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법용량
1일 1회 오전에 경구 투여한다.
이 약은 물과 함께 정제 그대로 복용해야 한다. 정제를 씹거나 자르거나 분쇄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음식과
함께 복용하여도 무관하다.

1) 메틸페니데이트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
환자연령

권장초기용량

소아(6-12세)

18mg/day

청소년(13-17세) 18mg/day
성인(18-65세)

18mg 또는 36mg/day

2) 최근 메틸페니데이트 투여받은 환자
메틸페니데이트 속방제제 1일 2회 또는 1일 3회 또는 메틸페니데이트 서방제제(8시간 지속형)를 10-60mg/
일 투여받은 환자에서의 권장 용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존메틸페니데이트
1일용량

콘서타OROS서방정(12시간 지속형)
권장 초기용량

5mg 메틸페니데이트 1일 2회 또는 3회,
20mg 메틸페니데이트 서방제제(8시간 지속형)

18mg 1일 1회

10mg 메틸페니데이트 1일 2회 또는 3회, 40mg 메틸페니데이트
36mg 1일 1회
서방제제(8시간 지속형)
15mg 메틸페니데이트 1일 2회 또는 3회,
60mg 메틸페니데이트 서방제제(8시간 지속형)

54mg 1일 1회

20mg 메틸페니데이트 1일 2회 또는 3회

72mg 1일 1회

위의 용법, 용량 외에 다른 용법, 용량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적 판단에 따라
초기용량을 설정한다.

3) 용량 적정:
투여용량은 환자의 증상 및 약물 반응에 따라 환자별로 설정하도록 한다. 임상적 유익성 및 내약성 평가에 기
초할 때 저용량에서 최적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는 1주 간격으로 18mg씩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환자 연령에 따른 최대 투여 용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환자연령

최대투여용량

소아(6-12세)

54mg/day

청소년(13-17세) 72mg/day, 단, 2mg/kg/day를 초과하지 않는다.
성인(18-65세)

72mg/day

메틸페니데이트로써 18mg과 36mg 사이의 용량을 처방할 때 27mg을 사용할 수 있다.

4) 유지 및 장기간 치료
대조군이 있는 임상시험으로써, ADHD 환자가 이 약을 얼마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된 임상시험은
없다. 그러나, ADHD의 약물학적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7주 이상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을 평가한 대조군이 있는 임상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ADHD 환자에게 이 약을 장기간 처방하는 경우, 약물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환자의 사회 기능을 평가
하는 시험을 통해, 이 약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한다.

5) 용량 감소 및 투약 중단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 용량을 감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약을 중
단한다.
적절한 용량으로 조정한 뒤에도 한 달 동안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약의 투약을 중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