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운동질환

일반목표

이상운동질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간주되었으나, 의학의 발달로

점차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진단과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는 질환들이다. 이상운동질환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구체적 학습목표

1. 기저핵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해부학적 구조 및 그 기능을 이해한다.

2. 진전의 종류를 감별하고 원인질환을 추론한다.

3. 국소 징후로 의미가 있는 불수의 운동을 진단하고 그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4. 전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그 병태기전을 설명한다.

5. 이차성 파킨슨증의 원인을 설명한다.

6. 파킨슨병의 약물치료 원칙을 설명한다.

7. 헌팅톤무도병의 임상양상과 치료법을 설명한다.

8.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윌슨씨 병을 진단하고 확진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설명한다.

9. 쉬데함 무도증의 임상양상과 치료법을 설명한다.

10. 이긴장증을 정의하고 임상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다.

11. 사경증의 치료법을 설명한다.

12. 항정신 약물에 의한 운동 장애의 증상을 나열한다.

13. 운동성 질환과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을 설명한다.

14. Tic 질환의 임상 양상과 치료법을 설명한다.

* 운동 질환과 관련된 신경조직과 그 기능

수의적 운동의 조절은 추체계, 추체외로계 등의 상호 작용과 이들 부위의 기능이 척수

및 뇌간에 위치하는 전각부(anterior horn region) 및 뇌신경 운동핵(cranial motor nuclei)

에 투사되는 등의 총체적 체계하에 이루어진다. 추체외로계에는 striatopallidonigral

system(basal ganglia)와 cerebellum 등이 있다. 운동계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에는 아세틸

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민산염, 감마아미노부티릭산 등이 있다. 이중 아세틸콜린과 도

파민이 대표적인 작용을 하는데 둘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면 이상운동 질환이 발생한다. 일례

로 아세틸콜린이 고갈하거나 도마핀이 과다하게 되면 무도병(chorea)과 같은 과항진 이상운

동증이 나타나고, 아세틸콜린이 과다하거나 도파민이 고갈되면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저하성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I. 운동저하성 운동장애

A. Parkinson's disease

1817년 James Parkinson이 흔들림성 마비(shaking palsy)를 처음 기술하였으며 1912년 Kinnier

Wilson에 의해 추체외로계 질환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발생률은 매년 10만 명당 20명 정도이며,

유병율은 10만 명당 190명 정도이다. 남녀 비는 3:2로 남자에서 약간 더 많다. 발병연령은 50세

이상으로서 70대 중반에서 가장 많으며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점차 감소한다. 5%에서는 가족력

이 발견된다.

1. 발생원인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일란성 쌍생아에서의 불일치 현상을 고려할 때 유전성

은 중요하지 않으며,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약물 중독자들에서 MPTP 물

질이 선택적으로 흑질 세포 또는 흑질세포의 선조 부위에의 투사(projection)를 파괴하여 파킨슨

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발견된 이후, 외인성 독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감염설은 파킨슨병의 지역 차가 없으며, 뇌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지 않으며, 실험적

으로 영장류에 전파되지 않으므로,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

서 발생되는 율이 높은데, 우물물, 과도한 햇볕 노출, 제초제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2. 파킨슨병의 병태적 소견

파킨슨병은 흑질(substantia nigra)에 모여있는 뇌

세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 없어짐으로

써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흑질에 모여있는 뇌

신경세포는 미상핵(caudate nucleus)과 피각

(putamen)으로 투사되는데, 여기에 전달하는 신경물

질이 도파민이다. 흑질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점차 죽

어 없어지면서 미상핵과 피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비례하여 감소하게 되는데 흑질에 있는 뇌신경

세포의 80% 내지 85%가 없어지게 되면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운동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

질에는 대표적으로 도파민과 아세칠콜린이 있다.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이 감소됨으로써 상

대적으로 아세칠콜린의 활성이 증가되어 비정상적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흑질에는 색소

세포인 신경멜라닌이 있어 육안 적으로 정상인에서는 검게 보인다. 파킨슨병에서는 이들 세포의

소실이 일어나므로 혹질이 창백하게 보인다. 남아있는 세포의 세포질 내에는 호산구성 봉입체인

Lewy body가 관찰된다. Lewy body는 파킨슨병의 중요한 병리학적 특징이지만 파킨슨병에 특이

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선조체의 세포막에는 D1, D2

두 가지의 도파민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D2수용체가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는데, phenothiazine과 같은 약물은 이 D2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증을 유발하고, 레보도파는

D2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파킨슨 증상을 호전시킨다.

중뇌의 단면



3. 파킨슨병의 임상양상

대개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parkinsonism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임상양상

으로는 1) 휴지기에서의 진전, 2) rigidity, 3) bradykinesia, 4) flexed posture, 5) 자세 반

사 이상, 6) freezing(motor blocks) 등이 있다. 적어도 parkinsonism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6개중 2개의 증상이 있어야 하며, 두 개의 증상 중에는 휴지기에서의 진전이나 완서운동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parkinsonism은 idiopathic parkinsonism, parkinsonism plus,

hereditodegenerative parkinsonism, secondary parkinsonism등으로 나눌 수 있다.

idiopathic parkinsonism은 Parkinson's disease라고 하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이다. 그러나

항정신성 약물의 사용이 증대함으로써 이로 인한 drug-induced parkinsonism도 최근에는 자주

볼 수 있다. Parkinson's disease는 parkinsonism의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에 주로 진단되어지

는데, 1) 뇌염의 병력, 2) CO, Mn, MPTP, 항정신성 약물 등에 노출된 병력, 3) 외상이나 뇌졸중

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된 병력, 4) 소뇌성 보행실조증, 하방주시 장애, 기립성 저혈압, 성대 마비

등의 증상 동반 여부, 5) 자기공명이나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상 열공성 경색, 뇌실 확장, 소뇌 위

축, 중뇌 또는 다른 뇌간 조직 위축 등의 소견, 6) 레보도파에 대한 무반응 등이 있을 때는

Parkinson's disease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개 Parkinson's disease는 진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일 측으로부터 시작되어 시간 경과에 따라 반대측도 침범되는 양상을 보인

다. 진전은 특징적으로 휴지기성 진전 양상을 보이며, 완서운동(bradykinesia)은 masked face, 눈

의 깜빡 꺼림 감소, 언어 장애, 손의 정교한 움직임 감소, micrographia, swallowing이 잘되지 않

음으로 인한 침흘림, 자발 동작 감소, shuffling gait ,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듬, 침상에서 몸 뒤치

기 힘듬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완서 운동은 자발성 운동이 소실되고, 지시에 따라 동작

을 시작하기에 힘들며, 동작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을 보이게 되는데, 동작의 크기는 finger

tapping이나 foot tapping을 시켜서 관찰할 수 있다. Rigidity는 수동적 움직임에 대해 저항이 증

가하는 현상으로서 어느 방향으로나 일정하며 “cogwheel rigidity” 양상을 보인다. 병이 진행함에

따라 환자는 stooped posture를 보이게 되고 자세 반사의 소실로 균형을 잃어 쉬 넘어진다. 병이

더욱 진행되면 전반적으로 굴곡된 자세를 취하는데, 이는 주관절, 무릎, 목, 흉부 등에 특히 심하

게 나타난다. 자세 반사가 소실됨으로서 환자는 균형이 흩뜨

려졌을 떄 바로 서려는 반사(Righting reflex)가 제대로 일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자 쪽으로 환자의 어깨를 뒤에서

치게 되면 균형이 소실되어 뒤로 넘어지는 소견을 보인다.

Freezing은 갑자기 운동의 정지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걸음을 시작할 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병이

진전될수록 복잡한 곳이나 교통 신호등 앞에서와 같이 서둘

러야 할 경우에 이 현상이 발현되는 양상을 보이며, 마지막

목표 지점에 가까이 가서 나타나기도 한다

(destination-freezing). 이외에도 파킨슨병 환자는 행동적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 의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결단력이 소

실되며, 수동적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주위에서 독려를 하지

않으며 하루 내내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한다. 그리고 파킨슨

병 환자에서는 우울증이 자주 나타나며, 치매는 약 10% 정도

에서 나타난다. 환자는 질문에 대하여 느리게 반응하는데

파킨슨증의 특징적인 모습



(bradyphrenia ), 혹간 이로 인해 치매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때도 있다. 파킨슨병의 발생 연령은

대개 50세 이후이나 이보다 젊은 연령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20대 이전에 발생된 경우는

원발성 파킨슨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개 이런 경우는 Wlison's disease나 Wesphal variant

of Huntington's disease인 경우가 많다. 남녀별 발생 빈도는 3:2 정도로 남자에게 빈도가 더 높

은 편이며, 미국의 경우 매년 인구 10만 명당 20명 정도의 신 환자가 발생되고, 유병율은 10만명

당 187례 정도이다. 그러나 파킨슨병의 사망율은 정상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파킨슨병의 치료

일반적 파킨슨병의 치료약물은 대증치료법으로서 병변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서 아세틸콜린을 감소시키거나 도파민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항콜린약제(anticholinergic drugs)

Beztropine과 같은 항콜린성 약제는 진전에 대해 뚜렷한 효과는 있으나 경직이나 동작완만

등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약물의 부작용은 중심성으로 착란, 환각, 무도병 등이 있고,

말초성으로는 구갈, 시력혼탁, 뇨정체(urinary retention)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

날 경우에는 치료효과를 감안하여 약물의 양을 조절한다. 항콜린성 약제를 투여할 때는 적은

양으로부터 서서히 올리는 것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 도파민 증대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도파를 투여하거나, 도파민 효능약

(dopamine agonist)을 투여한다.

(1) Levodopa는 투여시 근육, 간 등 여러 장기에 분포되며 이때 빠른 속도로 혈액내의

dopa decarboxylase에 의해서 70% 정도가 BBB를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으로 된다. 그래서

이 효소를 억제하는 decarboxylase inhibitor를 levodopa에 함께 혼합한 형태로 투여함으로

써 도파가 분해되지 않는 형태로 BBB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며, 오심, 구토, 저혈압 등의 도

파민에 의한 말초성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레보도파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는 착란,

우울, 무도병 등이 있으며 장기 투여시 ‘on-off'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외인성 도파에

의해 운동완만이나 경직이 호전되고 진전등도 완화되나, 20% 정도에서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On-off' 현상은 장기간 레보도파를 투여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데, 약물의 농도와

는 관계없이 파킨슨 증상과 무도증, 이긴장증이 번갈아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2) 도파민 효능약제(Dopamine agonist)

맥각알칼로이드 제제인 bromocriptine등은 직접 시냅스후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는 한편

시냅스 간극 내로 도파민을 분비하고 재흡수를 억제시킴으로써 도파민의 농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대개 레보도파와 병용하여 초기부터 bromocriptine을 사용한다. 부작용은

레보도파와 비슷하다.

(3) MAO-B 억제제



도파민 분해효소인 monoamine oxidase B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selegiline을 투여

함으로써 도파민 농도를 증대시킨다. 또한 MPTP 동물 실험에 의하면 이 약물은 신경보호

효과도 지니고 있으므로 파킨슨병의 진행을 차단하는데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선택적으로 MAO-B만 억제하므로 고혈압성 발증(hypertensive crisis)과 같은 부작용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4) 아만타딘(amantadine)

항바이러스 약제로서 특히 경직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작용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

으나 도파민 분비, 합성 등을 중대시키며 재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치료원칙으로는 진전이 주증상인 초기 파킨슨병에서는 항콜린성 제제와

selegiline 등을 주로 사용하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 외인성 도파, 항콜린성 제제, selegiline

등을 병용한다. 그리고 중추성 부작용이 심한 환자는 레보도파를 소량으로 자주 투여하고 카

복실분해 억제제, selegiline, 소량의 bromocriptine 등을 추가로 투여한다.

3) 수술적 치료

Pallidotomy, Deep brain stimulation, Striatal transplants, Trophic factors

B. parkinsonism plus syndromes

여기에는 parkinsonism 외에 supranuclear ophthalmoparesis를 보이는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PSP), dysautonomia를 보이는 Shy-Drager syndrome, ataxia를 보이는

olivopontocerebellar atrophy(OPCA), laryngeal stridor를 보이는 striatonigral degeneration,

apraxia와 cortical myoclonus, 및 "alien hand"를 보이는 cortical-basal ganglionic degeneration,

치매를 보이는 Alzheimer‘s disease with parkinsonism 혹은 diffuse Lewy body disease, 치매와

motor neuron disease를 보이는 parkinsonism -dementia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complex

of Guam 등이 있다.

C. Heredodegenerative parkinsonism

유전성 변성 질환으로 파킨슨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은 이 군에 속한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헌

팅톤병, Neuroacanthocytosis, 윌슨병, Hallervorden-spatz disease, Familial

amyotrophy-dementia-parkinsonism 등이 있다.

D. Secondary parkinsonism

이차적으로 파킨슨증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감염, 약물, 독소, 혈관성 이상, 외상, 대사이상,

종양 등이 원인 인자로 작용한다. 감염으로는 뇌막염, AIDS, Creutzfeldt-Jakob disease 등이

있으며, 약물로는 도파민 수용체 차단 약물, reserpine, tetravenazine 등이 있다. 독소로는

MPTP, CO, Mn, Hg, CS2, cyanide 등이 있고, 혈관성 이상으로는 다발성 뇌경색,



Binswanger's disease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되는 파킨

슨증의 빈도가 대단히 높다. 외상에는 권투 선수들이 오랫동안 주먹을 맞은 경우에 어느 정

도 기간이 흐른 다음에 파킨슨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한 예이다. 대사 이상에는 부갑상선 이

상, 저갑상선증, 간뇌변성 등이 있고, 뇌종양이나 부신생물성으로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도 있

다. 기타 정상압 뇌수종 등에서도 파킨슨증이 발생될 수 있다.

2. 과항진 이상운동증

A. Akathitic movements

정좌불능증(Akathisia)은 그리스 어원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는 뜻인데, 내부적인 안절

부절감을 움직여야만 해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하는 병명이다. 1903년 Haskovec가 파

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내적 불안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증상을 설명하면서 이를 처음으로 사

용하였다. 정좌불능증의 임상적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관적인 이상 감각으

로 발현되는 감각성 불안(sensory restlessness)과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운동성 불안

(motor restlessness)으로 나눌 수 있다. 정좌불능증 보이는 환자는 의자에 낮을 경우에 스카프를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고, 몸을 뒤채기도 하며, 의자 안으로 쭈그리기도 하고,

일어나서 앞뒤로 걷기도 하며, moaning도 복잡하고 stereotypic 한 양상을 보인다. 특정의 신체

일부가 침범될 경우에는 그 부위에 타는 듯한 감각과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정좌불능증은 일시

적으로 의지력에 의해서 억제될 수도 있다.

가장 많은 원인은 iatrogenic한 것이다. 즉 향정신성 약물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했을 때 잘

나타나는데, 그 빈도는 적게는 12. 5%에서 많게는 45% 정도까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것

은 약물을 시작할 때(acute akathisia)와 마찬가지로 약물을 잘못 사용한 후에도 나타난다(tardive

akathisia). 급성 정좌불능증은 약물을 중단하면 곧 사라지지만, tardive akathisia는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파킨슨병에서 정좌불능증의 발생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서

다르나 대개 20에서 40 %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진단상 하지불안증후군과 구별이 필요한

데, 둘다 이상 감각을 없애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인가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인 수의

운동(partially voluntary movement)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하지 불안 증후군은 주로 밤에

발현되고 누워 있을 때 잘 나타나며 다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정좌불능증은 전신적으로

발현되며 주로 낮에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앉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로써 구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benzodiazepine이나

beta-adrenergic blocker, anticholinergics 등이 있는데, clozapine이 최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나 많이 이용되고 있다.

B. Athetosis

Athetosis는 그리스말로 “unfixed" 혹은 "changeable"이라는 의미로서 slow, writhing,

continuous movements가 손가락, 손, 얼굴, 혀, 목 등에 나타나는 이상 운동으로서 한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움직임은 팔의 extension-pronation,

flexion-supination을 반복하는 양상, 손가락의 flexion-extension을 반복하는 양상, 주먹을 쥔 상



태에서 flexed, adducted, thumb을 잡는 모습, 발의 eversion-inversion, 입술의

retraction-pursuing, 목과 체간의 twisting, 이마의 주름잡힘과 풀림, 눈까풀의 개폐 등의 반복 운

동 양상을 보인다. Athetosis는 주로 신생아나 영아 시절에 기저핵에 손상을 입음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데 대개 저산소증이나 kernicterus에 의해 발생된다. 사후 병리 검사상 저산소증으로 인한

경우는 status marmoratus, kernicterus의 경우는 status dysmyelinatus 즉, striatum에

medullated fibers가 감소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어른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간성 혼수, 레보도

파나 향정신성 약물에 노출, Huntington's disease, Wilson's disease, Hallervorden-Spatz

disease, Leigh disease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가끔 lenticular nucleus나 thalamus에 혈관 이상

이 옴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영아 시기에는 움직임이 느리고 비꼬여지는 양상을 보이

기 때문에 dystonia 형태를 보이며, 어른이 되어서는 자세 이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

고, 속도가 빨라져 주로 chorea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C. Chorea

Chorea는 그리스 원어로 “dance"라는 뜻으로서 involuntary, irregular, purposeless,

non-rhythmic abrupt, rapid, unsustained 한 운동을 말하며 한쪽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 수의 운동으로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보통 불연속적이나 매우 빠르게 나타

나는 경우는 Athetosis 양상을 보인다. Chorea는 일부 억제가 가능한데, 이 불수의 운동을

semipurposeful한 운동(parakinesia)에 섞어 숨기는 경우도 있다. Chorea는 보통 ”motor

impersistence"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지속적인 수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경

우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를 검사하기 위해 환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게 하면 이를 지속

할 수가 없으며, 주먹을 쥐어 보라고 하면 이를 지속할 수 없어 “milk-maid' grips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chorea는 Huntington's disease에서 관찰될 수 있다. 빠르고 지속 기간이 짧으며 불규

칙한 움직임이 random하게 나타나는데, myoclonus 나 tics, dystonia등과 같은 non-choreic rapid

movements와 구별을 요한다. Huntington's disease 외에 chorea가 나타나는 질환에는 Sydenham

chorea, chorea gravidarum, 향정신 약물에 의한 chorea, 갑상선 항진증, polycythemia vera, 뇌동

맥염 등이 있다. Chorea 자체 내에서도 질환에 따라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Huntington's

chorea는 얼굴도 침범하고, 혀를 지속해서 내밀 수가 없는 양상을 보이며, dysarthria, milk-maid

grips, ataxic gait, postural instability, dementia, progressive course 등을 보이는 반면 tardive

dyskinesia 의 경우에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고, repetitive stereotypic chorea-like movements

가 나타나며, 혀를 내밀었을 떄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marching-in-place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Huntington's chorea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chorea가

나타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Huntington's chorea의 경우에 보면 caudate

nucleus와 putamen에 병변이 확실하다. 그러나 sydenham's chorea나 다른 종류의 chorea에서는

병변이 확실하지 않다.

1. 헌팅톤무도병(Huntington's chorea)

헌팅톤 무도병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질환으로 대개 중년에서 발병하여 10내지 12

년내에 사망에 이른다. 젊은 연령에서 발병하는 약년형 헌팅톤 무도병에서는 무도병이 덜 심

하고 음성 증상인 경직(rigidity) 증상이 더 뚜렷하다.



A) 병리소견

선조체 부위의 신경세포 소실 및 다른 기저핵 부위로의 투사가 감소된 소견을 보인다. 그

외 전두엽과 두정엽 피질내 심부층의 세포 소실과 함께 피질-선조체 투사가 감소된 소견도

관찰된다. 생화학적으로는 GABA와 아세틸콜린의 감소 및 신경조절 물질인 enkephalin과

substance P의 감소가 관찰된다.

B) 임상증세

(1) 무도증: 헌팅톤 무도병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증상으로 점차 심해져 수의적 운동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병의 진행이 심해지면서 점차 식사 및 보행 등이 불가능해진다.

(2) 치매: 피질하성 치매로 언어능력은 비교적 유지되나 수행능력에 장애가 뚜렷하다.

(3) 행동장애: 인격변화, 정서 장애, 및 정신병이 흔하게 나타난다. 정신분열증도 약 10%에

서 발생된다.

(4) 그 외 근긴장저하(hypotonicity)가 초래되기도 하고, grasp reflex, palmomental

reflex, snout reflex 등의 원시 반사가 흔히 관찰된다.

C) 진단

(1) 임상적으로 무도병이 가족력 경향과 함께 발생할 때 헌팅톤 무도병을 의심하게 된다.

이때 다른 원인에 연관된 무도병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지능이 정상인 양성 유전성 무도

병(benign hereditary chorea)나, 노인성 무도병 등을 감별해야 한다.

(2) 헌팅톤 무도병에 관련된 유전자는 4번 염색체의 단완끝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

으며, 따라서 이 유전자 좌를 확인함으로써 확진을 내릴 수 있다. 헌팅톤 무도병이 의심되는

환자 또는 헌팅톤 무도병의 가족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상전 진단을 위해 유전자 검

색에서 양성을 보일 경우 95%에서 발병 위험이 있으며, 음성을 보인 경우에도 5%의 위험이

있다. 최근에 헌팅톤 무도병 환자와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환자에서 삼뉴클레오티드 CAG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것이 관찰되어 진단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인륜 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심사숙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D) 치료

무도병에 대한 대증적 치료로 phenothiazine, haloperidol, tetravenazine 등을 투여한다.

2. 윌슨병(Wilson's disease)

일명 간렌즈핵변성(hepatolenticular degeneration)이라고도 한다. 동대사 이상에 의해 추

체외로 증세 등이 발생되는 비교적 드문 상염색체 열성 질환으로서 일차적인 유전적 결손은

확실하지 않다.

A) 병리소견

대뇌 렌즈핵의 피각(putamen)과 담창구(globus pallidus)에서 신경세포의 소실 및 공동화

(cavitation)가 관찰된다. 동이 신체내 거의 모든 장기에 침착되는데, 특히 눈의 Descemet's

membrane과 손톱바닥 및 신장 등에 많이 침착된다. 흔히 감을 침범하여 간경화 증세를 보인

다.



B) 생화학적 소견

체내에 알파2 글로부린인 ceruloplamin이 결핍되어 있다. Ceruloplasmin은 정상적으로 혈

장 내에서 동의 98%와 결합하는데, 이 단백질의 결핍에 따라 느슨하게 결합된 동-알부민이

증가되어 결국 신체내 장기에 동이 침착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소변내 동의 배설도 증가

된다.

C) 임상증세

임상양상에 따라 두 형태로 나뉜다.

1) 급성 형태

아동기에 빈번하다. 운동완만, 행동변화, 불수의 운동 등이 나타나고 간병변이 흔하게 발생

한다. 치료를 않는 경우에는 2년내에 사망한다.

2) 만성 형태

젊은 성인에 빈번하다. 심한 근위부의 날갯짓 진전(wing beating tremor)이 나타난다. 이

외 발음장애, 무도성 무정위운동(choreoathetosis)이 나타나고 간병변은 덜 심한 편이다 치료

를 받지 않는 경우 10년내 사망한다.

D) 진단

1) 임상소견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소견들이 중요하다.

- Ceruloplasmin이 20 mg/dL 이하로 감소되어 있다.

- 혈청내 결합 안된 동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다.

- 소변내 동배설이 증가한다.

- 간생검 및 방사성 64 Cu 동위원소를 이용한 구리대사 검사상 이상이 관찰된다.

2) Kayser-Fleischer ring

눈의 Descemet's membrane에 동이 황갈색으로 침착된 형태로서 윌슨병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소견이다.

3)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 윌슨병 환자의 가족중 증상을 일으키지 않은 보유자를 찾아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적 상담 및 조기치료를 실시한다.

E) 치료

일생동안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에 의해 정상적인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Kayser-Fleischer ring이 없어질 수 있다. 저동식(low

copper diet)을 권장하고 penicillamine(일일 1 내지 2gm)을 투여하는데, 이 약물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zinc sulfate를 투여한다.

3. 시덴함씨 무도병(Sydenham's chorea)

연쇄구균감염증(streptococcus)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급성의 무도병으로 수주 후에는 호전

되는 경향을 보인다. 병리소견상 시상, 미상핵 및 피각 등에 괴사성 동맥염이 발생되는 소견

이 관찰되기도 하나 원인 병소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진단 검사상 ESR 상승 및 항-연쇄



구균용혈소(ASO)의 역가가 상승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안정 및 phenothiazine을 투여한다.

임신중 또는 잠복된 감염증이 재발할 때 무도병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다.

4. 임부 무도병(Chorea Gravidarum)

대개 임신 1기 중에 급성으로 발병한다. 병리학적 변화는 확실하지 않으며 아마 시덴함씨 무도

병이 재 활성화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무도병은 얼굴 등에 국한될 수도 있으며, 또는 전신

적으로 발생된다. 치료로는 haloperidol을 투여한다.

D. Ballism

Ballism은 매우 큰 진폭의 choreic movements를 의미한다. Ballism도 chorea와 구별이 요하는

데 ballism은 주로 proximal limb muscles에 나타나며 violent하고 flinging하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팔목과 손가락에 불규칙적으로

flexion-extension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chorea와 구별하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ballism은 주로 일측만을 침범하기 때문에 hemiballism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Hemiballism은 주로 반대측 subthalamic nucleus of Luys에 병변이 있거나 반대측 striatum에 열

공성 경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드문 경우에서 양측 기저핵에 생긴 열공성 경색에 의하여

biballism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E. Dystonia

이긴장증이란 몸통이나 사지의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으로, 장시간 비정상

적 자세를 나타내는 증상 군을 의미한다. 이긴장증은 작용근과 길항근이 함께 동시에 수축함으

로써 발생한다. 이긴장증은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일부 신체 부위를 침범

했을 때 focal dystonia라고 한다. 여기에는 spasmodic torticollis, blepharospasm, writer's

cramp 등이 있다. 그리고 둘 또는 그 이상의 인접 신체 부위가 침범되는 경우에는

generalized dystonia라고 명명한다. 비록 classical torsion dystonia가 처음에는 action

dystonia 양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점점 진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수축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이

긴장증은 대부분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나 그 정도가 여러 요소에 의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다. 즉 감정 변화, 스트레스, 피로, 휴식, 운동, sensory tricks, 수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

는데, 드문 예에서 아침에는 이상 운동이 없다가 오후나 저녁에 심해지는 diurnal dystonia가 어

린이나 젊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자주 파킨슨병 증후를 함께 보이기도 하여 레보도

파로 대부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연유로 이 질환을

dopa-responsive-dystonia(DRD)라고 명명한다. 이와 비슷하기는 하나 갑자기 나타났다가 얼마

지속하지 않고 사라지는 유형도 있는데, 여기에는 paroxysmal dystonia choreoathetosis,

paroxysmal kinesgenic choreoathethetosis 등이 있다. 이긴장증이 다른 과항진 이상운동증과 다

른 점은 patterned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chorea의 경우는 짧은 이

상 운동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간다. 이긴장증은 tics와 구별이 요하는데, tics의 경우

에는 보다 intermittent하고, coordinated되어 있으며 쉬 억제가 될 수 있고, 움직임 이전에 움직임

을 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불쾌함이 있고, 이 불쾌한 느낌은 움직임이 있은 후에 사라진다는 등이



구별점이 될 수 있다. 치료는 약으로 별반 치료 효과를 보지는 못하지만 항콜린성 제재와

ethopropazine(parsidol)을 고 용량 투여 시에 효과가 있을 경우가 자주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것은 Botox인데, pallidum이나 ventrolateral thalamus에 stereotactic surgery를 통한

국소적 병변을 만드는 치료도 시도되고 있다.

1. 변형성 근긴장부전증(Dystonia Musculorum deformans)

대개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하는 질환으로서 소아기에 발병한다. 초기에는 보행시 양하지의

굴곡성 변형이 관찰되며, 점차 전신으로 퍼져 두부, 몸통, 및 사지 등도 침범되어 근긴장 이상에

의한 전신성 비정상적 운동이 관찰된다. 발병 초기에는 이와 같은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진행되면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대개는 수면 중에 소실된다. 진단은 비교적 용이하여 임

상양상을 기준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주산기에 특별한 병력이 없어야 하고 신체내 동대사를

검사하여 윌슨병을 감별해야 한다. 병리학적으로 뚜렷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치료 목적

으로 levododpa, carbamazepine 및 항콜린성 약물들이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다. 시상의 배외측

핵에 대한 정위적 수술로 반대측 팔다리의 이긴장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연축성 사경(Spasmodic torticollis)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편위되는 현상으로 윈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증세

는 걸들 때에 더 뚜렷이 눈에 띈다. 만성화되면 흉쇄유양근의 비대가 초래된다. 좌측 흉쇄유양근

에 이긴장성 수축이 있으면 고개는 우측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때 손가락으로 오른쪽 뺨에 압력

을 가하면 고개가 다시 중립 위치로 회복된다. 진단은 특징적인 임상 증세를 확인함으로써 가능

하다. 병리학적 이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때로 검사상 전정신경계의 이상이 발견도기도 하지

만 사경증과의 연관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치료로는 약물요법으로 항콜린성 약물이나

phenothiazine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약 50% 정도의 환자에서 일부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근래 보툴리눔 독소를 과수축상태에 있는 근육에 투여함으로써 상당한 호전을 가져올 수 있

다. 이 치료법은 약 3개월마다 한번씩 반복 투여가 필요하다. 이외에 수술적 치료로서 근절개

술(myotomy)나 척수 부신경(spinal accessory nerve) 절개 또는 상부 경수의 배측 신경근

(anterior roots)절개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후는 치료법에 따라 다르며, 환자의 약 20%에서

는 증상의 관해가 가능하다. 이긴장증이 목이외의 다른 근육부위로 퍼지는 경우도 있으며,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종종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

3. 서경(Writer's cramp)

발병 연령은 다양하며, 글을 쓰려고 할 때 손과 상박의 근육이 조이면서 상박부에 통증이 발생

된다. 과거에는 직업성 신경증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부분성 근이긴장증으로 분류된다.

간혹 파킨슨병의 전구증상으로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로는 benzodiazepine 또는 항콜린제

재들이 사용된다.

4. 구강하악 이긴장증(Oromandibular dystonia)

불수의적으로 장시간 눈이 힘주어 감기는 안검연축(blepharospasm)과 동반되어 구강, 혀 및 턱

의 근육들에 이긴장증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치료로 보튤리눔 독소 주사 요법이 사용되거나

phenothiazine 등의 약제가 사용된다.



F. Hyperekplexia

놀라는 현상은 인간에 뿐만 아니라 포유류 전반에 걸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는 그 움직임

이 빠르기 때문에 myoclonus양상을 보이는데, 정상적인 startle response는 physiological

myoclonus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hyperekplexia는 예기치 않던 자극에 대하여

과도한 startle reaction을 보이는 것이다. 정상의 놀람증은 2-6차례 반복적이 자극을 받으면 놀라

는 현상이 없어지는 반면에 hyperekplexia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자극에 계속 과도한 반응을 보인

다. 신경계 질환 중에 hyperekplexia를 동반하는 질환으로서는 hexosaminadase 결핍, 뇌외상 후

유증, 뇌농양, paraneoplastic syndrome, Arnold Chiari 기형 등이 있다. 치료로는 clonazepam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hyperekplexia환자에서 수면중 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투여에 주의를 요한다.

G. Hypnogenic dyskinesia

이는 드문 질환으로서 수면 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periodic movements in

sleep(PMS)로서 과거에는 이를 nocturnal myoclonus라고 명명하였다. 임상 양상으로 보면 한쪽

또는 양쪽 다리를 flexion contraction하면서 발을 dorsiflexion하고 무릎과 고관절을 굴곡시키며

대개 20초 간격으로 나타난다. 전기생리학적으로는 4-90초 간격을 두고 발생하며 0.5-5초 동안

지속되는 5회 이상의 연속적인 전경골근의 EMG burst로 정의하고 있다. SRPLM은 주로

non-Rem수면 중에 나타나지만 간혹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SRPLM은 레보도파,

opiate, clonazepam, 철분 등에 일부 치료 효과를 보인다.

SRPLM이외에 nocturnal paroxysmal dystonia가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 질환

의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며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양상을 보여 torsion dystonia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명명한 대로 주로 paroxysmal하게 나타나며 수분 정도만 지속한다. 이 움직임으로

환자가 꺨 수도 있으며, 깨지 않을 수도 있다.

H. Painful legs, moving toes

이 질환은 다리에 deep pain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가락이나 발이 굴곡-신전의 운동과 간혹

lateral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운동은 sinusoidal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이상 운동은 지속적이

어서 수면 중에도 비록 그 정도가 감소하기는 하나 계속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다리의 통증은

이상 운동보다 더 문제가 되는데, 일부 환자에게는 요추부의 신경 근이나 말초 신경에 이상을 보

이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painful arm, moving fingers"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치

료는 sympathetic block으로 일시적인 동반 이상 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sympathectomy나 페

놀 주입 법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전항경련제인 pheneytoin이나 tegretol이 사용되

기도 하는데 그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I. 간대성 근경련(Myoclonus)

Myoclonus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sudden, brief, shock-like



involuntary movements인데, 근육의 수축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하고(positive myoclonus , 또는

inhibition(negative myoclonus)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Negative myoclonus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asterixis로서 이는 대사성 뇌병증에 많이 출현한다.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보면 근 수축이 이

상 운동이 있는 동안 나타나지 않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근수축이 억제된

관계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posture를 유지할 수 없어 asterixis가 발생한다.

Myoclonus는 다른 이상 운동과 구별하기가 모호한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Myoclonus가 다른 신체 부위가 동시적으로 이상 운동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른 이상 운동과의 구

별점이 되며, 다른 하나는 수면 중에도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전이나 chorea와의 구별 점

은 myoclonus는 jerks사이에 pauses 즉 silent periods가 존재하는데 반해 진전이나 chorea는

silent periods가 없어 계속된다는 점이다. 또 chorea는 irregular, random, flowing 양상을 보인다.

Tics은 어느 정도 수의적으로 억제가 가능하다. Myoclonus의 치료는 GABA-mediated inhibition

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amino acid-induced excitation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사용되는 약

제로는 clonazepam, valproic acid, 5-hydroxytryptophan 등이 있는데 5-HPT는 serotonin 전구

물질로서 serotonin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다.

J. Paroxysmal dyskinesias

Paroxysmal dyskinesias는 dystonia나 choreoathetosis가 intermittent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

다. 그리고 양상이 stereotyped하며 전구 증상이 있는 점으로 보아 seizure 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이 질환에서 주로 orobuccolingual musculatures를 침범함으로써 때로 tongue biting이

있을 수 있으며, 하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련의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그러나 의식의 소실이 없고 요실금이 없으며 amnesic 하지 않고 postictal confusion이 없기

때문에 경련을 배제할 수 있다. paroxysmal dyskinesia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daytime/nocturnal, brief/prolonged, familial/nonfamilial, primary or sporadic/secondary or

acquired 등이다. 이중 familial과 primary sporadic형은 다른 신경계 이상을 동반할 경우 인과관

계로 예후가 좋지 않으며 치료하기도 어렵다. Acquired paroxysmal dyskinesia와 관련이 있는 신

경계 질환으로는 multiple sclerosis, myelopathy, cerebral ischemia, head trauma, cerebral palsy,

hemiparesis, focal seizures, encephalitis, radiculopathy, hypoparathyroidism, thyrotoxicosis,

hypoglycemia, psychogenic, reflex sympathetic dystrophy 등이 있다. 이 질환과 관련된 신경 조

직은 기저핵이라는 설과 대뇌 피질의 경련성 전기 활성이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는 corticostriatopallidothalamocortical feedback circuits에 이상이 있음으로 인해 이 질환이 발생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Penny와 Young,1983). 즉 과도한 대뇌 피질의 output이 있거나

pallidal inhibition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

이 회로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은 서로 비슷한 양상의 이상 운동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Paroxysmal dyskinesia의 대표적인 것은 paroxysmal kinesigenic

choreoathetosis(PKC)와 paroxysmal(nonkinesigenic) dystonia(PND)가 있다. PKC는 갑작스런 움

직임으로 유발되는 것이 특징인데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된다. PKC는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

고 신경계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이상운동의 특징으로 쉬 habituation되

는 점을 들 수도 있는데 chorea 뿐만 아니라 dystonia를 보이기도 한다. PND는 주로 가족적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 피로, caffeine, alcohol 등으로 유발될 수 있으며, 수 분으로부터 수 시간 지

속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PKC보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clonazepam,



acetazoleamide 등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PND가 paroxysmal 과 continual dystonia

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서의 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psychogenic일 가능성이 높다.

K. Stiff person syndrome

이 질환은 수의 근육이 계속적으로 isometric contraction을 하는 것으로서 “chronic tetanus"와

유사하며, 비정상적 자세나 twisting movements를 유발시키지 않는 점이 dystonia와 다른 점이

다. 이 병은 주로 50대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어린이에게서도 발생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

우는 산발적으로 발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체우성 유전으로 가족적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다.

역학적으로 여자에게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질환은

IDDM, 척수 병변, 뇌척수염, 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매, 기타 다른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다. 이 질

환에서 근수축은 상당히 forceful하고 painful하며 지체도 침범하나 처음에는 목이나 체간의 근육

들을 침범한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서 점차 proximal limb muscle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인다. 체

간 근육 중 특히 등의 신전 근육이 수축됨으로써 척추 후만증이 나타나며 어깨가 올라가는 자세

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특징적이 이상 자세이다. 비록 근육의 rigidity는 심할지라도 실제로 근

력 약화는 없다. 그리고 감각께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전도 검사상 지속적인 motor unit

activities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 activities는 relaxation으로 호전되지는 않으나 기타 신경병증이

나 근육병증의 소견은 관찰될 수 없다. 근육 생검의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나는데 간혹 이상이 관

찰되는 것은 과도한 근수축으로 인하여 경미한 근육 연성과 재생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

다. Stiff person syndrome의 진단적 criteria는 1) 주로 체간 근육에 rigidity가 나타나며, 2) 점차

파급되어 proximal limb muscles를 침범하게 되고 3) 척추 후만증을 보이며, 4) sensory stimuli

에 의하여 수 초 또는 수 분동안 지속되는 spasms이 동반되어 나타나게 되며, 5) 검사상 정상적

인 운동 및 감각 소견을 보이고, 6) 정상적인 지능을 모이며, 7) 특징적인 EMG 소견을 보인다는

등이다. 이 질환은 현재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밝혀져 있으며 GABA 합성 효소인 glutamic acid

decarboxylase 나 insulin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김으로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들

항체를 검사함으로써 진단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료는 diazepam에 특이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외에도 clonazepam, clonidine, valproic acid에도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clonidine은

catecholamine의 농도를 줄임으로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 Tremor

진전은 oscillating movements로서 사지, 목, 혀, 턱, 성대 등 신체의 일부 또는 그 이상을 침범

한다. 진전은 agonists 와 antagonists 사이에 교차적인 수축을 보이거나 동시적인 수축을 보인다.

진전의 속도, 위치, 진폭, 일률성 등은 진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그리고 진전이

휴지기에 나타나는지, posture-holding으로 나타나는지, action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intentional maneuvers로 나타나는지의 구별이 임상상 중요하다. Resting tremors는

Parkinson's disease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Postural tremor에는 physiological tremor,

exaggerated physiological tremor, essential tremor, primary writing tremor가 있으며,

intention tremor에는 cerebellar outflow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진전이 있다. 진전을

frequency별로 나누어 볼 때, cerebellar 혹은 oculo-palatal tremor는 2.5-4 Hz,

parkinson's disease, rubral tremor, drug-induced tremor(neuroleptics)는 4-5 Hz,

essential tremor는 5.5-7 Hz, physiologic tremor, exaggerated physiologic tremor,



drug-induced(epinephrine) tremor등은 7-12 Hz를 나타낸다. 생리적 진전은 나이가 듦에 따

라 frequency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팔을 폈을 때 잘 나타난다. 아직 정확한 기전은 알

지는 못하나 motor neuron firing, peripheral reflexes, 척수 상부의 영향 등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ggerated physiologic tremor의 원인으로는 불안, 스트레스,

피로, 열, 저 혈당, 갑상선 기능 항진증, beta-adrenergic agonists, tricyclics, lithium, neuroleptics,

anticonvulsants, thyroxine, steroids, dopamine agonists, mercury, lead, arsenic, alcohol,

benzodiazepine, clozapine, amantadine 등이 있으며 치료로는 thalamotomy와 thalamic

stimulation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BTX도 투여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

다. Primary writing tremor는 글을 쓸 때에 손에 5-6 Hz의 pronation-supination하는 진전이 나

타나는 것으로서 dystonia와 잘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본태성 진전증과 구별된다. 때때로

beta blockers나 항콜린성 제재에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말초신경병증에 의해서도 진전증이 나타

나는데 charcot-Marie-Tooth syndrome이 진전과 함께 나타날 때 Roussy-Levy syndrome이라고

하기도 한다. 말초신경병증에서 진전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력 약화로 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

며 진전은 생리적 진전이 항진된 양상을 보인다. 소뇌성 진전은 주로 terminal movements시에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며, 다른 소뇌 이상 증후와 주로 함께 나타난다. Rubral tremor는 소뇌의

dentate nucleus와 시상의 ventral lateral nucleus사이의 연락이 중뇌 레벨에서 끊어짐으로써 발생

되는 진전이다. 이 진전은 주로 action시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4-5 Hz정도의 빈도를 보인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자주 관찰되는데 동반되는 소뇌 이상과 중뇌 이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다.

M. Tics

Tics 은 motor tics과 phonic tics으로 나눌 수 있다. Phonic tics이 존재할 때 Gilles de la

Tourette syndrome이라고 명명한다. Tics은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simple motor

tics은 abrupt, sudden, single, isolated movements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myoclonus나

chorea와 구분하기 힘든 때가 많다. 그 예로서는 고개를 젖히거나, 어깨를 으쓱거리는 등의 이상

운동이 있다. 대부분 이 simple tics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Complex motor tics은 연속적인 운

동이 coordinated patterns으로 나타난다. 주로 한 신체 일부에서 다른 신체로 옮겨가면서 나타나

며, 한 곳에 계속 나타나더라도 모양새를 달리해서 나타난다. Complex motor tics의 예로는 코를

만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리로 차고, 뛰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Akathisia와 마찬가지로 tics에서는 uncomfortable feeling이

있는데, 이는 움직임으로 해소된다. Tics이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의적으로 억제가 가능한

데, 이런 때에는 Inner tension이 증가되어 결국 더 큰 tics을 하여서 해소를 시키게 된다. tics은

myoclonus 와 같이 빠른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축이 나타남으로써

dystonia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Tics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 정도가 변하며, remission

와 exacerbations을 보이기도 한다. 치료는 약물 투여가 필요할 경우에 항도파민성 약물인

pimozide나 haloperidol을 투여하거나 tetrabenazine, clonidine, benzodiazepine 등을 투여하

기도 한다. 강박적 행동을 할 경우에는 clorimipramine이나 fluoroxetine을 투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신과적 치료로 도음을 받을 수도 있다.

N. 향정신약물에 의한 운동 장애



향정신성 약물에 의해 급성으로는 이긴장증이나 정좌불능(akathisia)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향정신약물에 의하여 파킨슨증도 나타날 수 있으며, 만발성으로 tardive dyskinesia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의 이상운동증이 나타날 수 있다. Tardive dyskinesia는 장기간 약물에 노출됨으로 인해

도파민 수용체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발성 이상운동증은 주로 코

레아 양상을 보이는데 연령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이 약간 다르다. 드물지만 젊은 나이에 발생될

경우에는 몸통이나 사지를 주로 침범하고, 노인에서 발생될 경우에는 입과 얼굴 주위에 주로 발

생한다. 기타 이긴장증, 진전, 정좌불능증, 간대성 근경련, tics 등의 여러 가지 이상운동증이 향정

신약물에 의해 만발성으로 발생될 수 있다. 만발성 이상운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

약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투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투여하는 “약물 휴

일”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여하튼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약물 투여를 곧 중단한다. 반

드시 해당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저용량을 투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