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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
vity disorder, ADHD)는 유전성이 높은 질환으로 7세 이전

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7세에서 10세 사이에 가

장 흔하게 진단되지만 ADHD 증상과 기능 손상은 학령전

기, 즉 3세에서 5세 사이에서도 종종 나타난다.2)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를 보면 학령전기 아동의 2~6%에서 

ADHD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

학령전기 ADHD 아동은 학습, 또래 관계, 가정 내의 문제

를 일으키며3)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쉽게 다치는 경향이 

있다.4) 또한 학습 문제로 인하여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5) 공격적인 행동과 산만함으로 유치원

을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4)

장기 연구에 의하면 학령전기 ADHD 증상은 시간이 경과

하여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3세에 진단된 AD-
HD 증상이 6세 아동의 50%에서, 9세 아동의 48%에서 지

속되었다는 보고가 있다.6) 학령전기 ADHD 증상은 방치되

는 경우에 학령기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청소년기의 읽기 능

력 저하로 이어지는 등, 장기적으로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

으로 되어 있다.7)

따라서 학령전기 ADHD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

는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소아정신과학회에

서는 학령전기 ADHD 아동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부모 교육

과 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약물 

치료는 부모 교육이나 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

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심각한 ADHD 증상을 보이

는 경우에 시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8)

정신약물 역학 연구에 의하면 ADHD 소아에서 정신자극

제의 사용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여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87년도에는 정신

자극제의 처방이 0.6% 수준이었는데 1996년도에는 2.4%로 

10년의 기간 동안 4배가량 증가하였다.9) 학령전기 아동에서

도 미국에서 정신자극제의 처방은 1991년에 비하여 1995년

에 1.7~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methylphenidate(MPH)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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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가장 흔하게 처방되었다.10) 이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정신자극제의 처방율이 1997년도

에는 0.4%, 2002년도에는 0.3%로 보고되고 있어 학령전기 

아동에서 정신자극제가 꾸준히 처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미국 식약청(FDA)에서는 ADHD 치료제로서 ampheta-
mine 제재는 3세 이후부터, MPH 제재, atomoxetine, gu-
anfacine, clonidine은 6세 이후부터 사용을 허가하고 있

다.12)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ADHD에서 MPH 제재와 ato-
moxetine 처방을 6세 이후부터 허가하고 있다.13) 따라서 6

세 미만의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의 약물 치료는 우리나

라에서 소위 off-label 처방으로만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학령전기 ADHD 아동의 off-label 약물 

처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학령전기 ADHD 

아동에 대한 약물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해보

고자 하였다.

정신자극제 치료

1. 정신자극제 치료 : 2000년도 이전의 연구

ADHD 아동에서 약물 치료의 1차 선택은 정신자극제로 알

려져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것은 MPH 제재

이다.14)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도 정신자극제의 처방 중 

90% 이상은 MPH 제재이며10) amphetamine 제재는 3세 

이후의 아동에서 ADHD 치료제로서 유일하게 미국 FDA에

서 승인을 받았으나 처방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며 학령전

기 아동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고에서는 정신자극제를 대표하여 MPH 제재에 대해 언급하

기로 하겠다. 

학령기 ADHD 아동에서의 MPH 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는 많이 시행되었으나 학령전기 ADHD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위약 대조 연구는 2001년도에 비교적 대규모로 시

행된 Preschool ADHD Treatment Study(PATS) 이전에

는 불과 10개 미만 정도가 시행되었다(Table 1). 1975년부터 

2000년 까지 총 9개의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가 시행되었

고, 모두 MPH 초기 속방형 제재(immediate release, IR)

를 사용하였으며 총 200여명 이상의 학령전기 아동이 연구

에 포함되었다. 9개중 8개의 연구에서(89%) 치료 효과가 보

고되었다. 학령기 아동에 비해 임상 반응의 다양성이 관찰되

었고 인지, 또래 관계, 과잉행동-충동성의 측면에서 위약에 

비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PH-IR의 평균 사

용 용량은 0.15~1.0 mg/kg/d였고, 하루에 3회 복용 보다는 

1회 내지 2회 복용이 더 많았다. 부작용은 대체로 가벼운 수

준으로 보고되었으나 학령기 아동에 비하여 부작용의 빈도수

가 더 많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하는 아동의 비율이 10% 

정도로, 학령기 아동의 3.6%에 비하여 높았다. 또한 특징적

으로 자극과민성, 불안, 슬픔과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에 관

련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24)

2. Preschool ADHD Treatment Study(PATS)

상기 연구들은 진단 기준, 방법, 기간 등이 다양하였고 대

부분의 연구가 1개의 기관에서 소규모로 시행되었으며 교사 

평가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제한점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도에 미국 국립 정신보건원(The National Insti-
tute of Mental Health, NIMH)이 대규모 임상 연구(PATS)

를 후원하게 되어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위약과 MPH-

IR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시행되었고 

2006년부터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25-27) 현재도 장기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PATS는 3세에서 5.5세 사이의 아동 303명을 대상으로 하

였고 총 70주간 8개의 phase로 시행되었다 : 1) 모집, 초기 

평가 및 등록 ; 2) 10주, 집단 부모 훈련 ; 3) 부모 교육으로 

호전을 보이지 않는 아동에 대한 기초 평가 ; 4) 1주, open-

Table 1. Placebo controlled methylphenidate trials in preschoolers

Study N Design Mean MPH dose Findings
Schliefer et al15) 26 Crossover 3 wk 10 mg/d Mixed, no improvements seen on direct observation
Conners16) 59 Parallel 6 wk 12 mg/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Cunningham et al17) 12 Crossover 0.15-0.50 mg/kg/d Improvement in cognitive, behavioral, and 

interpersonal domain
Barkley et al18) 18 Crossover 3 wk 0.15-0.50 mg/kg/d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domain
Barkley et al19) 27 Crossover 3 wk 0.15-0.50 mg/kg/d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domain
Mayes et al20) 14 ABA design 24 d 30 mg/d 71% response rate
Musten et al21) 31 Crossover 30 d 0.6-1.0 mg/kg/d Improvement in cognitive, behavioral, and 

 interpersonal domain
Handen et al22) 11 Crossover 4 wk 0.3-0.6 mg/kg/d 73% repsonders
Short et al23) 28 Crossover 3 wk Best dose 10 mg, 20 mg, 

 or 30 mg
82% improved on best dose

MPH : methylphenidate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off-label 약물 처방

- 76 -

label phase로 모든 MPH-IR 용량에 노출이 되는 안전성 

검사 시기 ; 5) 5주, 무작위 이중 맹검 crossover titration 

시기로 MPH-IR의 4가지 용량(1.25 mg, 2.5 mg, 5.0 mg, 

7.5 mg)과 위약을 하루에 3회 투여함 ; 6) 4주, parallel de-
sign으로 MPH-IR과 위약의 무작위 이중 맹검 대조 연구 ; 

7) 40주, open-label phase로 약물 유지기 ; 8) 6주, 이중 

맹검 약물 치료 종결기.

5주간의 crossover titration 시기에서는 MPH가 ADHD

의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단기 치료 효과가 있음

이 입증되었고 증상이 경감되는 정도는 약물의 용량에 비례

하였다.23) MPH의 평균 적정 용량은 14.2±8.1 mg/d(0.7±

0.4 mg/kg/d)로 Multimodal Treatment Study of Chil-
dren with ADHD(MTA)에서 보고된 1.0 mg/kg/d보다 낮

았으며,25) 하루 적정 용량은 7.5 mg에서 30 mg의 범주로 나

타났다. 

MPH 치료에 대한 effect size(Cohen’s d 계수)를 살펴보

면, 부모 평가에서는 0.35, 교사 평가에서는 0.43으로, small 

to medium effect를 나타내었다. 이는 MTA에서 보고된 0.52 

(부모 평가), 0.75(교사 평가)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10

개월간의 유지 치료 기간 동안에도 약물 치료 효과는 유의하

게 유지 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MPH 용량이 19.9 mg/d(0.92 

mg/kg/d)로 증가되었다.27) 따라서 학령전기 ADHD 아동에

서 MPH-IR 치료는 단기 뿐 아니라 1년간의 치료에서도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작용은 총 1년 간 부모의 보고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초

기 5주간의 약물 증량 기간에는 감정의 폭발(emotional out-
burst)(10~15%), 식욕 감소(7~14%), 체중 감소(4~7%)가 나

타났으며28) 10개월간의 약물 유지 치료 기간에는 자극과민

성 등의 정서적인 부작용은 감소되었고 불면과 식욕 감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27) 전체 아동의 30%에서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는데, 주로 감정의 폭발(emotional out-
burst), 자극과민성, 상동 행동 및 사고, 식욕 감소의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11%에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유

로 치료 과정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는 1% 미만의 아동에

서 치료를 중단하였던 MTA보다 높은 수치이다. 혈압이나 

맥박 상승에 대한 영향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타 다른 심혈관계 부작용의 빈도도 위약과 차이

가 없었다.26) PATS에서의 부작용 양상은 전반적으로는 안전

한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30%정도에서 중등도 이상의 부작

용이 나타난 점으로 볼 때,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MPH

로 약물 치료하는 경우에 부작용 발현에 대한 면밀한 주의

가 필요하겠다. 또한 부작용에 있어서 불안정한 정서(emo-
tional lability)의 보고율이 초기에 10~15% 정도로 높게 나

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PATS에서는 1년간 140명을 대상으로 체중 및 신장에 대

한 성장 속도를 측정하였다. 치료 시작 전에는 체중과 신장이 

기대치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체중의 경우에는 1.78 

kg, 신장의 경우에는 2.04 cm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1년의 치료 과정 후에 연간 성장률을 측정하였는데, 체중

은 1.32 kg 정도, 신장은 1.38 cm 정도가 기대치보다 더 낮

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령기 아동에서 MPH 치

료후 성장 속도의 지연을 보고한 MTA 결과와 일치하는 소

견이다.28)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MPH-IR 치료는 1년

간의 추적 연구에서 아동의 성장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보다 더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PATS의 약동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학령전기 아동은 학

령기 아동에 비하여 MPH의 대사 속도가 지연되어 있으며 따

라서 체중을 계산하여 조정된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여도 학

령기 아동에 비해 학령전기 아동에서는 더 오랜 시간동안 약

물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령전기 아동에서 MPH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천천히 증량

해야 하며 학령기 아동에 비해 최종 용량이 다소 낮을 가능

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9)

3. 정신자극제 치료 : 확장형 제재

현재까지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의 정신자극제 치료 연

구는 MPH-IR 제재에 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아직

까지는 OROS(osmotic release oral system)제재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장형 제재(extended release)

에 관한 연구는 beaded MPH를 사용한 개방형 연구가 최

근에 1개 정도 보고되었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2009년도에 Maayan 등30)은 11명의 학령전기 ADHD 아

동에서 8시간 지속되는 확장형 MPH 제재인 Ritalin LA를 

4주간 투여하는 개방형 연구를 보고하였다. 약물은 자유롭

게 증량하여 하루에 최대 30 mg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평균 용량은 17.73 mg/d였고, 가장 흔히 처방되는 용량은 10 

mg/d로 나타났다. 4주간의 치료 후에 Swanson, Nolan, 

and Pelham-IV(SNAP-IV) 척도 점수는 1.09점이 감소하

였고, Clinical Global Impression Scale-Severity(CGI- 

S) 척도 점수는 5점에서 3.36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욕 저하로 11명 중 7명에서 나타났으

며, 3명은 복통과 불면을 호소하였고 2명은 불안정한 정서

를 나타내었다. 혈압이나 맥박에 대한 수치는 변동이 없었다. 

상기 연구는 소규모의 개방형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는 어려우나,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확장형 제재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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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첫 예비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학

령전기 ADHD 아동에서 확장형 제재 및 OROS 제재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신자극제 치료

1. Atomoxetine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atomoxetine 치료에 관한 위

약 대조군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2개의 개방

형 연구가 보고되었다. 

2007년에 Kratochvil 등은 3곳의 센터에서 5세와 6세 아

동, 총 22명을 대상으로 atomoxetine을 8주간 투여하는 개

방형 연구를 보고하였다.31) atomoxetine은 최대 1.8 mg/

kg/d까지 증량하도록 하였는데, 평균 용량은 1.25 mg/kg/d

였다. 8주간의 치료 후에 ADHD Rating Scale-IV(ADHD-

IV-RS) 척도 점수는 평균 20.68점이 감소하였고 CGI-S 척

도 점수는 아동의 82%에서 개선되었다. 부작용으로는 불안

정한 정서가 22명중 12명(54.5%)에서 보고되어 가장 흔하게 

나타났고, 식욕 저하가 11명(50%)에서 있었으며, 체중 저하가 

1.04 kg 정도로 보고되었다.

2009년도에는 Ghuman 등이 3세에서 5세 사이의 ADHD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atomoxetine 개방형 연구를 

보고하였다.32) 6주간 약물 증량을 시행하고 4주간 유지 치료

기를 갖는 전향적인 개방형 연구로서 atomoxetine 평균 용

량은 1.59 mg/kg/d이었고, 10주간의 치료 후에 SNAP-IV- 

HI 점수는 10.2점이 감소하였다. 부작용은 전체 아동의 67%

에서 나타났고 반항적인 행동, 공격성, 자극과민성, 분노 발

작(tantrums), 소화기계 증상 등이 관찰되었다.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atomoxetine 치료에 관한 연

구는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이나, 2개의 개방형 연구 결과에

서 보면 학령전기 아동에서 atomoxetine 치료는 ADHD의 

핵심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예비 연구 결과를 시

사한다. 앞으로는 학령전기 ADHD 아동을 대상으로 atomo-
xetine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의 정교하고 체

계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2. 기타 비정신자극제 치료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atomoxetine을 제외한 기타 

비정신자극제 치료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α-agonist는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종종 처방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전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는 없으며 몇 개의 증례 보고가 있는 정도이다.

Cesena 등은 학령전기 아동에서 clonidine 치료에 관한 

증례 보고를 하였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4세 

아동에서 clonidine을 3여했을 때 과잉 행동과 충동성에서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31) 용량은 0.025 mg

을 하루에 3회 처방하였고 56개월 간 유지하였으며 초기에 

진정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치료 후반기에 

호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Lee34)는 총 4명의 학령전기 아동에서 guanfacine을 2개

월에서 6개월간 투여하였는데 용량은 하루에 0.25 mg 내지 

0.5 mg을 2회 사용하였다. Child Behavior Checklist(CB-
CL)와 부모용 Connors’ rating Scale(CRS)을 사용하여 치

료 전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충동성과 과잉 행동 점수가 

감소하였고, 모자 관계가 개선되었다. 부작용으로는 진정 작

용과 흉통이 보고되었다. 

α-agonist는 진정 작용, 자극과민성, 서맥과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33,34) 혈압과 맥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하

는 것이 필요하다.37)

Campbell 등은 3세 ADHD 아동에서 fluoxetine 치료에 

관한 증례 보고를 하였다.38) fluoxetine 10 mg을 하루에 1

회 투여하였고 6주간 관찰하였는데 임상 면담에 의한 평가

에서, 집중력이 개선되었고 공격성이 감소하였으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전기 ADHD 아동 치료 : 
Current Evidence and Practice 

최근 소아 정신약물학 분야에서도 근거 중심 치료(evid-
ence-based treatmen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근

거 중심 치료(evidence-based treatment)란 clinical sam-
ple을 대상으로, clinical significance에 대한 평가를 포함

하고, 신뢰할만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는 무작위 대조 

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37)할 때, 학령전기 ADHD 아동

에서 MPH 치료는 근거 중심 치료(evidence-based treat-
ment)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0)

2007년도에 The Preschool Psychopharmacology 

Working Group(PPWG)은 학령전기 약물 치료에 관한 전

체 문헌 고찰, 임상 경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아 정

신 질환 별로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으며 학령전기 ADHD 아

동의 치료에 관한 알고리듬도 제시하였다(Table 2).41,4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령전기 ADHD 아동의 치료는 부모 교육

이나 행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

한 효과가 부족하거나 정신사회적 치료의 시행이 어려운 경

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MPH가 학령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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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아동의 약물 치료에서 1차 치료 약제로 되어 있다. 

PPWG는 ‘Level of evidence’를 함께 제시하였는데(Ta-
ble 2), MPH는 Level A, α-agonist는 Level B, atomox-
etine은 Level C로 명기되어 있다. 

미국 소아정신과 학회에서는 진료지침서에서 학령전기 A-
DHD 아동의 치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일반 치료 

지침은 PPWG 알고리듬과 마찬가지로 정신사회적 치료를 우

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물 치료시에는 소량에서 시작

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천천히 증량하도록 권장하

고 있으며 1주에 7일 모두 투약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10) 

Ghuman 등43)은 학령전기 ADHD 아동의 약물 치료에서 

‘start low, go slow’의 원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저용량 투

여로 인한 치료 효과의 부족함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

다. 또한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

해 처음 1~2개월 동안에는 1주 혹은 2주마다 외래를 방문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매월마다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CRS, ADHD-IV-RS, CBCL과 같은 부모 혹은 교사용 평

가 척도를 치료 시작 전과 외래 방문시에 정기적으로 평가하

도록 제시하고 있다. 

MPH의 치료 용량은 초기에 2.5 mg을 하루에 2회 투여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치료 반응과 부작용에 따라 2~4주간

에 걸쳐서 7.5 mg을 2회 혹은 3회 투여하도록 제시하였다. 

결    론

학령전기 ADHD 아동은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증

상은 학령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령전

기 ADHD 아동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거나 정신사회적 치료에 효과를 보이

지 않는 ADHD 아동의 경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현

재로서는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의 약물 치료는 off-la-
bel 치료에 머물러 있다.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의 MPH 치료에 관한 연구는 

학령기 아동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Level A에 해당

하는 근거를 갖고 있으며 근거중심치료의 기준을 만족시킨

다. MPH는 학령전기 ADHD 아동에서 ADHD의 증상 조절

에 효과적이며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령전기 ADHD 아동의 약물 치료를 일괄적으로 

off-label 치료로 규정하여 제한하기보다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아동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갖

고 있는 약물을 선택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주

의 깊게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

고자 한다. 

향후에는 MPH의 다양한 제재들과 비정신자극제 치료에 

대한 대조군 연구가 폭 넓게 시행되어 치료에 대한 근거의 축

적이 필요할 것이며, 약물 치료와 정신사회적 치료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령전기 아

동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령 전기 ·허가 초과 ·

약물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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