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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러 가지 유전, 신경화학, 환경적 및 심리사회적 위험인자들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다요인 이론이 지배적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ADHD의 발병에 있어 노르에

disorder, 이하 ADHD)는 소아기에서 가장 흔한 정신과적인

피네프린(norepinephrine), 도파민(dopamine) 등의 신경전달

1)

장애이며 전 세계적인 유병률은 약 5%로 알려져 있다.

물질 체계의 장애로 인하여 실행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

ADHD는 소아기에 시작하는 신경발달장애로 부주의, 과잉행

이 ADHD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카테콜아민(cat-

동과 충동성 등의 주요 증상을 보이며, 사회 적응의 문제, 또

echolamine)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3) 그러나 ADHD의 주요

래관계의 어려움, 학업 문제, 행동 문제 등 발달 중 여러 가지

병인론으로 제시된 카테콜아민 가설만으로는 ADHD의 병태

부정적인 결과를 겪으며,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도박, 약물남

생리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기 시

용, 대인관계 문제,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작하였다.4) ADHD가 신경발달질환(neurodevelopmental dis-

2)

있어 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DHD의 병인론

order)인 것을 고려할 때, 뉴론의 발달, 생존, 기능 유지에 관여

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최근까

하며 중추신경계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에 관여할 것

지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단일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으로 알려진 신경성장인자들(neurotrophic factors)이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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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전적 취약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인자로, 도파민과 세로토닌(serotonin) 신경세포의 발달에

그중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이하 BDNF)는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BDNF는 미성숙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생존 및 분화와 청반핵(locus ce-

한 BDNF 전구체 단백질(이하 pro-BDNF)과 성숙한 BDNF

ruleus)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표현형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단백질(이하 mBDNF)의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mBDNF

한다는 점에서, ADHD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neu-

는 TrkB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세포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

rotrophic growth factor로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BDNF의 전구체인 pro-BDNF

5)

6)

중뇌에서의 BDNF 활동의 감소가 중뇌의 도파민 기능 이상

는 p75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세포 사망을 매개한다. 포유류

을 야기시키고 이것이 ADHD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이 제안

의 중추신경계 발달에서 BDNF와 TrkB 수용체가 자극하는

되었다.7) 또한, ADHD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는 중추신경자극

신경내 신호 전달은 신경세포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psychostimulants)와 항우울제(antidepressants)가 BDNF와

하며 신경세포의 생존, 신경세포의 가소성을 조정하고, 시냅스

BDNF 수용체인 tropomyosin-related kinase B(이하 TrkB)

의 분화와 환경적인 변화의 수용과 학습을 촉진한다.12)13) 특

8)9)

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에서 BDNF가 ADHD의 병인론과 치료적 측면에서 중요한

히, 중뇌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생존과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14)

역할을 할 것으로 제안되었으며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HD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전적으로 조작되어 BDNF가 결

의 병인과 치료에 있어 BDNF가 미치는 영향을 최근 연구들

핍된 실험군 쥐와 대조군 쥐의 비교연구에서 실험쥐의 대뇌백

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질의 두께가 감소하고 중추신경계의 수초화가 감소되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4) 특히 BDNF는 해마(hippocampus)와

방

법

대뇌피질(cerebral cortex)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
며,11) ADHD 아동이 대뇌피질의 성숙이 지체되고 특히, 주의

본 연구는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력과 운동 계획에 중요한 영역인 전전두엽(prefrontal) 영역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와 같은

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로 볼 때,15) BDNF의

주제어를 사용하여, Pubmed의 국제 학술 검색 엔진과 한국

저하는 ADHD의 병인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

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기되었다. 또한 중뇌(midbrain)의 도파민 체계의 기능장애가

KISS), 한국교육학술정보(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DHD의 주요 병인론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중뇌에서의

System, 이하 RISS)의 국내 학술 검색 엔진에서 사람을 대

BDNF의 활성이 저하될 경우, 중뇌에서의 도파민(dopamine)

상으로 한 임상연구과 메타분석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은

체계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며 이러한 점이 ADHD의 발병에

2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Pubmed에서 총 123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제안되었다.10)

RISS와 KISS에서 1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중복되는 논문
과 주제에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였으며 메타분석(meta-

ADHD 증상과 BDNF

analysis)을 사용한 3개의 논문과 ADHD에 이환된 대상자에

BDNF 수준이 저하된 실험쥐의 경우 ADHD의 증상과 유

게서 수행된 임상실험 논문(original article) 28개를 선택하

사하게, 공격성, 과잉행동, 이상식욕항진증과 같은 이상행동

였다. 검색 시기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 이루어

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BDNF와 ADHD와의 연관성

졌으며 선택된 모든 논문은 모두 2007년 이후에 출간된 논문

을 지지하고 있다.16) 실험쥐 모델 연구를 살펴보면 BDNF 관

이었다. 그 외에 ADHD 동물실험모델에서의 BDNF에 관한

련 유전자(BDNF 기능 억제 항체, BDNF의 수용체인 TrkB의

기초 실험 논문과 각각의 논문에서 제시된 참고문헌도 참고하

세포 신호 유전자) 결핍 실험쥐에서, ADHD 환자의 학습 손상

여, 신경세포 발달에서 BDNF의 역할, ADHD의 증상과

과 유사한 해마(hippocampus) 영역과 연관된 학습의 결핍을

BDNF의 농도, ADHD 약물치료와 BDNF의 관련성으로 분

보였다.13) 실험쥐에서 발달 초기에 전뇌(forebrain) 영역의

류하여 정리하였다.

BDNF knockout 쥐에서 과잉행동과 해마(hippocampus) 영
역과 연관된 학습의 결핍을 야기함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으

본

론

며,17) 이는 BDNF와 TrkB 경로가 인지과정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신경세포 발달에서 BDNF의 역할
BDNF는 포유류의 뇌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신경성장

22

또한, 동물실험에서 BDNF를 지속적으로 흑질(substantia
nigra)로 주입했을 경우 ADHD의 과잉행동 증상이 호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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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유사하게 보행성 활동량(locomotion activity)이 감

66Met SNP와 ADHD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12)28-32) 또

소했다는 보고가 있다.18) Leo 등19)은 도파민 수송체의 발현

한 1445명의 성인 ADHD군과 2247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을 억제한 쥐(dopamine transporter knock out mouse)에서

한 메타분석에서도 Val66Met SNP는 ADHD와 유의한 관련

전두엽-선조체의 BDNF mRNA 농도가 저하되었으며, 활동

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33) 가장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도

의존성 유전 표현(activity dependent gene expression)이

Val66Met를 일으키는 BDNF 196 G/A와 ADHD는 관련이 없

손상되어 BDNF 단백질의 down regulation을 일으키며 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는 BDNF의 TrkB 수용체의 기능 손상을 일으켜 작업기억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ADHD 여아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BDNF SNP rs11030101 유전형이 유의미하게 많으며, 유

국내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는 혈

전자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연속수행평가의 누락 오류(com-

중 BDNF 농도가 행동 문제와 주의력 문제와는 정적인 상관

mission errors)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35) Li 등36)의

관계를 보이고, 지능검사 결과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 ADHD 여아군에서 Val allele 빈도

것으로 나타나, 혈중 BDNF 농도의 biomarker로서의 이용

가 높음을 보고하여, 이는 ADHD 아동에서 BDNF 유전자의

20)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성별 특이적(gender-specific)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내연구에서 BDNF Met allele이 모의 영
유아 시기의 긍정적인 양육을 매개하는 효과가 약하며 ADHD

ADHD와 BDNF 유전자 변이
가족, 쌍둥이, 입양 등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증거들

아동에서 우울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30) BDNF

은 ADHD의 병인론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

SNP(rs11030101)와 adrenergic 2A 수용체 유전자의 상호작용

할을 하고 있으며, 20개의 쌍둥이 연구결과, 한 명이 ADHD

이 연속수행평가(continuous performance test) 수행에 영향

에 이환될 경우 다른 쌍둥이 자매나 형제가 이환될 가능성인

이 있음을 보고하여 단순히 BDNF SNP 유무보다는 BDNF

21)

유전력(heritability)은 7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SNP와 다른 신경전달물질 관련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혹은

또한 ADHD와 관련된 분자유전학 연구에서 현재까지
dopamine receptor, dopamine transporter 등과 같은 cate-

환경인자와의 상호작용이 ADHD 발현에 영향이 있을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37)

cholaminergic genes, noradrenergic system과 관련된 유전

아직 ADHD 임상연구에서 BDNF의 Val66Met SNP의 결

자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나, 최근 BDNF 관련 유전 연구

과는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며 이는 연구 대상자의 성별 구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단일염기다형성(single

성, ADHD 증상이나 아형(subtype), 나이 범위, ADHD의 공

nucleotide polymorphism, 이하 SNP) 중 BDNF의 단백질

존질환(comorbidity), 인종에 따른 유전자 발현 차이 등 연

전구 영역(prodomain)의 아미노산 중 valine(이하 Val)이

구 대상자의 특징과 선정의 차이에 따른 것을 고려해 볼 수

methionine(이하 Met)으로 치환된 Val66Met(SNP number

있다. 향후 BDNF 단일염기다형성(SNP)이 ADHD의 핵심

rs6265)이다. Val66Met SNP는 BDNF 단백질의 분비(secre-

증상인 실행 기능 결함에 어떤 기전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tion)와 이송(trafficking)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22) 이는 해마-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며,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

의존적인 학습(hippocampal dependent learning)과 일화적

린 신경세포의 생존 발달에서 BDNF의 역할에 대한 근거와

기억(episodic memory)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

일부 연구에서 BDNF와 다른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혹은 환

23)24)

었다.

경인자와의 상호작용이 ADHD의 발현과 예후에 미치는 영

임상연구에서는(표 1) Val66Met SNP가 대조군에 비해

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5)

ADHD 집단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며,

이 중 229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ADHD 증상
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Met allele이 저소득 사회계

ADHD와 혈중 BDNF의 변화
BDNF는 뇌와 혈관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또한 혈액-뇌

층에서 주의력결핍 증상과 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했

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하여 뇌와 말초혈관을 양

으며,26) 1236명의 지역사회 코호트(cohort) 기반의 종단적 연

방향으로(bidirectional way) 순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의 회귀분석 결과, Met allele이 과잉행동-충동성의 연관

말초혈관의 BDNF는 중추신경계에서 파생된 것일 수도 있으

7)

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294 가족의 468명의 환아와 형제자매를 비교한 가족
27)

연구를

포함한 ADHD 환아와 대조군 비교연구에서는 Val-

며, 동물실험과 임상연구에서 말초혈관의 혈장 BDNF 농도는
뇌의 BDNF의 농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38)39)
임상연구를 살펴보면(표 2), 정상대조집단과 비교 시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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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Turkey

China

Korea

Taiwan

25 countries

Sweden

Korea

Germany

Spain

USA

Ozturk et al.
(2016)25)

Li et al. (2014)36)

Park et al. (2014)30)

Tzang et al.
(2013)31)

Gunnar et al.
(2012)59)

Bergman et al.
(2011)7)

Cho et al. (2010)35)

Conner et al.
(2008)12)

Ribasés et al.
(2008)32)

Lasky-Su et al.
(2007)26)

Country

Ortega-Roja et al.
(2017)29)

Author (year)

229 ADHD
families
(345 offspring)

330 children,
216 adults/
539 children,
539 adults

143

202/159

1236

612

312 probands
in 285 families

92/41

170/155

201/99

SNP-by-SES interactions using the inattentive symptom count
hCV102787,
hCV1177022,
hCV1177024,
rs1038660, rs1013442,
rs1565228, rs1387144,
BDNFa30,
Val66Met, BDNFa44

The single-marker and haplotype-based analyses provided
evidence of no association between BDNF and both
adulthood and childhood ADHD
rs1491850 (children,
adult)
rs11030096 (children)

9.3 (± 2.6),
29.6 (±12.06)/
39.9 (17)

M : 79 (73.1%
of adults and
82.4% of
children)
M : 210 (60.9),
F : 135 (39.1)

None of the SNP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DHD
symptoms

A genotype of the BDNF rs11030101 polymorphis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HD only in girls

Met allele on ADHD symptoms reflects an influence on persistent
hyperactivity-impulsivity symptoms

Youth with Val/Met or Met/Met genotypes exhibited fewer
symptoms than Val/Val genotypes

There was no evidence for an overtransmission of the risk alle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orbid symptom
severity between ADHD children with the BDNF Val/Val
genotype and those with the Val/Met or Met/Met genotypes

Val allele frequency was higher in females with ADHD than
in controls
In females with ADHD, Met/Met genotype carriers had a tendency
of higher plasma BDNF levels than Val allele carriers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BDNF gene Val66Met SNP
polymorphism and ADHD
GG genotype was more frequent in the patients with ADHD and
the ADHD-C subtype than in the control group

None of the genetic variants analyzed

Results

rs6265

rs11030101
rs6265
rs16917204

Val66Met

Val66Met

rs1519480
rs6265
rs7940188
rs7103411
rs7103873

Val66Met

Val66Met

Val66Met

Val66Met

Genetic marker

31.3 (± 11.7)

9.0 (± 2.5)/
9.0 (± 0.7)

11.62 (± 1.48)

13.0 (± 2.9)

9.26 (± 2.67)/
9.68 (± 2.83)

9.4 (± 2.3)/
9.5 (± 1.4)

10.78 (± 2.01)/
10.73 (± 1.92)

10.17

ADHD/controls

Age, mean (SD)

M : 143 (100)

M : 174 (86.1)/
M : 111 (69.8)

M : 170, F : 432

M : 257, F : 55

M : 72, F : 20/
M : 27, F : 14

M : 86, F : 84/
M : 76, F : 79

M : 157, F : 44/
M : 55, F : 45

M : 83.01

ADHD/controls
97

Sex (n,%)
ADHD/controls

Sample size (n)

Table 1. Descriptive data of correlations in genetic variants of BDNF and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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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
Norway,
Spain)

1445 adult/2447
4 studies
(Germany,
Sánchez-Mora
et al. (2010)33)

Meta-analysis

Lee and Song
(2015)34)

8 studies
3594/4040
(European :
7, Asian : 1)

341 probands
and parents
UK and
Ireland
Kent et al. (2005)60)

BDNF : 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 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M : male, F : female, SNP :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Val : valine, Met : methionine, SES : socioeconomic status, OR : odds ratio

No association between the p.Val66Met polymorphism and
ADHD was found in any of the four populations

11.1 (± 2.8)

Val66Met
(rs6265G > A)

No association between ADHD and the BDNF 196A allele in all
participants
Val66Met

Preferential transmission of the Val (G) allele of BDNF with
a strong paternal effect (OR = 3.2)

No evidence for preferential transmission of common Val
allele of the Val66Met polymorphism in ADHD
M : 363 (77.6),
F : 105 (22.4)
294 families
Germany
Schimmelmann
et al. (2007)27)

Lee et al. (2007)28)

Canada

266 families
(315 children)

M : 80.8

11.3 (± 3.2)

Val66Met

None of the individual marker alleles showed significant
evidence of association with ADHD
rs6265, rs11030104,
rs2049046

Age, mean (SD)
ADHD/controls
Sex (n,%)
ADHD/controls
Sample size (n)
ADHD/controls
Country
Author (year)

Table 1. Descriptive data of correlations in genetic variants of BDNF and ADHD (cintinued)

Genetic marker

Results

BDNF and ADHD █ Kang NR, et al

환아 집단에서 혈장 BDNF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
한 혈장 BDNF 수준과 ADHD의 주의력결핍 증상과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ADHD의 발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도파민과 세로토닌 신경체계의
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BDNF의 활성이 강화된 것으로 고려
하였다.36)40)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대조군에 비해 ADHD군
에서 혈중 BDNF 농도가 낮았으며,41)42) 특히 CorominasRoso 등5)의 연구에서 54명의 ADHD 성인 집단과 대조 성인
집단의 혈장 BDNF 농도를 비교한 연구결과, 평균 33세의
ADHD 성인 집단의 BDNF 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ADHD
하위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BDNF가 신경가
소성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낮은 BDNF
농도는 ADHD의 주요 증상인 인지기능 결핍과 관련이 있으
며, 아동기에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신경체계의 보상을
위하여 BDNF가 활성화되어 일부 시기에 농도가 높다고 하
더라도 ADHD의 만성적인 질병 경과로 인하여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집단에서는 BDNF의 활성도가 떨어지며 오
히려 ADHD의 만성적인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고하였다.
ADHD 집단과 대조군의 혈중 BDNF 농도를 비교한 연구에
서는 성인, 소아청소년 모두 ADHD군과 대조군에서 BDNF
농도의 차이가 없었으며,43-46) 최근 Zhang 등47)이 발표한 메
타분석에서 말초 BDNF 혈중농도는 ADHD군과 대조군에
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아직은 일관된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말초혈액에서 BDNF는 일부가 혈소판에
저장되며, 혈액 응고 과정에서 방출되어 혈청(serum) 농도가
혈장(plasma) 농도보다 200배가량 높으며,48) 혈청(serum)
BDNF는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49) 혈장(plasma) 혹은 혈청
(serum)에서의 측정방법과 시기에 따른 연구방법의 차이가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점,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초혈
액과 뇌척수액의 농도 및 생리학적 활성과의 연관성과 관련
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며, 또한 대조군과의 인구학적 변수의 매칭이 부족했
던 점, 불안, 우울과 같은 동반 증상의 고려를 하지 못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향후 말초혈액에서 BDNF
농도에 미치는 인자들을 최대한 고려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
하며 또한, 일부 연구에서 소아청소년 시기와 성인 ADHD에
서의 BDNF 농도 변화가 상반되게 보고되어 ADHD 질환의
만성적 경과를 고려할 때 병의 진행에 따른 BDNF의 역할과
농도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journal.biolpsychiatry.or.kr 25

26

107/41

Cubero-Millán Spain
et al. (2017)41)

41/107

Korea

Shim et al.
(2008)40)

M : 32, F : 9/
M : 41, F : 66

M : 26, F : 5/
M : 11, F : 19

M : 37, F : 38/
M : 17, F : 22

M : 42, F : 3/
M : 41, F : 4

M : 86, F : 84/
M : 76, F : 79

M : 25, F : 5/
M : 23, F : 6

M : 42, F : 7/
M : 32, F : 8

M : 85, F : 22/
M : 30, F : 11

9.0 (± 1.3)/
8.8 (± 2.3)

8.45 (± 1.57)/
8.87 (± 1.92)

33.43 (± 8.99)/
34.07 (± 9.40)

10.71 (± 2.48)/
10.31 (± 2.04)

9.4 (± 2.3)/
9.5 (± 71.4)

7.59 (± 2.01)/
7.43 (±1.95)

8.6 (± 2.4)/
8.7 (± 2.2)

9.59 (± 2.77)/
10.22 (± 2.58)

10.3 (± 2.1)/
10.9 (± 2.8)

ADHD/controls

Age, mean (SD)

Plasma

Serum

Serum

Serum

Plasma

Plasma

Serum

Serum

Serum

Biomaterial

69.77 (± 23.20)

38.82 (± 8.29)

Total : 183.9 (± 209.1),
M : 174.1 (± 191.9),
F : 193.3 (± 225.5)

374.91 (± 175.60)

8.7 (± 12.3)

34.39 (± 11.88)

16.4 (± 7.6)

controls

BDNF mean (SD)

healthy controls

with ADHD compared to

significantly lower in adults

BDNF serum levels were

with ADHD

levels in untreated patients

No alteration of serum BDNF

of control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HD patients were

The mean plasma BDNF levels

patients

significantly lower in ADHD

The mean BDNF levels were

BDNF levels

did not differ in terms of

The ADHD and control groups

conduct disorder

impulsive group with comorbid

concentrations in hyperactive-

ADHD due to the lower

Reduction in BDNF in untreated

between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Serum BDNF did not show any

Results

Total : 840.5 (± 53.5),
M : 825.2 (± 361.4),
F : 864.4 (± 425.4)

Total : 575.9 (± 32.2),
M : 574.9 (± 255.3),
F : 580.8 (± 333.1)

symptoms

with the severity of inattention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Plasma BDNF levels had a

levels of ADHD patients

differences in plasma BDNF

There were also significant

ADHD and controls

Total : 2124.45 (± 1044.31), Total : 2157.63 (± 694.94),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M : 2233.40 (± 1060.23),
M : 2196.40 (± 632.76),
difference was found in mean
F : 1557.90 (± 821.91)
F : 2135.19 (± 744.44)
levels of serum BDNF between

52.13 (± 20.76)

39.33 (± 10.41)

Total : 256.5 (± 186.1),
M : 265.3 (± 204.1),
F : 245.0 (± 166.1)

190.70 (± 99.06)

11.1 (± 16.8)

30.16 (± 12.63)

14.7 (± 8.4)

ADHD

BDNF mean (SD)

BDNF : 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 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M : male, F : female

31/30

Turkey

54/59

Sargin et al.
(2012)46)

Roso et al.
(2013)5)

Spain

45/45

Italy
Scassellati
et al. (2014)45)

Corominas-

170/155

29/29

Iran

Saadat et al.
(2015)42)

Li et al. (2014)36) China

49/40

Turkey

Şimşek et al.
(2016)44)

Bilgiç et al.
(2017)43)

M : 88, F : 22/
M : 31, F : 13

ADHD/controls

110/44

Sex (n, %)
ADHD/controls

Sample size (n)

Turkey

Author (year) Country

Table 2. Descriptive data of changes in peripheral BDNF level in population with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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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에서는(표 3) methylphenidate로 6주간 치료받은

하게 상승하였고, 과잉활동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특히 치료
ADHD 집단에서 치료 이후에 혈장 BDNF의 수준이 유의미

전 BDNF 농도가 낮을수록 치료 이후에 과잉활동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2) 특히 BDNF 농도와

치료 반응의 관계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ADHD 아동에서

BDNF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 부전을 보상하기 위

해 BDNF 혈장 농도가 높아져 있다고 가정할 때, 혈장 농도가

높을수록 생물학적인 병인이 더 심각한 것을 반영하며 그럴

수록 치료 반응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 8주간 methylphenidate 치료 후, 대조군에 비해

ADHD 집단에서 유의하게 혈중 BDNF 농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부주의 우세형에서 BDNF 농도의 증가가 더 높아서

BDNF의 농도가 부주의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53) BDNF의 증가가 치료 효과에 미치는 기전에 대해서

일부 연구에서는 BDNF를 생산하는 줄기세포가 선조체(cor-

pus striatum)에서 도파민 활성 뉴런(dopaminergic neuron)

을 재생할 수 있으며 이 부위의 시냅스 소포(synaptic vesicle)

의 이동(trafficking)과 결합(docking)에 관여하여 도파민

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54)

(dopamine) 작용을 강화시킴으로써 중추신경자극제의 반응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8주의 methylphenidate 치료 후

ADHD 소아청소년 환아에서 유의하게 혈중 BDNF 농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52)

ADHD 치료제인 아토목세틴(atomoxetine)으로 3개월간

C : 67.6,
IA : 26.4,
HI : 5.8

102

Kim et al.
(2011)57)

MPH 12 weeks

MPH 8 weeks

193.06 (± 95.38)

ATX 3 months Total : 52.13 (± 20.76)
IA : 56.84 (± 28.09)
C : 50.25 (± 17.49)

271.06 (±111.35)

Total : 47.38 (±14.92)
IA : 47.96 (±18.64)
C : 47.16 (±13.83)

CGI scale
ADHD rating
scale-IV

Conner’s
parents rating
scale

Conners’ ADHD
rating scale

Association between
homozygosity for the Val allele
of BDNF and better response
to OROS-MPH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BDNF and
improvement in hyperactivity
symptoms during treatment

No correlation

The increase of serum BDNF
levels with methylphenidate
treatment after 8 wee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attentive group

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DNF : 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 IA : inattentive, HI : hyperactive/impulsive, C : combined, MPH : methyphenidate, ATX :
atomoxetine, CGI-S : Clinical Global Impression Severity, CGI : Clinical Global Impression, Val : valine, OROS : osmotic release oral system

8.7 (± 2.1)

IA : 4 (14.3),
7.58 (± 2)
HI : 10 (35.7),
C : 14 (50.0)

28

Amiri et al.
(2013)52)

33.43 (± 8.99)

계(mesolimbic dopamine system)를 강화시킨다는 보고도

IA : 15,
C : 38

행동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증가되었으며, 중뇌변연계 도파민

54

피질(pyriform cortex)과 해마(hippocampus)에서의 BDNF

RamosQuiroga et al.
(2014)55)

주입했을 경우 중추신경자극제가 실험동물의 조건화된 보상

Total : 2626.33 (± 1528.05) Total : 3255 (±1908)
CGI-S scale
IA : 1224.45 (± 955.40)
IA : 5053.91 (±2594.60)
HI : 2655.21 (± 2006.39)
HI : 3482.87 (±1713.14)
C : 2774.29 (± 1381.12)
C : 2992.94 (±1820.41)

보호(neuroprotective) 또는 신경가소성 효과(neuroplastic

MPH 8 weeks

methylphenidate 주입 후 쥐의 나이가 들수록 BDNF 단백

8.8 (± 1.5)/
8.8 (1.1)

질 농도가 증가하였으며,51) 이는 ADHD의 약물치료가 신경

IA : 4 (8),
HI :10 (20),
C : 36 (72.0)

amphetamine의 반복적인 투여가 편도체(amygdala), 이상

50/50

BDNF and
treatment outcome

ADHD 약물치료와 BDNF의 변화

Akay et al.
(2018)53)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8) Cocaine과
Treatment
outcome

tum)의 BDNF 농도를 5배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며,50)

Pretreatment
BDNF, mean (SD)
ADHD/controls

쥐의 복강내 methylphenidate 주입이 선조체(corpus stria-

Drug Duration

피네프린의 분비를 자극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동물연구에서

Age,
mean (SD)
ADHD/controls

용된다. 이러한 중추신경자극제는 중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

Subtype,
n (%)

ADHD의 치료제로 중추신경자극제인 메틸페니데이트

Sample
size (n)
ADHD/
controls

(methylphenidate), 암페타민(amphetamine) 등이 흔하게 사

Author (year)

effect)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BDNF를

Posttreatment
BDNF, mean (SD)
ADHD/controls

있다.50)

Table 3. Descriptive data of correlations in ADHD medication treatment with level of BDNF or genetic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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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은 ADHD 성인 집단에서 3개월 이후에 유의미한 증

달 질환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조현병과 같은 질환에서도 많

상 호전이 관찰되었고, 전체 집단에서는 BDNF 수준의 유의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특히 BDNF가 해마와 대

미한 변화는 없었으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혼합

뇌피질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도파민 체계와 세로토닌 신경

형 하위 집단과는 다르게, 주의력결핍 하위 집단에서만 치료

세포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ADHD에

55)

이후 BDNF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 결과는 BDNF

서 하나의 병인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BDNF 유전형에 관한

가 atomoxetine의 치료기전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연구에서는 Val66Met SNP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

시사하지만, atomoxetine 투여 시 과잉행동의 호전은 없었으나

졌으나 아직 비일관적인 결과들이어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인지적 능력의 향상을 보고한 이전 연구와56) 일부 연구에서 메

일부 연구에서는 ADHD의 만성적인 경과 차이에 따른

틸페니데이트 치료 후 부주의 우세형 집단에서 BDNF 농도가

BDNF 농도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치료 전후에 BDNF

높아진 것에 비해, 아토목세틴(atomoxetine) 치료 후 부주의

농도의 변화와 더불어 증상의 호전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어

우세형 집단에서 BDNF 혈중농도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을

BDNF가 약물치료의 효과에 미치는 기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

고려할때 atomoxetine이 뇌 회로에서 선택적 BDNF 발현에

할 것으로 생각된다. ADHD의 발병 및 치료에 BDNF의 역할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효과(modulating effect)를 갖고 있음

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카테콜아민(catechol-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mine) 가설로 설명되는 발병과 치료기전 이외에도 ADHD의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BDNF Val66Met 유전형에 따른
치료 반응을 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한 연구에서는 102명의
ADHD 아동에서 12주간 osmotic release oral system-methylphenidate 치료 이후 Val/Val 유전형이 더 좋은 치료 반응
을 보였다.57) 다른 국내연구에서는 ADHD의 쥐 모델 실험에
서 해마(hippocampus)의 BDNF가 대조군 쥐에 비해 감소
되어 있으며 atomoxetine을 3주간 치료했을 때 atomoxetine
의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공간 기억력(spatial memory)의
향상과 BDNF 농도가 증가하며 이는 해마(hippocampus)에서
의 BDNF 발현의 증가가 공간 기억력 호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병과 치료기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
각된다.
중심 단어：BDNF·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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