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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의학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파킨슨병의 극복도 머잖아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KMDS(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국내 환우들을 위해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KMDS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지역별로 파킨슨병교실을 개최하

여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

다. 그 일환으로 본 전북대학교병원에서도 전북지역 환우님들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 하에서 

오늘 2011년도 파킨슨병교실을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떨림병이란 무슨 병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떨림이 나타날 때 이 떨림이 파킨

슨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인지의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떨림을 

유발하는 질환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감별진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떨림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에 대한 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떨림, 강직, 완서 등

이 파킨슨병의 주 증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환자들은 변비, 불면, 요통 등 비운

동성 증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에 대

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우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파킨슨병

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 이외에 수술적 치료, 유전자 치료, 세포이식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들이 어떤 치료법이며 현재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본 강의를 통해 잘 이해하실 수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킨슨병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강의합니다. 올해 처음 전북대병원을 방문하신 환우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는 전북에 계시는 환우님들의 쾌유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

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파킨슨병교실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를 거듭할수록 한층 더 건강이 좋아지시길 기원합니다. 

2011. 5. 26.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파킨슨병클리닉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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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이떨려요”

신경과전공의 김태우

• 떨림은임상에서흔하게접하는이상운동질환
• 몸의일부분혹은여러부분에서작용근과대항근이교대
로혹은동시에수축하여규측적으로일정한빈도를가지
는굴모양 (sinusoidal) 양상의진동성불수의운동
신체어느부위에서나나타날수있으나호발부위는주로

진 전 ( tremor )

• 신체어느부위에서나나타날수있으나호발부위는주로
손이며다리와머리에도나타날수있다. 

• 떨림은대개간헐적으로나타나기도하고증상이심해졌다
가완화되는변동적양상

• 환자의감정상태나불안, 육체적인피로에의하여떨림증
상이흔히심해진다

• 진단은임상적인병력과신경학적진찰에의존
• 진전은상황에따라즉휴식시, 체위에따라, 운동시에발생
하거나또는어느상황에서나발생하게된다.

진 전 ( tremor )

• 본태떨림 (essential tremor) 이외에대부분의떨림은이차
적으로발생하므로원인질환의감별이중요

• 떨림은진동운동이기때문에특징적인진동수가존재
‐의도떨림은 2~4 Hz 의느린떨림
‐파킨슨병에서의떨림은 4~6 Hz 정도
‐기립떨림에서는 14~16 Hz 정도

• 떨림의기전

(1) 팔다리의기계적진동

( ) 진동을유지하고만들어내는반사

진 전 ( tremor )

(2) 진동을유지하고만들어내는반사

(3) 비정상적으로작용하는중추진동기

(4) 중추에서정방향과역방향으로있는고리의변화때문
에나타나는떨림을만들어내는중추운동명령

• 떨림을주소로내원한환자의진찰시유의점

(1) 떨림의빈도, 몸에서떨림이나타나는신체부위, 악화되
는조건을확인

진 전 ( tremor )

(2) 떨림은자세나동작에의해다양하게나타나는데떨림이
안정시에나타나는지, 활동시에나타나는지,  자세떨림
인지관찰

(3) 떨림이단독으로존재하는지, 다른운동신경계이상증
상이동반되었는지, 아니면말초신경병증, 다발경화증
등의다른신경계질환이동반되어있는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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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원인에서일어날수있는데다발성신경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중풍(stroke), 뇌부상으로오게되고, 퇴
행성신경질환으로뇌간(brainstem)이나소뇌(cerebellum)
에손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amphetamines, 

과같은약의부작용으로또는정신질환치료

진전의 원인

corticosteroid 과같은약의부작용으로또는정신질환치료
제계통의약 , 알코올남용이나알코올중독자의금단과정
중에있거나 , 수은중독(mercury poisoning), 갑상선기능항
진(overactive thyroid), 신부전증(liver faillure)에서오게되며, 
때로는유전적인원인으로오는경우도있고, 전혀원인을
찾을수없는경우(idiopathic)도있게된다.

• 환자의활동에따른분류

(1) 안정시진전(resting tremor) 

진전의종류

(2)의도진전(intention tremor) 

(3) 체위성진전(postural tremor) 

• 특징에따른분류

(1) 생리적진전 (Physiologic tremor) 
(2) 본태성진전(Essential tremor)
(3) 파킨슨씨병진전(Parkinsonian tremor) 

진전의종류

(3) 파킨슨씨병진전(Parkinsonian tremor) 
(4) 소뇌떨림 (Cerebellar tremor )
(5) 원발기립떨림 (Orthostatic tremor)
(6) 근육긴장이상떨림 (Dystonic tremor)
(7) 정신탓떨림 (Psychogenic tremor)
(8) 입천장떨림 (Palatal tremor)

환자의활동에따른분류

• 안정떨림은진단하기위해서는검사자는우선적으로해당
부위근육의긴장을제거하여안정상태로만들어야한다

• 파킨슨병의전형적인안정떨림은아래팔의엎침‐뒤침운동
이나, 손허리손가락관절을중심으로한손가락의굽힘‐폄, 

안정시진전(resting tremor)

그리고엄지의벌림‐모음운동을보이기도한다.
• 이러한엄지와손가락의공을회전시키는듯한떨림을환약
말이떨림이라한다.

• 수면시엔진전이사라진다
• 심한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의경우미세운동에영향을미
치지는않는다.

• 비전형파킨슨증이나심한본태떨림, 윌슨병, 중간뇌떨림
약물유발떨림등에서도안정떨림을볼수있다.

• 쉬고있을때는없으며운동시나타나목표물이가까워질
수록심해진다. 

• 원인은소뇌신경의경로를침범하는다발성경화증, 소뇌
질환등에서볼수있다.(본태성진전에서전형적으로나타
난다

의도진전(intention tremor)

난다.) 
• 손가락‐코검사의예로서, 특정목표물에접근하려고하는
것과같은능동적인움직임을요구하는단계에서과도한
교정으로인해발생 (목적성이없으면진전이나타나지않
음). 사지의근위부근육에서특히침범된다. 

• 환자는팔배치의정확성을요구하는, 즉정확한작업을실
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 (예를들면, 컵을들고마시거나
혹은자물쇠에키를끼워넣는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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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진전이과장된것으로손가락을쭉펴고팔을앞
으로내밀며끝까지버티는행동에서처럼능동적인움직임
을통해일정한자세를유지하려고시도할때진전이나타
난다. 

체위성진전(postural tremor)

• 환자에게글씨를쓰거나그림을그리게하면쉽게관찰
• 목부위의떨림에의하여머리가상하나좌우로끄덕이는
형태의진동운동을보인다.

• 환자가소리를낼때보이는목소리떨림도일종의체위성
진전

• 갑상선기능항진증, 또는불안, 피로시볼수있는미세하
고빠른진전이며가족성으로나타날수있다. 

• 체위성진전중특이하게비율동적으로날개를퍼덕이는
듯한떨리는증상이있는데원인으로는간부전, 신부전, 폐
부전등의중환자에서볼수있다. 

체위성진전(postural tremor)

부 등의중 자에서 수있다
• 체위성진전은본태떨림에서흔히관찰되지만, 생리적인
떨림이나독성‐대사성질환, 약물에의한떨림, 신경병증
에의한떨림에서도일어날수있다.

• 환자가호소하고있는떨림이 tremor인가,아니면 tremor와
비슷해보이는다른이상운동증상인가를확인하고진전과
다른이상운동증상이함께나타나고있는것은아닌가를
구별

• 실제로근긴장이상증(dystonia)  간대성근경련(myoclonus)  

떨림환자의진단

• 실제로근긴장이상증(dystonia), 간대성근경련(myoclonus), 
틱(tic) 등여러가지이상운동질환이마치 tremor인것처럼
보이는경우도있고, 다른종류의이상운동증상이진전과
함께나타나는경우도많으며, 윌슨씨병(Wilsons disease),
특정부위의뇌졸중, 노인에서의불특이성떨림,신경차단에
의한속상수축(action fasciculation) 등진전과유사한떨림
의증상을보이는경우도있다. 

• 진전이틀림없다면진전의종류를확인해야하는데그분류
에따라결정해야한다. 
‐많은경우에서는한가지이상의진전이섞여있는경우가있다. 예를
들면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의환자가안정시진전(resting tremor)
과체위성진전(postural tremor)을모두보이거나본태성진전증

떨림환자의진단

과체위성진전(postural tremor)을모두보이거나본태성진전증
(essential tremor)환자가체위성진전과운동성진전(kinetic tremor)을
같이보이는경우는흔하기때문이다. 

• 위의분류와신경학적검사소견과기타검사소견등을종
합하여진전의원인질환을밝혀낸다. 

• 원인질환의종류와진전의정도, 환자의여러가지사항을
고려하여치료방법을고려한다. 

• 진전이동작을취할때일어나는가, 휴식을취할때일어나는가를
확인하게되고, 사지의한쪽인가양쪽인가, 감각기능에이상이
있는가, 근육의약화나퇴화가이루어졌는가,반사신경에이상
이있는가도확인하게된다. 집안내력도고려사항이며 , 혈액검
사나소변검사를통해갑상선이상유무, 신진대사장애여부, 화
학물질에노출여부를검사하게된다  CT(computerized 

떨림환자의진단

학물질에노출여부를검사하게된다. CT(computerized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촬영도뇌의구
조적결함이나퇴행성뇌질환으로오는가도진단하는데도움이
된다.

• 신경학적검사를통해행동및감각기능에이상이있는가도확
인하게되는데글씨를쓰는것이나컵을잡는것과같은기능에
제약이있는가를확인하게된다. 또한근전도(electromyogram)
를통해근육의활동과신경자극에대한근육반응을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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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된신경학적증상과질환
‐본태떨림에서는동반된신경학적이상이없다.
‐파킨슨병떨림에서는근육경직, 운동완만, 보행장애등
의증상이안정떨림과동반
‐의도떨림은 안구운동이상, 눈떨림, 둔한사지운동, 보

떨림환자의진단

행실조를동반

• 검사실소견
‐자세‐활동떨림이있는환자에서갑상샘기능항진증을
감별하기위해서갑상샘기능검사가필요
‐ 50세이하의명확한원인이없는떨림환자에서는윌슨
병을감별하기위해 24 시간소변구리량측정
‐뇌영상은떨림이양측성인경우는필요하지않지만한쪽
에서만보이거나의도떨림인경우반드시시행

질환에따른, 특징에따른분류질환에따른, 특징에따른분류

• 어떤자세를취할때나움직일때에생기는약간의떨림으
로정도가미세하기때문에별로눈에띄지않는다. 초당
8~13회정도의떨림을보이면서주로손과손가락에서나
타나며정도가미세하기때문에별로눈에띄지않는다. 
화가나거나불안할때  과도한운동후  알코올금단증상

생리적떨림 (Physiologic tremor) 

• 화가나거나불안할때, 과도한운동후, 알코올금단증상
이나약물독성에의해서, 다른대사성질환 (갑상샘항진증,
저혈당증, 고코티솔증, 갈색세포종) 등이있을때과장되
어나타남.

• 혈중카테콜아민에의해근육의떨림증을만들어내는
β아드레날린수용체가자극되어발생

• 치료는, 심한경우베타교감신경차단제를투여

• 가장흔한떨림중하나
• 가족구성원내에동일한증상을가지는경우가많아가족
성떨림혹은유전떨림으로불리며다른신경학적증상이
동반되지않아본태떨림이라고한다.

• 보통염색체우성으로유전되며  대개 35세이상에서흔하

본태성진전 (Essential tremor)

• 보통염색체우성으로유전되며, 대개 35세이상에서흔하
지만 10대에서발생하기도한다

• 떨림은시간이지날수록심해지는양상
• 남녀에게서발생비율은비슷
• 생리적떨림보다는좀더느리며 (4~8 Hz) 자세를유지하거
나일상생활을할때심해진다.

• 대개양측에서발생하지만, 15%의환자에서는주로사용하
는손에서먼저생기기도한다.

• 떨림은대개상지에발생하며 (95%), 머리를좌우나앞뒤로
흔드는행동이동반되는경우가많고 (34%), 때로턱, 입술,
혀, 목소리까지떨리기도한다.

• 다리는대개떨리지않는경우가많다
만약한손이나다리에만국한된떨림이있다면파킨슨병

본태성진전 (Essential tremor)

• 만약한손이나다리에만국한된떨림이있다면파킨슨병
이나국소근육이상등을고려

• 중추신경계에원인이있다고추정
• 기능적영상에서소뇌나, 아래올리브핵, 청색반점, 적색핵, 
시상등에서기능적이상발견

• 치료는베타교감신경차단제나항경련제, 안정제투여
약물로실패한경우보톡스치료나수술적치료를고려 (기
능적시상절제술, 뇌심부자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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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떨림은파킨슨병의주된증상중하나
• 본태성진전과는반대로어떤모션을취하거나행동할때는
사라지거나감소한다. 

• 대부분의환자에서떨림은비대칭적으로시작되어수년이
지난후에다른팔이나다리로진행

파킨슨씨병진전(Parkinsonian tremor)

• 떨림은 3~5 Hz 정도로느리다.
• 대개의경우경직, 운동완만등다른파킨슨병징후를보인다
• 안정떨림이있는파킨슨병환자가특정한자세를유지하도
록하면처음에는떨림이없다가수초후에다시안정떨림과
비슷한빈도의떨림이나타날수있다.

• 치료는일반적인파킨슨병에서사용하는약제사용
약 50% 의환자에서효과가있다.

• 의도진전
• 2~4 Hz 정도되는느린속도의불규칙한떨림이지향점이
있는운동에서더심해지는양상

• 다발경화증, 외상, 중간뇌의종양, 뇌졸중등이원인이될
수있기때문에뇌촬영이필수적

소뇌떨림 (Cerebellar tremor)

• 적색핵주변에서소뇌원심섬유의손상이나치아핵‐시상
섬유의손상이있을때 , 안정떨림과활동‐자세떨림, 의도
떨림이동시에생기는데이를 Holmes 떨림이라한다.

• 치료에잘반응하지않으나베타교감신경차단제나 , 항콜
린제제, levodopa를 투여해볼수있으며약물치료에반
응하지않을경우반대쪽시상의배가쪽핵의기능적절제
술을시도해볼수있다.

• 앉아있거나누워있으면떨림이없으나서있을때하지에
나타나는떨림

• 보행과관련된질환들을감별해야한다.
• 속도는대개 14~16 Hz 로눈으로보거나느껴지기어려우

기립떨림 (Orthostatic tremor)

속 는대개 4 눈 거나 껴지기어려우
며, 팔은대개떨리지않는것이보통이다.

• 본태떨림의한종류이거나변형이라고추정
• 치료는 Clonazepam에좋은반응을보이고, gabapentin, 

valporic acid 등이사용

• 근육긴장이상과동반
• 지속적인근육수축으로손발이뒤틀리거나,반복적동작, 
고통스런불안한자세가일어나며떨림도함께일어나게
되는데 나이에관계없이일어나게된다

근육긴장이상떨림 (Dystonic tremor)

• 인체의어느근육에서도일어날수있으며특히어떤자세나
동작을취하고있을때주로나타나게된다.

• 떨림은규칙적일수있지만갑작스런경련과같은양상이
동반되어불규칙적으로보이기도한다.

• 본태성진전과는다르게나타나서언제나타날지예측할
수는없으나충분한휴식을취할경우상태가호전되게되
며떨림이있는부위를마사지를해줄경우호전이되기도
한다.

• 갑작스럽게발생하고, 이후일정한진행과정에따라저절
로나아지기도하는병적인떨림과유사한현상

• 대개심한생활상의스트레스나보상과관계있으며, 임상
적으로잘분류되지않은떨림이일관성없게보이고떨림
해소약물에대한약제반응이떨어지면의심해본다

정신탓떨림 (Psychogenic tremor)

해소약물에대한약제반응이떨어지면의심해본다.
• 다른부위에수의적운동을시키면서떨림을관찰하면떨
림이감소하거나혹은위약을투여하면떨림이감소하거
나소실될수있다.

• 대부분의환자는다른신체증상을호소하고, 정신과적병
력이있는경우가많으며, 2차이익이있는경우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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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림의치료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떨림의정확
한원인을찾아야한다는것이다. 증가된생리적진전의경
우원인질환의치료만으로도진전의소실을볼수있으며, 
파킨슨씨병의경우에도진전이초기증상으로나타나는경
우에는그리진단하기쉽지않다는것등을예로써설명할

떨림환자의치료

우에는그리진단하기쉽지않다는것등을예로써설명할
수있다. 정확한진단이필요한치료를결정할수있는가장
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 생리적진전, 본태성진전의경우알코올이나베타교감신
경차단제에의해서증상은호전을보인다

• 베타교감신경차단제 : 거의모든진전의치료에는프로프라노롤
이라고부르는베타교감신경차단제가효과가좋다. 그러나심
장박동이느려지거나저혈압, 설사, 우울증, 임포텐스, 울혈성
심부전등을유발시킬수있고, 천식을악화시킬수있기때문에
신경과의사의지도하에조심해서사용해야한다. 이외에도프

떨림환자의치료

신경과의사의지 하에 심해서사용해야한다 이외에
리미돈, 니모디핀 , 벤조디아제핀등의약물이사용되기도하지
만적용범위가다소한정적이며, 사용은프로프라노놀보다훨
씬더주의를요한다. 

• 파킨슨씨병진전(Parkinsonian tremor)의경우리보도파
(levodopa)와도파민과유사한 pergolide mesylate, bromcriptine
mesylate, ropinirole가처방되게된다. 그이외에도 amantadine
hydrochoride와 anticholinergic drugs 도증상을완화시켜준다.

• 심인성진전( Psychogenic tremor )의경우알코올섭취로호
전을보일수는있지만장기적인알코올섭취는오히려치
료를방해하는요소가되므로주의를요하며,요즘은치료
목적으로알코올을사용하지는않습니다. 치료는약물에
의한치료보다심리적인치료에초점을맞춘다. 

• 약물을끊게되면다시진전이나타나게된다  따라서일상

떨림환자의치료

• 약물을끊게되면다시진전이나타나게된다. 따라서일상
생활에지장이없거나직업에지장을주지않는다면, 굳이
치료할필요가없다.

• 떨림이아주심한경우에는드물게수술적인치료를하게
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이러한치료로떨림을완전히감
소시키기는힘들다.

• 최근에는여러가지전기신경생리학적연구와약제에반응
안하는떨림에대해보튤리눔(Botulinum toxin) 주사나뇌시
상의기능적자극을시도하는연구가많이시행되고있다

• 치료라기보다는기능적활동시어느정도보완해주는방
법을찾는다는것

• 대개진전은신체의민감한부위가자극받게될때더심해
진다

• 그러므로부드러운깔창과같은것을발바닥의내측부분에

떨림환자의작업치료

깔아준후보행연습을시행한다면보다기능적인훈련을
할수있다.

• 떨림으로인한산만함이나두려움을진정시켜준다
• 각성제나카페인같은자극성있는음식은피하는것이좋
다. 

• 적은양의알코올은떨림은감소시키는데에약간의도움을
주지만지나친양은더잘못된결과를낳게된다

• 일정무게의weight cuff를발목혹은손목에달아주면지절
의무게중심을조절하는데도움이되어치료및보행훈련
을하는데큰도움을받을수있다.

• brace를이용한떨림의감소. 어떠한활동을할때에떨림으
로인한불편함을감소시킬수있다  

떨림환자의작업치료

로인한불편함을감소시킬수있다. 
• 때때로심한떨림이있는환자들은상지를체간에고정하
거나하지를고정시키기도한다

• 환자가흥분하거나긴장시떨림이증가하게된다. 따라서
치료적 activity나훈련을할때에는환자를진정시키고차분
히수행할수있도록옆에서천천히파워조절을할수있도
록단계를잡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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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 치료

R3 김의중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2011.

개요

• 비운동 증상에는 수면-각성 주기 조절 장애, 인
지 기능 장애, 기분 및 정동 장애, 자율 신경 기능
장애, 감각 증상과 통증이 있다. 

개요

• 이런 비운동 증상은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고 명
백하게 병의 경과, 삶의 질, 전반적인 장애의 경
과와 가정 간호에 영향을 끼친다. 

• 따라서 비운동 증상이 진행된 파킨슨 환자에서
치료해야할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요

• 기분 장애
– 무감동, 무쾌감
– 불안감
– 우울증

• 복합 행동 장애
– 도파민 조절 장애
– 펀딩
– 충동 조절 장애

• 인지장애
– 수행능력 장애
– 시공간 장애
– 치매
– 정신병증

우울증

• 임상적 특징

• 흥미 감소와 무쾌감증이 파킨슨 환자에서 우울
한 증상 중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 불면증과 식욕감소 및 피곤도 흔한 증상이며
파킨슨 운동 증상에 선행하여 나타날 수 있다. 

– 비파킨슨 환자의 우울증 특색인 자기 비난감, 
죄책감, 실패감, 자기 파괴적 사고, 자살과 자
살 사고는 흔하지 않다

우울증

• 파킨슨 환자에서 주요 우울증 유병율은 4% ~ 
70%까지이다.

•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서는 파킨슨 환자
의 36% ~ 50%에서 우울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런 우울 증상은 파킨슨병 진단에 대한 반응으
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피질 단아
민 동작성 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의 결여로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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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 치료 원칙

• 사회심리학적 지지, 상담 그리고 여러 형태의 정
신치료가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진단시 반응성 우신치료가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진단시 반응성 우
울 삽화에 큰 효과가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유지 치료는 약물 치
료이다.

우울증

• 약물 치료

• 도파민 작용제
–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운동 증상을 조절하기일반적 환자들은 운동 증상을 절하기

위해서 도파민 대체 약물을 복용하는데 기분
이 운동 증상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한 시도이다.

– 현재 파킨슨 환자에 우울증 치료에 도파민 작
용제를 일차 항우울제로 사용하는데 있어 이
를 뒤받침 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우울증

• 도파민 작용제
–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

되는 미라펙스되는 미라펙스
(pamipexole)도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1mg

우울증

• 항우울제

• 선택적 세라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파킨슨 환자의 우울증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 파킨슨 환자의 우울증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
는 약물이다.

– 무쾌감과 흥미 감소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불
안과 공황 장애를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 4%~5%환자에서 파킨슨 떨림을 악화시킨다

우울증

• 선택적 세라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셀트라(Sertraline) 렉사프로(Citalopram)폭세틴(Fluoxetine)

우울증

• 항우울제

• 삼환계 항우울제(TCAs)
– 작용은 떨림 또는 강직과 같은 파킨슨 증상 개

선에 도움이되며 진정 작용은 초조 우울증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

– 부작용으로는 정신병증, 진정, 주간 졸음이 있
고 갑자기 약을 끊으면 자율신경이상증, 불안
그리고 공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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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 삼환계 항우울제(TCAs)

센시발(Nortryptiline) 그로민(Clomipramine) 아미트리프틸린(Amitriptiline)

인지장애와 치매

• 임상적 특징

• 치매 증상은 정신 운동이 느려지고 무감동 그리
고 완서로 나타난다.고 완서로 나타난다. 

• 핵심적인 인지 기능 장애는 기억력, 주의력, 시공
간 능력 그리고 시구성 능력 그리고 실행 기능
결여로 나타난다.

인지장애와 치매

• 임상적 특징

• 기억력 장애는 주로 복구, 단서 회상 그리고 인
식 장애가 영향을 받는다.

• 실행 기능 장애는 언어 유창성 검사, 개념 형성, 
반응 준비 전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의 장애로 나
타난다

• 주된 기분 및 행동 장애는 불안 그리고 우울, 환
각, 섬망과 혼동스런 상태이다. 하지만 언어와 습
관은 비교적 보존된다.

인지장애와 치매

• 임상적 특징

• 인지 기능 장애는 점차 진행하여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 점수가 매 해마다 2~3점씩 감소한검사(MMSE) 점수가 매 해마다 2 3점씩 감소한
다.

• 31%의 파킨슨 환자가 치매 진단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고 퇴행성 치매는 4%에서 발생한다.

인지장애와 치매

• 치료 원칙

• 파킨슨 환자에서 인지기능 장애와 치매의 치료
에서는 가능한 다른 질환의 감별이 중요하다. 
– 파킨슨 환자가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경막하

혈종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머리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 

– 뇌염, 만성 뇌수막염, 혹은 중추신경계 염증을
배제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인지장애와 치매

•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치료가 인지기능 장애
를 유발하거나 악화 시킬 수도 있다.
– 인지 장애를 보이는 파킨슨 환자에서 항콜린

제 또는 amantadine은 끊여야한다.
–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항 무스 카린 효과가 있

는 약제는 피해야 한다. 
– 진정제 또는 수면제도 인지 기능 장애를 일으

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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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와 치매

• 약물 치료

•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 점수가 24점 이하
에서는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치료를 시작해야에서는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 기억, 주의, 집중력 그리고 각성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인지 기능 변동을 줄이고 환각과 엉뚱한
행동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인지장애와 치매

• 현재까지 연구에서 파킨슨 치매에 가장 좋은 약
은 엑셀론(rivastigmine)이다.

• 알셉트(Donepezil)

5mg 10mg

정신병증

• 임상적 특징

• 정신병증은 착각, 망상, 환각, 혼미 그리고 편집
증적 사고와 같은 지각과 사고력 장애를 포함하증적 사고와 같은 지각과 사고력 장애를 포함하
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착각과 환각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청각과 촉각
보다는 시각에 관련해서 나타난다. 

• 파킨슨 환자에서 환시는 경미하며 잠깐 뭔가 있
거나 지나가는 느낌으로 나타난다. 

정신병증

• 임상적 특징

• 파킨슨 환자에서 정신병증은 주로 약물에 의해 유발
되지만 순수 파킨슨 증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 도파민 작용제, L-dopa, 단기아민 산화 효소 - B 

억제제, COMT억제제, 항콜린제, 그리고
amantadine

• 정신병증은 가정 간호을 하게 되는 주요 인자이다
• 일생 동안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 유병률은 50% 가

까이 된다

정신병증

• 치료원칙

• 파킨슨 환자의 정신병증 치료는 유발인자 제거
가 중요하며 현재의 항 파킨슨 병 약물을 조절해가 중요하며 현재의 항 파킨슨 병 약물을 조절해
야 하고 항정신병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신병증

• 파킨슨 정신병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 감염,  탈수,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내과

적 문제 교정과 항파킨슨병 약제와 항 무스 카
린 항우울제, 불안 완화제 그리고 진정제의 감
량이 필요하다. 

– 혼미나 착각이 새로 발생하였을 경우 경막하
출종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뇌
영상 촬영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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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증

• 항파슨 치료제 병행 요법을 감량할 때에는 인지
기능 장애와 항파킨슨 효과를 비교하여 도파민
작용제와 L- dopa를 감량하기 전에 항콜린제, 
amantadine, 단기아민산화효소–B 억제제를 순
서대로 줄여야한다.  

• 또한 도파민 작용제를 줄여야 할 때는 L-Dopa
보다 먼저 줄여야 한다. 

정신병증

• 약물치료

• 쎄로켈(Quetiapine)이 가장 먼저 선택되는 약이
다다. 
– 취침 전에 25~50mg을 시작하며 필요시

200mg/day까지 증량시킨다. 

25mg 100mg 200mg

정신병증

• 약물치료

• 클로자릴(Clozapine)은 쎄로켈에 반응이 없으면
사용해 볼 수 있는 일차 약물이다

5mg 10mg

사용해 볼 수 있는 일차 약물이다.
– 부작용으로 진정, 어지러움증, 침흘림, 기립성 저

혈압 그리고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
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과립구 무형성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 따라서 매주 피검사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충동조절장애

• 임상적 특징

• 충동 조절 장애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
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 병적 도박, 성욕 과다증, 병적 쇼핑 그리고 폭

식

충동조절장애

• 임상적 특징

• Punding은 목적이 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며 병
전 작업 습관 혹은 관심 그리고 취미와 관련이 있다전 작업 습관 혹은 관심 그리고 취미와 관련이 있다.
– 사물이나 종이를 분류하고 컴퓨터, 라디오 혹은

가전제품을 분해하는 행동을 하고 하루의 대부분
을 차지하며 밤새하기 때문에 수면-각성 조절 장
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충동조절장애

• 임상적 특징

• 충동 조절 장애나 비정상적인 행동은 젊은 발병
시기 이전에 술 또는 약물 남용이 있으면 더 잘시기, 이전에 술 또는 약물 남용이 있으면 더 잘
발생한다. 

• 충동 조절 장애는 주로 도파민 작용제와 관련이
있고 Punding은 L-Dopa와 도파민 작용제를 포
함한 전체 도파민계의 용량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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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

• 임상적 특징

• 병적 도박, 성욕 과다증 그리고 충동적 쇼핑과
같은 충동 조절 장애의 유병율은 6% 정도이며같은 충동 조절 장애의 유병율은 6% 정도이며
punding은 1.5%정도 이다. 

충동조절장애

• 치료원칙

• 첫번째 단계는 도파민 작용제를 줄이면서 운동
조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L-Dopa의조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L Dopa의
양을 주의깊게 증가시킨다. 

• 충동적 약물 남용 환자는 운동 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최소의 약물 양을 유지하면서 전체 도파민
계 용량을 줄인다. 

충동조절장애

• 약물치료

• 선택적 세로토닌 선택적 흡수 억제제 또는 저용
량의 클로자릴(clozapine) 또는 쎄로켈량의 클로자릴(clozapine) 또는 쎄로켈
(quetiapine)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기립성 저혈압, 비뇨생식기와 장관의 기능 장애
가 파킨슨 환자에서 가장 흔한 자율신경계 문제
이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기립성 저혈압
• 자세 변화에 따른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일어난 자세에서 3분 안에 수축기 혈압이일어난 자세에서 3분 안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10mmHg 떨어지거나 둘 다 발생하였을 때로
정의 할 수 있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기립성 저혈압
• 흐린 시력, 자세 불안정, 어지러움증, 멍한 느낌, 

coat-hanger pain 그리고 실신으로 나타남. 
• 파킨슨 환자들이 넘어져서 응급실로 오게 되는파킨슨 환자들이 넘어져서 응급실 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 문제가 되는 기립성 저혈압은 병이 진행된 다음

에 주로 나타나지만 첫 진단 받은 파킨슨 환자
의 14%에서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드
물게 운동 증상에 선행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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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경 기능부전

• 비뇨기계 기능 장애
– 진행된 파킨슨 환자에서 공통적인적 증상
– 빈뇨, 긴박뇨, 불완전한 방광 배출, 이중 방뇨

와 긴박 요실금으로 나타난다.와 긴박 요실금으로 나타난다.
–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근 과반사 가 가장 흔

한 이상이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변비
– 파킨슨 환자에서 흔한 증상이며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한
다.

– 심한 경우에는 장 거짓 패쇄와 독성 거대결장
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치료원칙

• 기립성 저혈압
– active standing test 또는 passive head-up tilt

플로리네프 미드론

– active standing test 또는 passive head up tilt 
test를 통해 확진한다. 

– 플로리네프(Fludrocortisone)과 미드론
(midodrine)이 파킨슨 환자에서 기립성 저혈압
에 흔히 사용된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비뇨기계 기능부전
– 비파킨슨 환자와 비슷하게 약물 부작용, 감염, 

당뇨, 유전적 원인, 전립선 또는 부인과적 문제
같은 기질적 원인을 감별해야한다.
또한 잔뇨량 측정과 요역동학적 연구가 중요한– 또한 잔뇨량 측정과 요역동학적 연구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야간뇨가 주된 호소라면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
이고 커피를 피하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다.

– 항콜린제제가 배뇨근 과활동성에 사용되고 있
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변비
– 적절한 수분 섭취와 대변 연화제 사용이 장 운

동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간단한 치료 방법이다.
– 적절한 섬유질 섭취도 장관 운동을 유지하고 장적절한 섬유질 섭취 장관 운동을 유지하 장

을 통한 배출에 중요하다.
– 또한 운동도 파킨슨 환자에서 변비치료에 중요

하다.

자율신경 기능부전

• 변비
– 약물 치료는 락툴로스와 sodium picosulfate, 

bisacodyl 또는 macrogol 같은 완하제을 먼저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domperidone, tegaserod
또는 mosapride 같은 장관운동촉진제를 사용한
다.

– 골반폐쇄변비의 경우는 botulinum toxin을 치골
직장근에 주입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주
입을 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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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각성 장애

• 임상적 특징

• 수면 장애는 파킨슨 환자에서 가장 흔한 비운동
증상 중 하나이다.

• 50-90%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 종류에는 수면 유도 장애, 수면 중 자주 깨는 것
이 동반된 불면증과 수면 효율 감소 또한 과도한
낮잠이 있다.

수면 각성 장애

• 임상적 특징

• 파킨슨 환자에서 수면 문제는 수면 각성 주기 조
절의 일차적 기능장애, REM 수면 행동장애와 수
면 시작과 유지때 파킨슨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면 시작과 유지때 파킨슨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
상의 이차적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 게다가 파킨슨 약물과 하지 불안 증후군/수면중
주기적 사지운동 또는 호흡관련수면장애 같은
동반 질환도 수면과 각성에 영향을 준다. 

수면 각성 장애

• 렘수면 행동 장애

– 렘수면 동안 무긴장의 결여로 나타나는 사건
수면으로써 수면 관련 행동을 유발하고 종종수면으로써 수면 관련 행동을 유발하고 종종
폭력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 

– 자주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
리고 주간 졸림을 유발한다. 

수면 각성 장애

• 렘수면 행동 장애

• 치료원칙
RBD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 RBD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
능한 유발인지를 제거해야 한다. 

– 파킨슨 환자에서는 삼환계항우울제와 선택적
세라토닌재흡수억제제가 가장 흔하게 사용된
다. 

수면 각성 장애

• 렘수면 행동 장애

• 약물치료
– 리보트릴(Clonazepam)을 잠들기 2시간 전에– 리보트릴(Clonazepam)을 잠들기 2시간 전에

0.5mg에서 1.0mg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1
차 치료이다. 

– 일반적으로 90%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으며 수
일내에 비정상적인 활동, 수면관련 부상 그리고
악몽이 억제된다.

수면 각성 장애

• 렘수면 행동 장애

• 약물치료
– 멜라토닌을 밤에 3mg에서 12mg 사용하는 것– 멜라토닌을 밤에 3mg에서 12mg 사용하는 것

도 효과가 있으며 리보트릴에 순응도가 떨어지
고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2차 치료로 여겨지고
있다.

– 3차 치료는 L-dopa와 non-ergot dopamine 
agonist는 취침 복용량에 증가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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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각성 장애

• 수면 조각과 불면증

• 치료원칙
– 첫번때 단계는 약물 유도 불면증을 구분하기 위해

환자의 복용약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며자의 복용약에 대해 주의 게 펴 이며
이는 L-dopa에서는 드물지만 도파민 작용제를 시
작하거나 양을 늘릴 때 주로 발생합니다. 

– 반면에 야간 무운동증, 근육 긴장 이상, 발 경련
또는 야간 떨림 삽화에 의해 수면 유도 장애 또는
수면 조각이 있는 경우는 작용 시간이 긴 도파민
작용제의 취침전 복용이 개선에 도움이 된다.

수면 각성 장애

• 수면 조각과 불면증

• 약물치료
– 하지 불안 증후군/수면중 주기적 사지운동에 의– 하지 불안 증후군/수면중 주기적 사지운동에 의

해 발생하였을 때는 리큅(ropinirol) 또는 미라펙
스(pramipexole)의 취침전 복용이 효과가 있다.

리큅 미라펙스

수면 각성 장애

• 수면 조각과 불면증

• 약물치료
– 렘수면행동장애와 관련된 수면 장애는 리보트릴

(Clonazepam)이 사용된다.
– 야간 혼동과 환각과 관련이 있으면 비전형적인 신

경이완제이 수면개선에 효과적이다.

수면 각성 장애

• 과도한 주간 졸림과 갑작스런 발병 수면

• 치료원칙
– 약물 정보 수면 각성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정보, 수면 각성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 질환, 각성 상태를 줄이는 원인 인자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 도파민 약물 또는 용량을 바꿨을 때, 증상이 나타
나면 약물 유도 과도한 주간 수면을 의심 해야하
고 약물을 교체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한다. 

수면 각성 장애

• 과도한 주간 졸림과 갑작스런 발병 수면

• 약물치료
– 만약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프로비질(modafinil)– 만약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프로비질(modafinil)

같은 각성 유도하는 약을 고려해야한다. 

수면 각성 장애

• 과도한 주간 졸림과 갑작스런 발병 수면

• 약물치료
– 만약 과도한 주간 졸림이 파킨슨 병 또는 수면– 만약 과도한 주간 졸림이 파킨슨 병 또는 수면

무호흡, 하지 불안 증후군 또는 우울증과 같은
동반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발생하였다면
이들 원인을 교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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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셔서 감사합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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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전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최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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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외에 시도할 수 있는 치료 방법

1. 수술적 치료(Neuroablative Lesion Surgeries)
① Ventrolateral thalamotomy
② Pallidotomy
③ Subthalamotomy

2. 심부뇌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3.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4. 줄기세포 이식(Transplantation)

수술적 치료

•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는 약물치료로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생활
에 지장을 받는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 이 때 약물로 적절히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레보도파나 도파민 효
능제에 반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은 있으나 운
동변동 약물에 의한 이상운동증이 심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이

수술적 치료

동변동, 약물에 의한 이상운동증이 심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이
외의 약물 부작용 때문에 충분한 용량의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
우를 의미한다.

• 오히려 도파민성 약물에 반응이 없는 환자는 파킨슨병이 아닐 가능
성이 많으며 이 경우 수술치료에 의하여 호전되지 않으므로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술의 목표가 되는 구조물

시상

창백핵
담창구

시상밑핵

Stereotactic Localization

• 미세 전극을 이용하여 하나의 신
경세포의 활성도 까지 잡아내야
최적의 위치 선정이 가능하다

• Micro drive는 전극을 미세하게

수술 위치 선정을 위한 기구들

Micro-Electrodes

Micro Drive

Physiology Computer

• Micro-drive는 전극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 미세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한 신
경 신호는 컴퓨터 모니터에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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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위적 수술치료의 목표가 되는 뇌 구조물은 복중간시상핵(Vim; 
ventrointermediate thalamic nucleus), 후복부 내측 담창구
(postroventral GPi; internal segment of glubus pallidus), 시상밑핵( 
subthalamic nucleus) 등이다.

• 수술 방법에 따라 열을 가하여 목표물을 절제(ablation)하는 방법과

수술적 치료

• 수술 방법에 따라 열을 가하여 목표물을 절제(ablation)하는 방법과
심부뇌자극(deep brain stimulation)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 현재 시상부위의 수술은 진전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되
고 있는 반면에 담창구 및 시상밑핵 부위의 수술은 파킨슨병의 전반
적인 증상 및 약물에 의한 이상운동증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 시상절제술은 대략 80%에서 반대측 상하지 진전을 줄이거나 완전
히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일상생활능력을 호전시키지는 못하였는데 이
는 파킨슨병의 진전은 주로 안정시 진전으로 기능적으로 일상생활
을 수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1. 시상절제술

을 수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 경직은 어느 정도 줄여 줄 수 있으나 생활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서
동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따라서 파킨슨병에서 시상절제술 적용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적용하더라도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진전이 주증상인 경우에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50 ~ 60년대에 많이 시행되었던 담창구 절제술은 이후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한동안 시
행되지 않고 있었다.

• 그 당시 담창구 절제술은 GPi의 전배부(anterior dorsal portion)을 target으로 하였다.

• 그러나 GPi의 후복부(posterior ventral portion)에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 진전 뿐만 아니
라 경직, 서동증 등의 증상이 호전된다는 결과가 알려지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 다시 성행

2. 담창구절제술

하게 되었다.

• 절제술을 시행할 때 GPi 후복부의 임시 target은 중앙선으로부터 20~21 mm 측방, 
intercommissural line으로부터 4~5 mm 하방, midcommissural point로부터 2~3 mm 전
방에 위치한다.

•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야 수술이 효과적이며 인근 구조물에 병변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
다.

• 단일세포 미세전극 기록(single cell microelectrode recording)을 이용하면 GPi의 경계 부
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반대측 팔다리의 진전, 경직 및 서동증 등의 증상이 20 %에서 70% 정도 호
전되었다.

• 반대측 팔다리의 이상운동증은 60~90% 정도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일부 보고에서는 일시적으로 동측 팔다리의 이상운동증도 호전되었다.

2. 담창구절제술

• 최근 약 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효과가 관찰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 보행, 자세반사, 보행동결 등은 일부 연구에서는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더라도 일시
적인 효과를 보여서 체축 증상(axial symptoms)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하다.

• 보고된 합병증은 일시적 혼동, 편마비, 실어증, 폐염, 동측성 반맹, 안면 위약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며, 미세전극기록을 적용한 경
우 시야 결손이나 편마비 등의 합병증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 양측에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우울증, 무의지증(abulia), 가성구마비, 인지기
능 장애 등의 합병증이 한쪽에 시행한 경우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다.

2. 담창구절제술

• 담창구 절제술의 효과를 정리하면 첫째, off 상태에서 반대측 팔다리의 파킨
슨병 증상을 전반적으로 호전시킴으로써 운동변동이 줄어들고 둘째, on 상
태의 이상운동증을 줄여준다.

• 이러한 효과는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을 전반적으로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

심부뇌 자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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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초부터 파킨슨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시행 되었는데, 기저
핵에 대한 수술은 치명적인 혼수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
기시 되었으며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위를 제거하는 운동피질제거술
(motor corticectomy), 척수신경로절단술(cordotomy) 등이 시행되었다

• 1940년대에 이르러 창백시상로(pallidothalamic pathway)를 포함하는 기저

심부뇌 자극술

핵 회로에 대한 수술로 파킨슨병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
졌으며, 1950년대 이후 뇌정위수술법(stereotaxic brain surgery)이 발전되면
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기저핵 회로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었다

• 그러나 뇌에 병변을 만드는 치료법은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심각한 후
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1960년대에 레보도파(levodopa)가 도입된 이
후 수술적 치료법이 시행되는 경우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 1990년대에 도입된 심부뇌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은 제거술(ablative surgery)
의 문제점인 연하곤란, 언어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수술 후에도 파킨슨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투여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2000년 3월 운동 동요(motor fluctuation)와 레보도파에 의해 유발된 이상운동증(levodopa
induced dyskinesia)을 보이던 56세 여자 환자에게 처음으로 양측 시상하핵 DBS 
(subthalamic nuclei deep brain stimulation STN DBS)가 시행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심부뇌 자극술

(subthalamic nuclei deep brain stimulation, STN DBS)가 시행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전국 16곳의 의료기관에서 133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220개(STN 184개, 내측 담
창구 31개, 시상 5개)의 박동기 (implantable pulse generator, IPG)가 삽입되었다.

• 2005년 1월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DBS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2005년에
한 해 동안 19곳의 의료기관에서 220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DBS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도 많은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부뇌 자극술 심부뇌 자극술

• 시상밑핵은 매우 작고 (5 x 7 mm) 
MRI나 CT상에서 찾기가 어렵다.

• 보통 앞맞교차(Anterior 
Commissure )와 뒤맞교차(Posterior 

시상밑핵의 정위적 위치 선정

STN

Commissure )와의 상대적인 위치로
가늠하여 정한다.

• 표준좌표:
– 정중선 가쪽으로 11-13 mm
– AC와 PC를 연결한 선의 중앙점

으로 부터 4-5 mm 뒷쪽

– AC/PC 평면에서 4-6 mm 아래

• 오차를 줄이기 위해 MRI와 CT 영상
을 같이 이용한다.

심부뇌 자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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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뇌 자극술

•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시행한 연구들에서 심부뇌 자극술은 레
보도파에 반응하는 대부분의 파킨슨 증상을 크게 호전시키며, 
장기간 레보도파 치료에 따른 합병증인 운동 동요를 감소시키
고, 레보도파 투여량도 줄일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심부뇌 자극술의 장기적인 효과

• 수술 전에 비해 레보도파 복용량은 30-67% 줄었는데도 불구
하고 진전, 강직, 서동과 같은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 모두
호전되었으며, 특히 진전은 가장 큰 호전 (60-87%)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약물 효과가 지속되는(약효 작동; drug on) 상태
에 나타나는 이상운동증(levodopa induced dyskinesia)의 심
한 정도도 29-79% 줄어들었다.

• 1. 수술과 연관된 부작용
– 뇌출혈 (6.1%)
– 감염 (3.5%)
– 극을 잘못 삽입해서 위치를 (1.7%)
– 수술 직후에 혼돈 (8.6%)
– 폐색전증 (1%)

간질

심부뇌 자극술의 부작용

– 간질

• 2.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부작용
– 파킨슨병으로 인해 심부뇌 자극술을 받은 환자 중 20-25%에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 전극선이나 연장선(extension wire)의 이동, 절단, 단락
– 자극발생기 자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 전극선이나 연장선의 손상은 목에 이상운동이 심한 환자에게 잘 생긴다.

• 3. 심부뇌 자극 또는 자극 목표 부위와 연관되어 생기는 부작용
– 시상밑핵은 연결되는 신경 회로에 따라서 등쪽바깥쪽(dorsolateral)의 감각-운동영역(sensory-

motor part), 가운데의 연합영역(associative part), 배쪽안쪽(ventromedial)의 변연영역(limbic part)
으로 나뉘어진다.

– STN DBS는 등쪽바깥쪽 STN을 자극해서 파킨슨 운동 증상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전기자극
이 STN의 연합영역이나 변연영역으로도 퍼지기 때문에 인지기능과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또한 전기 자극이 STN 주변으로 퍼져서 근육수축, 구음장애, 이상감각, 현훈, 안구편위(ocular 
deviation), 안검연축(blepharospasm), 무운동증 악화 등이 생길 수 있다.

심부뇌 자극술의 부작용

– STN DBS 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약 25%의 환자가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고, 행동 및 기분장
애(behavioral or mood disorders)가 생겼다.

– 언어유창성(verbal fluency)과 언어기억력(verbal memory)의 장애가 생기며, 그 외에도 수행능력
(executive function), 집중력(attention), 작업기억력(working memory)에 영향을 준다.

– STN DBS를 받은 환자들 중 17-76%에서 항우울 효과(antidepressant effect)가 나타났지만, 2-33%
에서는 우울증이 유발되고, 4-8%에서는 조증이 유발(mania inducing effect)된다.

– 일부에서는 운동 증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한 보고도 있다.
– 특히 수술 전에 우울증이 있었던 환자는 수술 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 4.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작용
– 일상 생활에 자성을 띤 물체(예: 대형 스피커)의 영향으로 갑자기 IPG가

꺼지거나 켜질 수 있어 환자 스스로 IPG를 켜고 끄는 것을 익혀야 한다. 
–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전자제품들은 IPG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지만, 비

교적 큰 전자기장을 보내는 공항검색대 같은 경우는 DBS 자극 강도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부뇌 자극술의 부작용

– STN DBS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치과에서 양쪽 얼굴에 고주파 투열치
료(high frequency diathermy)를 받은 뒤 DBS 전극 주변에 치명적인 뇌
손상이 생긴 경우가 있어, DBS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모든 종류의 투열
치료(단파, 초단파, 초음파)는 금기 사항이다.

– STN DBS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해도 IPG의 기계적 오작동, 
전극선 위치 변동 등은 생기지 않아 DBS 수술 후 MRI 촬영은 안전한 것
으로 여겨졌다.

– 그러나 1.5T MRI로 요추를 촬영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DBS 전극선 끝
주변으로 뇌출혈이 생긴 예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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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술 시기: 나이와 파킨슨병 이환 기간
– 수술 받을 때의 나이와 STN DBS의 효과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는 일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STN DBS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이면서 상당한 체간 증상을 보이면 수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파킨슨병 환자의 적절한 수술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부뇌 자극술 대상 환자

– 질병 이환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 효과가 좋으며,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비도파민성 신
경계의 손상이 동반되어 심부뇌 자극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나이에
일찍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질병의 초기에는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 MSA) 환자가 파킨슨
병으로 오진될 가능성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심부뇌 자극술을 시행하면 증상 개선은 미미하고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 그러므로 발병하고 나서 진단에 확신이 설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약물치료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수술을 고려한다

• 2.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성
– 수술 전 레보도파에 반응하는 정도는 파킨슨병 진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어

느 정도 증상이 개선될지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 고용량의 레보도파를 투여한 다음 반응 정도를 보기도 하지만, 환자가 일상적으로 복

용하는 용량을 투여했을 때 호전되는 UPDRS 운동 점수가 수술 후 호전되는 정도와 상
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상 용량을 투여한 다음 반응 정도를 보기도 한다.

심부뇌 자극술 대상 환자

– CAPSIT-PD는 밤 동안 12시간 정도 약물을 중단한 뒤 아침에 레보도파를 투여해
UPDRS 운동 점수가 33% 이상 호전될 때 레보도파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했다.

– 수술 전 apomorphine에 대한 반응이 클수록 DBS에 대한 반응도 크기 때문에
apomorphine test도 수술 대상 환자 선정에 이용된다.

– LID의 심한 정도는 수술 효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약효 작동 기간 동안에도 호전되지 않는 보행동결이나 자세불안정 같은 체간 증상이

있으면 STN DBS에 의해서도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수술 전에 환자
와 가족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 3. 인지기능 장애
– 경도일지라도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수술 후에 전반적인 운동능

력은 호전되지만 보행장애와 자세불안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고 인
지기능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더라도 치매가 있으면 수
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심부뇌 자극술 대상 환자

• 4. 그 밖에 특별한 경우
– MSA 환자의 30% 정도는 초기에 레보도파 치료에 반응하고, 이들 중

80%는 2년 후에 LID가 생기기 때문에 파킨슨병으로 오진되기 쉽다.
–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어 STN DBS를 받은 환자들 중 사망 후 부검을 통

해 MSA로 확진되었거나, MRI에 전형적인 MSA 소견을 보였던 환자들
이 보고되었다.

– 이들은 장기간 레보도파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였고, 전형적인 LID와
motor fluctuation이 있었으나 STN DBS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유전자 치료

• 파킨슨병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률 이 증가하여 60세 이
상 인구의 약 1% 이상이 파킨슨병 환자 이다

•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파킨슨병 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

파킨슨병 환자 계속해서 증가하 있다

• 파킨슨병 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킨슨병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특히, 최근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파킨
슨병의 유전 인자에 대한 연구 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파킨슨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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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치료(gene therapy)란 유전자 수준에서 질
환의 원인을 규명하여 질환의 원인을 유발하는 유
전자를 대체할 유전자 또는 질환 치료가 가능하도
록 도와주는 유전자를 환자의 조직 및 세포내로 삽

Gene therapy

입하는 치료 기술을 통칭한다.

• 1980년대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벡터로 처음 개발되면서 유전자 치료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유전자 치료 기술에서는 DNA나 RNA 수준에서 활성
작용이 일어나게 되므로 꼭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 분야가 바
로‘유전자 전달(gene delivery)’기술이다

• 유전자가 세포 수준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Gene therapy

유전자가 세 수준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유전자가 높은 효율로 표적 조직으로 전달되어 세포내로 도입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유전자의 세포내 전달 방법은 바이러스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성 벡터(non-viral vector)
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 바이러스성 벡터는 인간 세포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고유의 세포 내 침투 기전을 이
용하므로 비바이러스성 벡터보다 세포내 유전자 전달 효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세포 내로 들어간 다음에도 비 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에는 엔도솜이 리소좀과 융합
된 다음 엔도리소솜에서 유전자들이 분해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바이러스성 벡터들의 경우
에는 리소솜을 통과하지 않고 핵 내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전에 의하여 유전자의 손실이
작아서 유전자 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성 벡터

작아서 유전자 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 그러나, 생체 내에서 바이러스 벡터가 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이될 위험성, 바이러스의 캡시
드 단백질에 의한 면역원성, 크로모좀으로의 유전자 삽입에 의한 잠재성 발암 유전자
(oncogene)의 활성화 등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벡터의 개발
이 바이러스성 벡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의 하나이다.

• 생체 내로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벡터들로는 레트로바이
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부속바이러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 벡
터들을 들 수 있으며

바이러스성 벡터

•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교하여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전달할 유
전자의 크기에 제한이 없고, 체내 면역원성의 문제가 비교적 적으며, 반복 투여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
다

• 그러나, 유전자 발현을 목적으로 플라스미드 DNA 전달체로 사용할 때에는 발현 지속 기간이 바이러스
전달체에 비하여 짧으며, 세포 내에서도 특히 핵 내로의 전달 효율이 바이러스성 벡터에 비해 낮은 편이
다.

의 경우 세 내에서 세 질까지만 전달되면 에 작용하여 적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을 억

비바이러스성 벡터

• siRNA의 경우 세포 내에서 세포질까지만 전달되면 mRNA에 작용하여 표적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을 억
제하게 되므로, 핵 내로 수송될 필요가 없으므로 전달 효율에 있어서 바이러스성 벡터에 크게 뒤지지 않
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 또한, 비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 siRNA 스크리닝에 있어서 high throughput으로 여러가지의 siRNA
library를 신속하게 효과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 shRNA를 제작해야하므로
속도 및 비용 면에서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siRNA 전달체로서 보다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소재 면에서 크게 양하전 지질물질과 양하전 고분자 물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음전
하를 띠는 유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벡터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력을 이용하는 것이라 전달하고자
하는 유전자와 양하전 벡터의 물리적인 혼합만으로도 복합체를 간편하게 준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기존의 전통적인 요법으로 치료하기 힘든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유
전자 치료제가 언급된지 이미 수십 년이 경과하였지만 실제 임상시험 수준
에 이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 특이성과 안전성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임상으로의 응용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유전자 치료의 전망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현저
히 증대될 것이다.

• 유전자 벡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꾸준히 진행
하면 핵산 의약은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제로서 각광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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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이식
• 1990년과 1992년에 여러 신경과학자들은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설치류의 태아 또는 성체 뇌 속에는 계속적인 분열능, 전분화능
(multipotency), 그리고 엄청난 가소성을 가진 신경 줄기세포(neural stem 
cell, NSC)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NSCs는 이후 in vitro 실험들을 통해 다양한 특징과 조작이 가능해졌는데, 

Stem cell transplantation

NSCs 자체는 상당히 균일한 집단을 만들며, 보관과 배양이 용이하고 ex 
vivo상의 간단한 조작으로 외부의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여 CNS로의 유전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1, 5~7).

• 또한, CNS 내로 이식했을 때에는 이식한 부위 뿐만 아니라 생체 내 기존의
전구세포들과 경쟁하면서 수지형 이동(interdigitating migration)을 하여 반
대쪽 뇌반구 내의 아주 조그마한 (~3,600 μm2) 손상 부위로도 이동할 수 있
다

• 성체 포유류의 뇌 내에는 크게 두 곳의 germinal zone이 있는데, 뇌실 주변부의
subventricular zone(SVZ)과 해마의 dentate gyrus 내 subgranular layer(SGL)를 들 수 있다

• 그간 무수한 연구가 진행된 rodent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 SVZ에서는 계속적인 내인성
신경세포의 생성(endogenous neurogenesis)이 일어나며, 여기서 생겨난 미성숙 신경모세
포(immature neuroblast)들은 rostral migratory stream(RMS)을 따라서 olfactory bulb(OB)
로 이동하여 GABAergic interneuron으로 분화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 포유류의 SVZ는 처음으로 NSCs가 발견되고 분리된 원천이기도 하고, 가장 활발하고 계속
적으로 neurogenesis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Stem cell transplantation

적으로 neurogenesis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 이곳에서는 매 12~28일 간격으로 분열하는 neuroblast들의 집단 자체가 turnover되며, 매

일 30,000개의 neuroblast들이 생겨나 OB로 이동하고 있다
• 평상시에는 이러한 SVZ－RMS－OB 경로를 따라 neuroblast들이 줄지어 이동(chain 

migration)하는 한편, 뇌 내에 항상성(homeostasis)을 저해하는 이상(perturbation)이 생겼
을 때에는 여러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발생한다

• 우선 분열하는 세포의 숫자가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증가하며, 분열하고 있는
neuroblast들은 병변이 생겨난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데, 주로 corpus callosum을
타고 병변 쪽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clustered migration). 이동한 세포들은 병변 주위
를 둘러싸고, 뇌내에 새로이 생겨난 병변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 신경 줄기세포를 꼭 이식해야 하는가?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체 뇌의 SVZ에는 원래 endogenous neurogenesis
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일단 뇌병변이 생기게 되면 endogenous neurogenesis가 활성화 되는데, 이
를 활성화해서 뇌병변을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Stem cell transplantation

를 활성화해서 뇌병변을 치 하 자 하는 시 들이 많이 있었다
• 허혈성 뇌졸중의 예를 들어 보면, stroke 이후 endogenous neurogenesis는

stroke 발생 2~3일부터 시작되어 7~10일째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
• 하지만 분열하여 병변 쪽으로 이동한 neuroblast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

히 세포소멸과정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없어진 뇌세포(특히 DARPP－32
－positive striatal interneuron)의 보충은 약 0.2%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어, 
체내 요구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신경세포를 보충받고 있다.

•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신경세포나 ESC 자체를 이식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 실제 ESCs를 뇌질환 치료에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으로는 ESCs의 너무나도 큰 pluripotency 때문에 수반되는 기
형종(teratoma) 발생이나 본인의 ESCs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

Stem cell transplantation

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 또는 이미 확립된 ES cell line(세포주)
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면역학적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 또한 ESCs로부터 성숙된 neuron으로 분화시키는 기술들은 현
재까지 많이 보고되어 있지만 뇌 내 이식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NSCs로 중간 분화시키는 이식하는 방법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
로 예측된다.

• 2. 신경 줄기세포 이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① 충분한 양을 i 로 확보할 수 있는가?

Stem cell transplantation

– ① 충분한 양을 ex vivo로 확보할 수 있는가?

– ② 면역학적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③ 어떤 질환에 이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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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킨 슨 병의 개요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서만욱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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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관련된 신경조직

• 추체계(Pyramidal tract)

• 추체외로계(Extrapyramidal tract)

– 기저핵

– 소뇌

• 전각부

• 뇌신경 운동핵

운동계와 관련된
신경전달물질

• 아세틸콜린

• 도파민파

• 세로토닌

• 글루타민산

• 감마 아미노부티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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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동질환

• 운동저하성 운동장애

– 파킨슨증

• 과항진 이상운동증

– 코레아, 이긴장증

파킨슨증(Parkinsonism)

• 진전, 서동, 강직 중 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함보이는 경우를 말함.

파킨슨증의 원인적 분류

• 원발성 파킨슨병(파킨슨씨병)

• 이차성 파킨슨증• 이차성 파킨슨증

•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

– 뇌변성 질환

– 안구운동 장애 등 다른 신경이상 동반

파 킨 슨 병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이란?

• 서서히 진행하는 뇌 변성 질환

•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발생

• 휴지기 진전 서동 강직• 휴지기 진전, 서동, 강직

• 보행 장애, 구부정한 자세, 자세 불균형, 

• 우울증, 치매

• 자율신경 장애

• 변비, 배뇨 장애

파킨슨병의 역사

• James Parkinson(1817): 
– “Shaking palsy”

• Kinnier Wilson(1912): 추체외로계 질환• Kinnier Wilson(1912): 추체외로계 질환

• Eringer & Hornykiewicz(1960):

– 흑질의 도파민 감소

• Cotzias(1967): 레보도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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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Parkinson

• 1755-1824

• 런던 생

파킨슨병의 심벌 파킨슨병의 유형

• 서동-강직 유형

• 진전 유형

• 혼합 유형

역학(I)

• 발생 빈도상 두번째 뇌변성 질환

• 발생율 10만명당 20명

• 유병율 10만명당 190명

전세계 약 만• 전세계 약 400만

• 국내 약 6만-12만

• 2040년에는 4배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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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II)

• 남녀비 3:2

• 발생연령: 50-70세

• 65세 이상에서 ~2%

• 농촌>>도시

• 가족력: 5%

발병 연령

연령별 분포 연령별 발생빈도

발생 원인

• 유전성

• 환경적 요인

– 우물물 과도한 햇빛 노출 제초제– 우물물, 과도한 햇빛 노출, 제초제

• 외인성 독소

• 바이러스 감염

병태생리적 기전

•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 이상

• 산화 스트레스

• 실험 연구결과 Co Q10 농도 감소• 실험 연구결과 Co Q10 농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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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Q10

•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 작용
– 에너지 생성에 관여

•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

• 면역 강화

• 노화 억제

• 노쇠 방지

Co Q10

• Co Q10의 결핍
– 파킨슨병의 원인

– 뇌졸중을 위시한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 편두통

– 미토콘드리아 질환

– 신경계 변성 질환(PSP, MSA, PND)

– 고지혈증

– 종양

– 치주 질환

병태적 소견

• 흑질 –선조체 도파민 신경계

• 흑질의 멜라닌 세포• 흑질의 멜라닌 세포

• 루이씨 소체

도파민 신경계

흑질-선조체 도파민 신경계 흑질의 멜라닌 신경세포



2011-05-30

7

루이 소체

루이소체의 파급
도파민 감소/ 아세틸콜린 증가

임상 양상(I)

• 휴지기성 진전

• 서동

• 강직• 강직

• 자세 이상

• 동결 보행

• 구부정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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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파킨슨병 진전의 특징

• 휴지기성 진전

• Pill-rolling tremor

• 손, 턱, 입술

• 초기에 일측성

• 재 발생 진전

본태성 진전과의 감별

• 진전

– 휴지기성

– 일측성– 일측성

– 두부 진전 드물다

• 강직, 서동, 자세 이상 동반

• 가족력이 낮다.

• 진행이 빠르다.

서 동

• 움직임이 느려짐

• 운동 시작과 지속이 어려움

• 초기 일측성• 초기 일측성

• 운동 정밀도 감소

• 안면 표정 소실

• 눈 깜박임 감소

• 침 흘림

서 동

• 음성의 변화 없음

• 말더듬

•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움•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움

• 잠자리에서 뒤치기 어려움

• 보행시 손 움직임 감소

• 보행 장애

• 견통,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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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직

• 피동적 운동에 저항 증가

• 굴곡근과 신전근 모두 침범• 굴곡근과 신전근 모두 침범

• Cogwheel lead pipe

자세 이상

• 후반기에 발생

• 평형 장애

• 불안정 보행

• 뒤로 넘어짐

• 앞으로 좇아감

• 갑자기 넘어짐

• Pull-back test

동결 보행

• 땅에 발이 붙어 떨어지지 않는 양상

• 보행 시작 망설임

돌 때 망설임• 돌 때 망설임

• 좁은 문 통과시 망설임

• 외부 자극으로 역설적 해소

비운동성 징후

• 통증 소화기 장애

• 배뇨장애 변비

• 불안 우울증

침흘림 후각 감퇴• 침흘림 후각 감퇴

• 어지럼증 수면장애

• 발 부종 심혈관 장애

• 이상 감각 성기능 장애

• 기억 장애 치매

• 골다공증 피부 질환

후각 감퇴

•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

• 파킨슨병의 전구증상• 파킨슨병의 전구증상

• 시환각과 같은 비운동성 부작용과 연관

• 비운동성 부작용의 발생 위험 예측

파킨슨병의 진행도
(Hoehn-Yahr)

• 1기: 일측성 침범

• 2기: 양측성 침범2기: 양측성 침범

• 3기: 양측성 침범 + 자세 이상

• 4기: 심한 장애, 독립적 기립, 보행 가능

• 5기: 독립적 기립, 보행 불능



2011-05-30

10

이차성 파킨슨증

• 감염: 뇌막염, AIDS, CJD

• 약물: Reserpine, 도파민 수용체 차단약물

• 독소: MPTP CO Mn Hg CS2 cyanide독소: MPTP, CO, Mn, Hg, CS2, cyanide

• 혈관성 이상: 다발성 뇌경색증

• 외상: ‘Dementia pugilistica’
• 대사이상: 부갑상선 이상,  저갑상선증, 

• 종양: 뇌종양, paraneoplastic syndrome

파킨슨병의 진단

• 문진

– 약물, 독소

• 이학적 검사: 동 갑성선 혈당 등• 이학적 검사: 동, 갑성선, 혈당 등

• 뇌영상검사

– 뇌 MRI, SPECT, PET

• 기타: 근전도 검사, 수면다원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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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R I S P E C T

18-F fluorodopa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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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킨 슨 병의 치료

전북 학교병원 신경과

서만욱

파킨슨병의 치료

치료의 원칙

• 가능한 기능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
하도록 한다.

•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처방

– 임상 정도, 연령, 직업-사회적 상황

• 활동적인 운동 프로그램

치료 유형

• 약물적 치료

• 운동요법

식이요법• 식이요법

• 증 치료

• 수술적 치료

• 이식술

약물적 치료약물적 치

약물치료 기전

도파민 채우고 아세틸콜린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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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린성 활성 감소

• 항콜린성 제제

– Benztropine

항콜린성 제제

• 진전>>강직, 서동

• 부작용:• 부작용: 

- 중추성: 착란, 환각, 무도병

– 말초성: 구갈, 시력혼탁, 뇨정체

• 투여 요령: 소량부터 서서히 증량

2. 도파민 활성 증

•레보도파

•도파 효능제

레보도파(Levodopa)

도 파 민 레 보 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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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도파

• Dopa decarbooxylase에 의해 파괴

– 말초성 부작용 유발

(오심 구토 저혈압)(오심, 구토, 저혈압)

• 레보도파에 Dopa decarboxylase 억제
제를 함께 혼합하여 투여

– 예) Sinemet : carbidopa + levodopa

Sinemet 100mg

Carbidopa 25mg + levodopa 100mg

Sinemet 250mg

Carbidopa 25mg + levodopa 250mg

Sinemet CR(서서히 유리형)

Carbidopa 25mg + levodopa 100mg 

Carbidopa 50mg + levodopa 200mg

Madopar 125 mg

benserazide 25mg + levodopa 100mg

Madopar 250mg

benserazide 50mg + levodopa 2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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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opar HBS(서서히 유리형)

benserazide 50mg + levodopa 200mg

레보도파의 부작용

• 식욕부진, 구역, 구토

– 식사중 복용, 서서히 증량

• 심장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심장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 간효소치 증가

• 용혈성 빈혈

• 불면증, 흥분, 우울증

과량에 의한 부작용

• 불수의 운동

• 착란

• 불면증• 불면증

• 구역, 구토

• 심장 부정맥

도파민 효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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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효능제

• Bromocriptine

• Mirapex

• Requip

도파민 효능제의 작용기전

Parlodel(Bromocriptine)

2.5mg 5mg

Mirapex

Requip
도파민 작용제의 부작용

• 충동적 조절장애

• 과도한 주간 졸음

• 인지기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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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 조절장애

• 도박

• 과다 성욕

• 병적 shopping

• 과도한 인터넷 게임

• 충동적 식사

• 단것을 병적으로 좋아함.

• 약년자, 우측 지간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빈도로 발생

기타 약물들

아만타딘

MAO 억제제

COMT 억제제

아만타딘

아 만 타 딘

• 항바이러스 제제

• 도파민의 분비, 합성을 증

• 도파민의 재흡수 억제• 도파민의 재흡수 억제

• 진전, 경직에 효과

• 부작용: 오심,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증, 불안, 환각

망상피반, 부종

아 만 타 딘(Amantadine)

100mg

COMT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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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T 억제제

• Catechol-O-Methyl Transferase 억제

• 레보도파의 효능 증레보도파의 효능 증

• 도파민성 부작용 감소: 

– 운동장애, 구역, 구토, 환각

COMT 억제제

• Comtan(entacapone)

레보도파 일정농도 유지법

1) 십이지장 투여법

2) 레보도파 + COMT 억제제

3) 피부 패취제

Stalevo

Stal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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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의 영향

• 만성 위염, 위궤양, 기능성 위장질환의 원인균

• 십이지장 점막 손상

• 레보도파의 생활성 저하

• 레보도파의 흡수율 저하

운동 요법

운동의 필요성

• 근육의 강도 유지

• 유연성 호전

• 평형기능 개선

• 보행 장애 진행 억제

• 음식 삼키기, 말하기 근육 강화

• 표정 유지

• 관절 구축 예방

• 정신적 안락감

어떤 운동이 좋은가?

– 개인의 증상, 건강 상태, 기호에 따라 다름

– 스트레칭

– 걷기기

– 수영

– 친숙한 운동은 지속할 수 있어 좋다.

– 권유 운동: 
• 정원 가꾸기, 수중 에어로빅, 요가, 기공

운동할 때 참고사항(I)

• 천천히 시작하여 천천히 마친다.

• 안면 근육, 턱, 음성 근육을 운동

• 입술 운동 크게

•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

• 음식물을 활기차게 씹는다.

• 물속 운동을 즐겨한다.

•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을 피한다.

• 지지물에 가까이서 운동

• 피곤하거나 무리를 느끼면 운동 중단



2011-05-30

9

운동할 때 참고사항(II)

• 걸을 때마다 발가락을 위로 들어올린다.

• 걷거나 돌 때 다리를 30 cm 정도 벌린다.

• 안전하게 돌기 위해 작은 스텝으로 다리를 벌려 돈다.

방의 너 걸어가 연습을 자 한다• 방의 코너 쪽으로 걸어가는 연습을 자주한다.

•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한다.

• 걸을 때 자유스럽게 팔을 흔든다.

•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면,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일어난다.

• 어떤 동작이 잘되지 않으면 20번 이상 반복연습한다.

걷는 운동의 요령

• 하루에 약 1.6 Km 정도

• 얼굴을 수평이상으로 들고

• 어깨와 목을 펴서

• 무게 중심을 약간 뒤로 하여

• 팔을 힘껏 저으며

• 약간 벌려서

• 보폭을 크게

• 힘차게 걷는다.

• 보행 동결 시 제자리 걸음 반복

근력 강화 운동

• 파킨슨병 환자에서 유의하게 근력감퇴

– 오스트랄리아 Allen 등(2008)

• 전신 위약감• 전신 위약감

• 머리가 숙여지는 증상

• 등이 굽어지는 증상

• 요통

• 근력 강화 운동이 필수적임

의자에서 일어나는 요령

• 몸을 앞으로 45도 기운다.

• 한 발을 반보 앞으로 둔다.

• 손으로 의자 앞 양쪽을 잡는다• 손으로 의자 앞 양쪽을 잡는다.

• 팔을 뻗으며 앞으로 일어나서

걸어나간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요령(2)

손을 깍지끼고 앞으로 쭉 뻗는다.

의자에 앉는 요령

앉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요령과 반 로 한다.

1) 먼저 앉을 의자에 등을 고 선다.

2) 한 발을 뒤로 낸다2) 한 발을 뒤로 낸다.

3) 몸을 45도 정도 앞으로 숙이면서 천천히 앉는다.

4) 앉으면서 의자의 옆을 손으로 단단히 잡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5) 의자에 풀썩 주저앉지 말고 의자에 서서히

접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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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러진 어깨를 펴는 운동

• 벽에 등을 고

• 벽면에 머리, 어깨, 엉덩이, 발꿈치가 닿
도록 한다도록 한다

• 같은 자세로 벽에서 떨어져 나와 걸음을
걷는다.

• 동작을 되풀이 한다.

도는 동작 연습

1. 돌 때

a.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하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다.

b. 작은 스텝으로 돈다.

c. 무릎 위까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돈다.

2. 만약에 발이 바닥에 들어붙은 느낌이 들면,

a.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뒷발꿈치에 몸무게를 실으면서

발가락을 들어올린다.

b. 몸을 좌우로 흔든다.

c. 발을 갑자기 들어올린다.

•

탁자를 이용한 도는 연습

둥근 탁자 주위를 돈다. 처음에는 앞으로 돌고

그 다음에는 뒷걸음으로 돌아본다.

구부러진 등 펴기 운동

침 에서 일어나기
양 무릎과 팔을 한쪽으로 모아서 팔과 손으로

몸무게를 지탱하면 일어난다.

관절 운동

최 한 가동 범위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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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요법

채식이 권장됨

1) 육식 영양소(고단백식이)는
장과장과

뇌에서

레보도파와 서로 흡수되려고 경쟁

2) 채식으로 위장관 자극하여 변비 완화

3) 영양 부족이 심한 경우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

파킨슨병 예방에 효과적

• 커피, 담배, 녹차

• 카레

• 오메가 3 지방산• 오메가-3-지방산

• 비타민 B6, 비타민 E

• 아스피린, 칼슘챈널 차단제, 이부프로펜

• 운동

• 댄스

파킨슨병 발생 위험 증가

• 제초제, 살충제

• 비정상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 발기부전• 발기부전

• 후각 기능 감소

• 수면장애

• 우유

증 요법

언어 장애의 관리

• 호흡을 크고 분명하게

• 목소리도 크고 분명하게

• 한 호흡마다 가능한 언어 수를 증가시킴

• 크게 책 읽기, 노래 부르기

• 거울을 보며 스스로 혀, 입놀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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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관리

• 치아 이상의 원인

– 구강 건조

– 불충분한 구강 위생불충분한 구강 위생

– 약물에 의한 치아 손상

• 책

– 침 분비 원활하게

– 구강 위생 철저히

피부 관리

• 피부 질환의 원인

– 지질 분비 증가

– 지루성 피부염지루성 피부염

– 자주 씻지 않음

• 책

– 하루에 한번 이상 매일 목욕을 한다.

변비의 원인

– 위장관 기능 저하

– 항파킨슨병 약물로 인한 변비

– 운동량 부족

수분 섭취– 수분 섭취 부족

– 장기간 변 연화제 사용

– 스트레스

– 항우울제, 철분 보충제, 제산제

– 내과적 질환 동반

– 치질

변비 예방법

• 섬유소 풍부한 음식

• 충분한 수분 섭취

• 규칙적인 운동

• 규칙적인 배변 습관

• 느긋하게 배변

변비의 치료

• 원인 요소 제거

• 하루에 물을 2-4잔 정도 추가로 마신다.

•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신다.

• 음식에 과일과 채소의 량을 늘린다.

• 서양 자두나 밀기울의 섭취를 늘린다.

• 필요하다면 변 연화제를 복용한다.

• 하제는 가급적 2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
지 않는다.

• 치질이나 내과적 질환 치료

파킨슨병에서 음악의 효과

• 리드미컬한 청각 자극이 보행을 호전

• 캐나다 de Bruin(2008)• 캐나다 de Bruin(2008)

– MP3로 매일 30분간 음악을 들으며 보행

– 3개월 후 현저한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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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흘 림

• 침과다 분비

• 삼킴 장애장애

• 입으로 호흡

• 입술을 닫는 운동성 기능 약화(Calf, 2008)

골다공증

• 염분 과다 섭취: 칼슘의 신장 배출 증가

• 골밀도 감소(골반>척추)
– 원인: 운동제한, 칼슘 섭취 부족, 일조량 부족

• 골절 위험성 증가

• 치료:
– 칼슘

– 비타민 D

– 골흡수 억제제

– 운동

넘어짐 예방

• 골다공증 치료

• 심혈관계의 철저한 검진

보행 교육• 보행 교육

• 집안 환경 개선

• 근력 강화

• 보호 장구 활용

연하곤란

• 자세를 바르게

•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

• 의식적으로 꿀떡 삼킴의식적 꿀떡

• 강제적으로 힘을 주어 삼킴

• 아이스크림으로 훈련

• 음식을 무르게 또는 걸쭉하게

• 미국의 Troche 등(2008)
– 호식 호흡과 연관된 근육 및 악하 근육 강화 훈련

요 통

• 등 굽어짐으로 허리 근육의 긴장도 증가가 요
통의 원인

• 치료
자세를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 배근 강화

– 물리 치료

– 약물 요법(levodopa, 항우울제)

– 주사 요법: 보툴리눔 독소 치료

– 비약물적 요법: 마사지, 물리 치료

– 수술 치료

수면 장애

• 파킨슨병 수면 장애 92%

– 불면증 59.2%

– 불안하지증후군– 불안하지증후군

– 렘 행동장애

– 야간 경련

– 야간 빈뇨

– 야간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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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의 유형

• 절제수술

심부 뇌자극술• 심부 뇌자극술

• 세포 이식 수술

심부 뇌 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

심부 뇌 자극수술의 장점

• 가역성

• 자극 특성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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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뇌자극술의 적응증

• 일차성 파킨슨병

• 5년 이상 경과

레보도파에 반응• 레보도파에 반응

• 심한 레보도파 운동성 부작용

• 정상 또는 경도의 인지장애

• 약물로 조절되는 우울증, 불안

• 수술로 인해 기 되는 후유증 경미

뇌심부 자극술의 부작용

• 인지기능 장애

• 언어 유창성 감소

• 우울증

• 자살 충동(0.5-2.9%)

파킨슨병 척수 자극 장치 개발
(2009, Science)

• Fuetens, Nicolelis 등(2009, Science)

(미국 듀크 학병원)

• 동물 실험• 동물 실험

• 척수경막하 전기자극

• 척수의 후주(dorsal column)

• 자극 3.35 초 내에 활동성이 26배 증가

• 뇌심부 자극보다 비침습적, 편리, 저렴

세포 이식술

이식술에 사용되는 세포들

• 망막 상피 세포 이식

• 태아 흑질 세포 이식

줄기 세포 이식• 줄기 세포 이식

– 배아 줄기세포

–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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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연구진, 배아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

한국-미국 공동 연구진이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배양한 신
경세포를 파킨슨병 쥐의 뇌에 이식, 쥐의 생체 내에서 신경세
포의 정상기능을 복원하고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체외에서 배아줄기세포를 특정세포로 분화시켜 동
물의 몸에 이식한후 체내에서 그 기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의세포이식 치료 가능성
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02. 6. 21). 

줄기세포로원숭이파킨슨병치료

원숭이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원숭이의 뇌에 이식해 파
킨슨병을 앓고 있는 원숭이를 치료했다고 일본 연구진이 보고
했다. 

교토 학 신경외과 준 다카하시 박사 팀은
짧은꼬리(macaque) 원숭이의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한 뒤 신경세포로 분화시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원숭이의 뇌에 주입했다.

신경세포를 이식받은 원숭이들은 3개월 후 손의 떨림 같은
파킨슨병 특유의 증상이 일부 완화됐다. 또 이 원숭이들이
사망했을 때 뇌에서 이식받은 세포가 자라는 모습이
관측됐다(2005. 01. 04).

Schwarz J. et. al.

• 태아 간뇌 조직에서 유도된 신경 줄기세
포는 자기 재생 능력과 도파민 신경원으
로 분화하는 능력이 높다.분화하는 능력이 높다

• 이 세포의 이식이 파킨슨병 치료에서 이
식술의 기 를 한층 높이고 있다.
(Neurodegener Dis 2006;3:45-49)

최근 연구 방향

• 파킨슨병의 발생 기전

• 임상 전 단계 표지자• 임상 전 단계 표지자

• 파킨슨병의 치료

임상 전 단계 표지자

• 조기 치료 및 예방이 중요

• 조기 진단이 필수적

• 유전자 연구유전자 연구

• Biomarker
– 흑질의 초음파 이상소견

– 운동 이상 전 임상적 이상

– PET/SPECT 이상

– 가벼운 운동이상

운동이상전 임상적 이상

• 후각 장애

• 자율신경 장애

• 우울증• 우울증

• 렘수면행동 장애

• 신경심리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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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한 연구

– 유전자 치료

– 세포 이식 치료

성장인자 치료– 성장인자 치료

– 수술적 치료

– 신 약제 개발

유전자 치료

•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미리 환경
요인을 배제하면 발병 요인을 줄일 수
있다. 

• 가족 발현성 파킨슨병

• 특발성 파킨슨병에도 적용 가능
– 목표점:  alpha-synuclein, parkin 등

국내 파킨슨병 유전자 연구

• 한림의 신경과 김윤중 교수

• LRRK2 유전자의 G2385R 다형성

– 일반인 3 8%– 일반인 3.8%

– 파킨슨병 환자 10.7%

• 50세 이전 발병 환자의 12.5%에서 발병
의 직접적인 원인인 여섯 종류의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

세포 이식술

• 2008 Astradsson 등

– 생존 기간중 증상이 호전되었음.

– 사후 조직검사
• 이식된 세포의 생존 확인

• 세포의 재신경 지배 확인

• 면역 반응은 미미

성장 인자 치료

• GDNF(Glial-Derived Neurotrophic Factor)

• Neurturin(NRTN)

• 손상된 도파민 신경세포의 기능을 회복

1) 파킨슨병 증상의 완화

2) 파킨슨병의 진행 억제

• 연구 제한점- 전달 방법

1) 바이러스 이용

2) 뇌에서 자체 생성 유도

개발중인 약제

• 신경보호 치료약
– Ramacemide

– Riluzole

– 항산화 치료항산화 치료

• 레보도파 전구 약물

• 기타
– 새로운 MAO 억제제

–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

– 아데노신 A2 수용체 길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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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 요법

운동 요법을 철저히• 운동 요법을 철저히

• 채식 위주의 식단

• 미래 치료에 한 낙관적 기

www.js-parkinson.com(파킨슨병클리닉)

www.js-silver.kr(노인병클리닉)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도민의 건강을 위한

正山 神經敎室

보톡스 클리닉                 www.js-botox.com

(이상운동, 두통 치료)

어지럼증 클리닉               www.js-dizz.com

노인병 클리닉                 www.js-silver.kr

파킨슨병 클리닉               www.js-parkinson.com

두통 클리닉                   www.js-headache.com

뇌졸중 클리닉                 www.js-stro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