21%일 때보다 92%의 고농도 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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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했을 때 혈중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고, 심박동률은 

감소하였다. 

정답률은 생리 신호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반응시간은 그림 1과 같이 2-back 과제 구간의 혈중 

산소 포화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420, 

R2=0.176, p=.033).  

그림 1. 과제 수행 구간에서의 혈중 산소 포화도와  

반응 시간의 상관관계 

 

4. 토의 

본 연구는 ADHD아동을 대상으로 21% 또는 92%의 

고농도 산소를 공급 했을 때 2-back 과제 수행 능력 

및 혈중 산소 포화도, 심박동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정상 젊은이의 경우 고농도 산소의 공급으로 인지 

과제 수행 시 정답률의 증가(Chung et al., 2008a, 

2008b, 2008c) 및 반응 시간의 감소(Chung et al., 

2009)와 같은 인지 능력 향상을 관찰하였다.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고농도 산소 공급으로 반응 시간 감소와 

같은 인지 수행 능력의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상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고농도 

산소 공급으로 인하여 혈중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고, 

심박동률은 감소하였다(Chung et al., 2008a, 2008b, 

2008c). 이것은 고농도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인지 

처리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충분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Chung et al., 2008a, 2008b, 2008c).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92%의 고농도 

산소 공급 시 혈중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고, 

심박동률은 감소하였다. 

언어, 기억, 덧셈 과제 수행 시 혈중 산소 포화도와 

인지 수행 능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Chung et al., 2008b). 본 연구에서도 

과제 수행 구간에서 혈중 산소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은 감소하며, 혈중 산소 포화도와 인지 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상 젊은이들과 동일하게 ADHD 

아동의 경우에도 고농도 산소의 공급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는 증가하였고, 심박동률은 감소하였다. 즉, 인지 

처리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에 혈중 산소 포화도가 증가되었고, 인지부하는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반응 시간 감소와 같은 인지 

수행 능력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인지 

수행 능력과 혈중 산소 포화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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