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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mor is an approximately rhythmic, roughly sinusoidal involuntary movement. Despite nearly

a century of modern clinical and laboratory investigations, no tremor is understood completely.

Human tremors derive from different etiologies and thus, not suprisingly, the physiologies are

divers. Tremors may derive from mechanical oscillations, mechanical reflex oscillations, normal

central oscillators, and pathologic central oscillators. However the definitive identification of

oscillators for any tremor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Measuring tremor clinically is difficult

because tremors behave in different and often complex ways.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echniques for measuring tremor. One of most popular and sensitive methods use

accelerometries. An excellent method consists of accelerometry and EMG combined with

spectral analysis and weighting of the body part, which allows separation of tremors coming

from mechanical reflex and central oscillators. Now times, increased power and speed of

microprocessors now enable clinical laboratories to quantify tremor and other aspects of motor

disability with accuracy and precision not possible a decade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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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갈렌은 2세기경에 휴지기성 진전과 움직임 동안 나타나는 진전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어

Sylvius de la Boe(1680)는 'motus tremulous'라는 운동성 진전과 'tremor coactus'라는 휴지기성

진전을 구별하여 기술하였고, James Parkinson(1817)은 휴지기성 진전을 보이는 paralysis agitans

한 예를 보고하였다. 이후 진전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전기생

리적 분야는 근래에 들어서 Deuschl, Koller, Eleble와 같은 훌륭한 학자들에 의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서 진전의 병태생리적 기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선 진전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일부 학자는 진전의 정의를 리드미칼한 근수축에

한정하거나 작용근 및 길항근의 교대 근수축에 한정하여 내리고 있으나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점

이 있다. 생리적 진전에서 관찰되는 진전은 불규칙하며, EMG 검사상 진전에서 항상 교대 수축만

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다른 질환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명명을 했던 것처럼 임상 상을 중요시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진전은 몸의 일부가 리드미칼

하게 비자율적으로 진동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상 진전의 진폭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아주 작은 진전은 예민한 기록 방법으로나 측정가능하기 때문이다. 휴지기 진전은 수의적

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중력에 대하여 완전한 지지를 받는 몸의 일부분에서 관찰되는 진전이다. 행

위 진전(action tremor)은 근육을 수의적으로 수축할 때 발생하는 진전이다. 여기에는 1) 자세성

진전(postural tremor), 2) 등척성 진전(isometric tremor), 3) 운동성 진전(kinetic tremor) 등이 있

다. 자세성 진전은 중력에 대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할 경우에 나타나는 진전이다. 자세성 진전에

는 특이한 자세에 진전이 나타나거나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치-특이

성 또는 위치-민감성 자세성 진전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등척성 진전은 검사자의 손을 꽉 잡듯

이 어떤 물체에 대해 등척성 근수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진전이다. 등척성 진전은 독립적으로 나

타날 수도 있고 다른 진전 형태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운동성 진전은 어떤 자율적인 움직임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진전이다. 운동성 진전에는 1) 단순 운동성 진전과 2) 의도진전(intention

tremor) 및 3) 작업-특이성 운동성 진전(task-specific kinetic tremor)이 있다. 단순 운동성 진전은

목표점을 향하지 않는 자율적 움직임에서 진전이 관찰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손을 회외-회내

운동하거나 손목을 굴곡-신전하는 등 목표지점에 근접하는 움직임이 아닌 일반적인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진전이다.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검사를 할 때에도 끝점에 가까이 가서도 특별히 진전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의도 진전은 시각적으로 목표물로 인도되어지는 움직

임을 하는 동안 목표점에 가까이 갈수록 진전의 진폭이 점차 커지는 진전이다. 작업-특이성 운동

성 진전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진전이다. 그 예로 직업성 진전(occupational

tremor)과 원발성 서자 진전(primary writing tremor)을 들 수 있다
1
.

본 론

I. 진전의 임상적 분류

진전의 분류를 정확히 하고자 한다면 그 병태생리적 이상을 분명히 밝혀서 병태생리적으로 분류

해야 하나, 아직 어느 진전도 그 병태생리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 관계로 임시적인 방법으로

임상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전의 분류에 중요시 된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1) 어떤 상황에서 진전이 발생하는가? 즉 휴지기성, 자세성, 운동성 등, 2) 생리

적인가 병리적인가? 3) 진전의 진폭과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 4) 진전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가?

5) 동반된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이 속한다. 최근에는 경련성 질환을 증후군 개념으로 묶

어서 분류하는 것과 같이 진전도 증후군별로 분류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증후성 개념에

의해 진전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개개 증후군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는 본태성 진전2에서 다소

상세히 언급된 관계로 여기에서는 전기 생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개별 증후군을 살펴보기로 한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ysiological tremor

Enhanced physiological tremor



Essential tremor syndrome

Dystonic tremor syndrome

Parkinsonian tremor

Cerebellar tremor

Holmes' tremor

Palatal tremor

Neuropathic tremor

Drug-induced and toxic tremor

Psychogenic tremor

Oth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진전의 실험실적 분류

진전은 신경 질환에서 자주 관찰되는 이상 소견이지만 병변을 예측하는데는 비특이적 소견이며,

다른 소견이 없이는 진전의 의의를 가늠할 수 없을 뿐아니라, 다른 소견들과의 관계도 불명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전을 임상적으로 분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3. 어디까지나 진전은 명확한 병

태생리에 기준을 두고 분류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진전의 객관적 분류를 위하여 약물학적

으로나, 신경 생리적 및 해부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A. 약물학적 시도

약물을 투여하여 그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진전의 분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나타나는 반응

을 통해 신경 화학적 이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약물들이 특이성이 없는 관계

로 전적으로 약물의 반응에 의존하기는 힘들다.

B. 전기생리학적 시도

전기생리학적 기전에 기초를 하여 신경 생리적으로 진전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

나,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C. 해부학적 시도

진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계 구조에는 대뇌 피질, 시상, 기저핵, 하부 올리브 핵, 중뇌의

피개, 소뇌, 척수, 신전 반사, 근골격 구조 등이 있다. 이들 구조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

로 연계되어 진전의 발생에 관여한다. 또 각자의 진전 형태도 독립적인 신경 구조를 통해서 진전

이 발생하기 보다는 공통적인 해부학적 경로를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III. 진전 발생의 기전



전기생리학적으로 진전의 발생과 연관된 기전으로는 (A) 심장발사성 진동(cardioballistic

oscillation), (B) 비동기성 준 최대 운동단위 수축(asynchronous, subtetanic motor unit

contractions) (C) 수동성 기계적 공명(passive mechanical resonance), (D) 신전반사 진동(stretch

reflex oscillation), (E) 진동성 중추신경망(oscillating central neuronal networks) 등이 있다. 여기

에서는 개개의 기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A. 심장발사성 진동

물리적 물체는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데, 여기에는 관절과 근육이

포함된다. 기계적 시스템의 한 예가 질량과 스프링이다. 질량은 관성(inertia)과 자체의 굳기에 의

한 탄성으로 결정된다. 관성을 I 라고 하고 굳기(stiffness)를 K라고 하면 진전 빈도 w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 = (K/I)
1/2

여기에서 관성이 증가하게 되면 진전의 빈도는 감소하게 되고, 굳기가 증가하면 빈도는 증가하

게 된다. 그 예로 관절에 따라 관성이 틀리기 때문에 생리적 진전이 관성이 작은 중수골-수근골

관절에서는 17 내지 30 Hz 정도로 빈도가 높은 진전이 나타나는 반면에 관성이 높은 팔꿈치에서

는 3 내지 5 Hz의 낮은 진전이 나타난다3. 그리고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여 굳

기가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진전의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기계적 시스템에 어떤 동

요가 일어나면 그 공명 빈도에 따라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동요중 하나가

심장발사성 충격이다.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뿜어내 짐으로 인해 전신에 걸쳐 기계적 진동을 발생

시킨다. 이 진동의 빈도는 각 신체 부분의 질량과 강직 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 진전은 심전

도의 R 파형과 진전을 함께 정량화 함으로써 이 진동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심장발사성 진동

은 정상인의 휴지기 진전과 연관이 많고, 정상인에서 낮은 진폭의 자세성 진전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병리적 진전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비동기성 준 최대 운동단위 수축

이 기전도 cardioballistic oscillation과 같이 생리적 진전에서만 관여한다. 준 최대 근활성 상태에

서 운동 단위는 5 내지 25 Hz 정도로 비동기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스펙트로그람상 넓게 펴진

5 내지 25 Hz의 진전을 발생시킨다. 즉 중심성 진동자나 신전반사 진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잘

조율된 스펙트럼상의 정점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운동 단위의 동기화(synchronization)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C. 수동성 기계적 공명

기계적 공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진전의 빈도는 (지간의 강직도/질량)1/2의 식에 비례하여 나타난

다. 그래서 기계적 진전의 빈도는 지간에 관성 부하를 가함으로써 빈도가 감소되고, 탄성 부하를

가함으로써 감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중심성 진동자에 의하여 발생된 진전은 중심성 요소



의 변화에 민감할 뿐 말초적인 사지의 기계적 요소의 변환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심성으로 발생된 진전은 관성 부하나 탄성 부하에 의하여 진전의 빈도가 특별히 변하지는 않는

반면에 말초성 반사궁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된 진전에서는 외부에서 부하를 가함에 따라 진전의

양상이 변할 수 있다.

D. 신전반사 진동

근육은 중추신경계와 반사궁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반사궁이 신전 반

사궁이다. 이 반사궁은 궁을 통해 전기적 활성이 전달되는 시간에 역비례하여 일정한 빈도로 진동

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 기계적 진동과 반사성 진동의 빈도가 유사하여져서 서로 혼입되어 하나의

빈도를 이루게 되어 마치 하나의 기계적 시스템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기계적 반사(mechanical

reflex)라고 일컫는다. 신전반사 진동 또는 기계적 반사 진동은 기계적 부하가 가해질 때, 그에 따

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진전이 중추성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면 이론적으로는

기계적 부하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심성 진동자와 신전 반산 회로 사이에

는 복잡한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중추성 진전도 기계적 부하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으며, 감각성 되먹임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계적 반사 진동자는 분절성 진전 반사와

골격근, 기계적 탄성, 점성 및 관성의 부하로 구성된다. 상부 진전의 중추는 항진된 생리적 진전과

일부의 병리적 진전과 연관성이 있다. 중심성 진동자는 이처럼 말초성 기계적 반사 진동자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전의 기전을 신경생리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E. 진동성 중추신경망

중추신경 조직은 자발적으로 진동하여 리드미칼한 운동 명령을 내 보낸다. 중추성 진동자가 반

사성 진동 중추와 다른 점은 말초성 입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추성 진동자는 각

개개의 신경원이나 신경망의 특성에서 기원하거나, 두 가지가 함께 겸비된 특성에 의하여 나타나

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정상 중추 진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병적 진동자들도 있다. 하부

올리브 핵과 시상의 교대 핵은 어떤 상황에서 진동을 보인다. 그래서 이들 신경구조가 병리적 진

전의 주요 진동자일 가능성이 높다. 진동은 개개 신경원의 이온 챈널의 내재된 특성과 중추신경

회로 내에서 신경원간에 서로가 연결된 상태 때문에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빈도는 일정하지 않

고 이들 요소간의 상호 작용이나 뇌의 다른 부분으로부터의 입력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으로 보인

다. 아마도 중추성 진전은 비록 빈도나 형태가 틀리지만 거의 비슷한 진동자에서 기원하며, 빈도

나 형태가 틀린 것은 각각의 병리적 특성에 따라 다른 뇌조직에 의하여 달리 그 빈도가 조정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4.

IV. 임상적 측정 방법

진전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우선 임상적 측정 방법으로서 원칙상 중요한

점은 휴지성 진전과 활동성 진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중복되어 계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 그러나 이를 만족할 만한 완벽한 계측 방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휴지성 진

전의 계측에는 UPDRS와 이를 보충하는 Zimmermann등(1994)
5
의 계측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운동성 진전에는Bain등(1993)6이나 Fahn등(1993)7이 제시한 방법이 대부분 이용되고 있다. 임상적

측정 방법에는 a) 주관적 임상 측정 방법, b) 객관적 기능수행 측정 방법, c) 일상 생활에서의 장

애 정도 등이 있다. 주관적 임상 측정 방법에는 ‘Clinical rating scale of tremor'와 나선모양을 그

리거나 글을 쓸 때에 진전의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근래에는 ‘Clinical rating scale of

tremor'를 약간 변경한 ’Unified Tremor Rating and Assessment'를 주로 이용한다. 객관적 기능

수행 측정법에는 우선 물을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옮겨 붓는 움직임 중에 진전을 관찰하는 방법

이 있고 물이 담긴 컵을 일분간 들고 있는 동안 진전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검사법을 통

해서 물을 쏟기까지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환자가 일시적으로 얼마나 진전을 억제할 수 있는 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쏟는 물의 양을 통해 진폭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검사법이다. 그러나 미세한 진전에는 별 효용성이 없는 것이 단

점이다. 이외 객관적 기능수행 측정법에는 9홀 나무못 말판 검사법(9-hole pegboard test)과 Maze

검사법이 있다. 9홀 나무못 말판 검사법은 못을 말판의 홀에 차례로 끼워 넣는 동작을 하는 동안

진전의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Maze 검사법은 종이 위에 그려진 나선 모양의 그림을 따라 그

리도록 하여 경계를 넘어가는 횟수를 세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검사법이다. 그러나

9홀 나무못 말판 검사법(9-hole pegboard test)이나 Maze 검사법 모두 심한 기도 진전의 측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정도를 보는 것에는 disability, handicap, 삶의 질,

질병으로 인한 부담 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는 진전 정도의 측정에 가속도계의 소견

에 너무 집중한 경향이 있었고 약물의 효과 판정도 가속도계의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관계로 과

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속도계상 진전의 진폭이 50%가 줄었다고 하더

라도 환자의 handicap이 50%가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실생활에서 진전이 주는 영향을 측정

하는 것이 치료상 더 실제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보다 비중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8.

V. 전기생리학적 측정 방법

진전을 객관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많은 전기생리학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chanical systems

Graphic digitizing tablets

Electromyography

Long term EMG

Fourier analysis of tremor

Advanced methods of time series analysis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remor curves

Reflex testing



Activation patterns of ballistic movements

Single motor unit recording

Median nerve SEPs, jerk-locked averaging and EEGs

Magnetoencephalography

Oth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기계적 시스템

처음에 이를 진전의 측정에 사용할 때는 돌아가는 드럼에 진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

러한 장치는 나중에 digitizing tablets, 적외선, 자장 등으로 대치되었다.

B. Digitizing tablet을 이용한 와선 분석

환자가 그린 Archimedian spirals을 컴퓨터에 연결된 digitizing tablet를 이용하여 digitizing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빠르고 안전하며, 비용이 싸고, 운반 가능하며, 비침습성인 검사로서 전선이나

다른 부착 기기가 필요 없이 운동 이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9
. 그림 정보를 세 축(X, Y,

Pressure)으로 스펙트럼 분석을 하며, 동시에 angular speed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이 측정 방법

의 장점은 초기 운동 이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치료 경과를 보는데 유익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

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검사 방법은 그리거나 쓰는 데 한정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팔 이외의 다른

부위의 진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혹자는 그림을 그리거나 쓰는 동작이 가

장 진전에 의하여 이상을 보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충분히 진전의 이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이러한 동작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진전의 특성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

을지가 의문점으로 남는다.

C. EMG

EMG는 진전의 양상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침 전극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편적

으로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EMG를 통하여 진전의 빈도와 규칙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MG를 측정할 때 최소 두 챈널 이

상을 사용하는데 작용근과 길항근 한 짝에 전극을 붙이고 동시에 EMG의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한

다. 이를 통해 두 근육이 진전이 나타날 때 서로 동시성으로 수축하는지, 아니면 교대성으로 수축

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동시 수축성 여부를 진전의 구별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시각에 따라 그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퇴색한 상태이다10. 기타 EMG를 이용하여 진전과 연관된 근육이나 신체 부위를 찾아낼 수

있으며, 보툴리눔 독소를 투여해야 할 근육을 찾을 수 있다. EMG는 자세성 진전이나 후두 진전

또는 asterixis를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에 EMG는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병을 구

별하는데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한다.



D. 가속도계(accelerometry)

진동의 기계적 움직임은 여러 방법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

진전 부위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속도는 진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일축 가속도계

는 한 선상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다. 삼축 가속도계는 일축 가속도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 역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축성 가속도계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

은 진전의 주요 방향에 기기를 잘 맞추어 측정하는 것이다. 진전의 빈도와 규칙성, 및 진폭의 변

화를 이 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하여 빈도를 스펙트럼 분석해 볼

수도 있다. EMG와 스펙트럼 분석 및 기계적 부하를 이용하여 전기생리학적으로 진전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즉 기계적 진전은 기계적 부하에 의하여 빈도가 변하는 반면에 중추성 진전은 기

계적 부하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계적 진전은 관성이 증가하면 빈도가 감소하

는 특성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가속도계의 스펙트럼 분석상 진전 빈도의 정점이 관찰되나 EMG는

다른 빈도 상에서도 거의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 기계적 부하 즉 무게가 주어지게 되면 진

전 빈도의 정점은 저 빈도로 내려가게 되나 EMG는 특별히 구별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기계적 -반사 진전에서는 가속도계의 스펙트럼 분석에서나 EMG 상에서 비슷한 빈도의 진

전을 보인다. 그리고 무게가 주어지면 거의 유사하게 정점이 아래로 이동한다. 이에 반해 중심성

진전의 경우는 이들과 대조가 된다. 중심성 진전의 예로는 8 내지 12 Hz 진전을 들 수 있는데, 이

진전은 가속도계의 스펙트럼 분석과 EMG 상 그 기계적 특성에 따라 서로 같거나 다른 빈도의 정

점을 보인다. 여기에 무게가 주어지면 가속도계상 두 개의 정점이 관찰되는데, 기계적 정점은 아

래로 내려가고 8내지 12 Hz 진전은 8 내지 12 Hz에 머문다. 즉 무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계적 진전과 중심성 진전이 함께 혼입되어서 일정한 빈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

펙트럼 분석을 이용하여 감각성 되먹임 억제에 의하여 진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감각성 자극을 주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말초신경에 자극주어서도 할

수 있다. 변화의 정도는 resetting index로 표현하는데, 진전이 자극에 의하여 완전히 변화된 경우

에는 1, 변화가 없는 경우는 0으로 계산한다. 최근에는 경두개 자기 자극법으로 자극을 하여 진전

의 발생에 대뇌 운동 피질의 관여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개발되었다11.

E. 장시간 EMG 기록법(Actinography)

진전은 유동적이며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보편화된 방법인 짧은 시간에 진전을

측정하는 것보다 긴 시간을 두고 측정하여야 제대로 진전의 양상을 판별할 수 있다. 환자는 검사

실에서는 평상시의 생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진전의 양상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래서 일상 생활 중에 측정이 가능한 이동성의 EMG 측정 방법이 개발되었다. 24시간 EMG를 계

속 측정하는 방법은 sampling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진전발생율(진전이 있는 시간 비

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진전의 빈도와 진폭도 측정 가능하다. 진전의 측정에 있어서 EMG가

가속도계보다 나은 장점은 진전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과 길항근육 간의 활성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활성 양상과 그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장시간 EMG 측정이 필수적

이다. 장시간 EMG 측정법은 진전을 정량화 하는데 신뢰성과, 유용성, 감수성, 및 특이성이 높은

검사이며, 길항근 활성 패턴은 진전을 기술하고 감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12.



F. Advanced methods of time series analysis

비선상의 time series analysis(chaos analysis) 방법은 최근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방법
13
으로서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면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병의 진전을 구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나와있다
14
. 아직 이 검사법은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G.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remor curves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삼차원적으로 진전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되는 방법이다15. 그러나

아직 이 방법으로 연구한 데이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연

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H. Reflex testing

이 반사들은 이상운동 질환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몇

몇 학자들이 reflex testing을 이용하여 진전에서의 전기생리학적 구분을 시도하였지만, 각 진전 사

이에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기적 자극으로 유발된 손에서의 반사는 규칙성

간대성 근경련과 같은 단수축성 진전의 감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6. 손 근육에서

유발되는 반사에는 SLR(short latency refles)와 LLR(long latency reflex)가 있다. SLR은 주로 척

수에서 rldnjsgkaumonosynaptic reflex이다. 반면에 LLR은 transcortical pathway를 통해 일어난

다. LLR에는 주 파형인 LLR II와 함께 LLR I과 LLR III가 관찰된다. 여기서 LLR III는 정상에서

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파킨슨병과 본태성 진전 환자에서 LLR I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소견이

관찰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17
.

I. Activation patterns of ballistic movements

팔을 안으로 굽는 등의 빠른 근육 움직임을 하는 중에 나타나는 근전도 패턴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 주로 추체외로성 질환의 병태 생리를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진전의 근본적인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18. 그러나 임상적인 면으로 감별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기는 아직

부적합하다. Britton등(1994)19은 본태성 진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두번째 작용근의 근전도 활성의 잠복기가 늦어지는 소견과 함께, 진전의 기간과 이 잠복기 사이에

양성적 연계성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진전에 대해서 이외에 다른 달리 연구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J. Sigle motor unit recording

운동 단위전위를 기록하는 방법은 진전의 기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진단적으로나 치료적 측면에서는 특별히 이용되어지고는 있지 않다.

K. Median nerve SSEPs, jerk-locked averaging, and EEGs



임상적으로 진전과 간대성 근경련을 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 진단법이

두 이상운동 질환의 감별에 이용된다.

L. Magnetoencephalography(MEG)

MEG를 이용하여 중추성 진동자의 위치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Volkmann등(1996)
20

은 MEG를 통해 파킨슨병에서 피질성 진동과 말초 진전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

는데, 이와 같이 질환별로도 MEG를 이용하여 병태생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으로는 MEG와 EMG를 동시에 측정하고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방법과 정중 신경과 같은 말초신

경을 자극하여 MEG 파형의 반응을 보는 방법 등이 있다
21
.

M. 기타 방법

상기 기술한 방법 외에 reaction time을 측정하는 방법
22
, H 반사의 회복 curve나 전기피부반사

를 관찰하여 신경원간의 억제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23,24
, H 반사의 상반 억제를 측정하는 방법

25
,

경두개 자기 자극에 대한 반사를 통해 신경활성이나 해부학적 경로를 관찰하는 방법26,27 등이 있는

데 이들은 이상운동 질환의 전반적인 연구에 이용되는 방법들로서 진전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데

일상 검사방법과 다른 각도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VI. 각 진전의 전기생리학적 특징

진전은 병태생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직 병태생리가 명확하지 못하

기 때문에 임상적 양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각 진전의 전기생리학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A. 생리적 진전(Physiologic tremor)

생리적 진전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다. 생리적 진전은 a) 기계적 반사성 진전 요소와 b) 8 내지 12 Hz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모든 사람에게서 이 두 요소가 다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에서는 기계적 요소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두 요소 외에 c) 근육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진전도 생리적 진전에서

함께 나타난다. a) 기계적 반사성 진전은 생리적 진전의 주 요소로 작용하는데, 말초성 기계적 부

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관성 부하가 주어지면 빈도가 감소하게 되는 반면에 탄성 부하

가 주어지면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반사성 진전은 관성과 탄성 부하가 다른

신체 각 부위에 따라 그 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팔꿈치에서는 3 내지 5 Hz 정도, 팔목에

서는 8 내지 12 Hz 정도, 중수지절 관절에서는 17 내지 30 Hz, 눈에서는 35 내지 40 Hz 정도의

다양한 빈도가 관찰된다. 기계적 반사성 진전에 관여하는 기전으로는 심장발사성 진동과 비동기성

준 최대 운동단위 수축, 반사성 진동, 사지의 기계적 부하 등이 관여한다. 우선 심장발사성 진동은

대부분의 휴지상태의 생리적 진전의 주된 진전원이 된다. 그러나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에

는 40% 정도로 그 기여도가 감소한다. 비동기성 준 최대 운동단위 수축은 수의적인 근수축할 때



에 발생되는 생리적 진전의 한 기전이 되는데, 이는 주로 운동에 대한 척수 상부 및 분절성-반사

조절의 유동성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 불규칙성으로 인해 0부터 15 Hz 정도의 배후

진전을 형성하게 된다. 이 배후 진전은 운동 단위의 활성 빈도와 골격근의 여과 작용에 의해 결정

된다. 근육은 3 내지 5 Hz 이상에서는 그 진폭을 감소시키는 low pass filtering 역할을 한다. 이

런 관계로 리드미칼한 기계적 진전과 8 내지 12 Hz의 진동보다도 0 내지 5 Hz의 비주기성 빈도

유동이 더 크게 된다. 기계적 진전은 사지에 부과되는 기계적 부하에 많이 좌우된다. 그러나 신전

반사 역학에 의해서는 단지 이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반사회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부위에 따라 그 빈도가 변화되어 나타난다. 비록 암시적으로 생리적 진전이 분절성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나 긴 회로 반사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b) 기계적 반사 진전에 비해 8

내지 12 Hz 진전은 신체 부위의 관성이나 탄성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내지 12 Hz 진전은

운동 단위들의 entrainment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기계적 반사 진동은 몇몇 예외 상황을 제외하

고는 운동 단위의 entrainment와는 관계가 없다. Halliday와 Redfearn(1956)
28
은 분절성 신전 반사

에서의 공명이 그 주요 기전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신전 반사의 진폭과 진전의 진폭 사

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함으로써 중추성으로 발

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중추성

일 가능성이 높다. 8 내지 12 Hz 진전은 중추성 요소와 말초성 요소에 의하여 조정된다. 신전 반

사는 이 진전에 반응하여 진동할 수는 있으나 8 내지 12 Hz 진전을 유발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

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운동 단위 활성의 리드미칼한 조정이 8 내지 12 Hz

진전의 빈도를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8 내지 12 Hz 진전의 진동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거론되어온 신경 조직으로는 척수, 하부 올리브 핵,

시상 등이 있다. Elble와 Randall(1976)29은 척수의 Renshow 억제가 8 내지 12 Hz의 진원일 것으

로 추정하였는데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하부 올리브 핵과 시상도 오래 전부터 추정되어

온 진원지이다. 아마도 8 내지 12 Hz 진전의 진동자는 중추신경 전체에 걸쳐 산재되어 있을 가능

성이 많다. 진동의 주된 기전으로는 신경막 현상인 억제-반동 활성(inhibition-rebound excitation)

에 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규명된 바는 없다. 생리적 진전은

다른 진전이 나타나는 사람에서 항상 함께 나타난다.

B. 증대된 생리적 진전(Enhanced physiologic tremor)

증대된 생리적 진전은 반사 기전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원인으로는 불안, 갑상선 항진

증, 베타 아드레너지성 약물 복용30 등이 있다. Sanes(1985)31는 심한 전신성 감각신경병증 환자에

서 지속적인 근활성으로도 생리적 진전이 증대되지 않는 소견을 통해 말초성 반사 궁이 생리적

진전의 항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증대된 생리적 진전에서는 가속도계의 스펙트럼 분

석에서나 EMG상에서 비슷한 빈도의 진전을 보인다. 그리고 무게가 주어지면 거의 유사하게 정점

이 아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C.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

본태성 진전의 빈도는 4 내지 12 Hz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생리적 진전이나 병리적 진전이 거



의 이 빈도 범위에서 겹쳐 나타나기 때문에 빈도만으로는 본태성 진전을 다른 진전들과 구별하기

는 어렵다. Marshall(1962)
32
은 본태성 진전에서 진전의 빈도가 이 정점 양상으로 나타나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위는 6 내지 10 Hz 정도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Elble(1986)33는 진전의 빈도가

균등한 분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정점 양상을 두고 본태성 진전에 두 아그룹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높은 빈도의 진동과 낮은 빈도의 진동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반영한

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본태성 진전을 빈도별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빈

도가 다르다고 하여 다른 신경학적 구조로부터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Marshall(1962)
32
은

진전의 빈도와 연령간에는 역상관성이 있으나 질병에 이환된 기간과는 연관성이 없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반해 Elble(1986)
33
는 진전의 빈도와 진폭사이에는 역상관성이 있으나 환자의 연령과

는 특별한 상관성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진전의 빈도가

감소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아마도 중추성 8 내지 12 Hz 진동자가 나이가 증가함

에 따라 그 진동의 빈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4. 진전의 빈도와 진폭간의 역상관성은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그리고 한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빈도를 관찰할 수 있는데,

본태성 진전에서 고 빈도 진전은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저 빈도로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인

다. 생리적 진전과의 상관성을 보면 두 구성 요소 중 본태성 진전은 8 내지 12 Hz 요소와 여러모

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계적 반사 진전과 달리 기계적 부하에 따른 변화를 보이

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운동신경 방전의 비정상적 entraiment로 인하여 전전증의 빈도와 일

치하는 운동단위 활성의 bursts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Elble(1986)
33
는 본태성 진전은 8 내지

12 Hz의 요소가 본태성 진전과 같은 진동자에서 기원하며, 8 내지 12 Hz의 요소가 본태성 진전의

forme fruste일 것이라는 가설을 내어놓았다. EMG 검사상 EMG 활성은 burst양상으로 나타났는

데, 작용근과 길항근사이에 동시 수축 양상을 보이거나 교차 패턴을 보인다. 과거에는 동시 수

축 형태만 나온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

런데 이에 덧붙여 작용근만 수축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Boose등35(1996)은 24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EMG 활성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본태성 진전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한 손에는 교차 패턴이 나타나고, 동시에 반대 손에는 동시 수축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교차와 동시 수축 패턴 외에 둘중 어느 것이라고도 분류할 수 없는 비전형적

형태도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가속도계 검사상, 초기에는 스펙트럼분석에서 다상의

정점을 보이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질수록 하나의 커다란 정점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의

전기생리적 연구의 관심사는 외부에서 교란을 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본태성 진전의 양상과, 수의

적 운동과 본태성 진전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말초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주든지 아니

면 전기적인 자극을 주든지, 진전의 진폭에 연관된 충분한 크기의 자극이 가해지면 진전의 리듬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전기적인 자극을 운동 피질에 가한 경우에는 특별

한 진전이 변화되지 않는데 반하여, 자기 자극을 운동 피질에 가할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의 양상

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자극은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원에 transsynaptic pattern으로 자

극을 주는 반면에, 전기적인 자극은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원에 직접 작용한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자기자극이 본태성 진전을 변화시키는 것은 직접적인 운동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른 대뇌

피질 내의 조직에 자극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손목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도록 한



경우에, EMG상 작용근(1)-길항근-작용근(2) 순으로 근수축 반응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해 작

용근(1)의 작용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길항근은 움직임을 운동 끝점

에 멈추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작용근(2)은 움직임의 끝에 나타나는 진동을 그치게 해주는 작용

을 한다. 소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작용근(1)과 길항근의 수축 기간이 연장되는 소견을 보이

거나, 길항근의 수축이 작용근(2)의 수축 후까지도 연장되는 소견을 보인다. 전자는 겨냥이상

(dysmetria)의 진기생리학적 소견으로 추정되며, 후자는 길항운동반복불능증(dysdiadochokinesia)

의 소견으로 추정되고 있다. Britton등(1994)은 근육들의 수축 timing을 조절하는데 이상이 나타난

다는 본태성 진전에서 작용근(2) 수축의 잠복기가 늦어지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 소견 역시 근

육수축의 timing이상으로서 소뇌의 이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본태성 진전에 소뇌이상이 관여

할 것으로 그들은 추정하였다. 기타 신경생리학적 연구로서, Elble등(1994)
36
은 본태성 진전에서 반

응시간과 운동시간은 특별히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진전 자체는 신경

기능에 특별한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본다. 본태성 진전은 중심성으로 발생하는

지 아니면 말초성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신경진동자에는 두 가지 형

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그 하나는 개개 신경원의 세포막의 리드미칼한 특성으로 인하

여 진동이 나타나는 형태와 다른 하나는 신경망내의 시납스성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형태

가 있다. 바닷가제의 구복신경절(stomatogastric ganglion)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 이 구

복신경절은 14개의 신경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앞장관(foregut)에서 음식물을 2 Hz 정도의 속도

로 펌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개개의 신경원을 파괴하거나, 또는 시납스성 활성을 차

단함으로써 이 리듬의 진폭과 빈도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본태성 진전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본태성 진전에서 빈도와 진폭의 변화는 진동자의 외부나 진동자

의 자체의 병변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빈도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굳이 다

른 진동자로부터 새로이 진전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진동자 자체 내에 기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전의 진동자는 바닷가제의 구복신경절

만큼이나 복잡한 회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되어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약물이 본태성 진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

는데, 이는 진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태성 진

전의 진전이 충분히 감각성 되먹임 억제를 받게되면 신전 반사의 sinusoidal forcing이 중심성 진

동에 혼입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 조화로운 파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subharmonic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때론 준 주기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혼란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비

록 진전이 중심성 진동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진동은 신경근육계와 사지의 물리적 기전

을 통해서 외부로 나타난다. 그래서 신경 근육계의 신전 반사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이 있는지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많은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태성 진전은 말초성보다는 중추성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신전 반사는 중추

성 진동이 외부로 표현될 때 일부 조정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전 반사가 특별히

본태성 진전의 발생과 표현에 중요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몇 가지 있다. 우성

Shahani(1984)37가 본태성 진전과 유전성 다발성 신경염이 동반된 환자 가족에서 진전의 빈도와

신경전도 속도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신경전도 속도와 신전증의 빈도



간에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도 흔히 경험하는 바이지만 손이

나 발, 두부, 혀 등에서 발생되는 진전의 빈도가 신전 반사궁의 길이에 연관된 빈도 수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두부 진전은 손의 진전보다 일반적으로 느리지만 혀의 진전은 손과 거의 비

슷한 빈도의 진전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전반상의 잠복기와 진전의 빈도간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진전에 신전반사가 미치는 영향

은 특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Deuschl등(1987)38은 본태성 진전 환자에서 EMG 검사

상 교차성 패턴을 보이는 부류에서는 장잠복기 반사가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는 보고를 한 바있다.

이는 본태성 진전에서 신전 반사가 진전의 발생에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이다. 그래서 신전반사가 본태성 진전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태성 진전은 중추성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중추성 진전은 이와 연결된

여러 반사회로에 의하여 증가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현대까지 본태성 진전에서 파킨

슨병처럼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나 뚜렷한 신경전달 물질의 결핍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

러 가지 기전이 다르게 작용하는 약물에 반응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본태성 진전의 병태생리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C-1. 본태성 진전의 변형

C-1-가. 원발성 서자 진전(Primary writing tremor)

Rothwell등(1979)39이 팔을 회내시킬때마다 발생하는 진전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는 환자의 예를

보고하면서 이 질환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다. 그들은 이 환자에게서 수관절의 앞쪽 면이나, 손

가락의 신전근, 대흉근 등을 햄머로 칠 때에 진전이 유발되며, 회내근에 국소적으로 근운동점 마

취를 한 경우에 진전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로서 Rothwell등(1979)
39
은 회내근으로부터

나온 근방추의정보에 대해서 중추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진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

정하였다. Rothwell(1979)39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보고가 뒤따랐으나, 아직도 그 발병기전에 대해

서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학자에 따라 이 질환을 본태성 진전의 한 변형이나, 국소적 이긴장증,

즉 writer's cramp의 한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본태성 진전의 한 병형으로 보여지는 소견으로는

1)진전의 빈도가 본태성 진전과 유사하게 4내지 8Hz정도이며, 2) 일정량의 알코홀에 소실이 된다

는 점등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소견으로는, 1) 본태성 진전은 비록 처음에는 한 쪽에서 시

작되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측도 점차 침범이 되며, 섬세한 움직임을 할 때에 진

전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PWT에서는 대부분 국소적으로 진전이 남아 있으며, 섬세한 움직

임으로 진전이 더 심해지는 소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writer's cramp의 한 변형일 가능성

을 보여주는 소견으로는, 1) writer's cramp에서도 진전이 관찰되고 2) 특발성 염전성 이긴장증에

서 진전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3) 한 가족내에서 writer's cramp와 서자 진전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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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task-specific tremor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글을 쓰는 것외에 섬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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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라

는 점 등이다
40
. 근전도 활성의 과도한 overflow는 writer's cramp의 특징적인 근전도 소견인데,

PWT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중신경의 H-reflex의 reciprocal

inhibition test에서는 세 가지 억제 파형을 관찰할 수 있는데, writer's cramp에서는 가운데 파형

즉, 시납스전 억제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는 반면에, PWT에서는 정상적인 억제소견을 보인다는

것이다. PWT를 학자에 따라 두 아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글을 쓸 때에 진전이 나타나

는 type A형이고, 글을 쓰기 위해 자세를 잡을 때 진전이 나타나는 type B형이다. 이 두 타입간

의 차이점은 type B형에서 근전도 검사상 동시 수축성 소견을 보이고, 손목관절의 전면을 햄머로

칠 때 진전이 유발된다는 점인데, type A형에서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PET검사상 양측

소뇌의 활성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 소견은 본태성 진전과 기립성 진전에서도 공히 관찰

되는 소견으로서 서로간에 연관성이 있는 질환임을 시사한다.

C-1-나. 기립성 진전(orthostatic tremor)

기립성 진전은 기립으로 유발되는 고빈도의 진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Heilman(1984)이

처음으로 기술하였고, 이후 수십 례가 보고되어 있다. Heilman(1984)41이 처음으로 기술한 이후,

이 질환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질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학계에

서는 아직도 기립성 진전을 본태성 진전의 한 변형으로 간주하자는 견해42,43와 하나의 독립된 질환

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
44-47
사이에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립성 진전을 독립

된 질환으로 간주할 것에 동조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 Thompson(1986)44은 매우 빠른 빈도의 진

전과 기립시에만 발생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이 질환을 독립된 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Thompson(1986)44에 이어 Britton등(1992)45이 지금까지 보고된 예들을 제한하여 일정한 진

단적 기준에 드는 25례만을 원발성 기립성 진전(primary orthostatic tremor, POT)으로 명명하여,

본태성 진전과 다른 독립된 질환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하였다. Britton등(1992)45이 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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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이 있고, 하지 근육에 잔 물결양상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점, 2) 전기생리학적으로는 16Hz정도

의 진전이 양측 다리의 같은 근육에서 관찰되며, 동시성의 근전도 패턴이 일정하게 관찰된다는

점, 3) 약리학적으로 clonazepam에 유일하게 진전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저자는 근

래 Britton등(1992)45이 POT로 구분한 25례들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그들이 제시한 진단적 기준

의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Britton등(1992)45이 제시한 진단적 기준에 문제점

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여러 예에서 임상적으로 기립 자세뿐만 아니라 단

순한 지속적 근육 수축으로도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38,43,48이고, 둘째는 근전도 검사상 진전

의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7Hz에서 32Hz까지 다양하고, 양하지 동일한 근육에서 동시성 근전도 활

성 뿐만 아니라 교대성 활성도 아울러 관찰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clonazepam이 본태성 진전의

다른 변형에서도 효과가 있고, clonazepam뿐만 아니라 primidone이나 phenobarbital로도 POT가

현저히 증상 개선이 되는 예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서 clonazepam이 POT에서 unique한 약물이 아

니라는 점등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립성 진전이 본태성 진전의 한 변형으로 간주되어진 이유는

1) 기립성 진전을 보이는 환자에서 손에 자세성 진전이 자주 관찰되며, 2) 기립성 진전 환자에서



본태성 진전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기립성 진전을 독립된 질환보다는 본태성 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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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에서 기립만으로만 진전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자세이든 지속적 근육이 수축되는 상태에서는 진전이 유

발되며, 환자를 위로 받쳐든 상태에서는 진전이 발생되지 않는 양상도 보인다18. 그래서 이 질환을

기립성 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속성 근수축성 진전’로 명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최근 Boroojerdi등(1999)
49
은 본인이 실험을 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방법

으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기립성 진전이 반드시 기립과 연관되어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자세

이든 근수축과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비록 Borooherdi등(1999)
49
은 결론적으로는 약간 후퇴

를 하여 기립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활성 진전을 따로이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자의 의견

으로는 모든 기립성 진전을 근수축과 연관된 진전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립성

진전은 발을 빠르게 흔드는 운동에서는 진전이 사라지는 반면에, 발을 느리게 흔드는 운동을 할

때는 다시 진전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Brooks(1986)50는 근육 방추체의 nuclear bag형 섬유

가 근육의 길이 변화에 대하여 수초정도 lag time이 있다는 사실과 근육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base-line이 재조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요한 발견으로서, 이 현상으로 기립

성 진전에서 기립시에는 진전이 나타났다가 걸으면 진전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

로 가늠해 본다. 기립성 진전의 진동자는 외부에서 기계적 부하를 가한 결과, 진전의 빈도에는 특

별한 변화가 없는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중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49.

D. 이긴장성 진전 증후군

이긴장성 진전 증후군은 정의상 아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긴장성 진전과 이긴장

증과 연관된 긴장증, 이긴장증 gene과 연관된 진전 등이 있다. 진전이 이긴장증이 있는 신체 부위

에서 진전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긴장성 진전이라고 한다. 이긴장성 진전은 국소적인 진전으로서

진폭이 비교적 불규칙하고, 빈도상 7 Hz 이내이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51. 주로 자세

성과 운동성 진전을 보이며, 휴지기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예는 연축성 상경에

서 관찰되는 진전으로서, 많은 경우에서 geste antagonistique에 의하여 진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52. 반면에 본태성 진전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긴장성 진전은 간대성 근경

련과 자주 동반되어 나타난다. 진전이 있는 신체 부위외의 부위에서 이긴장증이 있는 경우를 이긴

장증과 연관된 진전이라고 한다. 사경이 있는 환자에서 간혹 상지에 자세성 진전이 관찰되는데,

이 진전은 증대된 생리적 진전이나 본태성 진전과 구별이 어렵다53. 이긴장증 gene과 연관된 진전

은 이긴장증 가계에서 유일한 증상으로 진전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예로서 연축성 사경이 있는 환

자의 형제 중에서 두부 진전이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 파킨슨병의 진전

파킨슨병에 의한 진전은 자세성 진전 등 몇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특징

적인 진전은 휴지기성 진전이며 움직일 때에 현저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진전은 3 내지 7



Hz의 중추성 진동자에 의한 것으로 EMG 검사상 작용근과 길항근 사이에 항상 교대성 수축 양상

을 보인다. 가속도계와 EMG 검사상 무게 부하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은 기계적 동요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 반면에 감각성 자극에 의하여 그 빈도가 변화될 수 있다54. 아직 감각

적 자극이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말초성 신경궁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경두개 자기 자극에 의하여 빈도의 변화가 관찰되는데, 파킨슨병의 진

전에서 대뇌 운동 피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Pascual-Leone등(1994)55은

경두개 자기 자극에는 빈도가 변화되지만, 경두개 전기 자극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을 통해서

대뇌운동 피질내의 회로상 이상이 파킨슨병 진전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금까

지 흑질-선조체 경로에 도파민의 감소가 파킨슨병의 주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파킨슨

병의 진전은 흑질-선조체의 도파민 신경섬유의 감소가 corticostriatothalamocortical loop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통념화 되어왔다. 그래서 이 회로를 연결하는 Vlo에 시상절제술

을 하는 경우에 경직이나 레보도파로 인한 이상운동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반면에 진전은

Vlo보다는 Vim에 시상절제술을 한 경우에 더 현저한 효과를 보인다. 이는 파킨슨병에서 진전의

발생에 Vim과 대뇌피질로의 투사 신경경로가 corticostriatothalamocortical loop보다 더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그러나 파킨슨병의 진전에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

다. 그 첫째는 Vim에 시상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진전의 증상은 호전되나, 과연 Vim이 파킨슨 진

전의 근본 진동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Vim 외에도 대뇌 피질에서 진동이 관찰된 경우도 있고,

Vim에 대한 시상절제술이 파킨슨 진전 뿐만 아니라 본태성 진전이나 소뇌성 진전 등에서도 효과

를 보이고 있어서 파킨슨 진전에 특별히 연관된 신경조직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서 Vim은 단순히 다른 진전의 진원지로부터 진전이 파급되는 한 경로상의 신경

조직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정이 현재 지배적이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기저 핵과 인접 뇌간과 소뇌

의 신경 조직에 병변을 만듦으로써 파킨슨병 진전과 유사한 휴지성 진전이 유발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파킨슨병 진전의 발생에 Vim뿐만 아니라 소뇌, 뇌간, 기저핵, 선조

체, 대뇌 피질 증이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MPTP

를 이용한 파킨슨병의 영장류 실험 모델에서는 파킨슨병 진전의 특징인 휴지성 진전보다는 자세

및 운동성 진전이 관찰되기 때문에 MPTP에 의해 발생된 진전의 양상에 있어서 영장류 실험동물

과 인간에 있어서 종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에 대해서

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Bergman등(1998)56은 Rhesus monkey와 Vervet monkey에

MPTP를 투여한 결과, Rhesus monkey에서는 드물게 높은 빈도의 진전이 나타나고, Vervet

monkey에서는 낮은 빈도의 진전이 오래도록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Bergman(1998)56은 두 종류의

원숭이에게서 관찰되는 양상은 인간 파킨슨병의 진전성 변형과 비진전성 변형을 대변하는 것이라

고 추정하였는데, 왜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또 원숭이들 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진전의 발생에 있어서 분절성 신전 반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일부 보고에선 장잠복기 반사가 파킨슨병에서 증가된 소견을 보이

고 있으나 진전의 진폭과는 특별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는 국소 마취와 허

혈을 유발시켜 실험해 보았으나 그 상관성을 대한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진전의 발생에 중추성 진동자와 분절성 신전 반사간에 상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F. 소뇌성 진전

소뇌성 진전에 대해서는 이미 Holms가 오래 전에 상당히 자세하고 정확히 기술해 놓았다. 소뇌

성 진전의 특징으로는 불규칙성과 주로 근위부 근육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과 목적지 가까이

가서 더 심해지는 Terminal accentuation을 들 수 있다. Holms는 빈도와 진폭에 있어서 다른 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불규칙한 점을 미루어 소뇌성 실조증의 한 이상 양상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Terminal accentuation은 소뇌성 진전의 가장 특징적인 양상인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소뇌성 진전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Terminal accentuation은 중뇌의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전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본태성 진전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세성 진전보다는 terminal accentuation을 보이는 운동성 진전 양상이 더 심해져가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루어 terminal accentuation은 소뇌 진전에서만 관찰되

는 특징적인 소견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소뇌성 진전에는 자세성 진전과 운동성 진전이

있는데, 자세성 진전은 그 빈도가 3 내지 8 Hz 정도 되며, 머리와 몸통이 팔다리보다 더 잘 나타

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대개 수 초 이후에 진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Holms는 이를 피로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아직 그 원인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운동

성 진전은 3 내지 5 Hz 정도인데, 정상에서 관찰되는 기계적 반사 진전과 유사하게 사지의 관성

에 역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운동성 진전은 침범되는 부위에 따라 진전의 빈도가 달라지는

데, 상지에서는 3 내지 8 Hz 정도인 것이, 하지에서는 3Hz, 몸통에서는 2 내지 4 Hz로 된다. 소뇌

성 진전의 병태생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동물실험을 통하여 어

느 정도 밝혀진 바가 있는데, 우선 소뇌성 진전에는 본태성 진전과는 달리 신전 반사 진동이 그

발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소뇌성 진전은 감각성 되먹임억제에 과도하게 의존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기계적-반사 진동 양상을 보인다57. 그리고 소뇌를 절제한 경우에 근방추

의 감수성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감마 운동 신경원을 통한 근방추의 이상도

일부 소뇌 진전의 발생에 관여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체감각반사

경로의 기능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일부 소뇌 진전의 발생에 관여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뇌 피질보다는 소뇌의 내부 핵이 소뇌 진전의 발생과 더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뇌 핵중에서 치핵과 interpositus 핵중 어느 것이 소뇌 진전의 유

발에 더 중요한 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뇌의 여러 가지 분절성 및 초피질성 신경 회로가 소

뇌의 조정 하에 있다. 어떤 움직임을 할 때에 소뇌 핵과 피질은 대뇌 감각운동 중추로부터 뇌교,

망상핵, 하부 올리브 핵 등을 통하여 입력을 받는다. 그리고 소뇌는 측수소뇌 신경경로를 통해서

체감각 되먹임 억제를 받을 뿐아니라 시각 및 청각적 감각 되먹임억제도 받는다. 이리하여 정상적

으로 소뇌는 움직이고자 하는 내부적 욕구와 과거의 경험, 외부 제약, 감각의 되먹이기 등을 고려

하여 대뇌 운동중추로부터 유발되는 움직임을 보다 부드럽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

을 한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회로중 어떤 회로에 이상이 있든 소뇌

성 진전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PET를 통해서 소뇌를 위시한 운동신경궁은 본

태성 진전, 원발성 서자 진전, 파킨슨병 진전, 말초신경병증 진전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Vim과 같은 소뇌 연계성 조직에 병변을 만듦으로써 이런 서로 다른 진전에

서도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G. Holmes' tremor

Holme's tremor는 휴지기성 및 의도 진전을 보이는데, 때로 자세성 진전도 보인다. 다른 진전에

비해 덜 리드믹하며 2 내지 5 Hz 정도의 빈도를 보이는데 보통 4.5 Hz 이내 이다. 그러나 진전의

빈도가 7 Hz까지 나타난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57
. 이 진전은 중추 신경이상으로 발생되는데, 지금

까지 여러가지 다른 이름, 즉 rubral tremor, midbrain tremor, thalamic tremor, myorhythmia,

Benedikt's syndrome 등으로 불리워졌다. 그러나 해부학적 병변 부위가 다양한 관계로 현재는 처

음 보고자의 이름을 따라 Holme's tremor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병변 부위는 주로 뇌간과 소뇌 및 시상으로서 도파민계와 시상-대뇌 피질계의 손상이 진전의 발

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통 손상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 진전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인데, 기간은 4주에서 2년 정도로서 다양하다. 일부 환자에서는 이긴장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이긴장성 진전과의 구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H. 구개 진전(Palatal tremor/myoclonus)

구개 간대성 근경련은 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개 진전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구개 간대성 근경련(구개 진전)에 대해서는 간대성 근경련 편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I. 말초신경병에 의한 진전

유전성 또는 획득성 말초신경병증 환자들은 자주 3 내지 10 Hz 정도의 활동성 진전을 보인다.

이 진전은 본태성 진전보다는 덜 리드미칼한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본태성 진전과 흡사한 빈도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활동성 진전은 증대된 생리적 진전이나 소죄 진전과 같이 기계적-반사 진

동의 양상을 보인다. 말초신경병에 의한 진전에서는 감각 소실이나, 신경 전도 속도는 진전의 빈

도나 진폭에 관계가 없다. 그리고 원인적 질환이 중추신경계에 어떤 이상도 초래하지 않는다. 말

초신경병증성 진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말초성 요소와 함께 중추성 진동자도 진전의 발생

에 관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변화된 말초 감각-운동 기능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보상성 변

화가 진전을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8.

J. 약물로 인한 진전

진전을 유발하는 약물중 베타-아드레너지성 작용제는 생리적 진전의 기계적 진동을 증가시켜서

진전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전으로는 말초나 중추적으로 함께 작용할 것으로 추정

된다. 우선 중추적으로는 기저핵, 시상, 흑질, 시상하부, 소뇌 등에 베타 아드레너지성 수용체가 풍

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중추를 통해 진전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

각된다. 그리고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말초에서 베타 아드레너지성 수용체를 자극하여 slow



motor units에서 tetanic fusion을 감소시키고, 근 방추체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며, 신경-근 전달을

증대시킴으로써 말초를 통해 진전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Lithium에 의한 진전은 주로 3 내지 15

Hz 정도로 유지성, 자세성, 및 운동성 모두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로 팔다리에 잘 나타나지만 머

리와 성대에 나타나기도 한다. Valproic acid에 의해 발생되는 진전도 5 내지 15 Hz 정도로 휴지

기, 자세성, 및 운동성 모두 다양하게 나타난다. 삼환계 항우울제에 의한 진전은 7 내지 12 Hz 정

도로 상지의 원위부에 잘 나타난다. 생리적 진전의 기계적 반사 진전 요소와 8 내지 12 Hz 요소

가 모두 증대되는 소견을 보인다. 알코올로 인한 진전은 대개 7 내지 14 Hz 정도로 증대된 생리

적 진전과 전기생리학적으로 유사한 소견을 보인다. 알코올 금단성 진전에서 진전과 함께

asterixis가 함께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asterixis의 발생

과 연관이 있는 초피질성 운동신경경로가 증대된 생리적 진전의 발생에도 함께 연관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에는 머리나 성대에 진전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알코올 중독이 매

우 진행된 상태에서는 3 내지 5 Hz 정도의 비교적 느린 진전이 머리와 몸통, 지간 등에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뇌간이나 소뇌 등과 같은 운동신경계에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온 때문으로 추정된다.

카페인은 생리적 진전과 병리적 진전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믿어져 왔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

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니코틴은 생리적 진전의 진폭을 약 50% 정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외 nifedipine은 증대된 생리적 진전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flunarizine은 파킨슨병 진전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K. 정신인성 진전

정신인성 진전은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휴지기, 자세성, 운동성 등이 함께 혼재해 있는

양상을 보인다. EMG 검사상 작용근과 길항근 사이에 교차성 수축 소견을 보인다. 증대된 생리적

진전이 동시성 양상으로 8 내지 12 Hz 정도의 빈도를 가진 진전을 보이는 반면에 정신인성 진전

의 빈도는 6 내지 7 Hz 이하이다. 비록 기질적 원인에 의한 진전에서도 진폭이나 빈도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정신인성 진전은 빈도와 진폭에 있어서 변화가 매우 심하다. EMG기록을 하는 동안

반대편 손에서 다섯째 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두째 손가락까지 차례로 움직이는 contralateral

tapping이 정신인성 진전을 감별할 수 있는 좋은 distraction task인데, 정신인성 진전은 이 과정에

서 다른 기질성 진전과는 달리 진전의 빈도 변화가 오거나 진전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L. 기타 진전

뇌졸중에 의한 진전은 뇌졸중에 의하여 중뇌나 상 소뇌각, 소뇌 등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잘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부위에서는 뇌졸중에 의해서 진전이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다른 신경학적

소견이 없이 독립적으로 진전만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진전은 뇌졸중 후 바로 발생되기도

하지만59, 대개 뇌졸중 후 수주일 내지 수 개월 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뇌신경조

직의 이차적 변성에 의하여 진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이차적인 하부 올

리브 핵의 비대로 인해 발생되는 연구개 간대성 근경련이다. 기저핵에 손상을 입어 발생되는 경우

에는 2.5 Hz 내지 4.5 Hz의 운동성 진전이나 파킨슨 양상의 휴지기 진전이 나타난다. 시상에 손상

을 입은 경우에는 휴지기성, 자세성, 운동성 등 여러가지 양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데, 자주 이긴



장증이 동반된다
59
. 대뇌 피질성 반사성 간대성 근경련에서도 7 내지 14 Hz 정도의 진전을 보이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뇌 피질성 진전(cortical tremor)’이라고 명명한다. 임상적으로 떠는 듯

한 잔 twitching이 손가락에 자세를 잡거나 움직임에 의해서 유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뇌 피질

성 진전은 가족력이 있으며, 운동성 경련과 간대성 근경련, 및 진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60
.

대뇌 피질성 진전은 신경생리학적 검사상 EEG 검사상 첨파가 관찰되고, 거대 체감각 유발 전위가

관찰되며, C-반사가 항진되며, back-averaging EEG 상 이상운동에 해당하는 EMG 활성에 앞서

첨파가 나타나는등, 대뇌 피질성 반사성 간대성 근경련과 같은 신경생리학적 소견을 보인다. EMG

상에는 EMG 활성이 50 ms 이내로 상기 빈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두개 자기 자극상 EMG 활성

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로서 대뇌피질성 진전이 중추인성 진전임을 알 수 있다
60
. 이에

덧붙여 이상운동이 일어나기 1 내지 2초 전에 slow negative EEG shift가 관찰되는데, 이 소견이

본태성 진전이나 PME 등과 신경생리학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61. Takigawa등(1997)62에 의하면

magnetoencephalogram상 진전의 발생 병소가 감각성 대뇌 피질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운

동성 대뇌 피질도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뇌 피질성 진전은 본태성 진전과는 달리

inderal에 잘 반응하지 않고 clonazepam, valproate 또는 primidone에 잘 반응한다63.

결 론

진전의 분류를 정확히 하고자 한다면 그 병태생리적 이상을 분명히 밝혀서 병태생리적으로 분류

해야 하나, 아직 어느 진전도 그 병태생리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 관계로 임시적으로 임상적

분류를 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진전에 대한 전기생리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진전의

병태생리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병태생리적 소견에 따라 근

본적으로 진전의 분류가 가능해지고, 또 병태생리적 소견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법도 개발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아직도 현실 여건상 많은 제약은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전의 병태생

리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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