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보건학 석사 학 논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 진단과 처방 양상

-의료화 의 해석 -

2016년 08월

서울 학교 보건 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 리학 공

박 건 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 진단과 처방 양상

-의료화 의 해석 -

지도교수 조 병 희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04월

서울 학교 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 리학 공

박 건 우

박건우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6년 08월

원 장 유 명 순 (인)

부 원장 김 창 엽 (인)

원 조 병 희 (인)



-i-

국문 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의료화의 실재 경향을 탐색하기 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진단과 처방 양상을 분석하여

의료화를 계량 으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해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맞춤형DB를 통해 지난 10년(2003∼

2012년)동안 청구된 모든 진단과 처방 자료를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ADHD의 진단과 처방은

지난 10년 동안 꾸 히 증가하 다.연구 결과 특히 성인에서

의 진단증가와 ·고등학생에서의 처방증가는 Conrad의 ADHD에

한 의료화 경향이 아동 청소년의 과잉행동을 의료 문제로

다루게 되는 것에서 성인의 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주장과 일치하

으며,한국 사회에서도 정신의학계를 필두로 한 ADHD 진단과

약물치료의 확장이 2000년 반에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집 되었던 반면 2010년을 지나며 상이 성인으로 확 되어 나타

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언론에서 꾸 히 제기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의

off-lable사용 ADHD치료가 아닌 학습력 증강을 한 사용의

경향 역시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진

료 기록 없이 청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로는 개인이 실제 임

상환경에서 겪는 진단 처방에 한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력 증강을 한 약물 사용과 실제 처방 사이의

인과성을 확정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 계

와 ADHD의 의료화 경향성을 밝힐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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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DHD의 의료화는 서구에서 아동의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이 의료화의 상이 된 이후 성인의 ADHD역시 의료의 권역

으로 포함된 맥락과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한국에서는

ADHD의 DSM 진단과 과학 ·임상 근거가 미국으로부터 그

로 유입되면서 먼 사회 일탈에 한 의학 정의가 미국 맥

락 그 로 정착되었다.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의료화의 결과로

서 ADHD의 진단과 처방이 증가했다고 인과 계를 결론지을 수

없지만 증가하는 진단과 약물치료의 경향은 의료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화 경향은 의료 문가 집단인 소아청소년정신과 의

사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들은 캠페인이나

방송 출연 언론 보도를 통해서 ADHD에 한 사회 낙인을

이는 동시에 성인의 ADHD 증상에 해서도 과학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 컨 소아정신의학회는 2004년 “ADHD선별의 날”

을 지정하여 ADHD의 진단과 치료의 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정신보건기 과 연계하여 진행된 사업도 ADHD

의 진단과 약물치료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는 의학 문가와

보건당국,교육당국이 교실이나 일상의 문제를 의료의 권역에 포

함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지역 보건소 각 시

도 교육당국의 ADHD조기발견을 한 사업,ADHD진료비 지원

사업 등의 시행은 ADHD진단의 증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ADHD 의료화의 동력으로서 문가 집단,교육당국,보

건당국의 인식과 실천이 요한 요인이며,향후 연구에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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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야에서 ADHD와 련된 면 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ADHD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의료화에 해서 악하고,ADHD

치료에서 오남용을 실증 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주요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료화,메틸페니데이트

학 번 :2014-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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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 제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는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표

인 정신질환 장애 하나로 알려져 있다(Polanczyk & Rohde

2007).미국 정신의학 회(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APA)가

발간하는 정신질환진단 통계 편람(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

ofMentalDisorder,이하 DSM)5 (DSM-5)에 의하면 ADHD는 부주

의 혹은 과잉행동-충동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이다(APA,

2013).세계보건기구(TheWorldHealthOrganization,WHO)의 국제 질

병 건강문제 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andHealth

Problems,이하 ICD)제 10 (ICD-10)에서 ADHD는 운동과다성 장애

(HyperkineticDisorders,HD)로 명명되는데 이는 DSM의 ADHD 정의

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Polanczyk,deLima,Horta,

Biederman,& Rohde,2007).1)

ADHD를 진단받은 아동 혹은 청소년은 ADHD 증상으로 인해 특정한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정상 인 학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

를 겪을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사회 ,직업 기능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APA,2013;Thapar& Cooper,2016).한국에서 ADHD의 진단

과 증상 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령기 ADHD 아동의

1)보다 정확하게는 HD(F90) 에서 다른 장애 질환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활동성과 주의력 장해(disturbanceofactivity and attention,F90.0)를

ADHD로 볼 수 있다.HD로 분류되는 장애 에서 운동과다성 품행장애

(hyperkineticconductdisorder,F90.1)은 품행장애의 기 도 만족시켜야하기 때

문이다. 한 기타 운동과다성 장애(otherhyperkineticdisorders,F90.8)나 운동

과다성 장애,특정불능(hyperkineticdisorder,unspecified,F90.0)는 ADHD로 분

류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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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의력결핍보다 과잉행동충동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취약한

학습능력 련변인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주,서지 ,& 김

미 ,2011). 한 ADHD는 품행장애,신경 발달학 문제,틱 장애,양

극성 정동장애 등 다른 정신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약물 독이나 자살시도의 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안

동 등,2007;APA,2013).

ADHD의 유병률은 세계 으로 약 5%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자마다 추

정하는 유병률에는 차이가 있다.Polanczyk와 Rodhe(2007)의 체계 인

문헌고찰 결과에 따르면 진단기 으로 DSM 혹은 ICD를 사용했는지 등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서 유병률에 차이가 나타났다.지역 분포에 따라서

는 체 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북미와 아 리카 동의 유병률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Polanczyk와 Rodhe(2007)의 연구에

는 사회문화 배경에 따라서 ADHD의 유병률이 0.9%에서 20%까지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미국 질병통제 방센터(CDC,2014)에 따

르면 미국 내 ADHD 유병률은 꾸 히 증가하여 2011년 기 11%의 아

동 청소년이 ADHD를 겪은 반면 ICD 진단기 을 용한 국의 유

병률은 2%로 추정된다(Green,McGinnity,Meltzer,Ford,& Goodman,

2005).한국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서 추정한 ADHD

유병인구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0.8%로 같은 문화권의 한국과 비

슷한 건강보험체계를 가진 만의 1.64%의 반에 못 미친다(Chien,

Lin,Chow,& Chou,2012;Hong등,2014).

각 국의 진단기 등 방법론과 지리 특성의 차이와 이에 따른 유병

률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DHD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인구는 20

세기 후반부터 꾸 히 증가해왔다.그러나 ADHD는 바이오마커와 같은

생물학 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보고에 기 하

기 때문에 ADHD 진단의 증가는 비 의 상이 되어왔다. 표 으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하 DSM)3 (DSM-Ⅲ)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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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ⅢR)작업에 참여하고 4 (DSM-Ⅳ)의 작성을 이끌었던 Allen

Frances의 주장이 그것이다.

Frances(2013)는 그의 서 <SavingNormal>에서 DSM에 한 무비

수용과 장에서의 부주의한 진단,제약 산업의 향으로 인하여

진단 인 이션이 발생하고 정신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러한 주장은 정신질환 진단의 교과서로 불리는 DSM의 확장으로 인하여

정상(normality)의 범 가 좁아지고 ‘의료화(medicalization)’상이 만연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Frances의 주장은 정신의학계 내부의 비

이라는 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70년 처음 등장한 의료화 이론은 20세기 후반 의료사회학(medical

sociology)을 표하는 이론 하나이다.의료화에 한 일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의료화는 “비의학 문제가 질병 혹은 장애의 측면

에서 의학 문제로 정의되고 다루어지는 과정”으로 묘사된다(Conrad,

1992).이러한 립 인 표 과 다르게 의료화는 사회통제의 혹은

문가 지배와 의사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시각 등 과도한 의료화에

한 비 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김환석,2014;Conrad,1992).의료화

의 분석 상으로는 알코올 독,비만,외상후 스트 스장애(PTSD),폐경

등으로 다양하다.그 에서 ADHD는 의료화 연구의 창기부터 최근까

지 꾸 하게 논의의 상이 된 정신질환 하나이다.

최근 ADHD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 진단과 치료가 증

가하고 있으며 DSM-ⅢR(1987)이후부터 ADHD로 명명되기 시작하

다.그 이 에는 hyperkinesis,ADD 등으로 명명되었다(Lange,Reichl,

Lange,Tucha,& Tucha,2010).2)의료화 이론의 선구자 한 사람인

2)Kramer와 Pollnow(1932:Lange 등,2010에서 재인용)에 의해서 정립된

hyperkinesis 는 hyperkineticdisease는 질병에 한 설명이 재의 ADHD

증상 진단 기 (DSM)에 부합하기 때문에 ADHD로 볼 수 있다.한편,

ADD(주의력 결핍증,attentiondeficitdisorder)는 DSM-Ⅲ(1980)에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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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Conrad는 일탈 행동의 의료화(medicalization of deviant

behavior)를 설명하기 해 ADHD 연구를 시작했다.그는 사회통제 기

(mechanism)을 작동시키기 해 과잉행동(hyperkenesis)이 의학 인

용어로 개념화되었으며,3)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발된 약물로

인하여 의료 문가들이 문제 행동을 치료의 권역(jurisdiction)안에서 해

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 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의료 문가 교육

제도권을 상으로 한 제약회사들의 홍보와 ,그리고 학습 장애

련 단체의 사회 활동은 ADHD를 의학 문제로 개념화하는데 향을

미쳤다(Conrad,2006).

이후 Conrad의 연구는 의료화의 상을 ADHD 뿐만 아니라 다른 질

병 혹은 장애로 확장해나가는 한편,사회·문화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ADHD의 진단 치료에 한 연구 한 지속하고 있다.그

주목할 것 하나는 성인 ADHD의 증가이다. Conrad와

Potter(2000)는 로작의 개발과 사용 이후 약물 사용의 의존성 증가,일

부 유 근거, 리형 의료(managedcare)의 등장으로 성인 ADHD가

증가했으며,그 결과로 낮은 수행능력에 한 의료화와 새로운 장애의

범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러한 ADHD의 증가 확장은 1990

년 까지 북미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국가 제약 산업,서구

정신의학의 향,DSM으로의 진단기 의 변화,인터넷의 발달로 인

한 체크리스트의 근성 향상,시민단체의 향으로 인해 ADHD의 ‘세

계화(global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Conrad& Bergey,2014).

한편,사회학자들은 20세기 후반 이후 의료화의 동력(driverorengine)

하나로 약물과 제약 산업에 을 맞추고 있다.Conrad(2005)는

서 공식 으로 사용되었으나 DSM-ⅢR(1987)에서 용어가 ADHD로 바 었다.

3) ADHD의 경우에 사회통제 기 은 약물치료의 도입을 의미한다.

Conrad(2006)에 따르면 약물치료 방법은 증상을 질환으로 명명하는 것(label)

에 20년 가까이 앞서있었다.그래서 일탈에 한 사회통제가 작동하기 해서

는 일탈이 의학 인 용어로 개념화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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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미국 식약처(FDA)의 규제 수정으로 인해 처방약에 한 소비자

직 고(Direct-To-ConsumerAdvertizing,이하 DTCA)가 허용됨으

로써 약물의 사용과 의료화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했다.약물의 off-lable

사용,4)DTCA 등을 통해 제약 산업과 좁은 범 에서는 약물이,일상생

활과 사회심리 역에 침투함으로서 의료 권역 밖의 문제가 의학 문

제로 편입되는 것을 진시킨 것이다.ADHD 아동의 치료 약물인 리탈

린(Ritalin)의 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이다(Conrad,2005).그러나

Abraham(2010)은 리탈린의 처방이 증가한 것은 의료화를 통한 진단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ADHD 환자들이 심리치료를 신하여 약물치

료를 선택한 결과라고 반박한다.이는 의료화의 확장 없이 약물 자체의

사용이 증가한 ‘약물화(pharmaceuticalization)’의 결과로서 리탈린의 처방

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정신질환의 의학 진단과 약물 처방에 한 사회

학 설명과 비 이 지난 반세기 동안 꾸 히 제기되었다.그러나 국내

의 (생)의료화 연구는 양 으로나 연구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 서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한 한국의 사회·문화·제도·정치 배경을 연구

에 반 하거나 탐색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국내에서 발표된 의료

화 련 논문은 상당수 페미니즘의 에서 여성건강의 의료화를 비

하거나 생식(reproduction)의 의료화를 분석하는 80∼90년 미국 의료사

회학 연구(Kuhlmann,2009)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의료화의 실재와 경향을 탐색하기

해서 ADHD진단과 처방의 양상을 계량 으로 악하고 의료화 이론

의 에서 해석하고자 한다.Conrad(2007)는 의료화의 모든 경향을

악하는 것은 힘들지만 어도 사회의 증가하는 의료화에 해 자료를 모

으고 양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필수 이라고 강조하 다.이러한 (의

4)‘off-label사용’은 규제 당국에 의해 허가된 사용 이외의 상태에 처방약을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료)사회학 의의뿐만 아니라 보건학 에서도 의료화의 경향을 측

정하는 것은 요하다.의료화의 확장에 따른 진단 치료의 증가와 약

물 사용의 증가는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보건의료비 증가 등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ADHD의 약물치료제 일부는 신경자극제(stimulant)로 추신

경계에 작용하는데 구토,수면장애,심 계 이상 등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그런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가 공

부 잘하는 약으로 소개되면서 사교육 특구 지역(서울시 강남 3구,노원

구,양천구)에서 오남용 되는 상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

하게 지 되어왔다.5)이러한 상은 떨어진 학습 능력 혹은 학교 장에

서 산만함이 ‘좋은 상 학교 진학은 곧 사회 성공’이라는 사회 규범

으로 인해 사회 일탈로 간주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

므로 의료화의 에서 ADHD를 분석하는 것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한 실태 악과 질환을 둘러싼 사회 상에 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5)조은미 (2007.07.17).의사가 권한 ‘공부 잘하는 약’이 마약류 약물?오마이

뉴스.RetrievedMay15,2016,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41

223&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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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목

진단,치료,처방의 분석 상인 ADHD는 의료화의 주요 논의 상이

었다. 한,ADHD 치료제 하나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가 치료

의 측면과는 별개로 학습 능력 강화의 측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을 고려해보았을 때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는 장기간 효과성이 검증된

없고 사용 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료화의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

다.그러나 ADHD만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 체의 의료화를 추 할 수

없고 경향성 분석을 통해서 의료화와 진단 처방의 인과성을 확정할

수 없지만 탐색의 상으로는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DHD의 진단과 처방의 양상을 분석하여 증가하는 의

료화를 악하기 하여 ADHD 련 연구 자료를 고찰하여 진단

치료에서의 특징을 악하고 해석의 틀로서 의료화 이론에 한 고찰과

국내 의료화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통

해 ADHD 진단과 치료에 한 양 인 분석을 실시하 다.지난 10년간

ADHD 진단 처방의 양상의 구체 인 분석 방향은 선행 연구(Hong

등,2014)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모형을 선택하 다.계량 분

석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세부 목 은 다음과 같다:

1.지난 10년 동안(2003∼2013년)의 ADHD의 진단과 처방 자료를 통해

개인 수 에서의 진단과 처방의 특징을 악한다.

2.진단과 약물치료의 비율의 시기 경향을 악한다.일부 지역에서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methlyphenidate)가 처방되는 경향성

을 악한다.

3.1과 2를 통해 진단과 처방의 경향성을 의료화의 에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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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개념

ADHD는 과잉행동(hyperactivity)-충동성(impulsivity) 는 부주의 혹

은 주의력결핍(inattention)6)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이다.여기서

증상(symptom)으로서 과잉행동,충동성,주의력결핍은 정신장애의 범주

로서 여겨지는 일련의 행동이다.이는 학습발달의 하와 같이 증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애(impairment)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증상의 한 차

원(dimension)인 과잉행동-충동성은 부족한 억제력(poorinhibition)과 동

반되는 과잉행동을 특징으로 한다.이때 행동을 통제할 수 없거나 반응

을 참지 못하고 즉각 으로 표 하는 것을 억제력 상실의 로 들 수 있

다.과잉행동의 경우 개념 으로는 충동성과 구별되지만 아동 청소년

의 경우 두 증상의 연 성이 높아 하나의 범주로 본다.그러나 성인의

경우 과잉행동은 아동 청소년과는 다르게 충동성과 별도로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범주로서 단될 수 있다.주의력결핍은 ‘주어진 일을 끝마

치는데 실패’하거나 ‘집 할 수 없다’로 표 된다.그러나 주의력결핍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에 한 신경·인지 기 의 설명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Barkley,2015).

이와 같은 ADHD의 증상 특성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어떻게 진단

에서 용되는 지 악하기 해서 표 인 진단 기 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s,

이하 DSM)의 최신 내용(DSM-5)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APA,

2013).

6)증상 하나인 ‘inattention’은 주의력결핍 혹은 부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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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 >

A.기능이나 발달을 방해하는 부주의,혹은 과잉행동-충동성 양상이 지

속되며,1혹은 2의 특성을 가진다.

1.부주의:다음 증상 6가지 이상이 발달수 에 맞지 않는 정도로 어

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사회 학업/직업 활동에 부정 인 향을

다.단,이런 증상들은 행동,반항, 감,과제나 지시의 이해 실

패로만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청소년과 성인(17세 이상)의 경우,

어도 5가지 증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a.세부사항에 면 하게 주의집 하지 못하거나 학교공부,일이나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세부사항을 간과하거나 실수함,일

이 부정확함).

b.과제나 놀이 활동에 지속 으로 주의집 하지 못한다( ,강의, 화,

혹은 장문 읽기 에 집 하지 못함).

c.다른 사람이 직 말을 할 때 듣지 않는 것 같다( ,주의산만 요소가

없는데도 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임).

d.지시를 따르지 못하거나 학교공부,잡일이나 일터에서 임무를 수행하

지 못한다(과제를 시작은 하지만,쉽게 집 하지 못하게 되고,곁길로

빠짐).

e.과제와 활동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질 으로 과제를 수행

하지 못함,물건이나 소유물을 순서 으로 보 하지 못함,번잡하고

분산된 일,시간 리를 잘하지 못함,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함).

f.정신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를 피하거나 싫어하고 거부한다( ,학교

공부나 숙제,청소년 성인의 경우에 보고서 작성하기,모형 완성하

기,긴 논문 개 하기 등).

g.과제나 활동에 필수 인 것들을 잃어버린다( ,수업자료,책,도구,지

갑,열쇠,서류,안경,핸드폰)

h.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청소년 성인의 경우,비

련 사고를 함).

i.일상 활동을 잘 잊어버린다( ,허드렛일,심부름하기,청소년 성인

[표 1]DSM표 M-5의 ADHD의 진단 기 (AP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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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화걸기,세 내기,약속 지키기).

2.과잉행동 충동성 :다음 증상 6가지 이상이 발달수 에 맞지 않

는 정도로 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사회 학업/직업 활동에 부정

인 향을 다.단,이런 증상들은 행동,반항, 감,과제나

지시의 이해 실패로만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청소년과 성인(17세 이

상)의 경우, 어도 5가지 증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a.손발을 만지작거리고 자리에서 꼼지락거린다.

b.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상황인데 교실,사무실,작업장에서 자리 이탈).

c.부 한 될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주:청소년

이나 성인의 경우,참을 수 없는 느낌으로 제한될 수 있음)

d.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e.“끊임없이 활동하거나”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

음식 ,회의에서처럼 오랜 시간 조용히 있는 것을 불편해 함,끊임없

이 활동하거나 따라가기가 곤란).

f.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g.질문이 채 끝나기 에 불쑥 답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에 말하기,차례로 화하기 해 기다리지 못함).

h.순서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 지어 기다리기).

i.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 화나 게임,활동에 참견

하기,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청소년과 성인의

경우,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간섭하기).

B.부주의 혹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들이 12세 이 에 나타난다.

C.부주의 혹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들이 2개 이상의 장면( :학교,

가정,직장,친구와 친척,기타 활동들)에서 나타난다.

D.그 증상들이 사회,학업,직업 기능을 방해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E.이 증상이 반 발달장애,정신분열증, 는 기타 정신병 경과

에만 발생하지 않으며,다른 정신장애( :기분장애,불안장애,해리성

장애,인격장애,물질 독이나 단)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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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1.복합형: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 A1과 A2모두 충족시킬 경우.

2.부주의 우세형: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 A1은 충족시키지만 A2는 충

족시키지 못할 경우.

3.과잉행동-충동 우세형: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 A2는 충족시키지만

A1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부심도>

1.부분 인 증상(inpartialremission):과거에 진단 기 을 충족했으나 지

난 6개월 동안 진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그러

나 이로 인해 사회 ,학업 ,직업 기능 수행에 장애가 유발된 경우.

2.경도(mild):진단 기 에 부합하는 개수 이상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증상

으로 인해 약간의 사회 ,직업 기능 수행에 장애가 유발된 경우.

3. 등도(moderate):증상과 기능 장애가 경도와 도 간인 경우.

4. 도(severe):진단 기 에 부합하는 개수 이상의 증상들이 과도하게 나

타나거나 증상이 심각한 경우. 는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직

업 기능 수행 장애가 에 띄는 경우.

ADHD는 DSM-5 진단체계에서 신경발달 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로 분류되는 정신장애이다.DSM-Ⅳ 에서는 주의력결핍/ 괴

행동장애(Attention-DeficitandDisruptiveBehaviorDisorder) 품행장

애와 반항성장애와 함께 분류되었는데,5차 개정에서는 독립 인 정신장

애로 남고 다른 정신장애들은 다른 범주(Disruptive,Impulse-control&

ConductDisorders)에 포함되었다(APA,1994;APA,2013).

이에 따라 ADHD는 [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주의(혹은 주의력결

핍)증상 9개 6개 이상,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9개 6개 이상,

는 두 증상 모두 6개 이상 나타나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된다.성

인의 경우에는 증상 5개 이상이 나타날 때 진단된다.세부 유형은 부

주의 진단 기 을 충족시키면 ‘부주의 우세형’,과잉행동-충동성 진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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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키면 ‘과잉행동-충동 우세형’그리고 부주의와 과잉행동-충

동성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복합형’으로 구분된다.이러한 증상은 2개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고 기능수행에 장애가 있어야 한다.

한편,DSM의 5차 개정을 거치면서 진단 기 에 변화가 발생하 는데

DSM-Ⅳ-TR(4차 개정 )까지 증상 발 의 시기가 6세 이 이었던 반면

DSM-5에서는 12세 이 으로 변화하 다.이러한 과거력 기 의 완화

혹은 확 는 성인의 장애 진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DSM-Ⅳ에서는

하 역(subtype)으로 나뉘던 것이 DSM-5에서는 세부 역으로 제시되

었다. 한,DSM-5에서는 진단의 증도가 반 이 되어 부분 인 증상,

경도, 등도, 도 등 4개의 증도가 진단 기 에 추가되었다.이는

DSM-5으로 개정이 되면서 진단 방식으로 DSM-Ⅳ까지 사용되던 다축

진단체계(multiaxialsystem)를 사용하지 않고 차원형(dimensional) 근

방식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차원형 패러다임으로의 환으로 인해 다

른 질환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이 통합되고 증도가 구분이 되었다.

이는 WHO의 ICD 분류체계와의 통합 혹은 연계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

석된다(APA,2013;Regier,Kuhl,& Kupper,2013).

그러나 DSM 체계 하에서 ADHD 진단기 이 용된 역사는 그리 길

지 않다.과잉행동,충동성,주의력결핍 증상이 ADHD로 불리기 시작된

것 역시 비교 최근이다.Breggin(2001)에 따르면 DSM에 ADHD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은 3 개정 부터이다.1968년에 발행된 2 에는 ‘아동

기의 과잉행동 반응(hyperkineticreactionofchildhood)’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여기서 반응은 생물학 요인보다는 행동 반응을 일컫는

다.1980년 3 에 주의력결핍 장애(Attention DeficitDisorder,이하

ADD)로 용어가 바 어 등장했으나 1987년 개정 에서 ADHD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 까지 사용되고 있다.ADHD가 DSM에 공식 으로 진단체

계에 편입된 것은 짧게는 30여년,길게는 50여년으로 볼 수 있다.진단과

처방의 폭발 인 증가를 고려해보았을 때 ADHD의 역사는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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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다.그러나 사료를 분석하여 장애의 역사를 추 한 Lange등(2010)에

따르면 재 ADHD의 임상 특성 개념은 지난 200년간 의사나 학

자들에 의해 꾸 히 제기되었다.

ADHD와 비슷한 형태의 정신 장애는 스코틀랜드 의사 Crichton경의

작업에 처음 등장하 다.그는 리,슈투트가르트,비엔나 등지의 병원

들을 방문한 후 정신 문제(mentaldisarrangement)에 한 서를 1798

년 발표했다.그 주의력결핍에 한 묘사와 설명이 ADHD의 주의력

결핍 유형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비록 재의 진단기 을 완

히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력결핍에 한 그의 설명이 ADHD

세부 유형 증상과 일부 일치하기 때문이다.Crichton이후 1900년

반까지 여러 의사들에 의해 아동 청소년의 과잉행동 혹은 부주의

증상에 한 연구가 이어졌다.이들의 작업에서 증상에 한 설명은

ADHD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그러나 증상을 일탈 인 행동

(deviance)으로 분류하고 심리 ·신경학 원인을 찾기 한 노력이 계

속되었다는 에서 19∼20세기 반은 ADHD의 개념화에 요한 시기

라 볼 수 있다.

ADHD는 1930년 에 들어서면서 다른 정신질환과 구별되는 개별 인

장애로서 인식이 되고 병인(etiology)탐색과 치료가 시작되었다. 한

뇌 손상 기능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과잉행동에 한 보고가 이어졌

고,Bradley가 각성제 하나인 벤제드린(benzedrine)으로 부작용은

이면서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시작하 다.하지만 당시 정신질환의 진

단 치료에는 정신분석의 향력이 컸기 때문에 Bradley와 동료들의

발견은 25년 넘게 학계와 임상에서 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이후

1940년 과잉행동을 가진 아동을 치료하는데 메틸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이하 MPH)계열의 약물- 표 으로 리탈린(Ritalin)

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그리고 1968년 과잉행동 반응이 DSM-Ⅱ에 포

함되었다.이로 인해 임상 환경에서 찰할 수 없는 뇌의 병리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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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아동에 한 객 인 찰을 통해 ADHD를 진단하고 리탈린

을 비롯한 MPH 계열의 약물을 활용한 약물치료가 북미 지역을 심으

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Barkley,2015;Lange등,2010).

북미,그 에서도 미국을 심으로 ADHD의 유병율과 약물처방 비율

이 증가하는 상에 해 정신과 의사이자 DSM 작성에 책임자 던

Frances는 다음과 같이 미국 내 ADHD 과잉진단 치료 상에 해

서 분석을 하 다:

“… 지 은 체 어린이의 무려 10퍼센트가 주의력 결폅 장애에

해당한다고들 하는 실정이다.… 어쩌다 이 게 되었을까?여섯

가지 요인이 있었다.DSM-Ⅳ의 표 변경,의사를 상으로 한

제약 회사의 마 과 을 상으로 한 고,언론의 인

보도,부모와 교사가 말썽꾸러기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에 가한

압력,주의력 결핍 장애를 진단받는 아이에게 시험 시간을 더 주

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정신

자극제를 일반 인 수행 능력 향상과 오락을 해 리 오용하는

행.…”(Frances,2013)

이러한 Frances의 분석은 ADHD의 실제 유병률이 높아지기보다는 다

양한 사회 요인에 의해 과잉진단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1960년 철학자 MichelFoucault나 정신과 의사

ThomasSzasz등이 주도한 반정신의학(anti-psychiatry)운동이나 의료

화 이론의 비 용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Smit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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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DHD의 진단과 치료

ADHD는 증상에 한 유 학 설명(Frankeetal.,2012),시상이나

두엽과 같은 뇌조직의 병리 근거,도 민 부족과 같은 신경생리학

기 ,뇌 ( :EEG)나 뇌 상( :fMRI스캔)등을 이용한 뇌과학

설명이 일치되지 않거나 진단에 용이하지 않다(McGough& Barkley,

2004;Singh,2008).따라서 임상환경에서 ADHD를 진단하기 해서는

증상에 한 객 인 찰을 바탕으로 한다.그러나 찰 측정이 객

인지,진단의 기 이 과학 으로 타당하고 임상 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한 논쟁은 DSM-Ⅱ에 ‘과잉행동 반응’이 포함된 이후로 계속

되고 있다(정 숙 & 김장회,2012;Barkley,2015;Breggin,2001).

논쟁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ADHD의 진단 평가는 크게 3가지 과

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김 기 & 송동호,2009;이정섭 & 옥선명,

2008).먼 환자 자신이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ADHD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 평가단계로 넘어간다.평가단계에서 주로

DSM의 진단기 을 토 로 면담을 진행하며 발병 나이,각 증상의 기간,

빈도, 증도 등을 악하고 학습 장애와 같은 공존질환의 여부도 확인

한다.마지막 단계에서는 표 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증상의 척도를 측정

한다.이 단계는 진단,치료 계획과 효과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DuPaul과 Stoner(2007)의 다단계 근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DHD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 수 있다.약물치

료는 표 으로 정신자극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하거나 선택 노

르에피네 린,재흡수 억제제인 아토목세틴(atomoxetine)을 사용한다.두

성분의 약제에 해서는 식약처 허가와 국민건강보험 여 처리화가 되

었다(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두 성분에 한 설명은 [표

2]를 참조).일부 연구에서 ADHD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모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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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modafinil)부 로피온(Bupropion)은 재까지 식약처의 비허가,건강

보험 비 여인 상태이다.한편 일부 ADHD아동에서 치료에서 메틸페니

데이트나 아토목세틴이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안

으로 리스페리돈(risperidone)과 같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기

도 한다(송민아&홍 주,2013).

한편,ADHD 아동의 치료에 있어 공존질환(comorbidity)을 반드시 고

려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DHD 한국형 치료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ADHD를 앓고 있는 아동의 45∼75%가 공존 질환이 진단되었

다(안동 등,2007). 표 인 공존질환은 반항장애와 품행장애,

내재화 장애,신경 발달학 문제,틱 장애,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아

동 청소년이 ADHD와 공존질환을 앓는 경우 장애의 험성을 감소

시키기 해서 다양한 략이 필요하다(조인희,2003).그러나 앞서 제시

된 공존질환은 DSM 체계에서 같은 분류체계에 포함된 것이거나 ADHD

증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도 있는 질병이다.공존질환의 사례로부터

ADHD진단 체계가 반드시 과학 이지만은 않으며 때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DHD는 유 인 병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Thaparetal.,

2015)뇌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임상 인 환경에서는 부분 찰,

면담 등에 의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Hartung등(2016)에

따르면 DSM-5진단기 에서 정한 진단을 한 증상 개수의 역치 값(4,

5,6개로 변화했을 때)이 학생에서 장애(impairment)를 측하는데 차

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김민동과 이상복(2006)에 따르면

ADHD출 의 차이가 ADHD진단 도구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Tannock(2013)이 DSM-5로의 변화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했다는 주장에 배치되어 DSM의 진단기 에는 여 히 논쟁거리가 남

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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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에서 ADHD는 학업과 연 성이 있다고 단된다.ADHD

를 앓는 아동 혹은 청소년은 증상으로 인해 특정한 학습 장애(Learning

Disability)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정상 인 학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

를 겪을 수 있다(APA,2013;Thapar& Cooper,2016).그런데 한국의

교육에 한 높은 심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진단과 치료 양상으로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우리나

라 학령기 ADHD아동의 경우 주의력결핍보다 과잉행동충동성이 더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취약한 학습능력 련변인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완주,서지 ,& 김미 ,2011).치료 후에 있어서도 일부 치

료제(OROS-methylphenidate)가 학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학업 수행 능력이 시되는 한국의 문화와 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이 제기되었다(김형인 등,2012;Na등,2013).반면에 박난숙과 오

경자(1992)의 연구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증상의 호 에는 향

을 미치지만 학업성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국내 연구에도 불구하고 교육 장과 사회의 높은 심에 비해 국내에서

ADHD/학습장애의 공존을 고려한 체계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

이다(김동일 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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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분명 제품명 복용 시 주의사항

1
클로니딘

염산염
베이서방정 ․서방성 제제의 경우,정제를 씹거나 자르거나 분쇄해서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2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

페니드정

․복용 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며 정제를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페로스핀정

콘서타OROS서방정

․서방성 제제의 경우,정제를 씹거나 자르거나 분쇄해서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소화기 내에서 그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에서

약의 형태가 보일 수 있지만,이미 약물은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서방성 과립을 캡슐화한 제품으로,과립을 부수거나 씹지 않아야 합니다.

․캡슐을 통째로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캡슐을 열어 내용물을 소량의 사과

소스 에 뿌려서 즉시 복용할 수 있으나 미리 뿌려서 장하면 안됩니다.메디키넷리타드캡슐

3
아토목세틴

염산염

스트라테라캡슐

아토모테라캡슐

환인아토목세틴캡슐

아토목신캡슐

․아토목세틴염산염은 에 자극을 주는 성질이 있어,캡슐을 열어서는 안됩니

다.캡슐의 내용물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물로 즉시 을 헹구고 의사와 상의

합니다.

․ 한 손과 이 약이 묻은 곳은 가능한 빨리 씻어야 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 처(2014),의약품 안 사용 매뉴얼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표 2]ADHD치료제의 성분,제품명과 복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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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공공 역의 ADHD 논의

한국 사회에서 건강과 질병을 둘러싼 담론 가장 우세한 것은 과학

기술(techo-science)에 근거한 생의학 담론이다.ADHD의 경우에도 크

게 다르지 않다.1999년부터 10년간의 ADHD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김

동일 등(2009)에 따르면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 을 때 재 치료

에 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부ㅜ분 약물

을 통한 재 연구가 많은 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ADHD의 치료에

있어서 의학 ,임상 환경이 다른 치료 방법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완주 등(2011)의 학령기 ADHD 아동의 증상과 련변인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학령기 아동에 있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

상은 과잉행동-충동섬임을 알 수 있다.그 다음으로 증상과 련된 주요

변인으로 학업수행 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서 높은 효과 크기를 가졌

는데 한국사회에서 ADHD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학업수행 능력을 고려

해야함을 짐작할 수 있다.실제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장시간 복용

할 수 있어 임상환경에서 리 쓰이고 있는 OROS-MPH의 효과를 살펴

보면 학업수행 능력을 통제할 때 치료 후 삶의 질과 증상 개선의 상

계가 약해지는 임상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김형인 등,2012).이는 다른

임상연구에서도 OROS-MPH가 학습능력을 ‘강화’한다는 보고와 일치한

다(Na등,2013).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성인의 ADHD에 한 연구는 꾸 히 증가하

는 추세이다.주로 아동기에 ADHD를 앓았던 학생이나 은 성인을

상으로 성인이 된 이후 다른 정신질환과의 연 성 등에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정신의학계에서는 성인 ADHD 약물치료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양재원 등,2012),정부와 료 사회에 아동과 청

소년에만 보험 여가 제공되는 ADHD 치료제를 성인에서도 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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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국내의 ADHD확장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당사자는

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하 소아정신의학회)로 보인다.한국에는 다른

국가처럼 ADHD에 한 의견을 만들고 의사결정에 여하는 시민단체

혹은 환자단체가 없고 부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 사

이에 ADHD에 한 정보를 나 다.이러한 상황에서 소아정신의학회는

2000년 반부터 꾸 히 에게 ADHD를 알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의 일탈행동을 치료의 권역으로 포함시키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가지 로 소아정신의학회가 2016년 주 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캠

페인의 홍보 자료([그림 10])에 “응답하라 2병 – 청소년 ADHD를

심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심리 상태

혹은 일탈 행 에 한 원인으로 사용되는 2병이라는 용어를 캐치

래이즈(catchphrase)로 사용함으로서 실제로 청소년이 흔히 겪을 수 있

는 자아에 한 혼란감과 심리 불안을 ADHD라는 질환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더불어 소아정신의학회의 캠페인은 각 지역의 정신보건기

과 연계하여 진행되는데 이는 의학 문가와 보건당국,교육당국이 교

실이나 일상의 문제를 의료의 권역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Hallin 등(2013)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서 공공 역(public

sphere)에서의 생의료화 담론을 확인한 바 있다.체계 인 분석은 아니

지만 한국언론재단이 제공하는 KINDS(www.kinds.or.kr)가 제공하는 뉴

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역에서 ADHD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살펴

보았다.먼 ADHD를 주제로 작성된 언론기사의 양은 2007∼2008년부

터 증 하 다([그림 1]참고).성인의 ADHD역시 비슷한 시기에 언론

에서 많이 다 지기 시작하 다.언론기사는 크게 실험 결과를 보도하거

나 임상 인 특성을 알려주는 정보성 기사들이 부분이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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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in등이 분류한 과학 / 문가 역에 포함되는 것이다.다른 한편

으로는 ADHD치료제의 부작용에 해서 소개하는 기사들도 다수 존재

하 다.특히 강남구에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일명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사용되는 있는 상에 해서 다루고 있다.

<그림 1>ADHD와 성인 ADHD를 다루는 뉴스기사 양의 변화

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www.kinds.or.kr)

한편,KINDS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서도 ADHD에 한 공공 역에서의 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비

교를 해서 KINDS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조선일보와는 반 성향을 가

진 한겨례 신문에 실린 기사를 확인해보았다.기사의 추출은 ADHD를

키워드로 검색한 후 정확도 순으로 분류했을 때 최상 10개씩을 각각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다만 추출된 기사가 단신인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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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차상 를 선택하 다(추출된 기사의 연도,유형분류,제목은 [표

3]참고).

추출된 기사들은 반 이상이 2000년 반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조

선일보의 경우 사회면에 6개,사설 칼럼에 2개,경제와 문화 유형에

각각 1개씩 선별되었다.한겨 는 사회,교육,의료 건강에 각각 4,3,

3개의 기사가 선별되었다.내용은 국내 ADHD의 황과 원인에 한 소

개,ADHD 아동에 한 교육 훈육의 소개,ADHD 진단 약

물치료에 한 비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 지자체 교육당국

의 ADHD 선별검사 개입 등에 한 기사도 포함되었으며 성인

ADHD에 해서 소개하는 기사도 존재하 다.

두 주간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 다.조선일보의 경우

ADHD진단에 한 비 내용,비약물치료 소개,ADHD에 한 정보

달,의학계와 독자의 의견,성인 ADHD,지자체 보건당국의 개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반면 한겨 의 경우 ADHD 련 연구결과에

한 소개,교육 측면 등에 더 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은 체계 이거나 과학 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ADHD와 련된 공공 역,그 에서도 언론에서의 담론을

탐색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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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겨

연번 연도 유형분류 제목 연도 유형분류 제목

1 2010 사회
美 연구진 “100만명의 아이가

ADHD로 오진”
2007 사회

일부 정신과의원,멀쩡한

아이에 ADHD약물 처방

2 2015 경제
휠체어 탄 아이,말 탄 지 여섯

번 만에 한 걸음...펑펑 울었어요
2007 교육

덤벙 는 우리 아이에게 지시

할 땐 명료하게

3 2003 문화
“우리집 개구쟁이 ADHD증상

아닐까?”
2010 의료·건강

ADHD자녀 둔 엄마,우울증

조심

4 2013 사회
욱하는 성격에 移職 잦은 당신,

‘성인 ADHD’일수도
2010 교육 ADHD의 특효약은 ‘배려’

5 2015 사회
ADHD환자,10명 7명이

10代
2007 사회

내 아이 산만한 게 간 흡연

때문?

6 2008 사설·칼럼
ADHD치료에서 소외되는 아동

없어야
2005 의료·건강

산만한 아이 10명 7명 다른

장애 동반

7 2010 사회
ADHD,아르바이트 학원생

단으로 문의 진료 상 돼
2014 사회

“ADHD환자, 역 입 불가”

첫 결

8 2008 사회 ADHD검사·조기 치료에 나서 2006 의료·건강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임신 흡연과 계있다

9 2009 사설·칼럼 ADHD치료약 보험 용해야 2007 사회
고생 10명 1명꼴

‘과잉행동장애’

10 2010 사회
경기도 “ADHD진료비 30만원

지원”
2007 교육

주의력결핍·충동 행동,

사랑으로 안아줘야

[표 3]공공 역의 ADHD가 다 지는 내용-조선일보와 한겨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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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해석의 틀

제 1 의료화 이론

ADHD유병률의 증가는 앞서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

한 사회 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이를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 하나로 의료화(medicalization)가 있다.의료화 이론은 사회 일

탈과 사회통제(socialcontrol)라는 개념을 용하는 것으로부터 발 하

다.그러므로 의료화에 한 이해는 일탈과 사회통제에 한 설명을 제

공하는 사회학자 TalcottParsons의 구조기능론에 기 한다.

Parsons(1951)는 사회구성원이 합의된 기 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

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고 주장한다.건강은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된 기 하나로 질병을 얻

거나 아 것은 곧 ‘사회 일탈’이 된다.이 과정에서 아 사람은 사회

으로 부과되는 이념형 모형으로서 ‘병 역할(sickrole)’을 부여받는다.

질병을 얻어 병 역할을 부여받은 구성원은 1.정상 인 사회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면제받고,2.그 자신의 상태에 한 책임이 없으며,3.가

능한 한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하고,4. 문가의 도움을 얻고 그들에게

력한다.병 역할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체계 하에서 환자를 규정하고

사회통제의 주체로 활동한다.Parsons의 사회 일탈,사회통제 그리고

병 역할 모형은 의학 과는 다른 차원에서 질병에 한 개념을 정

립했지만 복잡성이 생략되는 등 경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단 이 있

다. 한 만성질환에는 용하기 힘들고 병 역할 자체에서 사회·정치성

이 결여되었으며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주의(consumerism)측

면에서 수동 인 병 역할의 용이 제한 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다(조병희,2015,pp.79-96).한편,Freidson(1970)은 Parsons의 병 역할

의 한계 을 갈등론 시각에서 보완하 다.질병의 경 과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혹은 일탈행 에 한 인식과 낙인(labeling)여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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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도 비합법성(낙인) 조건 합법성 무조건 합법성

심각하지

않은 일탈

“말 더듬”

몇몇 일상 인

의무에 한

부분 인 면제,

아주 은 특권,

새로운 의무 용.

“감기”

일부 일상 인

의무에 한

일시 인 면제,

일상 인 특권의

일시 강화.

나을 의무가 있음.

“천연두”

의무와 특권에

특별한 변화 없음.

심각한

일탈

“간질”

몇몇 일상 인

의무에 한 면제,

새로운 의무 용,

아주 은 특권.

“폐렴”

일상 인

의무로부터 일시

해방,부가 인

일상 인 특권.

치료에 있어서

조하고 도움을

받을 의무.

“암”

다수의 일상

의무로부터 원한

유 ,부가 인

특권.

[표 4]질병의 경 에 따른 합법성 분류(Freidson,1970,pp.239)

( 미국 산층의 사회 반응)

하여 병 역할의 합법성을 구분하 다([표 4]).

Freidson과 같은 갈등론 혹은 상호작용론의 에서 질병에 한 평

가는 반드시 객 인 근거에 의해서 이 지는 것은 아니며,사회·문화,

정치 등에 의해서 질병에 한 인식과 낙인의 여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국가 혹은 사회에 따라 [표 4]의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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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한 미국 산층의 사회 반응을 분석한 Freidson(1970)에 따

르면 말더듬이나 간질과 같은 질환들의 경우 낙인이 존재하여 병 역할의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의무에 해서 일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지

만 기존의 병 역할 모형과 다르게 새로운 의무가 용되며 특권 한

다.감기나 폐렴과 같은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치료

에 조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의무 면제와 특권을 리게 된다. 한

폐렴과 같이 증도의 질병의 경우에는 부가 인 특권을 가질 수 있다.

천연두나 암처럼 단기간에 나을 수 없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인 합법성이 발휘된다.그리고 암과 같이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의

무에서 구 인 면제와 부가 인 특권을 획득할 수 있다.이와 같은

에서 의학은 과학 근거에 기 하는 가치 립 인 사회통제 방식이라

기보다는 사회 으로 구성되며 때로는 일탈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구성주의 에서 사회 일탈과 사회통제에 한 분석은 의료화

(medicalization)이론으로 발 했다.의료화는 ‘비의학 문제가 질병 혹

은 장애의 측면에서 의학 문제로 정의되고 다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Conrad,1992).의료화는 사회 상에 한 설명인 동시에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에 한 설명으로서 의료화는 립 인 표 이

지만 지나친 의료화에 한 비 인 가치를 내재하는 개념으로도 사용

될 수 있다.의료화의 상은 매우 다양하며,알코올 독과 같은 사회

일탈행동의 의료화,출산과 노화와 같은 생로병사 과정의 의료화,비만이

나 미용과 같은 일상생활 양식의 의료화 등이 표 이다(조병희,2015,

pp.96-101).

의료화에 한 논의는 1960년 부터 시작이 되었다.Szasz(1960)의 정

신의학에 한 비 이나 Foucault(1965)의 기(madness)에 한 분석은

비록 의료화라는 용어,개념 이론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의학

문제가 의학 정의와 치료로 변하는 과정에 해 문제제기를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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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Freidson(1970)과 Zola(1972)등이 구성주의 에서 의학 사회

통제와 의료화에 한 분석을 시도했다(Conrad,1992).Zola(1972)는 의

료화가 확정 인 주장이라기보다 사례에 한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사

회 ,정치 특성을 반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표 인 의료화 학자인 Conrad(1975)는 특정 사례를 통한 의료

화 연구를 시도했다.그가 처음으로 분석한 의료화 상은 아동과 청소

년이 겪는 ADHD이었다.7)그는 사회 일탈로서 아동의 산만함 혹은 과

잉행동(hyperactivity)이 어떻게 ADHD라는 정신의학 문제로 바 는

지를 분석했다. 창기 그의 연구에서 사회 일탈이 의료제도권으로 포

함되는 상은 사회,산업사회 그리고 서구사회를 배경으로 한다.이

러한 사회에서는 도덕 이거나 신학 인 세계 보다 과학 세계 이 우

세하고 특권을 가진 의료 문가가 세계 의 기술 수단으로서 작용한

다.따라서 그의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심으로 한 것이지만 다른 서구

국가들에 일반화될 수 있다.

의료화는 세계 배경뿐만 아니라 사회 일탈이 의학 문제가 되

는 과정에 필수 인 다섯 가지 선행조건과 부수 인(contingent)두 가

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Conrad,2006).선행조건은 의료화가 진행되는데

필수 인 것이고 부수조건은 의료화의 경향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한다.

선행조건과 부수조건은 [표 5]와 같다.Conrad가 의료화의 조건을 명시

한 것은 의료화 이론 자체에 한 설명보다는 실증연구나 이론 연구에

도움을 주기 한 것이다.

7)ADHD는 DSM-Ⅲ 개정 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Conrad가 분석한 내용은

hyperactivity에 한 내용으로 DSM-Ⅱ에서 hyperkineticreation이라고 명시한

질환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DSM의 개정을 통해 ADHD라는 질환으로

명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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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

1.행동이 일탈과 사회의 일부 역에 의해 치료

(remedy)가 필요한 문제로 정의된다.
2.사회통제의 이 형태나 통 인 방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의학 인 형태의 사회통제가 사용될 수 있다.

4.문제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일부 모호한 유기

(organic)자료가 존재한다.
5.의료 문가가 일탈행동을 그들의 할권으로 받아들

이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부수조건

1.기존의 제도에 편익,효용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2.제시된 과학 설명이 사회의 요한 역에서 얼마

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표 5]의료화의 조건:필수 선행조건 부수조건 (Conrad,2006)

과잉행동이라는 사회 일탈이 정신의학의 권역에 포함되어 ADHD로

정의 내려지고 (약물)치료라는 사회 통제가 가해지는 과정을 분석함으

로서 Conrad(1975)는 의료화가 ‘어떠한 행동을 의학 문제로 정의하거

나 어떤 종류의 치료를 제공하는 의학 문가에게 문제를 임하거나 허

락하는 것’이라고 잠정 으로 정의했다.이는 Zola(1983;Conrad,1992에

서 재인용)가 사회통제의 에서 ‘ 더 많은 일상생활이 의학 지

배, 향, 리 하에 놓이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것에 비하여 일탈

행동을 심으로 의료화를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Foucault(2014)역

시 아동에서 정신질환의 증가에 해 분석을 하 지만 그 이 의학과

교육제도권의 결합 그리고 정신의학이 권력 획득 유지를 한 측면에

맞춰져있어 Conrad의 주장과는 다른 맥락이었다.8)따라서 기존의 의료

8)Foucault는 정신의학의 권력이 일반화되는 과정에 있어 유년기의 역할이

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역설한 바 있다:“정신의학의 권력이 되기 시작하

는 것은 병원과 학교가 연결될 때 교육제도나 건강 모델 등의 보건 생 제도

와 학습의 체계가 연결되는 때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기에 사로잡힌 어린이의 발견이라는 길,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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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담론이 사회통제를 독 으로 행하는 의료 역의 확장에 이 맞

춰져 있었던 반면에 Conrad는 일탈 행동과 의료화 과정으로 논의를 확

장시킨 것이다.이러한 Conrad의 연구를 기 으로 의료사회학에서 의료

화 연구는 개별 일탈이나 질병에 집 되면서 의료화 상이 늘어났고 의

료화의 과정과 정도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등 의료화의 맥락이

다양해졌다.이 과정에서 의료화 이론은 페미니스트 비 을 수용했고

최근에는 남성의 신체로까지 그 역을 확장하 다(김환석,2014)

Conrad와 Schneider(1980)는 의료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하여 다섯

단계로 구성된 순차 모형(sequentialmodel)을 제시하 다.순차모형에

서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일률 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경우에 따라서 첩 되거나 특정한 단

계가 생략될 수도 있다.첫 번째 단계는 특정한 행동을 일탈로 정의하는

것이다.그러나 많은 경우에 의료화가 진행되기 부터 일탈 행동에

한 사회 합의가 존재한다.사회 일탈은 의학 정의가 출 하기 이

부터 사회 으로 부 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학 개념화가 진행되는 단계이다.일탈 행동에

한 의학 개념은 학술지 발표,진단에 한 묘사,일탈 행동의 의학

병인에 한 제안과 의학 치료의 보고의 형태로 나타난다.보통 소수

의 의사들이 작업한 결과로 문헌이나 연구결과가 발표되지만 학계 발표

가 바로 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새로운 의학 개념이 사회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에 한 의 심을 끌 수 있는 지지가 필

수 이다.

토 내지는 기원으로서의 유년기의 발견이라는 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요구는 그 유년기 속에 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기를

포착하기 함이고,아무튼 기의 조,유년기에 이미 징후를 보 던 기

의 소인의 표식을 포착하기 함이며,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유 소인의

표식을 착지 함이었던 것입니다.”(Foucault,2014,pp.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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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이해 계를 반 하는 주장을 만

드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 시민단체나 조직된 이익단체와 같은 비의료

단체나 의료 문가가 각자의 이익을 하여 일탈에 한 새로운 명칭을

만들기 해 활동한다.이 단계에 여된 의사들은 일반 으로 형 인

의학 문가와 거리가 멀고 그들의 활동은 다른 의사들의 심으로부터

벗어나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 행동에 한 의학 개념은 학계에

등장한다.비의학 역에서 주장을 만드는 활동은 이미 존재하는 의학

주장을 지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를 들어,캠페인,입법부에

한 로비,소송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주장이 정당화된다.이 단계는 보통 일탈 명칭에

한 료 입법자인 국가에 한 여러 가지 유형의 호소와 련된다.

의학이 특정한 역에서 사회 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은 국가이기 때문이다.마지막 단계는 의학 치료의 제도화이다.치료가

제도화되었을 때 의학 입장은 합법화되고 공 으로 수용되는 범주가

된다.제도화는 성문화와 료화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일탈

명칭이 성문화되었을 때 그것은 료 ,의학 그리고 법 분류 체계

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사회 통제 료제는 의료화를 한 제

도화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구성된다.

의료화 연구가 1980년 이후 본격 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료화에

한 비 이 제기되었다.의료화 개념의 추상성에 한 비 을 반박함에

있어 Conrad는 의료화를 세 가지 수 에서 구분함으로서 의료화에 한

분석을 구체화시켰다.Conrad(1992)에 따르면 의료화는 개념 ,제도 ,

상호작용 수 에서 이루어진다.개념 수 에서 의학 용어나 모델

은 문제를 정의하거나 질서지우기 해 사용된다.여기에서는 의사를 비

롯한 의료 문가가 반드시 여될 필요가 없고 의학 치료가 필수 으

로 사용되지도 않는다.제도 수 에서는 특정 조직이, 를 들면 알코

올 독의 의료화 과정에서 알코올 독자 모임이 여한 것처럼,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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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련된 문 인 문제를 검토하기 해 의학 근을 채택한다.

여기서 의사들은 의학 근을 채택하는 조직의 이익에 복무하는 문지

기 역할을 한다.그러나 의학 근을 이루는 모든 작업은 비의학 인

사람들에 의하여 성취된다.상호작용 수분에서는 의사는 직 으로

의료화에 여한다.의사가 문제를 의학 으로 정의하거나 치료를 한

의학 형태로 다 질 때 의료화는 의사-환자 상호작용의 일부로 나타

난다.

Conrad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ADHD의 진단 치료와 변화하는 사

회·문화 환경을 반 하는 ADHD에 한 연구들을 이어갔다.그 주

목할 것 하나는 성인 ADHD의 증가이다.Conrad와 Potter(2000)는

로작(Prozac)이후 약물 사용의 의존성 증가,일부 유 근거, 리

형 의료(managedcare)의 등장으로 성인 ADHD가 증가했으며,그 결과

로 낮은 수행능력에 한 의료화와 새로운 장애의 범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러한 ADHD의 증가 확장은 1990년 까지 북미를 심으

로 이루어졌다.그러나 최근 국가 제약 산업,서구 정신의학의

향,DSM으로의 진단기 의 변화,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체크리스트의

근성 향상,시민단체의 향으로 인해 ADHD의 ‘세계화(globalization)’

가 이루어지고 있다(Conrad& Bergey,2014).

한편 건강,질병,삶의 질의 에서 사회의 과학기술 발 은 ‘약’

이라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등장시켰다.약물 사용의 증가와 제약

회사의 향력 증가는 의료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 다.

Graf,Miller,& Nagel(2014)는 ADHD치료제의 수요,생산 그리고 소비

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증 ADHD의 치료,제약 회사의 방 한

마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강화(neuroenhancement)의 측면에서 불법

인 각성제의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Conrad(2007)역시 21세기의

새로운 의료화 동력으로 제약 산업,유 학과 강화(enhancement),소비

자와 리형 의료(managedcare)를 꼽았다.의학 목 는 규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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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한 상,방법,목 이외의 약물 사용은 건강에 한 부작용과 약

물 사용의 폭발 인 증가의 측면에서 요한 논의 상이다.한국에서도

ADHD 치료제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어 해외에서 불법으

로 들여와 유통되는 등 강화의 측면에서 약물 사용이 일어나고 있다(권

문석,2013;이상욱,2012).

사회학자들은 사회에서 증가하는 약물 사용과 제약 산업의 향

력 증 를 의료화와 연계하거나 혹은 별도의 논의로 구성하기 한 노력

을 해왔다.Abraham(2009)은 “사회 ,행동 ,신체 조건이 치료가 필

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거나 간주되어 의사 혹은 환자에 의해 의학 약물

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약물화를 정의했다. Abraham의 정의는

Williams,Gabe,& David(2009)의 주장과 다르게 ‘치료’나 ‘의학 약물’

과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의학 제도권 내로 약물의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Abraham의 에서 약물화 개념의 등장은 사회학에서 오랜

시간 핵심 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의료화 이론과 충돌을 만들어냈다.

과연 약물화가 필수 인 개념인지 의료화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첩됨에도 불구하고 두 상 는 개념 사

이에는 요한 차이가 존재한다.약물화는 의료화의 확장 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비의학 문제를 의학 문제로 환시키지 않고 약

물들을 기존에 존재하는 의학 상태를 다루는데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를 들어,Conrad(2005)는 ADHD를 앓는

아동과 청소년의 증가는 리탈린과 같은 치료제의 매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리탈린 매의 증가는 심리치료를 신하여 약물치료를 선택

한 것에 기인한다(Abraham,2010).

Abraham(2010)에 따르면 약물화가 의료화와 연 되어 발생하든 혹은

별도로 존재하든 거시 차원에서는 두 상이 상호작용을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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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생의학주의(biomedicalism),제약 산업의

과 마 ,규제 당국의 이념과 정책 그리고 소비자주의와 복잡하게

얽 발생한다([그림 1]참고).증가하는 약물화 경향은 일부 소비자주의,

제약 산업의 ,의료화 그리고 탈규제 정책에 향을 받는다.그러나

생의학주의는 약물 사용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거나 약하게 설명할 뿐이

고 소비자 주의의 일부분은 약물화를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탈약물화

(de-pharmaceuticalization)을 진시켰다.의료화 이론이 과학기술의 발

과 소비자주의,생명정치성 등 사회 상 반 하지 못하여 비

을 받고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로 발 한 사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Rose,2007),두 상 혹은 개념의 복합 인 설명은 약물을 통한 치료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Abraham(2010)의 개념 도식:

의료화 약물화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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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의료화 연구 황

본 에서는 국내 의료화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해서 단일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http://www.riss.kr)에서 ‘의료

화’로 검색한 학술논문 학 논문을 상으로 국내 연구 황을 살펴보

았다.문헌 검색은 제목, 록 는 주제어(keyword)에 ‘의료화’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하 다.이 복된 연구를 제거하고 다음과 같은 배제

기 9)을 용하여 최종 으로 검토할 문헌을 선정하 다.

최종 으로 선별된 검토 상 연구 논문은 51편으로 이 학 논

문은 16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35편이다.약 15년의 시간동안 연구

가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 으로 3편 이하의 논문이 발표된 것

은 양 으로 서구의 의료화 논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양

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2010년 이후로1998년부터 2009년

까지 17편의 논문이 진행된 것에 비해 2010년 이후 2배가 넘는 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9)1-1.석사학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가 비슷하다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선정하 다.

1-2.박사학 논문의 내용 일부가 나뉘어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다면 박사

학 논문을 제외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선정하 다.

2.제목, 록 는 주제어에 ‘의료화’혹은 ‘약물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문

(fulltext)검토 결과 주제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 다.



-35-

<그림 3>연도별 국내 의료화,약물화 학 /학술논문 편수

2010년 이 까지의 연구는 부분 출산,여성건강에 이 맞춰져 있

었다.이러한 경향은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의 에서 의료화를 비

하는 측면과 맞닿아있다.김환석(2014)에 따르면 1980∼90년 에는 의학

지식에 한 페미니스트 비 이 개발되고 수용되었는데 그 결과 출산,

폐경 등 여성의 건강문제가 남성의 문제에 비해서 쉽게 의료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런 주장은 여성주의 에

서 사회통제의 주체로서 의료제도권이 가부장 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이러한 국내연구 트 드는 서구의 향을 받아 출

산,불임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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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주제에 따른 국내 의료화,약물화 학 /학술논문 편수

한편,2010년 이후에는 페미니즘의 향에서 벗어나 의료화의 상이

확장되었다.우울증과 자살,아름다움,일상생활 역,비만 등 의료화의

상이 다양해졌다.더불어 철학과 과학사회학 분야에서 노화와 죽음이

병원 혹은 의료 제도권에서 일어나는 상을 분석함에 있어 의료화 담론

을 사용하게 되었다.과학기술의 발 ,특히 생명과학 공학 발 의

향력을 반 한 생의료화 이론도 등장하 다.기존의 의료화 이론을 발

시킨 생의료화 이론을 활용하여 우울증,비만 노화를 재해석하거나

유 자 맞춤의학과 호르몬 사용에 한 해석을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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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방법

제 1 자료의 설명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의료화 약물화의 정도를 분석하기 해

ADHD의 진단 처방 양상을 청구자료 행정자료를 통해서 분석하

는 후향 (retrospective)연구이다.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모두 에

게 공개되거나 별도의 심의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

한 후 제공된 것이다.

ADHD의 진단과 처방 내역을 확인하기 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맞춤형DB를 활용하 다.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는 국내에 거

주하는 국민의 진료 처방 기록을 포 한다.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목 에 부합하는 자료를 얻기 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

보험자료 ADHD의 진료와 처방에 한 자료를 획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맞춤형DB는 국민건강보험 원시자료(raw data)에

서 2003∼2012년까지 보험청구자료 주상병명과 부상병명이 ADHD에

해당하는 F90.0(KCD기 )인 상자를 추출하여 구축하 다.이때 KCD

기 의 진단명으로 구축한 이유는 임상환경에서 DSM의 진단기 이 사

용되기는 하지만 보험료 청구 등 행정자료에서는 DSM의 세부 질병 코

드가 아니라 한국표 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기 때문이다.추출한

자료는 청구건당 공통정보(자격DB),요양 여비용인수명세서(20table),

요양 여진료내역(30table),요양 여상병내역(40table),그리고 요양

여처방 교부상세내역(60table)을 병합(merge)하 다.그리고 치과나 한

의과에서는 ADHD에 한 진단과 처방이 일어나기 힘들고 이는 본 연

구의 논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와 한방에서 진료 처방 자료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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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로부터 연구윤리심의를 받아

진행되었다(IRB승인번호:E1509/002-009)

연구의 주요 변수인 ADHD의 진단과 처방 진단 비 처방의 비율

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 으며 주상병 혹은 부상병이

F90.0(ADHD의 KCD코드)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자를 추출하 다. 한

추출한 자료는 청구기호별,연도별,시군구별로 분류하 다.주상병뿐만

아니라 부상병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HD가

만성 인 질환이고 다른 질환과 공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아울러

진단 받은 상자 에서 해당연도에 한 건이라도 메틸페니데이트염산

염,아토목세틴염산염,클로니딘염산염 등을 처방받은 경우에 해당자를

ADHD약물치료 군으로 분류하 다.

Hong 등(2014)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 활용한 국의

ADHD의 유병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아서 연령표 화 유병률을 사용할

경우 작은 사례 수에 의한 변동이 클 것으로 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진

단건수와 처방건수를 별도의 분류 없이 사용하 다.이는 낮은 유병 인

구를 약 228개의 시군구로 나 고 다시 연령표 화하여 검증할 경우 통

계 검정력(power)이 낮아져 실제 진단 처방의 경향을 제 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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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ADHD의 진단,처방 인원 약물치료 비율은 지난 10년간 계속 증

가했을 것이다.

1-1.성인의 ADHD진단건수와 약물치료 비율이 역시 증가했을 것이

다.

2.지역에 따라 ADHD의 약물치료 변화추이가 차이가 날 것이다.

2-1.이른바 ‘사교육 특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물치료 비율

증가 폭이 클 것이다.

2-2.수능직 에 사교육 특구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증가할 것이다.



-40-

제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9.4를 통해 분석하 다.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ADHD의 진단,약물치료에 한 시계열 경향은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시계열 자료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해서 자기상 (Autocorrelation,

AR(1))에 한 검증을 Durbin-Watson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자기

상 계수 한 산출하 다.

3)특정 지역의 연도별,월별 처방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서 다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이때 월별 처방의 변화 양상이 1월에서 12월

로 꾸 히 증가하는 연령군이 존재하기도 했지만,11월까지 증가했다

가 12월,다음 연도 1월에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보기

해서 12월을 1로 코딩하여 1씩 증가하도록 수정한 후 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한 수능직 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의 처방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9,10,11월을 1로 나머지 월을 0

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코딩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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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 결과

제 1 ADHD 진단의 양상

1)개인 특성에 따른 ADHD진단의 변화

지난 10년 동안,2003년부터 2012년까지,ADHD로 진단받은 건수는 지

속 인 증가 추세에 있다.2003년 64120건이 ADHD로 진단받은 것에 비

해 2012년에는 688586건이 진단받아 약 10배 정도 증가하 다.ADHD

진단 건수에 한 시계열 경향을 연령 성별 그리고 보험료 10분 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각각 [표 6]와 [그림 5]와 같다.

먼 모든 연령 군에서 ADHD 진단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3년 ADHD로 진단받은 건수는 미취학아동, 등학생, 고교생,성인

에서 각각 11903건,42665건,8813건,739건인데,진단건수가 2012년에는

35518건(2.98배 증가),396218건(9.29배 증가),225089건(25.54배 증가),

31761건(42.98배 증가)으로 모든 연령 군에서 3배 이상 증가하 다.연령

군에 따른 진단 건수의 분포는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어들고 학령기와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진단건수는 2003년 여자,11166건(17%)그리고 남자,

52954건(83%)로 여성 비 남성이 4.74배 많았다.2012년에는 여자,

141993건(21%)그리고 남자,546593건(79%)으로 여성 남성의 비율이

3.85배로 감소하 다.여성 비 남성의 진단 건수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 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건강보험료 10분 에 따른 진단건수를 살펴본 결과,모든 분 수에서

진단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외 으로

0분 수에서 2006년 진단건수가 반감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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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면 모든 분 수에서 진단건수는 꾸 히 증가한다. 한 증가의 폭

이 분 수가 높을수록,즉 경제 수 이 높을수록 큼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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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령군

미취학아동
11903
(19%)

14042
(16%)

18086
(14%)

24558
(12%)

37890
(10%)

33910
(8%)

32870
(6%)

33674
(6%)

34581
(6%)

35518
(5%)

등학생
42665
(67%)

59448
(68%)

86485
(67%)

131239
(66%)

248700
(65%)

295076
(66%)

329734
(64%)

345226
(62%)

363984
(59%)

396218
(58%)

고교생 8813
(14%)

13545
(15%)

23008
(18%)

42823
(21%)

88388
(23%)

112687
(25%)

143304
(28%)

166120
(30%)

192082
(31%)

225089
(33%)

성인
739
(1%)

689
(1%)

935
(1%)

1615
(1%)

5139
(1%)

7976
(2%)

11050
(2%)

15403
(3%)

22770
(4%)

31761
(5%)

성별

여자
11166
(17%)

15232
(17%)

23242
(18%)

36339
(18%)

72274
(19%)

87598
(19%)

100637
(19%)

109347
(20%)

121963
(20%)

141993
(21%)

남자
52954
(83%)

72492
(83%)

105272
(82%)

163896
(82%)

307843
(81%)

362051
(81%)

416321
(81%)

451076
(80%)

491454
(80%)

546593
(79%)

[표 6]연도별 ADHD진단건수 비율의 연령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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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건강보험료 10분 에 따른 ADHD진단 양상



-45-

2)개인 특성에 따른 ADHD진단의 시계열 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선형 증가 경향과 자기상 (AR(1))검정결

과는 [표 7]과 같다.먼 모든 연령 군에서 유의한 선형 증가 경향을 보

다.각 연령 군에서 평균 으로 매년 미취학아동 2759건, 등학생

43935건, ·고등학생 25682건,성인 3256건씩 각각 진단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다시 말해 등학생, ·고등학생,성인,미취학아동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미취학아동, 등학생,성인에

서 자기상 계수가 0.5이상으로 커 Durbin-Watson검정결과 년도의

진단건수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상

계수가 0.33으로 다소 약한 시계열 자기상 계수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진단건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여성인 경우 매

년 평균 으로 15535건,남성의 경우 60097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여성의 경우에는 자기상 계수가 약 0.25로 약한 상 성을 보 으며

Durbin-Watson검정결과 시계열 변화에서 년도의 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0.35정도로 약하지만 년

도 진단건수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분 수에 따른 진단건수의 변화를 검증하 다.모

든 분 수에서 선형증가의 경향은 나타났는데 분 수가 증가할수록,다

시 말해 자산이 많거나 여가 많을수록 선형증가의 폭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험료 0분 (의료보호 상자 미상)의 경우 진단건수가

자기상 없이 선형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이는 2000년 반 보

험료 분 수를 악할 수 없는 개인이 2000년 반 이후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정확히 악이 가능해진 향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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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6분 이상,즉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특정한 가구 개인의 소

득수 이 체 인구 비 50% 이상일 경우 증가폭과 시계열 자기상

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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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SE) DW✝ ρ⧧

연령군

미취학아동
2759
(582)

 0.8850  0.5913

등학생
43935
(3625)

 0.9342  0.5543

고교생
25682
(1357)

 1.0032  0.3304

성인
3256
(468)

 0.5389  0.9906

성별

여자
15535
(884)

 1.3426 0.2490

남자
60097
(3675)

 1.1834  0.3522

보험료 분 수

0
4512
(655)

 1.4016 0.2636

1
5128
(404)

 0.6733  0.5790

2
3425
(171)

 0.8430  0.4020

3
3130
(147)

 1.3790 0.1822

4
3729
(315)

 1.4703 0.2343

5
4275
(442)

 1.5962 0.1904

6
5408
(378)

 0.9859  0.4939

7
6722
(495)

 1.0065  0.4889

8
9461
(719)

 0.9076  0.5559

9
13466
(973)

 0.9344  0.5225

10
16376
(1115)

 1.0322  0.4629

✝:Durbin-Watsonstatistics,⧧:Auto-correlationestimate

*:p-value<0.05,**:p-value<0.01,***:p-value<0.001

[표 7]개인 진단 자료의 선형 증가 경향과 자기상 (AR1)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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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DHD 처방의 양상

1)개인 특성에 따른 ADHD처방의 변화

진단자료와 비슷하게 처방 자료 역시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2003년 ADHD로 진단받은 사람들 에서 처방을

받은 건수는 9304건으로 2012년에는 219493건이 진단받아 약 24배 정도

증가하 다.이는 진단건수가 10년 동안 10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ADHD처방 건수에 한 시계열 경향을 연령 성별

그리고 보험료 10분 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각각 [표 8]과 <그림 6>

과 같다.

먼 모든 연령 군에서 ADHD 처방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3년 ADHD로 진단받은 인원 처방을 받은 건수는 미취학아동,

등학생, 고교생,성인에서 각각 1532건,6636건,999건,137건인데,처방

건수가 2012년에는 7913건(5.17배 증가),132200건(19.92배 증가),72978

건(73.05배 증가),6402건(46.73배 증가)으로 모든 연령 군에서 5배 이상

증가하 다.연령 군에 따른 처방건수의 분포는 미취학아동과 등학생

의 비율은 2003년 16%,71%에서 2012년 4%,60%로 각각 어들고 ·

고등학생과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2003년 체 처방건

수 에서 비율이 높은 순서는 등학생 → 미취학아동 → ·고등학생

→ 성인 순인 반면에 2012년에는 등학생 → ·고등학생 → 미취학아

동 → 성인 순으로 변화하 다.

성별에 따른 처방건수는 2003년 여자,1512건(16%)그리고 남자,7792

건(84%)로 여성 비 남성이 5.15배 많았다.2012년에는 여자,39995건

(18%)그리고 남자,179498건(82%)으로 여성 남성의 비율이 4.49배로

감소하 다.여성 비 남성의 처방건수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 히 감

소하는 추세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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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0분 에 따른 처방건수를 살펴본 결과,모든 분 수에서

처방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진단건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 으로 0분 수에서 선형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분 수에서 처방건수는 꾸 히 증가한

다. 한 증가의 폭이 분 수가 높을수록,즉 경제 수 이 높을수록

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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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령군

미취학아동
1532
(16%)

1643
(12%)

2344
(11%)

3330
(8%)

4334
(6%)

4628
(5%)

5190
(4%)

5774
(4%)

6540
(4%)

7913
(4%)

등학생
6636
(71%)

9752
(73%)

15710
(71%)

26996
(68%)

48270
(68%)

67499
(67%)

84812
(66%)

99302
(64%)

115313
(62%)

132200
(60%)

고교생
999

(11%)
1751
(13%)

3845
(17%)

8701
(22%)

17842
(25%)

26862
(27%)

36911
(29%)

47388
(30%)

60298
(32%)

72978
(33%)

성인
137
(1%)

209
(2%)

311
(1%)

573
(1%)

855
(1%)

1438
(1%)

2343
(2%)

3121
(2%)

4377
(2%)

6402
(3%)

성별

여자
1512
(16%)

2060
(15%)

3455
(16%)

6538
(17%)

12652
(18%)

18041
(18%)

23114
(18%)

27401
(18%)

32751
(18%)

39995
(18%)

남자
7792
(84%)

11295
(85%)

18755
(84%)

33062
(83%)

58649
(82%)

82386
(82%)

106142
(82%)

128184
(82%)

153777
(82%)

179498
(82%)

[표 8]연도별 ADHD진단자의 처방건수 비율의 연령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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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건강보험료 10분 에 따른 ADHD진단자의 처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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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 특성에 따른 ADHD처방의 시계열 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선형 증가 경향과 자기상 (AR(1))검정결

과는 [표 9]와 같다.먼 모든 연령 군에서 유의한 선형 증가 경향을 보

다.각 연령 군에서 평균 으로 매년 미취학아동 695건, 등학생

15028건, ·고등학생 8297건,성인 639건씩 각각 처방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다시 말해 등학생, ·고등학생,미취학아동,성인 순으

로 증가하는 경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미취학아동에서

는 자기상 계수가 0.08으로 매우 작아 년도 처방건수가 다음연도 처

방건수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성인에서 자

기상 계수가 0.5이상으로 커 Durbin-Watson검정결과 년도의 처방건

수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의 경우 자기상 계수가

0.45으로 다소 약한 시계열 자기상 계수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진단건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여성인 경우 매

년 평균 으로 4461건,남성의 경우 20199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진단건수와 다르게 처방건수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자기상

계수가 약 0.60으로 강한 상 성을 보 으며 Durbin-Watson검정결과

시계열 변화에서 년도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분 수에 따른 처방건수의 변화를 검증하 다.0

분 를 제외한 모든 분 수에서 선형증가의 경향은 나타났는데 분 수

가 증가할수록,다시 말해 자산이 많거나 여가 많을수록 선형증가의

폭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험료 0분 (의료보호 상자 미상)의

경우 처방건수가 선형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한편,6분

이상,즉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특정한 가구 개인의 소득수 이 체

인구 비 50% 이상일 경우 증가폭이 크고 시계열 자기상 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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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SE) DW✝ ρ⧧

연령군

미취학아동
695
(33)

 1.5927 0.0835

등학생
15028
(792)

 0.7369  0.4542

고교생
8297
(696)

 0.4899  0.8002

성인
639
(94)

 0.5587  0.5913

성별

여자
4461
(292)

 0.6970  0.6019

남자
20199
(1228)

 0.5954  0.6020

보험료 분 수

0
65
(86)

2.4161 -0.3900

1
1490
(174)

 0.4787  0.9328

2
1115
(93)

 0.4653  0.7480

3
1037
(76)

 0.4926  0.7777

4
1153
(72)

 1.5076 0.1054

5
1376
(76)

 1.5659 0.0493

6
1859
(122)

 0.5802  0.5956

7
2352
(144)

 0.6462  0.5450

8
3369
(201)

 0.6602  0.5058

9
4795
(281)

 0.7744  0.4795

10
6048
(361)

 0.6784  0.5134

✝:Durbin-Watsonstatistics,⧧:Auto-correlationestimate

*:p-value<0.05,**:p-value<0.01,***:p-value<0.001

[표 9]개인 처방 자료의 선형 증가 경향과 자기상 (AR1)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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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진단 비 처방의 비율

1)개인 특성에 따른 ADHD진단 비 처방 비율의 변화

본 에서는 연령군,성별,소득분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진단 비

처방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0]와 <그림 7> 참고).모든 연령

군에서 ADHD진단건수 비 처방건수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2003년 ADHD로 진단받은 인원 처방을 받은 비율은 미취학아동,

등학생, 고교생,성인에서 각각 13%,16%,11%,19%인데,2012년에

는 22%(1.73배 증가),33%(2.15배 증가),32%(2.86배 증가),20%(1.09배

증가)으로 모든 연령 군에서 증가하 다.

성별에 따른 진단 비 처방의 비율은 2003년 여자,14% 그리고 남자,

15%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1% 정도 다.2012년에는 여자,28% 그리

고 남자,33%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5%로 증가하 다.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진단 비 처방을 받는 비율은 2배 이

상 증가함을 확인하 다.

건강보험료 10분 에 따른 처방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0분 를 제외한

모든 분 수에서 지난 10년 동안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0분

수에서는 처방의 비율이 2003년 14.1%에서 2012년 7.1%로 반 가까

이 감소하 다.반면에 나머지 분 수(1분 – 10분 )에서 처방의 비

율은 매년 평균 으로 약 2%씩 꾸 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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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령군

미취학아동 0.1287 0.1170 0.1296 0.1356 0.1144 0.1365 0.1579 0.1715 0.1891 0.2228

등학생 0.1555 0.1640 0.1816 0.2057 0.1941 0.2288 0.2572 0.2876 0.3168 0.3337

고교생 0.1134 0.1293 0.1671 0.2032 0.2019 0.2384 0.2576 0.2853 0.3139 0.3242

성인 0.1854 0.3033 0.3326 0.3548 0.1664 0.1803 0.2120 0.2026 0.1922 0.2016

성별

여자 0.1354 0.1352 0.1487 0.1799 0.1751 0.2060 0.2297 0.2506 0.2685 0.2817

남자 0.1471 0.1558 0.1782 0.2017 0.1905 0.2276 0.2550 0.2842 0.3129 0.3284

[표 10]연도별 ADHD진단건수 비 처방건수 비율의 연령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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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건강보험료 10분 에 따른 ADHD의 진단건수 비 처방건수의 비율



-57-

2)개인 특성에 따른 ADHD진단 비 처방 비율의 시계열 특성

처방 비율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선형 증가 경향과 자기상

(AR(1))검정결과는 [표 11]과 같다.먼 성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 군에

서 유의한 선형 증가 경향을 보 다.각 연령 군에서 평균 으로 매년

미취학아동 1%, 등학생 2.06%, ·고등학생 2.41%씩 처방 비율이 증

가하 다.성인의 경우 오히려 1% 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5% 신뢰수 )는 아니었다. ·고등학생,성인에서는

Durbin-Watson검정결과 년도의 처방비율에 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년도 처방비율에 상 없이 선형증가 경

향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반면에 미취학아동의 경우 0.69, 등학생의

경우 0.42으로 자기상 (1)이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처방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여성인 경우

매년 평균 으로 1.78%,남성의 경우 2.1%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처방 비율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자기상 계수가 약 0.30미만으

로 약한 상 성을 보 으며 Durbin-Watson검정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시계열 변화에서 년도의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분 수에 따른 처방비율의 변화를 검증하 다.0

분 를 제외한 모든 분 수에서 선형증가의 경향은 나타났는데 분 수

가 증가할수록 비율 증가의 폭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험료 0분

(의료보호 상자 미상)의 경우 처방비율이 매년 1.32%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한편,6분 이상에서는 모두 자기상 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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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SE) DW✝ ρ⧧

연령군

미취학아동
0.0100
(0.002)

 0.8744  0.6874

등학생
0.0206
(0.0015)

 1.0734  0.4184

고교생
0.0241
(0.0009)

 2.5441 -0.3833

성인
-0.0103
(0.0072)

1.5524 0.081

성별

여자
0.0178
(0.001)

 1.8787 -0.0919

남자
0.021

(0.0014)
 1.3042  0.2960

보험료 분 수

0
-0.0132
(0.0031)

 1.3292 0.2299

1
0.0166
(0.0017)

 1.7418 0.0600

2
0.0223
(0.0014)

 2.1800 -0.2638

3
0.0223
(0.0013)

 1.4074 0.2579

4
0.0172
(0.0016)

 1.5333 0.1978

5
0.0178
(0.0018)

 1.4036 0.2496

6
0.0217
(0.0023)

 0.7831  0.6143

7
0.0227
(0.0021)

 1.0177  0.437

8
0.0241
(0.0021)

 1.1829  0.2995

9
0.0241
(0.0016)

 1.0640  0.3309

10
0.0268
(0.0014)

 1.2869  0.2726

✝:Durbin-Watsonstatistics,⧧:Auto-correlationestimate

*:p-value<0.05,**:p-value<0.01,***:p-value<0.001

[표 11]처방 비율의 선형 증가 경향과 자기상 (AR1)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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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ADHD 약물치료의 변화

1)ADHD약물치료의 변화

본 에서는 ADHD약물치료의 맥락을 살펴보기 해서 연도별,월별

약물치료 건에 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제시하 다.[그림 8]

에서 보다시피 모든 연령 군에서 ADHD 약물치료 건수와 메틸페니데이

트 성분 약 처방 건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

다.국내에서 시 되는 ADHD 치료제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메틸

페니데이트염산염,아토목세틴염산염,클로니딘염산염 성분의 약제이다.

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는 2000년 이 부터 시 되었고 나머지

약제는 2008년 이후 시장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 시기의 반

(2003년∼2007년)에는 ADHD 약물치료 건수와 메틸페니데이트 약제 처

방 건수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08-09년 이후에는 두

처방 건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여 히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가 시

장에서 독 인 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월별 시계열 변화에 있어서 모든 연령 군의 변화가 단순한 월별

선형증가 양상이 아니라 특정 월(11월 혹은 12월)에 처방건수가 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분석방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월에 한 코

딩 변화 더미변수 생성을 통해 이를 검증하 다.ADHD치료약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약제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과 [표 13]에

각각 제시하 다.

먼 ADHD치료제의 월별 건수에 한 선형증가 경향을 살펴보았다.

모든 연령 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선형증가가 나타났지만 자기상



-60-

역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음으로 모형 1에서는 연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미취학아동부터 성인까지 각 연령 군에서 연도효과

는 각각 248건,2037건,816건 60건이었다.즉 매년 각 연령 군에서 평균

으로 수치만큼 증가한 것이다.모형 2에서는 연도효과에 더해 월

효과를 더해 살펴보았다.모형 2의 분석 결과,연도효과는 변하지 않은

채 월 효과만 각각 24건,247건 123건,13건으로 나타났다.

월에 한 코딩을 12월을 1로 시작해 다음 해 1월을 2로,11월을 12로

코딩을 변경하 을 때는 미취학아동에서 오히려 월 효과가 감소(회귀계

수가 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등학생의 경우에는 코딩 변경 보다

월 효과가 어들었다.반면, ·고등학생과 성인에서는 월 효과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 다.월 변수에 한 코딩 변화 없이 수능 직 3개월

을 더미변수로 추가한 경우에는 미취학아동과 등학생에서는 더미변수

로 인한 효과가 오히려 음의 향을 보 고, ·고등학생과 성인에서는

월 효과보다 수능 직 더미변수가 시계열 증가양상을 더 많이 설명하

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 처방건수에서도 와 같은 비슷한 양상을

보 다.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모형 4에서 유의수 0.05에서 월 효과는

사라지고 수능직 3개월의 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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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 처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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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변수 미취학아동 등학생 ·고등학생 성인

a

시계열

변화

20.74

(0.89)


170.53

(3.17)


68.59

(2.11)


5.11

(0.27)


DW✝ 1.3164  0.4464  0.6421  0.9190 

1 연도
248.42

(11.10)


2037.2

(46.24)


816.60

(28.2)


60.347

(3.487)


2

연
248.42

(10.80)


2037.2

(37.45)


816.60

(24.83)


60.437

(3.168)


월
24.62

(8.99)

247.07

(31.16)


122.52

(20.66)


13.427

(2.636)


3

연
248.42

(9.76)


2037.2

(43.40)


816.60

(20.19)


60.347

(2.403)


월⧧
-48.42

(8.12)


148.59

(36.11)


178.66

(16.80)


22.921

(1.999)


4

연
248.42

(9.95)


2037.2

(37.59)


816.60

(23.77)


60.347

(3.007)


월
52.67

(10.21)


254.79

(38.58)


73.80

(24.40)


6.710

(3.086)


수능

직

-381.9

(81.39)


-105.1

(307.5)

663.53

(194.50)


91.474

(24.60)


✝:Durbin-Watsonstatistics,⧧:Codingchange

*:p-value<0.05,**:p-value<0.01,***:p-value<0.001

[표 12]ADHD치료제 처방의 월별 변화에 한 회귀분석 결과



-63-

모형 변수 미취학아동 등학생 ·고등학생 성인

a

시계열

변화

17.64

(0.72)


140.38

(2.05)


59.72

(1.78)


5.17

(0.32)


DW✝ 1.4789  0.7430  0.7867  0.9853 

1 연도
210.80

(9.082)


1677.1

(32.64)


710.04

(24.15)


60.763

(4.071)


2

연도
210.80

(8.673)


1677.1

(23.81)


710.04

(20.64)


60.763

(3.670)


월
25.41

(7.216)


202.74

(19.81)


114.66

(17.17)


16.218

(3.054)


3

연도
210.80

(8.076)


1677.1

(30.19)


710.04

(15.56)


60.763

(2.500)


월⧧
-38.41

(6.720)


114.93

(25.12)


167.44

(12.94)


29.112

(2.081)


4

연도
210.80

(7.829)


1677.1

(23.76)


710.04

(19.49)


60.763

(3.355)


월
50.113

(8.034)


220.05

(24.39)


69.08

(20.00)


6.346

(3.443)
·

수능

직

-336.4

(64.05)


-235.9

(194.4)

620.78

(159.46)


134.44

(27.45)


✝:Durbin-Watsonstatistics,⧧:Codingchange

·:p-value<0.1,*:p-value<0.05,**:p-value<0.01,***:

p-value<0.001

[표 13]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의 월별 변화에 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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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교육 특구 지역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의 변화

다음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교육특구지역에

서의 메틸페니데이트 증강 목 사용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처방받

은 개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강남구,서 구,송 구,노원구,양천구인 경

우와 처방 을 발행한 요양기 의 주소지가 행정구역에 포함된 경우

를 따로 추출하여 처방 건수에 한 월별 변화를 살펴보았다.결과는

<그림 9>와 [표 14]로 제시하 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등학생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꾸 히 증가하 으며 연도가 증가할수록

월별 변화의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사교육특구지역에 거주

하는 ·고등학생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건수 역시 10년 동안 꾸 히 증

가하고 월별 증가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사교육특구지역에 치한 요양기 ( 부분 정신의학과 혹은 소아청소

년의학과 의원)의 경우 비슷한 증가 경향을 보 지만 사교육특구 지역주

민의 월별 변화 폭보다 큰 변화 폭을 가졌다.이는 타 지역에서 해당 요

양기 으로 처방을 받기 해 내원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두 자료에 한 시계열 분석 결과, 체 ·고등학생의 회귀분석 결과

와는 조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먼 사교육특구지역에 거주

하는 ·고등학생의 월별 처방건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선형증가 경

향이 있었고 자기상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에서의 월별

효과에 비해 월 변수에 한 코딩은 변화한 모형 3에서 회귀계수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서울시 다섯 개 구에 거주하는 ·고등

학생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건수가 11월에 정 을 었다가 12월에 감소

하고 다음 해 1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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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모형 3에서 수능 직 3개월에 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

석한 결과 월별 효과는 유의수 5%에서 사라지고 수능직 에 증가하는

경향에 한 효과만 유의함을 확인했다.사교육특구지역에 치한 요양

기 에서 발행한 처방건수 역시 사교육특구지역 거주 ·고등학생의 회

귀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역시 11월에 처방건수가 정 을

고 수능직 의 효과가 월별 효과를 상쇄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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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사교육특구 지역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양상.

( ) 체 포함,(아래) 체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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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변수
사교육 특구 지역∮

거주자

사교육 특구 지역

소재 요양기

a

시계열

변화

8.1663

(0.3857)


13.163

(0.677)


DW✝ 1.303  1.3622 

1 연도
96.674

(4.963)


156.11

(8.583)


2

연
96.674

(4.508)


156.11

(8.020)


월
19.143

(3.750)


28.445

(6.673)


3

연
96.674

(3.950)


156.11

(7.030)


월⧧
27.360

(3.286)


44.901

(5.849)


4

연
96.674

(4.163)


156.11

(7.505)


월
7.643

(4.273)
·

9.539

(7.702)

수능

직

156.62

(34.063)


257.483

(61.405)


✝:Durbin-Watsonstatistics,⧧:Codingchange

∮:서울시 강남구,서 구,송 구,노원구,양천구

·:p-value<0.1,*:p-value<0.05,**:p-value<0.01,***:

p-value<0.001

[표 14]일부 지역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의 월별 변화에 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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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고찰

한국 사회에서 상 으로 의료화 실재하는가?만약 그 다면 의료화

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본 연구는 와 같은 질문을 실증

으로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하 으며 다양한 질환 장애 본 연구

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을 맞추고 의료화를 계

량 으로 측정하고 해석하고자 하 다.

ADHD에 주목한 이유는 먼 의료화 연구 기부터 ADHD가 주요

한 연구 상이 되었으며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

서 ADHD를 소재로 한 보건사회학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

이다. 한,총명탕에서 총명주사,물범탕 그리고 ADHD 치료제까지 한

국 사회에서는 학습력 증강 한 양·한방 약물의 사용10)혹은 ‘공부 잘

하게 만드는 (보)약’에 한 수요와 일부 의료 문가를 통한 공 이 존재

했지만 실증 으로 검증 된 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진단과 처방의

양상을 분석하여 의료화를 계량 으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한 증가 원인에 한 의료화 의 해석을 덧붙이고자 하 다.이를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DB를 활용하여 지난 10년(2003∼2012

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모든 ADHD진단과 처방 자료를 살

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ADHD(청구 자료의 주상병 혹은

부상병이 ICD 분류 F90.0인 경우)에 해당 진단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 히 증가하여 2003년 비 2012년에는 약 10배가 증가하 다.ADHD

진단건수는 모든 연령 군에서 3배 이상 증가하 는데 특히 성인과 ·고

등학생에서 각각 42.98배,25.54배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 다.성별에 따

10)조선일보.2015.10.03.“물범탕·총명 주사···강남 휩쓰는 ‘修能보약’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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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진단건수 역시 분석의 상이 되는 시기동안 증가하 지만 여성 비

남성의 진단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가구 소득의 척도가 되는

건강보험료 10분 에 따라서 모든 분 수에서 진단건수가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분 수가 높을수록 진단건수의 증가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특히 2007년 진단건수가 낮은 소득분 에 비해서 소득분

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07년,소아청소년정신의

학회가 ADHD 치료권고안을 만들어 진단 치료의 표 화를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김설연 등(2008)이 서울시 공부방 아이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

울증과 비교하 을 때 부모의 사회경제 수 은 ADHD 증상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군(casegroup)에

해서만 찰한 연구이므로 다른 집단과 비교가 힘들다는 제한이 있었

다. 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모든 소득분 를 상으로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건강보험료로 악한 소득 수 이 높을수록

진단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이는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의료

근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 혹은 Bussing등(1998)의 연구 결과처럼 높

은 사회경제 치에 있을 경우 ADHD에 한 이해가 높은 것 때문으

로 생각된다.

ADHD로 진단받은 이들의 처방자료 역시 진단건수와 마찬가지로 2003

년부터 2012년까지 체 인 증가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ADHD처

방건수는 모든 연령 군에서 10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 으며,특히 ·

고등학생과 성인의 경우 각각 73.05배,46.73배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

을 보 다.남녀 모든 성별에 해서도 처방건수는 꾸 히 증가하 으나

여성 비 남성의 처방건수 비율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건강보험

료 분 수에 따른 처방건수 역시 0분 ,의료 여 미상을 제외하면

모든 분 수에서 증가하 으며 분 수가 높을수록 처방건수의 증가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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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건수 비 처방건수의 비율의 경우 모든 연령 군에서 증가추세를

보 으며 ·고등학생, 등학생,미취학아동,성인 순으로 증가 폭이 커

짐을 알 수 있었다.한편 성별에 따른 처방건수의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2배 이상 증가하 고 비율의 차이가 1%에서 5%로 증가하 다.건강보

험료 분 수의 경우에 0분 에서 2003년 비 2012년 처방건수 비율이

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에 나머지 분 수(1분 ∼10분 )에서는 매년

2%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시계열 자료에 한 자기상 계 분석

결과,6분 수 이상에서는 해당 연도의 처방 비율이 년도의 처방 비

율에 향을 받아 선형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5분 수

미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진단건수 비 처방건수 비율 결과를 통해서 먼 ·고등학생에서의

진단과 처방의 증가가 처방비율의 증가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

며,진단과 처방건수의 시계열 증가 경향과는 다르게 새롭게 처방받는

비율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정경희 등(2014)이 국내 소아

청소년정신과 의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 고등학생에서 90% 가까이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취학아동과 등학생에서의 시계열 증가는 년도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성인의 경우 통계 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

았지만 처방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시계열 증가 경

향에 자기상 성도 보이지 않았다.이는 성인의 ADHD치료는 건강보험

에서 여화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처방의 비율이 선형 인 증가

경향을 보이지만 년도 비율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남자아이의 산만함과 주의력결핍이 치료의 상이 되는 것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산만함으로 인한 학교 장과 가정에서의 사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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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 치료의 역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한 보험료 분 수가 높을수록 약물치료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년도 비율에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DHD 약물치

료가 건강보험에서 여화가 되어도 여 히 지속 인 치료를 해서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ADHD 약물치료에 한 시기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분

석 시기의 반(2003∼2007년)에는 모든 연령군에서 ADHD약물치료 건

수와 메틸페니데이트 약제 처방건수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2008∼2009년 이후에는 두 처방건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여 히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가 시장에서 독 인 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연도별,월별 효과를 확인한 결과,모든 연령 군에서 연도별,

월별 효과가 나타났는데 ·고등학생과 성인에서는 월별 효과보다 수능

직 3개월의 효과가 약물치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의 처방의

증가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일명 사교육 특구 지역에 더욱 명확히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사교육 특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의 증가 양상에 한 수능직 3개월의 향이 월별 효과를 상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사교육 특구 지역에 치한 요양기 역시 이와 같은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언론에서 꾸 히 제기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의 off-lable

사용,ADHD 치료가 아니라 학습력 증강을 한 약물사용의 경향 역시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진료 기록 없이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한 해석은 개인이 실제 임상환경에서 겪는 진단 처방

에 한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력 증강을 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물 사용과 실제 처방 사이의 인과성을 확정할 수

없다.그러나 본 연구는 약물처방을 통한 ADHD 의료화의 경향성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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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밝힐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ADHD 치료제를 많이 쓰는 동네의원 10곳에 내원한 ADHD 환

자 300명(각 요양기 별로 30명 임의추출)에 해서 진료기록부를 살펴

본 결과,ADHD로 기록된 환자 283명 원이 ADHD 의심(R/O

ADHD)인 상태로 ADHD치료약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 결

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를 종합해보았을 때 ADHD 치료제 처

방이 실제 질병의 치료 목 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제 처방

에 한 보건당국의 규제 혹은 리감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ADHD 진단과 처방은 지난 10년 동안 꾸 히 증가하 다.의

료화는 사례에 한 과정을 다루면서 사회 ,정치 특성을 반 하고

(Zola,1972),Conrad(1975)의 연구를 통해서 ADHD의 의료화 과정이 이

미 밝 진 바 있다.한국 사회가 의료화의 세계 배경에 부합하는

사회/산업사회로 분류 수 있다는 과 의료 문가가 과학 세계 의

기술 수단으로 작용하는 을 미루어볼 때 의료화 이론은 한국의

ADHD의 진단과 약물치료의 증가에 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

다.

Conrad(2006)에 따르면 의료화는 진행에 필수 인 선행조건과 가속화

에 기여하는 부수조건을 필요로 한다([표 5]참고).우리나라의 경우 정

신과 의사들이 ADHD라는 서구화,의료화 된 질병을 미국으로부터 도입

했고 학교와 가정,직장의 산만함 혹은 부주의이라는 일탈 행동을 치

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 인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일부 의료 문가는 일탈행동을 ADHD라는 질병의 형태로 받아들이기를

꺼리지 않고 ADHD의 홍보,교육,치료 등에 극 인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따라서 의료화의 결과로 국내에서 ADHD 진단과 치료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화 된 질병의 도입,사회통제로서 약물치료 가능,정

신과 의사들의 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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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교사 비 학생 수 과다,교사의 행정업무로 인한 학생

지도시간 부족 등은 교실 내의 일탈행동을 정신의학의 권역으로 포함시

키면서 교육 제도에 편익을 제공(부수 인 조건)할 수 있다.천자성과 곽

숙(1998)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발견하는 정신건강문제 산만함

과 주의력결핍은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서 상 에 속해있었다.따

라서 달식 교육체계,학생 수 과다의 교육체계에서 문제는 학생의 일

탈행동을 정신건강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ADHD 진

단의 증가와 의료화를 가속하는 배경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onrad와 Schneider(1980)이 제시한 의료화의 과정 역시 진단과 약물

처방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다만 서구의 맥락과 한국의 의료화의 과

정의 차이 은 의료 문가 집단인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들이 담론을 주

도하는 것이다.이들은 캠페인이나 방송 출연 언론 보도를 통해서

ADHD에 한 사회 낙인을 이는 동시에 성인의 ADHD 증상에

해서도 과학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양재원 등,2012). 컨 소아정신

의학회는 2004년 “ADHD 선별의 날”을 지정하여 ADHD의 진단과 치료

의 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한 2016년에는 ADHD

에 한 정신건강캠페인을 집 으로 진행하 다.<그림 10>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심리 상태 혹은 일탈 행 에

한 원인으로 사용되는 2병이라는 용어를 캐치 래이즈(catchphrase)

로 사용함으로서 실제로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자아에 한 혼란감과

심리 불안을 ADHD라는 질환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각 지역의 정신보건기 과 연계하여 진행된 사업도 ADHD의 진

단과 약물치료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는 의학 문가와 보건당국,교

육당국이 교실이나 일상의 문제를 의료의 권역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 지역 보건소 각 시도 교육당국의 ADHD 조

기발견을 한 사업,ADHD진료비 지원 사업 등의 시행은 ADHD진단

의 증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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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정신건강캠페인 홍보 포스터

연구 결과 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성인에서의 진단 증가와 ·고

등학생에서의 처방 증가이다.Conrad(2007)와 Conrad와 Potter(2000)는

ADHD에 한 의료화의 경향이 아동 청소년의 과잉행동을 의료

문제로 다루게 되는 것에서 성인의 역으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했다.한

국 사회에서도 정신의학계를 필두로 한 ADHD진단과 약물치료의 확장

이 2000년 반에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집 되었던 반면 2010년

이 넘어오면서 상이 성인으로 확장되었다.공공 역(언론)에서 ADHD



-75-

를 다루는 인 양도 2000년 반을 기 으로 아동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증가하 는데,이러한 결과가 진단과 치료의 증가에 향

을 미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다만 Abraham(2010)이 제시한 약물화 에서 보면 약물 사용의 증

가는 의료화의 향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향 한 요한 역할을 하

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성인의 ADHD 진단의 폭발 인 증가가 처방

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ADHD치료 약물이 보험에 포함되지 않

아 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국사회에서 ADHD는 정신의학계가 주도하는 생의학 담론에 치우

쳐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국내 ADHD연구는 재 치료에 이

맞춰져 있다(김동일 등 2009;2015).이러한 연구에서의 치료는 상담심리

나 놀이치료와 같은 비침습 인 것이 아닌 약물에 의존한 치료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DSM-5으로의 진단기 변화(2013년에 개정)에 선행하여 이미 임상환

경에서는 미취학아동의 ADHD 진단은 어들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의 진단 그리고 ADHD로 진단받는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Conrad(2007)는 아동의 주의력 산만이나 과잉행동을 ADHD라는 정신질

환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성인의 업무능력 하락이나 사회생활의 부 응

역시 ADHD로 편향되어 의료의 권역으로 포함되는 의료화가 진행되었

다고 주장하 다.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행동 문제가 지속

으로 치료의 역 안으로 포함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성인의 사회

부 응 문제 역시 치료의 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한국

의 ADHD의 의료화는 서구에서 먼 아동의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증상이 의료화의 상이 되고,그 이후 성인의 ADHD가 의료의 권역으

로 포함된 맥락과는 다르게 진행된 것을 시사한다.한국에서는 ADHD의

DSM 진단과 과학 ·임상 근거가 미국으로부터 그 로 유입되면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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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탈에 한 의학 정의가 미국 맥락 그 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의료화의 결과로서 ADHD의 진단과 처방이 증

가했다고 인과 계를 결론지을 수 없지만 증가하는 진단과 약물치료의

경향은 의료화로 설명할 수 있다.

Williams& Calnan(1996)은 의료화 이론이 후기 근 사회나 사회

의 맥락에서 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지 한 바 있다.푸코의 향

을 받은 학자들 역시 과학기술의 발 , 험,생명정치의 측면에서 의료

화보다는 생의료화의 이 사회의 건강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김환석,2014).그러나 ADHD 진단과 약물처방의

증가는 여 히 의료화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단되는데 이는 유

학,과학기술의 변화 등이 ADHD 진단 방법이나 치료의 방식을 변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윤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ADHD아동의 진단과정에서 부모와 교

사 문가들 사이에 인식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한 문가 간

의견불일치로 인해 문가 진단에 한 신뢰 하락이 나타났다.여기에는

언론의 ADHD 진단과 약물치료에 한 비 인 보도형태11)가 큰 향

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Kvaale,Haslam,& Gottdiener(2013)는 메

타분석을 통해 의료화된 질병에서 생물유 학 설명은 비 은 일 수

있지만 비 주의와 정신문제는 험하다는 고정 념을 야기한다고 주장

했다.그런데 한국의 경우 ADHD에 한 과학 ,임상 설명보다는 언

론의 비 논의가 담론에서 우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리고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유병률 혹은 낮은 진단율의 원

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11) 표 으로 2007년 10월 17일 방송된 KBS시사교양 로그램 <추척 60분>

의 ‘수능 D28일,공부 잘 하는 약을 팝니다“는 메틸페니데이트 약제의 오남용

사례에 한 심층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응해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공식 인 응을 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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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DHD의 진단과 치료를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하 다.진단과 약물치료(처방)을 측정함에 있어 개인단 가 아닌 청구

건수를 기 으로 하 는데 이는 Hong등(2014)의 연구와 차별성 그리고

ADHD의 만성 특성에 기 하여 개인이 여러 번 요양기 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치료를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심리상담사 등이 진행하는 심리치료 등과 같은 비약물 치료는

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한 자료는 보수 인 수 에서 ADHD를 상으로 한 진단과 처방의 정

도를 측정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통해서 측정한 진단은 의료제도권 내의 ADHD유

병률을 유추할 수 있다.그러나 일반 으로 개인이 학교,직장 등에서 겪

는 과잉행동에 한 근거자료로 보기는 힘들다.ADHD로 진단되는 과정

은 평가 → 면담 → 증상의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김 기 & 송동

호,2009;이정섭 & 옥선명,2008),이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환경12)에서

과잉행동이 나타나고 표 화된 도구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학교 는 가정,한 장소에서의 과잉행동이나 주의력

결핍이 ADHD로 진단되지는 않는다. 한 1단계에서는 교사,2단계에서

는 임상심리 문가 혹은 정신과 문의,3단계 정신과 문의가 진단에

여 한다.따라서 일상의 과잉행동이 반드시 ADHD진단으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 된 바에 따르면 진단 치

료의 고비용으로 인한 진입장벽과 인력문제와 같은 구조 원인으로 인

해 ADHD 확정은 임상 가이드라인 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2)2개 이상의 환경은 DSM-5기 이다.ICD-10은 과잉행동 증상이 1개 이상

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진단 지침으로 한다.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ICD-10코드 기 으로 청구(ICD를 한국 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KCD

코드를 기 으로 청구)되지만 실제 임상환경에서는 DSM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두 진단 기 의 상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3)조선일보.2010.09.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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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행정시스템에 포착된 모든 ADHD 진료와 약물치료 자료

를 활용했지만 앞서 언 했듯이 측정의 오류와 같은 문제로 인해 연구

결과가 국내의 모든 ADHD 경향을 표한다고 할 수 없다. 를 들어

소아 청소년이 흔히 앓고 있는 질병인 ADHD가 65세 이상 노인에서

도 진단되어진 경우도 존재하며 상당수 변수에서 결측이나 잘못된 값이

입력되어있는 문제가 존재하 다.따라서 정확하고 면 한 분석을 해

청구 자료의 질 리(qualitycontrol)가 필요하다. 한 신체 인 질병

장애의 경우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임상 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만 ADHD는 진단에 한 가이드라인만 존재하며 청구코드에서 포함되

는 질환의 분류는 ICD를 기 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환경과 청구자

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국내의 의료화 연구는 서구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양 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기 연구는 부분 페미니즘의 에서 여성의 건강,

출산 등 근 사회에서 의료화된 일상생활을 비 하는 것에 이 맞춰

져 있었다. 재까지 국내에서 의료화 연구는 이론 인 수 에서 다루어

졌으며 실증연구,그 에서도 양 인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

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의료화의 측정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ADHD 진단과 처방에 한 체 경

향성을 악할 수 있었으며 공공 역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한 통계

인 검증을 할 수 있었다.비록 인과성을 밝 내지 못했지만 선행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는 상 성을 밝 냄으로써 ADHD 치료와 약물치료에

한 문제제기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ADHD와 련된 면 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ADHD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의료화 상에 해서

악하고,ADHD 치료에서 오남용을 실증 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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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indiagnosisand

prescriptionofADHDinKorea:

Implicationsintherespectofmedicalization

GunwooPark

DepartmentofHealthCareManagementandPolicy

The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in

Korean society and examine how those can be explained by

medicalization theory.In doing so,through acustomized database

providedbytheNationalHelathInsuranceCorporation(NHIC),allthe

diagnosisandprescriptionsforthepast10years(2003∼2012)have

beenscrutinized.

Based on the database provided by NHIC,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sofADHD haveconstantly increasedoverthelast10

years.AnincrementindiagnosisofADHD amongadultsaswellas

thatin prescribed drug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align with

Conrad'sargument(Conrad,2007).Hehasassertedthata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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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crement in ADHD dignosis and treatment resulted from

medicalized categories which have become broader and more

inclusive.Furthermore,thediagnosisofADHD andtheexpansionof

medicaltreatmentduringtheearly2000sledbythepsychiatricinthe

Koreansocietyfocusedmoreonchildhoodandadolescencebutsince

2010,thefocushasexpandedintoadultsaswell.

Theissuesofoff-labeluseofmethylphenidateandthetendencyof

using the stimulantto enhance learning capabilities,which were

consistentlybroughtbythemedia,havealsobeenverifiedthrough

theNHICdata.However,becauseweareunabletoidentifydiagnosis

andprescriptionprocesswithinsuranceclaim datawhichlackmedical

records,acausalinferencebetweendrug usestoenhancelearning

capabilities and prescription tendency cannot be determined.

Nevertheless,thisstudypresentsthesignificantcorrelationandthe

implicationsinrespecttomedicalizationofADHDinKoreansociety.

The medicalization ofADHD in South Korea follows different

paths and contexts from the Western,especially the US.In the

Westernizedcountries,themedicalizationofchildhoodandadolescent

ADHD followedbyadult.However,inSouthKorea,DSM diagnosis,

scientificevidenceandclinicalguidelineofADHD wereintroduced

directlyfrom theUSwhichfurtherledthemedicaldefinitionofsocial

deviance(hyperactivity)totakerootinthesociety.Therefore,unlike

the USA where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s ofADHD were

increasedasaresultofmedicalization,wecannotconcludethat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s ofADHD have increased due to the

medicalization.However,thetendencyofincreasesindiagnosisand

pharmacologicaltreatmentscanbeexplainedbythe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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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medicalization tendencieswerethoughtto beled by the

medicalexperts,specificallychildandadolescentpsychiatrists.They

notonlyruncampaignsbutalsoappearonthenewstolessensocial

stigmaandtoprovidescientificevidenceforADHD symptoms.For

example,the Academy ofChild and AdolescentPsychiatry made

"ADHD DiscoveryDay"topublicizetheimportanceofthediagnosis

andtreatmentofthedisorder.

Meanwhile,servicesin conjunction with thecommunity mental

healthcentersofeachcity mighthaveaffectedthediagnosisand

pharmacologicaltreatmentsofADHD.Thiscanbeinterpretedasthe

effortofmedicalexperts,educationalauthoritiesand publichealth

authorities to include daily problems of children.For example,

screening forearly ADHD discovery by community health centers

and educationalinstitutions as wellas ADHD related expenses

supportprogram were thoughtto affectthe increase in ADHD

diagnosisandprescriptionduringthepast10years.

Thus,asadrivingforceformedicalizationofADHD,cognitionand

praxis of specialists, educational authorities, and public health

authoritieswerefoundtobesignificantly required.Furtherstudies

needtocomprehendmedicalizationofADHDthroughdetailedanalysis

within Korean society and moreover,an empiricalstudy ofdrug

abuseinADHDtreatmentis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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