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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태성 진전증은 잘 알려진 질환으로 역학 조사상 가장 흔한, 이상운동 질환으로 보고되

어 있다(RAjput등 1982). 본태성 진전증의 진전은 일반적으로 상지의 원위부에 자세성 진

전으로 나타나고, 움직일때는 진전이 점차 줄어지다가 목점점 가까이에 가서는 다시 나타나

는 양상을 보인다. 대개 진단은 소뇌 이상이나 추체외로계 이상이 없는 점 등으로 쉽게 내

릴 수 있다. 그래서 본태성 진전증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정립된 질환으로서 , 최근 분자생

물학과 기능성 뇌촬영법의 발달로 질환의 이해에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저자는 본태성 진전증에 대한 그동안 보고

된 자료들을 참조하여, 핸재의 견해들과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잇

Smswldp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다.

유전성

본태성 진전증은 체염색체 우성 유전을 하지만, 유전적 불균질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uis와 Ottman, 1996). 그리고 pentrance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Larsson과

sjogren(1960)은 70세 또는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penetrance가 완전하다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Findley, 1984). 또 유전성이 없는 예도 많이 보고되어

있다.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 친척중에 한 사람 이상이 본태성 진전증에 이환될 수 있는

확률은 보고자에 따라 17%에서 70%로 아주 다양하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이 환자의 진술

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보다 정확한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친척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

정을 하는 대단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Kaneko등(1993)은 늦은 나이에 본태

성 진전증이 나타난 환자들에서 androgen receptor gene에 CAG repeats의 수가증가된 소견

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 환자에서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성 이상소견을 관찰하여, 환자에

서 SBMB(spinal and bulbar muscular atrophy)도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러 신

경계 질환에서 불안정한 CAG repeats과 연관되어 genetic anticipation phenomenon이 나타

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본태성 진전증에서도 가계내에서 발생 연령등과 관련되어 genetic

anticipation phenomenon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Bragoni등, 1997) 그래서 늦은 나이에

나타나는 본태성 진전증에서 CAG repeats가 실제로 증가하는지의 여부와, 본태성 진전증과

SBMB와는 어떤 유전적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태성 진전증은 여러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중 대표적인 질환이



이긴장증이었는데, 최근의 연구결과, 본태성 진전증과 특발성 염전성 이긴장증(idiopathic

torsion dystonia)은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질환임이 밝혀졌다(Conway등, 1993). 기타 연관

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는 편두통, 당뇨병, 불안성 하지 증후군(irritable leg

syndrome), 골관절염, 백내장, 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다. 이중 편두통이 가장 상관성이 많

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iary(1990)이 편두통과 본태성 진전증간의 상관성을 연구해 본

결과, 74명의 본태성 진전증의 환자중 36.5%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58명의 편두통

환자중 17.2%가 본태성 진전증과 편두통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들 질환

간의 유전적 연관성은 차후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역학

본태성 진전증은 여러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임은 이미 알려져 있다. 지금

까지 연구된 역학적 조사에 의하면 유병율은 인구 10만명당 보고자에 따라 305명에서 1700

명(Rajput등, 1984, Larsson과 Sjogren, 1960)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수치상에 차이가 많

은 것은 연구자들 간의 방법적인 차이점도 있겠으나, 본태성 진전증이 대개 혈족을 따라 나

타나는 경향이 있고, gene expression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위험 요소에 지역에 따

라 차이있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어느정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Wong등, 1991)

여하튼 연령에 따라 유병율도 변화하는데 40세 이상에서는 0.4%에서 6.7%정도이고, 70세

이상에서는 8.37%(Larsson과 Sjogren)에서 12.6%(Rau-takorpi등, 1982) 정도이다. 발생빈도

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Rajput등은 49세 이후에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

하게 되어 90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남녀사이의 빈도분포는, 일부 환자에 있어서 성염색체의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연구

자에 따라 남녀의 성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양성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비교적 근래에 보고된 연구에서 남자쪽에서 약간 유병율이 높

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Rajput등, 1984; Salemi등 1994; Louis등 1995),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성 있는 대단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환된 부모의 성은 자식에게

서 진전증의 정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민족간의 유

병율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Louis등이 뉴욕의 Northern Manhattan에 거주하

는 2117명의 병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병율은 백인이 흑인보다

높았으며, 스페인계 사람들은 그 중간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태성 진전증과 장수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 Minor(1935)에 의

하여 제시되었다. 이후 Rajput등(1984)은 Rochester에서 시행된 생존률조사를 탱해 연구한

결과, 그의 가설을 입증하는데 실패 했다. 그러나 최근 Jankovic등(1995)은 진전증과 수명

과의 관계를 새롭게 연구하였는데,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부모중에서 진전증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평균 9.2년을 더 살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과연 본태성 진전증에 노화를 반

대하는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진전증이 노화 과정의 한 부속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

실하지는 않다.

발생연령

발생연령에 대해서는 일찍이 Critchley(1949)가 청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다고 보고한 반면에 Lasson과 Sjogren(1960)은 50세 주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였

다. 이후 Lou와 Jankovic이 350명의 본태성 진전증 환자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20대와

60대에 각각 많이 발생하는 이정점분포(bimodal distribution)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Jankovic등의 251명을 대상으로한 다른 연구에서도 19.0±11.4와 45.6±7.4로 약간의 나이차

이는 있으나 이정점분포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본태성 진전증이 발생 연령

상 이정점분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Harris와 Smith는 이정점분포

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유전자가 작용할 것이라는 ‘two gene hypothesis'를 주장했다.

그러나 후기에 발생되는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가계에서 초기 발현되는 친척도 발견되고,

후기에 발생되는 경향이 어떤 특정한 가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은 현

재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Bain 등, 1994), Crithchley(1949)는 본태성 진전증이 계속적으

로 유전되는 가계어서 젊은 나이에 진전증이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

는데, Koller등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다.

병태생리

병태생리적으로 본태성 진전증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 사후검사에서

도 본태성 진전증의 병변부위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Rajput, 1991). 그러나 편마비가 있

는 경우(Young, 1989), 소뇌경색이 있는 경우, 반태편 시상에 정위뇌수술, 경색 또는 출혈이

있는 경우, 및 반대편 뇌교에 경색이 있는 경우등에서 진전증이 소실되었다는 보고들을 통

하여, 본태성 진전증과 연관된 병변 부위가 어디인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 동물실험

을 통해서 보면 rhythmical firing cells이 하부올리브핵과, 소뇌 및 시상에 있는 것이 발견

된다(Longo와 masotti, 1985)그리고 동물실험을 통해서 상소뇌각(superior cerebellar

peduncle)과 olivocerebellar fibers가 자세성 진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그래

서 olivocerebellar oscillation이 crebellar projection을 통해 시상으로 전달되어, 대뇌피질을

경유하여 적핵통해 마지막으로 척수나 연수에 있는 운동세포를 자극하는 경로와, crebellar

projection을 통해 직접 적핵을 경유하여 척수나 연수에 있는 운동세포를 자극하는 경로, 이

두 경로를 통해서 진전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일뿐 확실한

경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경로상 특히 중요한 부분은 dentatothalamic tract인데, 진

전에 이 경로가 관여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전

기생리학적으로 dentato-thalamic tract이 진전증의 유발회로의 일부분임을 규명해 보기 위

해 일단의 실험을 하였다. 소뇌의 치핵 신경세포가 시각으로 인도되는 움직임에 관여하는

반면에 기억으로 조절되는 움직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으로

인도되는 임직임과 기억으로 조절되는 움직임에서 진전의 진폭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시각으로 인도되는 움직임에서 의미있게 진전의 진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서

dentato-thalamic tract이 진전 유발에 관여하는 회로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PET 검사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 양측 소뇌에 활성이 항진된 경우와 연수측 하부 올리브핵

에 활성이 증가된 소견이 있었다. 그리고 Bucher등은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을 통해서 연구

한 결과, 반대측의 대뇌일차운동영역 및 감각 영역, 담창구, 시상 등과 양측의 소뇌치핵, 소

뇌 반구, 적핵 등에 활성이 증가된 소견을 관찰하였다. 아마도 이들 결과는 앞에서 추정된



진전 유발회로를 부분적으로 증명해주는 소견들로 생각된다. 앞으로 많은 연군를 통해 본

태성 진전증과 연관된 신경회로에 대한 지식이 보다 완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생리적 측면

근전도 검사상 근전도 활성은 burst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작용근과 길항근사이에

cocontraction양상을 보이거나 alternating 패텅을 보인다. 과거에는 cocontraction형태만 나

온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는 점에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작용근만 수축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Boose등은 24시간동

안 지속적으로 근전도 활성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본태성 진전증 환자를 대상

으로 측정한 결과 한 손에는 alternating패턴이 나타나고, 동시에 반대손에는 cocontraction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alternating과 cocontraction패턴 외에 둘중 어느것이라

고도 분류할 수 없는 non-classical type도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Accelometer검사상, 초기에는 스펙트럼분석에서 다상의 peaks를 보이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질수록 하나의 커다란 peak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의 전기생리적 연구의 관심사는 외부에서 교란을 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본태성 진전

증의 양상과, 수의적 운동과 본태성 진전증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말초적으로 물

리적인 자극을 주든지 아니면 전기적인 자극을 주든지, 진전의 진폭에 연관된 충분한 크기

의 자극이 가해지면 진전의 리듬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전기적

인 자극을 운동 피질에 가한 경우에는 특별한 진전증이 변화되지 않는데 반하여, 자기 자극

을 운동 피질에 가할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증의 양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자극은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원에 transympatic pattern으로 자극을 주는 반면에, 전기

적인 자극은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원에 직접 작용한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자기자극이 본

태성 진전증을 변화시키는 것은 직접적인 운동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른 대뇌피질내의

조직에 자극을 주기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손목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도록 한 경우에, 근전도상 작용근(1)-길항근-작용근(2) 순으로

근수축 반응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해 작용근(1)의 작용은 눔직임을 할 수 있는 추진력

을 제공하는 것이고, 길항근은 움직임을 운동 끝점에 멈추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작용근(2)

는 움직임의 끝에 나타나는 oscillation을 그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소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작용근(1)과 길항근의 수축 기간이 연장되는 소견을 보이거나, 길항근의 수축이

작용근(2)의 수축 후까지도 연장되는 소견을 보인다. 전자는 dysmetria의 진기생리학적 소

견으로 추정되며, 후자는 dysdiadochokinesia의 소견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소뇌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들의 수축 timing을 조절하는데 이상이 나타난다는 본태성 진전증에서

작용근(2) 수축의 잠복기가 늦어지는 양상을 관찰하였는데, 이 역시 근육수축의 timing이상

으로서 소뇌의 이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본태성 진전증에 소뇌이상이 관여할 것으로

그들은 추정하였다.

기타 신경생리학적 연구로서, Elble는 본태성 진전증에서 반응시간과 운동시간은 특별히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진전증 자체는 신경기능에 특별한 장애를

주지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본다.



생화학적 측면

본태성 진전증에 생화학적인 연구도 다른 방면의 연구에 비해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일찍

이 wilson등은 베타-아드레너지성 수용체를활성화싴미는 어떤 내부적 신경전달물질이 본태

성 진전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뒤이어 Barkhatova와 Ivanova-Smolenskaia는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 혈중과 소변에서

catecholamine의 농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뇨중 농도는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반면에 혈중

농도는 정상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미루어 체내 catecholamine의 pool이 감소되

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catecholamine계의 이상과 아드레너지성 수용체의 과감

작이 본태성 진전증의 발병기전에 일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최근 Mally등의 연구에 의하면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척수액 검사상 GaBA와 Glycine 및

serine의 농도는 떨어져 있는 반면, glutamate는 약간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면 생화학적으로 본태성 진전의 발병기전을 보다 명확

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양상

본태성 진전증은 주로 상지를 침범하며 자세성 진전을 보이는 질환이다. 그러나 상지 외

에도 목, 다리, 몸, 음성, 턱, 안면 근육등을 침범한다.

Koller등의 연구에 의하면 손 90%, 머리 50%, 성대 30%, 다리와 턱이 15%정도 침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진전증이 두부를 침범한 경우에 yes-yes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되

었으나 실제로는 no-no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며 oblique형태의 두부 진전도 간혹 나타난다.

대개 진전증은 처음에는 흥분 상태에서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영구화되는 양상을 보이낟. 그러나 시간이 자나서 치유된 예도 보고된 바는 있다. 진전증

은 감정 변화, 배고픔, 피로, 극도의 온도의 변화등에 따라 심해질 수 있다. 역으로 진전증

은 수의적으로 경미하나마 어느정도 조절이 될 수 있으며, 익숙한 움직임을 할 때 잠시 억

제될 수도 있다. 진전증의 처음 발현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흑자는 한쪽에서부터 발현된다고 하기도 하고, 흑자는 대칭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일

반적이라고 하기도 한다. Bain등의 연구에 의하면, 양손에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80%정도

있으며 나머지는 우월한 쪽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본태성 진전증 환

자에서는 왼손잡이가 17%로서 8%인 정상인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Koller등의 연구에 의하면 왼손잡이가 6%정도로서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Koller등의 조사 대상이 678명으로서 Bain등의 조사대상수보다 5배이상 많기 때문에,

일단은 왼손잡이에게 본태성 진전증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

다. 그러나 한쪽으로부터 시작 할 때 어느 쪽이든 우월한 쪽부터 시작되는 경향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개 한쪽에만 심한 자세성 진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본태

성 진전증보다는 이긴장증이나 파킨손증후군 또는 기질적 병변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진전이 파급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Lou

와 Jankovic은 상지의 진전증이 발현되면 머리, 얼굴, 혀 턱 등의 부위로 진전이 위로 퍼져



가는 경우가 많으며, 다리로 파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였으나, Bain등은 팔로부터

다리로 퍼져가는 양상이 팔에서 머리로 파급되는 양상보다 약간 많았다고 하였다. 물론

Lou와 Jankovic의 연구에서는 이긴장증 환자가 본태성 진전증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만, Bain등의 연구도 불과 131명에 한정된 조사였던 것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

은 환자수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태성 진전증의 심한 정도는 발생 연령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고, 다만 진행된 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조기에 발병할수록 후기에 발병한 경우보다 손이

침범되는 확률이 높고 이긴장증이 동반될 가능성도 더 높다고 한다. 또한 후기에 발병될수

록 머리에 진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낮은 빈도의 진전을 보인다고 한다.

본태성 진전증은 대개 큰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양성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사실은

환자 본인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Koller등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18%가 기

능적 이상을 호소한다고 한다. Bain등의 조사에 의하면 핸디캡은 보통 20대 후반부터 시작

되어 서 60대에 가장 심한 양상을 보이며 환자중 86%가 이를 호소한다고 한다.

변형

본태성 진전증의 변형에는 primary writing tremor, 기립성 진전증, combined

resting-postural tremor, kinetic predominant tremor, weight-holding tremor, Shuddering

attacks, 국소적인 두부, 혀, 성대, 안면진전등이 있다. 이들 질환이 본태성 진전증의 변형으

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는, 1) 환자들에서 본태성 진전증의 가족력이 높으며, 2) 자세성 진

전이 자주 동반되고, 3) 알코홀로 진전의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물에 대한 반응은 서로간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kinetic predominant tremor와 기립

성 진전증은 clonazepam에 반응하는 반면에, combined resting-postural tremor와 성대진전

증은 거의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1) Primary writing tremor(PWT)

Rothwell등이 팔을 회내시킬때마다 발생하는 진전증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는 환자의 예를

보고하면서 이 질환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다. 그들은 이 환자에게서 수관절의 앞쪽면이

나, 손가락의 신전근, 대흉근 등을 햄머로 칠 때에 진전이 유발되며, 회내근에 국소적으로

근운동점 마취를 한 경우에 진전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로서 Rothwell등은 회내

근으로부터 나온 근방추의정보에 대해서 중추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진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Rothwell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보고가 뒤따랐으나, 아직도 그

발병기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학자에 따라 이 질환을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

이나, 국소적 이긴장증, 즉 writer's cramp의 한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병형으로 보여지는 소견으로는 1)진전의 빈도가 wqhsxo성 진전증과 유사하게 4내지

8Hz정도이며, 2) 일정량의 알코홀에 소실이 된다는 점등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소

견으로는, 1) 본태성 진전증은 비록 처음에는 한 쪽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이 지

나면서 반대측도 점차 침범이 되며, 섬세한 움직임을 할 때에 진전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



이나, PWT에서는 대부분 국소적으로 진전이 남아 있으며, 섬세한 움직임으로 진전이 더 심

해지는 소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writer's cramp의 한 변형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견으로는, 1) writer's cramp에서도 진전이 관찰되고 2) 특발성 염전성 이긴장증에서 진전

증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3) 한 가족내에서 writer's cramp와 서자진전등의

함께 나타나는 예도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소견으로는 1) PWT는 엄격

히 말해서 task-specific tremor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글을 쓰는

것외에 섬세한 손의 움직임에서 다소간의 진전이 발생된다는 점, 2) 연령으로 보아 PWT의

평균 발생연령이 50세 정도로서 writer's cramp보다는 15내지 20년정도 늦게 나타난다는 점

3) 전기생리학적으로는 근전도 활성의 과도한 over flow가 관찰되지 않으며, H-reflex의

reciprocal inhibition이 정상이라는 점 등이다. 근전도 활성의 과도한 overflow는 writer's

cramp의 특징적인 근전도 소견인데, PWT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중신경의 H-reflex의 reciprocal inhibition test에서는 세가지 억제파형을 관찰할

수 있는데, writer's cramp에서는 가운데 파형 즉, 시납스전 억제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

는 반면에, PWT에서는 정상적인 억제소견을 보인다는 것이다. PWT를 학자에 따라 두

아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글을 쓸때에 진전이 나타나는 type A형이고, 글을 쓰

기 위해 자세를 잡을 때 진전이 나타나는 type B형이다. 이 두 타입간의 차이점은 type B

형에서 근전도 검사상 동시 수축성 소견을 보이고, 손목관절의 전면을 햄머로 칠 때 진전이

유발된다는 점인데, type A형에서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PET검사상 양측 소뇌의

활서잉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 소견은 본태성 진전증과 기립성 진전증에서도 공히

관찰되는 소견으로서 서로간에 연관성이 있는 질환임을 시사한다.

2) 기립성 진전증(orthostatic tremor)

기립성 진전증은 기립으로 유발되는 고빈도의 진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Heilman(1984)이 처음으로 기술하였고, 이후 수십례가 보고되어 있다. Heilman(1984)이 처

음으로 기술한 이후, 이 질환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질환에 대한 가

장 큰 관심사였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기립성 진전증을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으로 간주

하자는 견해(Papa와 Gershanik, 1988, FitzGerald와 Jankovic, 1991)와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

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Thompson, 1986; Britton등, 1992;McManis와 Sharbrough, 1993)

사이에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립성 진전증을 독립된 질환으로 간주할 것

에 동조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 Thompson(1986)은 매우 빠른 빈도의 진전과 기립시에만

발생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이 질환을 독립된 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ompson에 이어 Britton등(1992)dms 지금까지 보고된 예들을 제한하여 일정한 진단적 기

준에 드는 25례만을 원발성 기립성 진전증(primary orthostatic tremor, POT)으로 명명하여,

본태성 진전증과 다른 독립된 질환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하였다. Britton등이 정한 기준은

임상적, 전기생리학적, 약리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즉, 1) 임상적으로는 기립시

에 불안정성이 있고, 하지 근육에 잔 물결양상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점, 2) 전기생리학적으

로는 16Hz정도의 진전이 양측 다리의 같은 근육에서 관찰되며, 동시성의 근전도 패턴이 일

정하게 관찰된다는 점, 3) 약리학적으로 clonazepam에 유일하게 진전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

인다는 점이다.



저자는 최근 Britton등이 POT로 구분한 25례들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그들이 제시한

진단적 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Britton등이 제시한 진단적 기

준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여러 예에서 임상적으로 기립 자

세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속적 근육 수축으로도 진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Fitzgerald와

Jankovic, 1991; Uncini등 1989; Deuschl등 1987)이고, 둘째는 근전도 검사상 진전의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7Hz에서 32Hz까지 다양하고, 양하지 동일한 근육에서 동시성 근전도 활성

뿐만 아니라 교대성 활성도 아울러 관찰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clonazepam이 본태성 진전증

의다른 변형에서도 혀과가 있고, clonazepam뿐만 아니라 primidone이나 phenobarbital로도

POT가 현저히 증상 개선이 되는 예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서 clonazepam이 POT에서

unique한 약물이 아니라는 점등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립성 진전증이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으로 간주되어진 이유는 1) 기

립성 진전증을 보이는 환자에서 손에 자세성 진전이 자주 관찰되며, 2) 기립성 진전증 환자

에서 본태성 진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미

루어 볼 때, 기립성 진전증을 독립된 질환보다는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PET 검사상 POT에서 양측 소뇌의 활성이

증가되는 소견도 POT가 본태성 진전의 한 변형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립성 진전증에서 기립만으로만 진전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자세이든 지속적 근육이 수축되는 상태에서는 진전이 유발되며, 환자를 위로 받쳐든 상태에

서는 진전이 발생되지 않는 양상도 보인다. 그래서 이 질환을 기립성 진전증이라고 하기보

다는 ‘지속성 근수축성 진전증’로 명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

해 본다. 또한 이 진전증은 발을 빠르게 흔드는 운동에서는 진전이 사라지는 반면에, 발을

느리게 흔드는 운동을 할 때는 다시 진전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Brooks은 근육방추체

의 nuclear bag형 섬유가 근육의 길이 변화에 대하여 수초정도 lagtime이 있다는 사실과 근

육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base-line이 재조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요

한 발견으로서, 이 현상으로 기립성 진전증에서 기립시에는 진전이 나타났다가 걸으면 진전

증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늠해 본다.

3) Combined postural-resting tremor

이 진전증은 Koller와 Rubino가 처음으로 기술한 질환으로, 말그대로 휴지성 진전과 자세

성 진전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 진전증은 trihexyphenidyl

hydrochloride, levodopa, propranolol등으로 증상이 감소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Rappoport등

은 이 진전증이 다리에 나타나는 예를 보고하였는데, 이 환자는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진

전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환자는 손에 자세성 및 활동성의 본태성 진전증을 가지고 있었

는데, 처음 손에 진전증이 나타난 후에 8년에 걸쳐 점차 다른 부위로 진전이 파급되는 양상

을 보였다. 이러한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CPRT는 본태성 진전증의한 변형일 가능성이 높

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본태성 진전증에서 주로 진전은 대부분 자세성과

활동성 진전 양상을 보이지만, 간혹 CPRT형의 진전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4) Kinetic predominant essential tremor

이 진전증은 Biary와 Koller가 처음으로 기술한 질환으로서, 오랜동안 활동성 진전증이 현

저히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경도의 자세성 진전과 본태성 진전증의

가족력이 있는점, 그리고 알코홀로 증상의 개선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일 가능성이 높다. 미루어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일 가능성이 높다. Propranolol

도 일부 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있으나, chlonazepam이 모든 환자의 진전증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다고 한다. 본태성 진전증에서 휴지성 진전이나 활동성 진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점차 발현된다는 점과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세성 진전보다 활동성 진전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더 심해진다는 점이 이미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몇 례 밖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에 대한 별 반응의 차이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점들을 미루

어 볼 때, KPET를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

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Weight-holding tremor

이 진전증은 Lang등이 처음 소개하였는데,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을 들때에만 발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Lang등이 소개한 환자는 76세의 남자 환자로서 식료품점 봉투를 팔을

늘어뜨린 상태로 옮길 때 진전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가끔씩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으며, 무거운 물건일수록 진전의 정도는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환자는

스푼을 사용할 때 도 진전을 느꼈는데, 스푼으로 음식을 떠오는 중간지점에서 제일 심한 양

상을 보였다. 그리고 알코올을 포함하여 진전증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어떤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의 어머니가 70세경에 손에 운동성 진전증이 있었고, 외삼촌도 손과

머리에 진전증이 있었다. 신경학적 검사상 손에 저진폭의 휴지성 진전과 경미한 종점(end

point) 진전은 관찰되었으나, 자세성 진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머리에 머리가 약간

기울어진 양상을 보이며, 'no-no'형의 두부 진전이 있었다. 다른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

견은 없었으며, 글을 쓰는데도 진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근전도 검사상 5Hz정도의 교대성

bursts가 관찰되었다. 이 진전증은 글을 쓰거나, 타이프를 칠 때 발생되는 진전증과 비슷하

게 일종의 action-specific tremor로 생각되어지며, 비록 두부에 이긴장증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위에 이긴장증이 없으며, 두부 진전이 보다 본태성 진전증의 가족력도있는 점으로

보아서, 본태성 진전증의 한변형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Sanes과 Hallett이 사지의 위치변화

와 전기적 자극에 대한 진전증의 변화 양상을 연구를 하였는데, 본태성 진전증과 파킨손씨

병이나 소뇌성 진전증, 또는 다른 자세성 진전증등에 비하여 외부 자극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겨로가가 나왔다.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전기 생리학적으로 weight bearing

말고는 팔의 위치나 전기적 자극과같은 외부 자극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역시 본

진전증이 본태성 진전증의 한 변형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Lang등은 말했다. 아직 Lang

등이 한 례를 보고한 이래, 다른 증례가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한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증례보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Shuddering attacks

Shuddering attacks이란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영아와 어린이에게 주로 나타

나며 의식소실이 없이 수초 동안 떠는 동작을 하는 것이다. 이때 환아는 머리와 몸을 앞으

로 굽히고 팔꿈치와 무릎도 굽히면서 몸을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한다. Vanasse등은

shuddering attacks이 있는 어린이의 대부분의 부모에서 본태성 진전증이 있음을 관찰하였

고, shuddering attacks이 미성숙 뇌에서 나타나는 본태성 진전증의 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

하였다. 이후 Barron등은 본태성 진전증에 효과가 있는 beta-blocker가 Shuddering attacks

을 가진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하여, Vanasse의 의견에 동조를 하기도 했

지만, 이에 반해 Holmes등은 shuddering attacks 환자에서 본태성 진전증의 병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를 하기도 했다. Shuddering attacks이 과연 본태성 진전증의 formefruste

로 본태성 진전증의 가족내 어린이에게 나타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단위적인 역학 조

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설진전증

Biary 와 Koller는 20명의 설 진전증 환자를 임상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중 불과 3명에서

혀에서만 진전증이 나타났으며, 다른 화낮에서는 모두 손에 자세성 진전이 함께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진전의 빈도는 4내지 8Hz정도로서 본태성 진전증과 거의 비슷하였고, 알코올

로진전이 억제되는 소견과 아울러, propranolol, primidone, 또는 clonazepam으로 진전의 진

폭이 감소되는 소견도 보였다고 하였다. 혀의 진전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3명에서 경도의

구음장애, 1명에서는 발성이상이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가 혀의 진전증을 평소에 인

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보고된 수보다는 더 많은 환자가 혀에

진전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

1) 파킨손씨병

본태성 진전증과 파킨손씨병간의 상관성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두 질환의 병적 기전을 이해하는데 두 질환간의 상관성이 중요

하며, 신경보호적 치료 측면에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Jankovic등 1995).

좀 흥미있게 말한다면,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은 파킨손으로서, 그는

paralysis agitans가 노인성 진전증과는 다른 별개의 질환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Gowers(1893)는 과연 이 두 질환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

하였다. 오랜 후에 Geraghty등은 두 질환간의 상관성을 조사해보기 위해 130명으로 본태성

진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중 25명에서 파킨손씨병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환자군을 연령과 이환병력이 유사한 특발성 파킨손씨병 환자군과 임상적 증후를 비교한

결과, 서동과 자세불안, 보행이상등이 특발성 파킨손씨병에서 더 심한 양상외에는 두 군간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태성 진전증 환자군에서 파킨손씨

병의 발병빈도는 정상군에 비해 무려 2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Cleeves



등은 상관성의 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서 1) 본태성 진전증에서 추체외로계 증후의 발

현 빈도, 2) 본태성 진전증과 파킨손씨병이 동반되는 빈도, 3) 파킨손씨병의 가족중에서 본

태성 진전증의 발병빈도, 4) 본태성 진전증 가족중에서 파킨손씨병의 발생빈도, 3개 항목에

대해 235명의 본태성 진전증 환자와 100명의 파킨손씨병 환자, 및 100명의 정상군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4개항목 모두에서 정상군에 비해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로써 두 질환간에는 유전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뒤이에 Low

와 Jankovic이 본태성 진전증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20%에서 파킨손씨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Koller등의 연구에서는 6.01%정도의 비교적 낮은

빈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두 질환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도 학자들간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현재 Jankovic과 Koller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보인

다. 즉, Koller는 두 질환의 발생빈도가 다른 질환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는 것처

럼 보일뿐, 실제로는 상관성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두 연구자가 그들이 보고한 빈도외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다른 연구보고의 소견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Jankovic은 1) PET검사상 일부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 흑질-

선조체계 이상이 관찰된다는 점과 2) 파킨손씨병을 보이는 쌍둥이의 일부에서 본태성 진전

증과 유사한 자세성 진전이 관찰되는 점 3)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 약물로 인한 이차성 파

킨손 증후군의 발생 감수성이 높다는 점 4) 사후 검사에서 일부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 기

저핵에 도파민의 함량이 50%이상 감소된 소견이 관찰된다는 점등이다. 이에 반해 Koller는

1) 빈도 조사상 Jankovic은 파킨손씨병에서 자세성 진전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분별하게 본

태성 진전증의 공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 2) 후각소실이 파킨손씨병에서는 일반적인

데 비해 본태성 진전증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 3) 만약 본태성 진전증에서 파킨손씨

병이 나타난다면 파킨손씨병이 나타나기 전에 80%이상의 선조체의 도파민 흡수능력이 감소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PET검사상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대부분에서 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 4) 사후 검사상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 Lewy body나 흑질의 세포소실 소견이 관찰되

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과연 두 질환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두 질환의 특징을 공통

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태성 진전증과 연관된 파킨손씨병의 변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

해서는, 앞으로 각 질환을 특수하게 진단할 수 있는 biologic marker가 발견되면 이러한 논

란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2) 이긴장증(Dystonia)

강직성 사두(spasmodic torticollis)와 본태성 진전증과의 연관성에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

다. 그래서 진단적 기준도 연구자에 따라 달라서 흑자는 이긴장증이 나타나는 진전증 환자

를 본태성 진전증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다른 연구자는 이런 환자들을 본태성 진전증에서

제외시키기고 하였다. 그리고 Low와 Jankovic은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가계 350명 중에서

47%가 이긴장증 소견을 보이며, 비교적 진전 증상이 경한 경우에 이긴장증이 동반되는 경

우가 많았다고 보고한 반면에, Bain등은 본태성 진전증 환작의 가계 131명중 아무도 이긴

장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최근 Jankovic등이 computer simulation

analysis를 통해 연구해 본 결과, 연구대상인 네 가족 중에서 세 가족에서 이긴장증과 본태



성 진전증이 빈번히 함께 나타나고, 다른 한 가족에서는 순수히 본태성 진전증만 나타났다.

Jankovic등은 이 연구를 통해서 본태성 진전증과 이긴장증이 공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지만, 순수히 본태성 진전증만 보이는 한 가계를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긴장증 측면에서도 본태성 진전증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는데, Dubinsky

등의 연구에 의하면 296명의 이긴장증 환자중에서 24명에서 이긴장성 진전증을 보였고, 경

부이긴장증을 보이는 8명에서 이긴장증 발생 이전에 본태성 진전증이 앞서 나타난 양상을

보였다. 이 보고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긴장증 환자에서 임상적 증후로 진전증만 초기에 나

타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k 과연 이긴장증을 본태성 지넞늦ㅇ의 진단적 기준상 어떻게 다루

어야 할지도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근전도 검사상 이긴장성 진전증은 보다

불규칙하고, 진전의 빈도에 변화가 많으며, 국소적으로 발생하고, 양특에 비슷하지 않으며,

간대성 근경련이 간혹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본태성 진전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

Ferraz등의 연구에 의하면 특발성 이긴장증과 증후성 이긴장증을 나누어 자세성 진전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각각 22.5%, 및 21.5%로서 거의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이로써 원인

에 관계없이 이긴장증의 병태생리적 이상이 진전증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

정하였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본태성 진전증에서 이긴장증이 동반되는 것도 이와 유

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Rosenbaum과 Jankovic등은 국소적인 작업-특수

질환(focal task-specific disorders)를 조사한 결과, 같은 肢(지)에 국소적 진전증과 이긴장증

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중 어떤 경우는 베타 차단제에 효과를 보이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항콜린성 제제를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두 증상

간에 병태생리적으로 상호유발의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특발성 염

전성 이긴장증과 본태성 진전증간에 유전학적으로 서로 다른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역시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병태생리적으로 상호 유발을 시키는 측면으로 이

해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본다.

분류적 측면

근래에 들어서 본태성 진전증을 임상적으로, 전기생리학적으로, 약리학적으로 세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Findley와 Gresty, 1981, Deuschl등, 1987). 우선 이에 대한

연대별 고찰을 간단히 해보기로 하겠다. 본태성 진전증이 균질성 질환이 아닐 것이라는 의

문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그 의문점을 요약하면 첫째, 많은 본태성 환자에서 propranolol

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 근전도 검사상 본태성 동시성 활성뿐만 아니라

교대성 활성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Shahani와 Young은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5% 정도에서 근전도 검사상 교대성 활성이 관찰되는 환자가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으며, 본

태성 진전증이 하나의 균질성 질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환자들이 후에 파킨손씨병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추정을 함으로써 본태성 진전증을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균질한 질환이다는 점을 고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가설은 후에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교대성 근전도 활

성을 보이는 환자들이 십수년 또는 수십년이 지나도 파킨손증후군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Sabra와 Hallett(1984)은 근전도 검사상 교대성 활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propranolol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찰하고 본태성 진전증이 균질성 질환

이 아님을 더욱 강하게 시사하였다. 뒤를 이어 Deuschl등은 본태성 진전증을 전기생리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실시하였다. Deuschl등의 연구결

과, 전기생리학적으로는 근전도 검사상 동시성의 근전도 활성을 보이거나, 길항근에서만 활

성이 관찰되고, 장잠복기반사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이며, 진전의 빈도가 5.5에서 10Hz정도의

범주가 되는 한 그룹과 근전도 검사상 작용근과 길항근 사이에 교대성 활성을 보이고,

LLR1이 증가되는 비정상적 장잠복기 반사 소견을 보이는 다른 한 그룹이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그리고 약리학적으로, 전자 그룹은 propranolol에 잘 반응하였지만, 후자 그룹은

primidone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여, 본태성 진전증에 전기생리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두 아형이 존재하며, 본태성 진전증이 하나의 균짌헝 질환이 아님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본태성 진전증이 하나의 질환임을 주장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Koller등은

61명의 본태성 진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오소에 대한 상관성 검사 겨로가,

Deuschl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본태성 진전증을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기생리학적

이나 약리학적인 어떤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 Koller등이 주장하는

바는, 시행하는 팔의 위치에 따라 근전도 활성 패텅니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동시성

과교대성 패턴이 검사중에도 계속 교차되어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여 근전도

를 통한 분류의 시도는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과연 본태성 진전증이 균질성 질환인지

의 여부가 규명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기준

본태성 진전증의 진단이 임상적 소견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진전의 양상이 진단기준에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Marsden은 본태성 진전증의 진단적 기준으로, 1) 진전이 자세

를 유지할 때 발생하고, 2) 움직임에 따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3) 추체

외로 증상이나 소뇌기능 이상을 보이지 dskg는 경우 등 세가지를 제시하였다(Marsden,

1984). 뒤이어 Deuschl등은 본태성 진전증에서 활동성 진전도 자주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

여 자세성 진전에 활동성 진전을 포함시켜, 1) 주로 자세성 및 활동성 진전을 보이고, 2) 부

가적인 심한 신경이상 소견이 없으며, 3)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등

을 진단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현재 진단 기준상의 문제점중 하나는 본태성 진전

증에서 휴 지성 진전을 보일 경우는 본태성 진전증의 진단 기준상의 문제점중 하나는 본태

성 진전증에서 휴지성 진전을 보일경우는 본태성 진전증의 진단 기준에서 배제를 해야 하는

가에 있다고 본다. 일찍이 Findley등과 Marsden은 본태성 진전증에서 휴지성 진전과

cogwheel rigidity도 관찰된다는 점을 언급해두고 있다. 그리고 Martinelli등의 보고에 의하

면 본태성 진전증 200며으이 환자중에서 전형적인 자세성 진전만 보인 경우는 169명이었고,

다른 31예는 비전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였는데, 25명은 자세성, 활동성, 및 휴지성 진전을 보

였으며, 5명은 기립성 진전, 1명은 서자진전을 보였다고 한다. 저자 역시 Kansas Medical

Center의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본 결과 본태성 진전증에서 병의 진

행이 오래된 경우에는 자세성 진전과 함께 휴지성 진전과 활동성 진전도 자주 발현되는 양



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활동성 진전 현상은 진전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자세성 진전보다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서, 환자가 일상생활에 자세성 진전보다는 활동선 진전 때문에

더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세성 진전과 활동성 진전을 본태성 진

전증의 진단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합다앟 것으로 보이나, 휴지성 진전을 함께 보인다고 해

서 진단기준에서 배제를 하는 것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잇을 것으로 생각되낟. 한편 최근

에는 진단적 기준을 임상양상에 따라 definite, probable, possible로 더욱 세분화하자는 의견

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도 휴지성 진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임상 양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세분화한 진단 기준으로서 나름대로 잘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진단기준은

단순히 임상상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로 임

상적 기준의 개선과 함께 전기생리학적 또는 약리학적 기준등이 추가되면, 보다 완벽한 진

단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별진단.

1)증대된 생리적 진전(Enhanced Physiologic Tremor, EPT)

정상인에서 손을 뻗쳤을 때, 약간의 진전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진전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틀리며, 한 개인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진전의 크기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

다. EPT는 불안등으로 인하여 생리적 진전이 증대된 상태로서, 생리적 진전과 진전의 빈

도는 동일하나 진폭이 증대된 소견을 보인다. EPT는 운동단위의 방전이 일시에

synchronization하여 발생되는데, 발병 기전상 말초성 베타-아드레너지성 활성이 증가하거

나, 혈중 catecholamine의 농도가 올라가서 발현된다. 말초성 베타-2 아드레너지성 수용체

는 방추외 근섬유와 근방추에 존재하는데, 이 수용체가 자극이 되면 근육의 수축속도가 올

라가서 진전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ETP는 일반적으로 불안 상태나, 갑상선 항

진증, 저혈당증, pheochromocytoma등처럼 베타-아드레너지성 활성을 증대시키는 대사성 이

상이나, catecholamine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며, 알코홀, morphine,베타 차단

제 등의 약물 금단시에도 나타난다. 본태성 진전증과의 차이점은 생리적 진전은 8내지

12Hz정도로서 근전도 검사상 'interference pattern'을 보인다는 점이다.

일찍이 Marsden등은 EPT환자를 대상으로 진전을 유발하는 수용체에 대한 연구를 한 적

이 있다. Marsden등은 이들 환자에서 베타 아드레너지성 자극제인 isoproterenol을 투여하

여 활동성 진전을 실험적으로 유발시켜놓고 동맥혈을 통해 propranolol을 투여하여 진전이

소실되는 것을 관찰하여서, 말초에 진전을 유발하는 수용체(peripheral tremogenic

receptors)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Young과 Growdon(1975)은 이에 착안하여 본태성

진전증에서 propranolol의 작용기전을 알아보기로 했다. 즉 정상군과 본태성 진전증 환자군

에서 isoproterenol을 투여하여 진전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propranolol을 투여하여 실험적으로 유발된 진전증은 정상군과 본태성 진전증 환자군에서

공히 사라졌으나, 본태성 진전증 고유의 진전은 사라지지않고 남아있었다. 그래서 EPT와

본태성 진전증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핼액내로 propranolol을

투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신경병성 진전증(Neuropathic tremor)

말초신경병에 진전증이 나타나는 것은 흔치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몇몇 신경병적 상태

가 본태성 진전증과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IgM파라프로테인

혈증성 신경병증(Leger등, 1992), 제 1형 및 제 2형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Harding

과 Thomas, 1980), 급성 및 만성 특발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Dalakas와 Engel, 1981),

기타 신경병증(Said 등 1982), 척수의 전각세포 질환(Thomas, 1975)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신경병성 진전증이 중추성이상인지 아니면 말초성 이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 Adams등은 CIDP환자에서 중추신경에 병력 속견이 있음을 관찰하고, 신경병성 진전증

이 중추성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Smith등은 진전의 빈도가 운동전달속도와 연

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말초성 이상임을 주장하였다.

말초신경병에서 왜 본태성 진전증과 유사한 진전이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되어진 바가 없다. 흑자는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과 본태성 진전증간에 유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Cardoso와 Jankovic은 201명의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

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 이 질환과 관련된 진전증이 본태성 진전증과 임상적으

로 유사한 점이 많고, 2) 높은 빈도로 가족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3) 진전증의 정

도와 말초신경병증의심한 정도간에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두 질환 간에 발

병기전ㅁ상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 질환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으

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현재 상태에서 본태성 진전증과의 구

별점은 우선 1) 근본적인 말초 신경병이 동반되어 있으며, 2) propranolol에 반응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Findley와 Gresty(1983)은 이 신경병성 진전증 환자의 일부에서 baclofen에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다.

3) 중뇌진전증(midbrain tremor)

1904년 Holms가 처음으로 휴지기성 진전이지만 자세를 잡거나 움직일 때에 더 심해지고

보행실조증이 동반된 예를 보고하였다. Denny-Brown(1962)은 이 진전증을 ‘rubral tremor'

라고 명명했는데, 후에밝혀진 바로는 적핵이 진전의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보다는

시상, paramedian tegmental midbrain, deep cerebellar nuclei등의 병변으로 인하여 진전이

발생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Crack등(1994)은 지속적인 뇌간외상으로 인하여 소뇌성 보행

실조증에 걸린 한 환자를 보고하였는데, 23년 후에 이 환자는 우측 손에 심한 휴지성 및 자

세성 진전을 보였다고 한다. MRI촬영상 동측의 소뇌각(cerebellar peduncle)과 흑질에 병변

이 나타났다. 이 증례는 중뇌진전의 한 예로서, 후에 나타난 진전증은 기존의 소뇌 병변에

더하여 흑질-선조체계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된 것이다. 즉 이 진전이 적핵병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질환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소견들을 이유로 현재로는 ’rubral tremor'

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중뇌 진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바에 의하면, 이 진전증에 관여하는 신경조직은 반대측 적핵-시상경

로, 흑질-선조체 경로, 치핵-적핵경로 등이며, 원인적 병변으로는 탈수초성 질환, 뇌졸중, 종

양, 화농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전의 양상은 파킨손 씨병과 같이 4Hz정도의 휴

지성 진전이지만, 자세를 취할때와 움직일때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본태성

진전증과의 차이점은 1) 진전의 빈도를 포함한 진전의 양상이 본태성 진전증과 상이하며, 2)



일차적인 신경계wlfghksdl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3) 보행실조증과 같은 다른 신경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4) 때로 본태성 진전증과는 달리, 레보도파에 반응을 보이

기도한다는 점이다.

4) 소뇌성 진전증

소뇌성 진전은 자세성 또는 활동성 진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목적점에 가서 특히 심

해지는 intention tremor양상을 보이며 진전의 빈도는 대개 4내지 5Hz정도이다. 소뇌이상으

로인한 진전은 겨냥이상(dysmetria)과 간혹 혼돈이 되는 수가 있는데, 순수한 진전은 주로

sinusoidal appearance를 보이는 반면에, 겨냥이상은 step-like movement irregularities를 보

인다. 그리고 소뇌성 진전과 관견있는 부위는 신소뇌 핵구조인 반면에, 겨냥이사오가 관련

있는 부위는 소뇌피질로 알려져 있다. 본태성 진전증과 구별되는 점은 1) 임상적으로 두

진전간의상이한 퇵성외에, 소뇌성 진전에 있어서 다른 소뇌나 뇌간이상 소견이 동반되는 경

우가 많다늕 ja이다. 즉 소뇌성 진전에는 안구운동이상, 자세이상, 보행실조증, 구음장애, 요

동(titubation)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태성 진전증에는 이런 이상 소견을 발

견할 수가 없었다. 2) Sanes와 Hallett(1990)은 사지의 위치에 따른 진전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파킨손씨병이나 소뇌성 진전증 등의 진전증은 자세가 바뀜에 따라 진전의 진폭이 변

화하는데 비해서, 본태성 진전증에서는 자세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도 두 진전증을 구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 3) 약물에 대한 반응

에 차이가 있다. 즉 소뇌성 진전증은 isoniazide, 50hydroxytryptophan등에 반응은 하지만

propranolol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본태성 진전증과는 달리 알코홀로 악화되는

소견을 보인다.

치료

1) 내과적 처치

알코홀은 오래전부터 본태성 진전증의 진단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알

코홀이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 Boecker등(1996)이 PET를 통

해서 그 작용기전을 밝혔다. PET검사상 정상인은 자세성 진전을 수동적으로 시킬때에 같은

측 소뇌에 활성이 관찰된 반면에,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는 소뇌 충부를 포함한 양측 소뇌

에서 활성이 증가되는 소견이 보였다. 이어 알코홀을 투여하였더니 정상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는 하부 올리브핵에 활성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즉 알코홀은 소뇌의 과활성 상태를 감소시킴으로써 하부 올리브핵에 afferent

input을 증가시켜 진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암코홀의 효과는본태성 진전증

에서 상당히 특징적이지만 일률적인 임상양상은 아니다. 알코홀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정

도는 연구자에 따라 42%에서 75%정도로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ain등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홀 2내지 4unit를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진전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

다. 알코홀 섭취로 지넞ㄴ증이 감소되기는 하지만 또다른 진전증이 발현되는 관계로 환자

들에게 중독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Nasrallah등은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서 알코홀 중독의



빈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를 한 적도 있다. 가계에 따른 알코홀의 반응을 보면 가계내

에 전반적으로 알코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가계가 있는 반면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와 보

이지 않는 환자가 한 가계내에 함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알코홀과 가계와의 관련성은 아직

확실한 상태는 아니다.

Propranolol과 primidone은 본태성 진전증의 치료에 대표적인 약물이다. Propranolol은 말

초성 베타-2수용체, 중추신경, 베타-1수용체, 말초기고나들에 두루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고, primidone은 아직 확실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Propranolol은 Winkler와 Young이 처음으로 본태성 진전증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

고하였다. 이후 이 약물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보고가 뒤따랐는데, 보고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6% 전후의 항진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Propranolol의 약

물 효과가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Koller등에 의하면 propranolol

을 투여한 경우에, 물을 마시거나, 글을 쓰는 등의 일상 작업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정교한 작업이나 tapping과 같은 운동작업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Propranolol은

나이가 많은 환자와, 진전의 빈도가 낮고 진폭이 큰 진전증 일수록 효과가 더 있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propranolol의 효과는 약물 농도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다.

Primidone은 치료효과가 71%정도로 propranolol보다는 더 항진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Seyfert등의 연구에 의하면, primidone을 투여할 경우에, 복용후 28시간까지 진

전이 54%내지 69% 정도로 감소하며, 이때 primidone의 혈중농도는 치료농도로 들어있으나,

primodone의 대사산물인 phenyl-ethyl-malonamide와 phenobarbitone의 혈중 농도는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항진전효과가 primodone의 대사산물에 의하여 나타나기보다

는 primodone 자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primodone 투여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오심, 구토, 어지러움, 운동실조와 같은 초기 부작용의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Koller와 Vetero-Overfield의 연구에 의하면, propranolol을 일일 80내지 160mg 투여하고,

primidone을 50내지 250mg투여한 경우, 급성 부작용은 propranolol투여군에서는 8%에 비해

서 primidone투여군에서는 32%였으며, 다소 심한 만성적 부작용은 propranolol투여군에서

17%에 비해서, primidone투여군에서는 0%로 나타났다. 즉 primidone은 급성 부작용이 우

려되는 반면. propranolol은 만성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primidone의 치료용량은 625mg정도

되는데, 이 용량의 1/10정도에서도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Findley등은 초기에

62.5mg으로시작하여, 효과가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발현되가까지 3내지 4일간격으로 서서히

올릴 것을 추천하고 있다. Feely는 primidone에 의한 급성기 부작용이 이와 유사한 약제

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primidone을 투여하기 전에

phenobarbitone과 같은 약물로 전처치를 함으로서 간효소기능을 유도하면 부작용을 크게 줄

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Phenobarbitone도 항진전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primidone보다는 못하며 Findley와 Cleeves에 의하면 진전의 진폭은 줄

이지만 운동수행능력 검사나 주관적인 효과 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alpha-blocker로서 clonidine과 clozapine이 연구되어 졌다. 이중 시납스전 알파-아드레너

지성 수용체의 작용제인 clonidine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리고

clozapine은 적은 양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항진전효과가 뚜렷했으나, 진전과 같은 부작용이



문제가 되며, 무과립구증의 위험성이 있어서 주기적인 혈액검사가 요하는 것이 투여상 문제

점이다. 최근 새로운 beta-blocker인 nipradilol에 대하 sdusrn도 이루어졌는데, 이 약제는

beta-blocking자굥ㅇ과 함께 nitroglycerine과 같이 혈관확장 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Yoshii등은 nipradilol을 하루 6mg정도 투여했을 때 2내지 4주이내에 87.5%에서 경등도

이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다. Carbonic anhydrase inhibitors가 수년전 시도되었는데 처음

성공적인 효과와는 달리 이중 맹검 연구상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lcium channel blocker들도 연구되어졌는데, flunarizine과 nicardipine은 어느정도의 효과

는 있으나, 추체외로성 부작용이 많았다. Flunarizine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초기에 효과를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flunarizine투여한 결과, 41%에서 30개월

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었으나, 29.4%에서는 효과가 소실되었고, 역시 29.4%에서 이

긴장증, 피킨손 증후군, 체중증가,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 반면에 다른 calcium

channel blocker인 nimodipine은 추체외로성 부작용이 없이 항진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 이 작용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신경전달물질의 유리를 조절하거나, 진

전을 유발하는 신경세포에서 postsynaptic potential을 조절함으로써 항진전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Phenobarbitone외에 GABA와 연관된 약물로서 본태성 진전증의 치료

에 지금까지 연구되어 진 것은 brogabide와 aminophylline, benzodiazepine계 약물이 있다.

Progabide는 GABA agonist인데, 본태성 진전증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어

졌다. 반면에 Aminophylline은 본태성 진전증에 효과가 있다는 몇몇 보고가 있다. Sandyk

는 본태성 진전증이 있는 천식환자에게 정맥으로 amynophylline을 투여한 결과, 진전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처음으로 하였다. 그는 aminophylline이 cAMP를 통해서

catecholamine의 효과를 억제하여 항진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Malley

와 Stone은 theophylline 150mg을 경구로 매일 투여한 결과, 2주일후부터 propranolol 80mg

을 투여한 것과 유사한 치료효과가 있었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기전으로 theophylline이

아데노신 수용체의 길항제이지만 혈관으로 주사할 때와는 달리, 경구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아데노신 수용체를 upregulation 하여서 noradrenaline등의 여러 신경 전달물질의 분

비를 억제함으로써 항진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Sandyk의 결과와는 반대로 정맥혈을 통해 투여한 aminophylline으로는 진전이 더 강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보고들을 미루어 볼 때, Mallyh와 stone의 가정처럼,

theophylline이 비록 아데노신 수용체의 길항제이지만 경구로 투여한 경우에는 도리어

agonist와 같은 작용을 하고, 또 GABA에 대한 감수성을 항진시킴으로써 진전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Benzodiazepine계인 alprazolam도 연구되어졌는데,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50% 정도에서 일시적인 피로감과 수기가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약은 투여 한두시간

내에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하고 반감기가 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비교적 짧다. 그래서 진

전증이 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간간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가끔씩 사용하는 것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Benzodiazepine계로 clonazepam도 연구되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본

태성 진전증에는 특별한 효관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기립성 진전증과 intentional

component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본태성 진전증의 변형등에서는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erotonin과 관견된 약물도 연구되어졌는데, 현재까지로는 길용제와 길항제



모두 본태성 진전증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Isoniazide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졌는데, Hallett등이 1,200mg을 매일 pyridoxine

100mg 과 함께 투여한 결과, 불과 11명중 2명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1명에서만 장기 투여가

가능했다고 한다. Isoniazid는 독성 때문에 치료상 문제가 있으며,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하

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Botulinum toxin

진전증에 botulinum toxin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Jankovic과 Schwartz가 처음으

로 보고를 하였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진전증을 대상으로 botulinum toxin을 시술하였는

데, 평균 반응 시간은 6.8일 정도였으며, 최대 효과가 있는 평균 기간은 10.5주 정도였다.

그리고 경부에 시술한 경우에는 약 40%에서 연하곤란, 일시적인 경부 위약감등과 같은 부

작용이 발생하였고, 팔에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60%정도에서 일시적인 국소 위약감

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Trosch와 Pullman이 26명의 수부 진전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객관적으로는 특별한 호전은 없었으나, 주관적으로는 호전을 보였다고 하며, 파킨손

씨 병 환자보다 본태성 진전증 환자에게서 더 호전도가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이들 상기 연구는 이중 맹검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비중을 들 수는 없다. 최근

Jankovic등은 이중맹검 검사를 통해서 본태성 진전증 환자의 수부 중 botulinum toxin과 위

약을 투여하여 두 군을 4주후에 비교한 결과, botulinum toxin을 투여한 군에서는 75%정도

에서 경도 또는 중등도의 호전을 보인 반면에, 위약을 투여한 군에서는 27%정도만이 krx은

정도의 호전을 보였으며, accelerometry를 통한 검사상 botulinum toxin을 투여한 군에서 위

약을 투여한 군보다 의미있는 진전의 진폭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Pahawa등

은 두부 진전증 환자에게 이중맹검으로 botulinum toxin을 투여한 결과, 10명중 5명에게 객

관적, 및 주관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호전이 있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

로는 bolulinum toxin이 안검경련이나 간면경축등의 이긴장증이나 spasticity등에 비하여 진

전증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두부 진전증의 경

우에는 경부 근육에 240U정도를 투여하고, 수지진전증의 경우에는 전박의 wrist flexor 와

extensor에 50U 정도를 각각 투여한다. 두부 진전증에서는 ‘no-no'형에는 양쪽 splenius

capitis에, 'yes-yes'형에는 일측 또는 양측의 SCM에 투여한다. 저자의 임상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는 어느정도 주관적인 호전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약물요법으

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외과적 처치

시상파괴술은 30여년 전부터 진전증의 치료에 사용되어진 방법이다. 시상파괴술은 치료

효과가 좋은 반면에 부작용이 문제가 되어왔는데, 특히 양측을 수술할 경우에 구음장애와

연하곤란, 및 평형이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

전이 심한 경우에만 시술을 해왔다. Jankovic등은 전향적 검사로 정위적 시상파괴술을 실

시한 진전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킨손씨병 86%, 본태성 진전증 83%, 소

뇌성 진전증 65%, 외상후 진전증 50% 정도로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일시적 부작

용의 빈도는 전체 시술받은 환자의 58%에서 나타났으며, 반측 마비 34%, 구음장애 29%, 의



식 혼탁 23% 순이었고, 지속성 부작용은 전체 환자의 23%에서 나타났으며, 반대측 편측 마

비와 구음장애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정위적 시상파괴술이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

시킨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Benabid가 시상에 100Hz이상의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시상 파괴술과 비슷한 파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시상파

괴술의 부작용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시상파괴술의 기본적인 치료기전은 Vim을 통과하는

transcortical reflex loop을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으로서 시상파괴술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전기적 자극을 주는 정확한 위치는 cerebello-thalamic fibers가 들어가는 부위에

있는 intermediate complex의 medioinferior part이다. 시상파괴술에 비한 전기적 자극법의

장점은 우선 양측에 동시에 시술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우려될 때는 언제든지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이 방법으로 파킨손씨 병의 진전증에서 88%, 본태성 진전증

에는 68%정도로 파킨손씨병보다 본태성 진전증에서 개선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었으나, Hubble등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술이 두질환에서 거의 같은 치료 효과가 있

고, 아울러 각각의 휴지, 자세, 활동성 진전등에서도 서로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진전

으로 유발되는 생활의 불편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상의 전기자

극법의 큰 장점인 가역성에 덧붙여, 노인이나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시행할 수 있

을 정도로 시술이 간편하고, 병의 진행 정도나 약물의 치료 효과의 변화에 따라 전기적 자

극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시상의 전기적 자극 치료가 앞으로 본태성 진전증의

치료법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움직일 때 심해지는 진전증이나 몸 또는

사지의 근위부에 특히 심한 진전증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보다 정밀화된 target을 찾거나, 적절한 전기적 자극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보고

있다. 최근에 'Gamma thalamotomy'를 시행하여 특별한 부작용없이 진전을 유효하게 줄

였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다.

4) 재활의학적 처치

진전증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할 때, 또는 공공 장소에 나갈때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

이는데 이로 인해서 환자들은 당황하고, 간혹 좌절감에 빠진다. 예를 들어서 처음 공공 장

소에 갔을 때 환자가 진전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진전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다음에는 공공장소에만 가도 자기

도 모르게 진전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환자는 진전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점차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어 심리적 압박

과 좌절감은 더욱 심해진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들로 하여금 스

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biobehavioral rehabilitation

model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1) 의학적 검진, 2) 행동의 기능적 분석, 3) 이완 훈련, 4)

신경-근육계 재교육, 및 4) 추적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완 훈련에서는

환자로 하여금 이완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상

상하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신경-근육계 재교육은 auditory



EMG biofeedback을 이용하여 운동-감각계 회로의 생리적 기능을 증대시켜준다. 아직은 생

소한 분야이지만 약물 복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치료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앞으로

연구해볼 가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맺는말

지금까지 본태성 진전증에 있어서 지금까지 얻어진 지식과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점들

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앞으로 기초의학을 통한 질병의 이해, 진단적 기준의 확립과, 발

병기전의 이해, 질환의 분류정립, 치료방법의 개선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