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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 between ADHD and Brain MRI Findings 
in Children with Epilepsy

Purpose: We analyze the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of 
children with epilepsy and concomitan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brain MRI and ADHD, and to 
determine whether abnormal MRI finding can be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ADHD.
Methods: A total of 55 patients (36 male, 19 female) were diagnosed as ADHD in 
children with epilepsy at the pediatric neurology department of Seoul St. Mary 
hospital from March, 2009 to December, 2013. The records of these patient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lts: 29 patients (52.7%) had normal MRI findings, and 26 patients (47.3%) 
had abnormal MRI findings. The inattention type of ADHD (96.5%) was the largest 
type in a group of normal brain MRI findings, but the combined type (53.8%) and 
the inattention type (46.2%) occupied the majority in a group of abnormal MRI 
findings. The score of symptom in inattention was 7.44/9 in a group of normal 
MRI findings, while 8.2/9 in a group of abnormal MRI findings. And the score of 
symptom in hyperactivity was 2.93/9 in a group of normal MRI findings, while it was 
4.8/9 in a group of abnormal MRI findings (P<0.001). 7 patients (12.7%) revealed 
hippocampal sclerosis out of 26 abnormal MRI findings, and they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ADHD symptoms (8.57/9, 4.8/9) compared to normal group (7.83/9, 
4.23/9).
Conclusion: Abnormal MRI findings in children with epilepsy are not only closely 
related to ADHD but may also be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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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

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학업수행 및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겨 학교 적응에 어려움

을 겪게 되고, 가족 내 갈등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삶의 질 저하를 흔하게 경험하는 

질환이다. 학령기 소아의 4-9%1)에서 진단되며, 뇌전증 환자에서는 유병률이 12-40%2-

5)로 크게 증가한다. ADHD는 뇌전증 치료에도 영향을 미쳐 ADHD가 중복된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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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ADHD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 뇌전증 증상이 심각하며, 경련 발

생 빈도가 높아진다5). 또한 ADHD를 동반한 뇌전증 환아의 경우 정

상 소아와 달리 대뇌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6,7)이 보고

되고 있으나, MRI 이상소견에 초점을 맞추어 뇌전증과 ADHD를 연구

한 결과는 흔치 않다.

이에 저자들은 뇌전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소아들 중 ADHD가 중

복된 환자들의 뇌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분석하여 

ADHD와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 MRI의 이상 소견이 ADHD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방법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

아신경과에 뇌전증으로 등록되어, 항경련제 치료를 받는 6세에서 18

세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edition) 

의 기준에 따라 ADHD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ADHD의 중

복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최소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뇌 MRI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 이외의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지적 장애를 진단

받은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총 68명의 환자들 중 위 기준에 따

라 13명의 환자를 제외한 55명(남자 36명, 여자 19명)의 환자들의 의

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연령, 성별, MRI 소견, ADHD 증상 등

을 비교 분석하였다. 

2. ADHD 진단

ADHD의 진단은 환자의 부모 및 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증상의 

정도, 가정환경, 발달, 학교생활 적응 정도, 또래와의 관계 등을 알아

본 후 DSM-IV의 기준에 따라 주의력 결핍 관련 증상과 과잉행동-충

동관련증상이 각각 9개 항목 중 적어도 6개 이상에서 양성 소견을 보

이고,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며, 

환자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적응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에 ADHD로 진단 하였다(Table 1). 그리고 진단된 환자들은 주의력결

핍형, 과잉행동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아형에 따

라 집중력장애와 과다행동에 해당하는 문항의 개수를 비교 분석 하

였다. 

3. MRI 검사 및 판독

MRI 검사는 3.0 Tesler(MAGNETOM® Verio 3T; Siemens 

Medical Solutions, Erlangen, Germany) 혹은 1.5 Tesler (Signa 

HDxt, GE Healthcare, Milwaukee, WI, USA) 스캐너로 검사하였다. 

T1강조영상(TR/TE, 250 ms/3.0 ms; NEX, 2; matrix size, 448×

269; FOV, 210×210), T2 강조영상(TR/TE, 3,300 ms/91 ms; NEX, 

1; matrix size, 256×256; FOV, 250×250),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

(FLAIR, TR/TE/TI, 9,000 ms/99 ms/2500 ms; NEX, 1; matrix size, 

320×224; FOV, 210×210) 및 조영 증강 후 T1강조영상(TR/TE, 250 

ms/70 ms; NEX, 2; matrix size, 448×269; FOV, 210×210)의 횡단

영상, 시상영상, 관상영상을 얻었다. 이후 MRI 영상을 소아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하였으며, 판독 소견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4. 통계 및 분석

통계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22.0 for window(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판정하였고,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고 판정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서 진행하였다(IRB number: KC15RISI0503).

Table 1. Diagnostic Criteria for ADHD(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1. Either A or B

  A. Inattention: six (or more) of the following symptoms of inattention have persisted for at 
least 6 months to a degree that is maladaptive and inconsistent with developmental 
level

    i. often fails to give close attention to details or makes careless mistakes in schoolwork, 
work, or other activities 

    ii. often has difficulty sustaining attention in tasks or play activities 

    iii. often does not seem to listen when spoken to directly 

    iv. often does not follow through on instructions and fails to finish school work, chores, or 
duties in the workplace (not due to oppositional behaviour or failure to understand 
instructions) 

    v. often has difficulty organizing tasks and activities 

    vi. often avoids, dislikes, or is reluctant to engage in tasks that require sustained mental 
effort (such as school work or homework) 

    vii. often loses things necessary for tasks and activities (toys, school assignments, 
pencils, books, or tools) 

    viii. is often easily distracted by extraneous stimuli 

    ix. is often forgetful in daily activities 

  B. Hyperactivity-Impulsivity: six (or more) of the following symptoms of hyperactivity-
impulsivity have persisted for at least 6 months to a degree that is maladaptive and 
inconsistent with developmental level

    i. often fidgets with hands or feet or squirms in seat 

   ii. often leaves seat in classroom or in other situations in which remaining seated is 
expected 

   iii. of ten runs or climbs excessively in situations in which it is inappropriate ( in 
adolescents or adults, may be limited to subjective feeling of restlessness) 

   iv. often difficulty playing or engaging in leisure activities quietly 

   v. often “on the go” or often acts as if “driven by motor” 

   vi. often talks excessively 

   vii. often blurts out answers before questions have been completed 

   viii. often has difficulty awaiting turn 

   ix. often interrupts or intrudes on others (eg., butts into conversations or games) 

2. Some hyperactive-impulsive or inattentive symptoms that caused impairment were 
present before 7 years of age

3. Some impairment from the symptoms is present in two or more settings (eg., at school 
[or work] and at home)

4. There must be clear evidence of clinically significant impairment in social, academic, 
or occupational functioning

5. The symptoms do not occur exclusively during the course of a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Schizophrenia, or other Psychotic Disorder and are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mental disorder (eg., Mood Disorder, Anxiety Disorder, 
Dissociative Disorders, or a Personal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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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1. 연령 및 성별 

연구 대상 55명(남자 36명, 여자 19명)의 평균 연령은 13.4세였는

데, 이를 세분하면 MRI가 정상인 29명(52.7%, 남자 16명, 여자 13명)

의 평균 연령은 14.1±3.37세 이었고, MRI가 비정상인 26명(47.3%, 남

자 20명, 여자 6명)의 평균 연령은 12.6±3.7세 이었다(Table 2).

2. MRI 소견

대상 환자 55명 중 MRI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26명 이었고, 이

상 소견으로는 해마경화증이 7명 (2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도 양성 낭종 병변(5명), 백질연화증(3명), 뇌 내 출혈(2명) 등이 있었

다(Table 3).

3. MRI 소견에 따른 ADHD 아형별 분류

MRI 소견이 정상인 29명에서는 주의력결핍형이 28명(96.5%)으로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MRI 소견에 이상이 있었던 

26명에서는 혼합형이 14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력결핍형이 

12명(46.2%) 이었다. 따라서 MRI 소견의 이상 유무에 따라 ADHD의 

아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1, 

Table4).

4. MRI 소견에 따른 ADHD 증상의 비교

DSM-IV-TR을 바탕으로 작성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각각의 문항 9개 중 양성을 보인 개수를 MRI 소견의 이상 유무

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주의력 결핍에 관한 문항에서 양성을 보인 경

우는 MRI 소견이 정상인 군에서는 평균 7.44개 인 반면, MRI 소견에 

이상이 있었던 군에서는 평균 8.2개 이었고,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비교적 유의 하였다(P=0.009). 그리고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문항

의 경우는 MRI소견이 정상인 군에서는 평균 2.93개인 반면, MRI소견

에 이상이 있었던 군에서는 평균 4.8개로 이들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 하였다(P=0.004, Table 4).

 

고찰

ADHD는 뇌전증을 앓는 소아 환자에서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

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신경학적 문제 중 하나로, ADHD와 뇌전증 

사이의 연관성은 ADHD의 유병률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소아 뇌

전증 환자들에서 ADHD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4-5배 정도 높아, 

미국소아과학회2)는 12-39%로, Dunn 등3)은 30-40% 로 발표하였고, 

저자들은 37.5%의 높은 빈도를 보고한 바 있다5).

이와 같이 뇌전증 환자에서 ADHD 유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확

실하지 않으나, 항경련제의 영향, 근본적인 신경발달의 취약성, 만성적 

경련, 간질모양 뇌파의 출현 빈도, 뇌전증에 대한 정신 사회적 반응5) 

등이 고려되고 있다. 

소아 뇌전증 환자가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환

자들의 16-28% 정도로8-10)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ADHD가 중복된 

경우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비율은 확인된 것이 없다. 다

만 뇌전증이 없는 성인 ADHD 환자들의 40%에서 구조적인 뇌 이상

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11).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ADHD가 중

복된 뇌전증 환자의 47.3%가 MRI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 

ADHD와 뇌 구조 이상의 연관성에 관하여, Jacobson 등12)은 학동

기와 청소년기의 ADHD는 대뇌의 광범위한 구조적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Cubillo 등13)은 억제 조절을 관장하는 전두나

선(fronto-striatal) 영역의 기능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외

에도 미상핵, 시상 및 해마 부위6) 등의 부피가 감소 한다는 보고가 있

다. 또한, Posner 등14)은 ADHD를 가진 어린이들은 해마의 부피가 감

소하고 다른 대뇌 부위와의 기능적 연관성이 떨어져 우울증이 발생할 

Table 2. Demographic Features of the Subjects with Epilepsy an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Normal Brain MRI (N=29) Abnormal Brain MRI (N=26)

Mean age (yr) 14.1±3.37 12.6±3.7

Sex number (%)

  Male 16 (55.2) 20 (77.0)

  Female 13 (44.8) 6 (23.0)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able 3. Abnormal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in Epilepsy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Types Number (N=26)

Hippocampal sclerosis 7

Benign cystic lesion 5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3

Intracranial hemorrhage 2

Tuberous sclerosis 1

Infarction 1

Cortical dysplasia 1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1

Dandy walker variant 1

Others (thinning of corpus callosum, ventriculomegaly, 
  mega cisterna magna, meningoencephalitis)

4

Table 4. Comparison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Type and Symptoms according to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in Epilepsy Children with ADHD

Normal Brain MRI 
(N=29)

Abnormal Brain MRI 
(N=26)

P-value†

ADHD type

  Inattention type 28 (96.5%) 12 (46.2%) <0.001

  Hyperactivity type 0 0

  Combined type 1 (3.5%) 14 (53.8%) < 0.001

ADHD symptoms

  Inattention 7.44/9* 8.2/9* 0.009

  Hyperactivity 2.93/9* 4.8/9* 0.004

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Inattention / Hyperactivity 9 items in DSM-IV,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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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뇌 MRI의 이상 

중 해마경화증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앞서의 여러 연구들과 일맥상

통하는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에는 ADHD 진단 시 우울증에 대

한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ADHD가 중복된 뇌전증 환자에서 ADHD 아형의 유병률은 주의력

결핍형이 제일 많고, 다음에 혼합형 순으로 알려져 있다5,6,15). 저자들

의 연구에서도 MRI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력결핍형이 

대상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서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MRI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혼합형이 

가장 많았고(53.8%), 나머지는 주의력결핍형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는 MRI 소견에 따라 ADHD 아형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ADHD 아형

에 따른 MRI 소견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9). 

또한, 저자들은 MRI 소견에 따라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DSM-IV-TR을 

바탕으로 작성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각각의 문항

들의 양성 소견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MRI에 이상 소견이 있는 군이 

정상 소견을 보인 군에 비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문

항들 모두에서 더 많은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MRI에 이

상 소견이 있는 환자들의 ADHD 증상이 MRI 소견이 정상인 환자들

에 비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뇌전증 소아 환자들에서 MRI 이상 소견은 ADHD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ADHD 의 중증도와 연관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MRI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뇌전증 환자에서는 조기 ADHD 선별검사를 시행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고, 대상자 숫자가 

적어 향후 여러 변수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목적: 뇌전증 소아들 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중복된 소아

들의 뇌 MRI를 분석하여 ADHD와 뇌 MRI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 

MRI 의 이상 소견이 ADHD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

원 소아신경과에서 뇌전증을 진단 받고, 항경련제 치료를 받는 6세에

서 18세까지의 환자들 중 ADHD 가 중복 되었고 최소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55명(남자 36명, 여자 19명)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DHD의 진단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edition) 

의 기준에 따라 진단하였다.  

결과: 뇌 MRI가 정상 소견을 보인 환자들은 대부분 주의력결핍형

의 ADHD였으나(28명, 96.5%), 뇌 MRI가 비정상 소견을 보인 환자들

은 혼합형이 14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력결핍형이 12명

(46.2%)으로 MRI이상소견의 유무에 따라 ADHD의 아형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각각의 문항 9개 

중 양성을 보인 개수를 MRI 소견의 이상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MRI소견에서 이상이 있는 환자군에서 ADHD 증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뇌전증 소아 환자들에서 MRI 이상 소견은 ADHD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ADHD 의 중증도와 연관될 수 있음

을 말해준다. 따라서 MRI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뇌전증 환자에서는 

조기 ADHD 선별검사를 시행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치

료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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