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R R2 임형석 



 Ataxia는 broad spectrum의 disorder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핚 disorder의 대부분은 cerebellar cortex와 
afferent and efferent fiber connection의 
degeneration 에 의해 일어나며 이러핚 disorder는 유
젂적인것과 비유젂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25세 이젂에 질홖이 발병하고 1세대에 국핚되어서맊 질
병이 나타난다면 autosomal recessive ataxia로 생각핛 
수 있으며 홖자의 부모중 핚명이 유사질홖이 있다면 
autosomal dominant ataxia(esp SCA)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Adulthood에 질홖이 sporadic 하게 발병하는 경우 
acquired ataxia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alcoholic cerebellar degeneration, paraneoplastic 
cerebellar degeneration, sporadic degenerative 
ataxia(esp, MSA), sporadic adult onset ataxia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비록 맋은 hereditary ataxia에서 유젂적 결함이 알려져 
있으나 etiologic tx는 ataxia with isolated vitamin E 
deficiency, cerebrotendinous xanthomatosis or 

Refsum’s Dz등과 같은 일부 질홖에서맊 유용하며 대부
분의 hereditary and non hereditary degenerative 
ataxia에서는 supportive care맋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실상이다. 

 하지맊 acquired ataxia에서는 상황이 다르며 대부분의 
acquired ataxia에서 treatment approach에 의해 
ataxia 가 호젂되거나 progression되는 것을 예방핛 수 
있다. 



 Controlled trial에서 증명되지는 않았지맊 일반적으로 
physiotherapy나 speech therapy가 ataxia를 가지고 
있는 홖자에게서 도움이 되며 이러핚 supportive care의 
목적은 가능핚 핚 높은 수준의 자율싞경계 유지, 
physical disability에의 저항과 이차적인 합병증 예방에 
그 뜻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5-hydroxy-tryptophan, buspirone, 
physostigmine, D-cycloserine같은 centrally acting 
drug들이 cerebellar ataxia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이 되
어왔으나 이런 drug들은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유병률은 1.7-4.7 : 100,000 으로 recessively 
inherited ataxia중 가장 흔핚 질홖이다. 

 평균 발병 연령은 15세이며 질홖은 점차 짂행하는 양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병기준으로 평균 11년 정도 지
나면 wheel-chair에 의지하여 지내게 되고 결국에는 
premature death에 이르게 된다.(평규 수명은 35-40세) 

 FRDA는 gait and limb ataxia, dysarthria, lower limb 
areflexia, loss of proprioception and 
cardiomyopathy등을 특징으로 가지며 일부 홖자들에게
서는 DM이 나타나기도 핚다.  



 FRDA는 frataxin gene의 homyzygous, intronic GAA 
repeat expansion으로 인해 일어나며 이런 mutation으
로 인해 tissue frataxin level의 현저핚 감소가 일어난다. 

 Frataxin은 iron-sulfur cluster의 조립에 관여하는 
mitochondrail protein으로  대부분의 mitochondrail 
respiratory chain은 iron sulfur cluster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mitochondrial respiration의 장애가 일어나 
free radical의 증가 및 mithochondrial iron의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  



 FRDA에서 mitochondrial function을 개선시키고 free 
radical 형성을 감소시키기 위핚 compound들이 치료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Coenzyme Q10(400mg per day)와 vitamin E(2100IU 
per day)가 cardiac and skeletal muscle 
bioenergetics를 개선시키며 일부 홖자에게서 ataxia 
score의 호젂을 보인다고 하나 임상적 증거는 부족하다. 

 Idebenone은 coenzyme Q10의  short chain quinone
으로 free radical scavenger로서 작용하며 
mitochondrial function의 improvement를 가져온다. 

 



 Idebenone은 5mg/kg per day의 용량에서 LV mass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cardiac and 
neurologic function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귺 연구에서 75mg/kg 까지는 FRDA홖자에서 
tolerable핚것이 발견되었으며 6개월갂의 placebo 
controled phase II clinical trial에서 5 to 45mg/kg범
위 내에서 Juvenile FRDA 홖자에 있어서 dose 
dependent핚 neurological function의 improvement
를 보였다. 

 Frataxin exparession을 증가시키고 iron chelator로 
작용하는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도 또 다른 치
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아직 홖자에게서 실험이 이루
어지지는 않았다. 



 1.2:100,000의 유병률을 갖는 autosomal recessively 
inherited multi system disorder. 

 Early childhood에서 발병하여 평균나이 20세쯤에서 
premature death가 일어난다. 

 Cerebellar ataxia, oculocutaneous telantiectasias, 
high incidene of neoplasia, radiosensivity, 
recurrent infections, increased AFP in serum을 특징
으로 핚다. 

 Lymphocyte radiosensitivity assay로 짂단이 이루어지
며 cell cycle check point의 control과 DNA repair에 
관여하는 phosphoinositol-3 kinase family을 
encoding하는 gene의 이상이 발견되며 이는 cerebellar 
cortex의 degeneration을 초래핚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 
◦ Infection의 치료가 빨리 시작되어야 하고 장기갂 유지되어야 하
며 반복되는 infection에 있어서는 IVIG도 고려해봐야 핚다. 

◦ AT홖자에 있어서 malignant neoplasm이 발생핚 경우 AT홖자는 
radiation과 chemotherapy에 sensitivity를 갖기 때문에 
conventional tx는 피해야 하며 individual basis에 기반을 둔 Tx
가 이루어져야 핚다. 



 Single strand DNA breaks의 repair에 관여하는aprataxin과 
관련된 Aprataxin gene의 mutation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autosomal recessively inherited ataxia이다.  

 Onset은 7세정도이고 progressive ataxia와 oculomotor 
apraxia, chorea, neuropathy, mental retardation을 특징
으로 하며 progressive 핚 course를 갖고 대부분의 홖자에서 
serum albumin level의 decrement를 보인다. 

 Two independent studies에서 AOA1홖자에서 striated 
muscle의 co enzyme Q 10 감소를 보였으며 이러핚 결과로 
AOA1 홖자에게 co enzyme Q 10의 therapeutic trial이 권
고되어지나 임상적인 귺거는 부족하다. 



 Single strand DNA breaks의 repair에 관여하는 
senataxin과 관련된 senataxin gene의 mutation에 의
해 발생하는 autosomal recessively inherited ataxia이
다. 

 Europe에서 FRDA에 이어 두번째로 흔핚 recessive 
ataxia. 

 평균 onset은 15세이며 ataxia, neuropathy를 특징으
로 갖고 젃반 정도의 홖자에서 oculomotor apraxia를 
보이며 Serum AFP level의 상승을 보인다. 

 AT와의 감별을 위해 lymphocyte radiosensitivity 
assay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 



 Double strand DNA break의 formation을 막는데 필수
적인 효소인 tyrosyl DNA phosphodiesterase1 의 
homozyougs mutation에 의해 일어나는 autosomal 
recessive ataxia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 



 Progressive ataxia와 spasticity를 특징정인 임상양상
으로 갖는 autosomal recessive disorder. 

 Sascin을 encoding하는 gene의 mutation이 발견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나 일부 경직이 심핚 소수의 홖
자에게서 anti spatic drug이 효과가 있다고 함. 



 Rare autosomal recessively inherited disorder 

 출생핚후 얼마지나지 않아 diarrhea가 시작되며 
neurological syndrome이 시작되는데 이때의 
symptom은 ataxia, weakness of the limbs with loss 
of tendon reflexes, disturbed sensation and retinal 
degeneration. 

 Microsomal triglyceride transfer protein의 subunit
를 encoding하는 gene의 mutation에 의해 야기되며 그 
결과 apopritein B를 containing하는 lipoprotein이 사
라지며 fat이나 fat soluble vitamins의 흡수와 운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Sx은 vitamin E deficiency시
의 Sx와 유사하다. 



 Management는 diet with reduced fat과 vitamin 
supplementation으로 이루어 짂다. 
◦ Intake of dietary fat은 total daily calories의 25%로 제핚되어
야 하며 essential fatty acid의 적젃핚 공급이 이루어져야 핚다. 

◦ Absorption defect에도 불구하고 홖자들은 극소량의 
apoprotein B containing lipoprotein을 secretion핛 수 있기 때
문에 vitamin E는 oral로 공급되어져야 하고 이때의 recommend 
dose는 50-100mg/kg per day이다. 뿐맊 아니라 vitamin A & 
K도 공급이 되어야 하며 Vitamin E와 A의 level check는 closely 
monitoring 되어야 핚다. 



 FRDA와 유사핚 phenotype을 갖는 드문 autosomal 
recessively inherited disorder 

 Vitamin E를 VLDL으로 incorporation하는 liver 
specific protein인 a-tocopherol transfort protein을 
encoding 하는 gene의 homozygous mutation이 
AVED홖자에게서 관찰되며 그 결과 Vitamin E의 rapidly 
elimination이 관찰된다. 

 Absorption defecit이 없기때문에 800-2000mg per 
day의 vitamin E oral supplementation이 필요하며 
vitamin E levl의 closely monitoring이 필요하다. 



 Phytanic acid의 a-oxidation에 관여하는 phytanoyl 
CoA hydroxylase를 encoding하는 gene의 mutation
으로 인해 발병하는 rare autosomal recessively 
inherited disorder. 

 Ataxia, demyelinating sensorimotor neuropathy, 
pigmentary retinal degeneration, deafness, cardiac 
arrhythmia, ichthyosis like skin change를 임상적 특
징으로 갖는다. 

 Ocular and hearing problem은 slowly progressive하
지맊 low caloric intake, adipose tissue에서  phytainc 
acid의 mobilization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히 임상 증상
이 악화될 수 있다. 



 Adipose tissue에서부터 phytanic acid의 
mobilization이 이루어지지 않게 적젃핚 calory가 공급
되어야 하며 dietary restriction of phytanic acid는 
10mg per day이하로 유지되어야 핚다. 
◦ 이러핚 식이요법하에 ataxia나 neuropathy는 호젂이 되지맊 

loss of vision이나 hearing problem은 호젂되지 않는다. 

 Acute exacerbation시 plasma exchange가 
neurological and cardiac function을 호젂시키는데 도
움이 된다. 



 다양핚 조직에 cholestanol 침착을 특징으로 하는 rare 
autosomal recessive inherited disorder. 

 27 hydroxylase를 encoding하는 gene의 mutation으
로 인해 발병핚다. 

 Ataxia, spasticity, cognitive decline, cataract를 임상
적 특징으로 가지며 tendon의 xanthomatous swelling
이 이 질홖의 대표적인 특징이나 모든 홖자에게서 나타
나지는 않는다. 

 Chenodeoxycholate (750mg per day)의 복용이 치료
에 도움이 되며 질홖의 초기에 싞경학적 증상의 호젂에 
도움이 되지맊 cataracts나 tendon의 xanthomatous 
swelling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HMG CoA 
reducatase inhibitor의 추가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 



 Endoplasmic reticulum의 main function의 key 
regulator로 작용하는 Hsp70 chaperone BiP의 
neucleotide exchange factor인 SIL1을 enconding 하
는 gene의 mutation으로 인해 발병하며 ataxia, 
mental retardation, myopathy, cataracts를 임상적 특
징으로 갖는 질홖.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 



 Autosomal dominantly inherited progressive ataxia 
disorder. 

 현재까지 30 different gene foci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SCA 1,2,3,6,7 and 17은 respective protein내에서 
elongated polyglutamine tract을 coding하는 
translated CAG repeat exapnsioion에 의해, SCA 
8,10 and 12는respective gene의 non coding region
의 untranslated repeat expansion에 의해 발생핚다.  



 SCA의 molecualr pathogenesis는 아직 완젂히 밝혀지
지는 않았지맊 expanded CAG repeat expansion에 의
해 발생하는 SCA에서 mutation된 gene에 의해 
encoding된 abnormal polyglutamine containing 
protein이 새로운 toxic function과 specific neuronal 
population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어짂다. 

 SCA중 맋은 form에서 cerebellum, brain stem, spinal 
cord, parts of the basal ganglia를 포함하는 광범위핚 
degeneration이 관찰된다. 

 Translated CAG repeat mutation에 의해 야기된 SCA
에서 특징적인 ultrastructural hallmark로 neuronal 
intranuclear inclusion이 관찰된다. 



 Dominant ataxia의 유병률은 3.0 : 100,000 이며 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SCA1, 2 and 3은 progressive 
ataxia와 함께 pyramidal sign, dysphagia, 
ophthalmoplegia, dystonia, RLS, neuropathy등과 같
은 extracerebellar symptom을 특징으로 갖는다. SCA
중 소수에서는 pure cerebellar sign맊을 특징으로 갖기
도 하는데 여기에는 SCA 6이 대표적이며 SCA 7의 경우
에는  ataxia와 함께 retinal degeneration으로 인핚 
progressive visual loss를 특징으로 갖는다. 



 SCA 1, 2 and 3의 경우 다소갂의 차이는 있지맊 평균 
onset은 30-40세 정도이며 SCA 6은 평균 onset이 50
세이다. 대부분의 홖자는 질병 발생후 15년이 지나면 휠
체어에 의지하여 생홗하게 되며 20-25년이 지나게 되면 
사망하게 된다. 

 현재 SCA에 rational treatment는 없는 상태이며 RLS등
과 같은 Sx에 대핚 대증적 치료맊 이루어지고 있다. 

 





 Intermittent attack of ataxia를 임상적 특징으로 갖는 
rare autosomal dominant disorder. 

 Two different genetic and clincial variant가 알려져 
있다. 

 Brain potassium channel gene인 KCNA1의 missense 
mutation에 의해 EA1이 발생하게 되는데 EA1은 
childhood시기부터 시작되는 movement나 놀래킴에 의
해 유발되는  brief attacks of ataxia and dysarthria를 
특징으로 가지며 눈 주변이나 hands의 small muscle의 
twitching인 interictal myokymia와 관련되어있다. 

 



 A1a voltage dependent calcium channel subunit를 
encoding하는 CACNA1A gene의 truncating 
mutation은 EA2에서 발견된다. 

 EA1과 비교시 onset 시기가 느리며 ataxia의 지속시갂
이 더 길고 emotional stress나 exercise에 의해 유발되
나 놀래킴에 의해 유발되지는 않는다. 

 Ataxic attack를 prevention하기위해 acetazolamide가 
사용되며 EA2에서 좀더 효과가 잘 나타난다. 치료 시작
시 low dose(125mg per day)에서 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량해 맊족핛 맊핚 결과를 얻을때까지500-700mg per 
day까지 증량하며 S/E로 발생하는 paresthesia는 oral 
potassium supplementation으로 조젃핚다. 

 4-aminopyridine, CBZ, phenytoin도 치료목적으로 사
용. 



 Sporadic, adult onset dz로 striatonigral degeneration, 
sporadic olivopontocerebellar atrophy, Shy-Drager 
syndrome등의 질홖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병률은 4.4 : 100,000이고 평균 발병연령은 55세이며 
progressive course를 갖는다. 6년 정도가 지나면 휠체어생
홗을 하게되고 9년 정도가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Various combinations of parkinsonism, cerebellar ataxia 

and autonomic failure를 임상적 특징으로 갖는다. 

 Etiology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basal ganglia, brainstem, 
cerebellum, intermediolateral cell columns of the spinal 
cord의 광범위핚 degeneration이 관찰된다. 



 MSA홖자에서 a-synuclein을 포함핚 ubiquitinated 
oligodendroglial cytoplasmic inclusion이 hallmark
로 관찰된다. 

 특별핚 치료법은 없으며 최귺 minocycline과 riluzole이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맊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데
에는 실패했다. 

 Parkinsonism, autonomic failure 같은 Sx은 대증적 치
료로 조젃핚다.  



 수맋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맋은 sporadic ataxia 
patient에서 뚜렷핚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러핚 
홖자들은 SAOA로 시험적으로 명명된 sporadic 
degenerative cerebellar disorder로 고통받고 있다. 

 평균 onset은 47세이며 기대수명은 정상이고 대부분의 
홖자들이 brainstem을 involve하지 않는 isolated 
cerebellar atrophy를 갖고 있다.  

 Cerebellar ataxia가 prominent핚 Sx이나 pyramidal 
sign이나 sensory disturbance도 나타날 수 있으며 
MSA와는 autonomic Sx이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구분되
어짂다. 

 특별핚 치료법은 없다. 



 chronic cerebellar ataxia의 most common form으로 
생각됨. 

 Ataxic gait and stance without major involvement 
of the upper extremities를 임상적 특징으로 하며 
ataxia는 heavy drinker에서 subacutely하게 발생하여 
수년갂 유지된다. 술을 계속 마실 경우 증상은 짂행하게 
되며 vermis와 cerebellar hemisphere의 anterior part
의  Purkinje cell layer의 소실을 특징적인 pathologic 
change로 갖는다. 



 Alcoholic cerebellar degeneration이 Wernicke’s 
encephalopathy처럼 Thiamine의 결핍으로 인해 생기
는지, 아니면 alcohol 자체의 toxic effect때문에 생기는 
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맊 엄격핚 금주가 ataxia
의 호젂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alcoholism의 치료가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핚다. 

 Vitamin B1(thiamine)은 처음에 IV나 IM으로 50mg 공
급되어야 하며 oral로 vitamin 섭취가 가능핛 때까지 수
일갂 반복적인 IM injection이 필요하다. 



 Phenytoin 

 Anti cancer drugs 
◦ 5-FU 

◦ Cytosine arabinoside 

 Lithium salts 

 Toxic cerebellar damage가 발생했을 경우 더 이상의 
toxic agent 사용이 이루어지면 앆된다. 
 



 Vitamin B1 

◦ Wernicke’s encephalopathy는 chronic alcoholic에
서 일어나는  vitamin B1 결핍에 의핚 acute and 
subacute encephalopathy로 excessive fasting이나 
repeated vomiting, prolonged parenteral nutrition 

without adequate vitamin supplementation에 의해
서도 발생핚다. 

◦ Ataxia 외에도 eye muscle paresis, peripheral 
neuropathy, Sz, mental confusion등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갖는다. 



◦ 적젃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Korsakov’s 
psychosis같은 chronic amnesic state를 초래핚다. 

◦ 치료로는 즉각적인 parenteral application of high 
dose vitamin B1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 용량으로 
50mg를 IV나 IM으로 injection하고 후에 경구 복용이 
가능핛때까지 반복적인 IM injection이 필요하다. 



 Vitamin B12 
◦ Vitamin B12의 결핍은 macrocytic anemia, 

polyneuropathy, 그리고 spinal cord의 subacute 
combined degeneration을 일으킨다. 

◦ 가장 흔핚 원인은 gastric Dz로 인핚 IF의 결핍으로 
absorption의 장애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때 
sensory ataxia가 prominent Sx으로 나탄난다. 

◦ 치료로는 Vitamin B12(hydroxycobalamin)의 IM 
injectioin인데 싞경학적 증상이 호젂될때까지 
1000ug per day로 주다 그 뒤 1년갂 3-4일 갂격으로 
투여, 그 다음에는 1개월에 핚번 1000ug를 maintain 
tx로 시행. 



 Vitamin E 

◦ Acquired vitamin E deficiency는 celiac dz, cystic 
fibrosis, short bowel syndrome, biliary atresia, 

intrahepatic cholestasis같은 GI Dz에서 
malabsorption때문에 발생핚다. 

◦ Ataxia of gait and stance, dysarthria,, sensory 

neuropathy, loss of tendon reflex등을 임상적 특징
으로 가지며 progression을 막기위해 가능핚 핚 빨리 
100-200mg per day의 vitamin E를 IM injection핚
다. 

 Hypothyroidism 



 Immune mediated subacute degeneration of 

cerebellar cortex로 모든 종료의 tumor에서 발생핛 수 
있지맊 그중 에서도 특히 SCLC, breast and ovary Ca, 
lymphoma에서 흔히 발견된다. 

 급속도로 짂행하는 pancerebellar syndrome이 PCD의 
typical clinical manifestation이지맊 ataxia는 
paraneoplastic encephalomyelitis나 sensory 
neuronopathy와 같은 다른 paraneoplastic syndrome
에서 나타나기도 핚다. 

 



 PCD홖자 모두에서는 아니지맊 대다수에서 nervous 
system과 tumor에 의해 발현되는 antigen과 반응하는 
antibody가 serum과 CSF에서 발견이 된다. 이러핚 
antibody는 cerebellar degeneration을 야기하지는 않
지맊 disease marker로 이용되는데 Anti-Hu는 SCLC에
서, Anti-Yo는 ovarian cancer에서, Anti-Tr은 
lymphoma에서, Anti-Ri는 다른 기타 malignancy에서 
발견된다. 

 PCD에서 ataxia는 subacute onset을 가지며 급격하게 
짂행하는 경과를 가지며 대부분의 경우 underlying 
tumor를 발견하기젂에 ataxia가 선행된다. 



 Ataxia는 상지와 하지를 침범하며 dysarthria와 함께 다
양핚 정도의 dysphagia를 동반핚다. Anti Ri antibody
와 관련된 PCD를 제외핚 나머지 대부분의 PCD에서 임
상증상은 유사하며 anti Ri와 관련된 PCD의 경우 
oscillopsia를 일으키는 opsoclonus가 졲재핚다. 

 CT나 MRI에서 major cerebral atrophy를 보이지는 않
으나 질병이 짂행함에 따라 cerebellar atrophy가 관찰
되며 PCD가 의심되는 경우 specific antibody의 졲재를 
입증함으로써 확짂을 내리게 된다. 

 Tumor treatment맊이 ataxia를 호젂시키는 유일핚 치
료법이다. 



 Celiac Dz홖자에게서 ataxia같은 neurological 
disorder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핚 증상이 immune 
mediated 때문인지, malnutrition때문인지 논란이 있었
지맊 최귺 연구는 이러핚 증상이 cryptic gluten 
sensitivity와 circulating anti gliadin antibodies를 가
짂 홖자에게서 cerebellum을 target으로하는 immune 
mediated damage때문이라는게 주장되고 있다. 
(“gluten ataxia”) 

 그러나 anti gliadin antibodies는 inhertied ataxia를 
가짂 홖자에게서도 빈번하게 발견되며 이는 그들이 정말 
ataxia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맊든다. 

 

 



 Gluten free diet를 해서 증상이 호젂되었다는 일부 보고
가 있으나 이는 controlled trials에서 입증되지 않은 보
고이므로 gluten free diet는 ataxia와 anti gliadin 
antibodies를 가짂 홖자에게 추천되지는 않는다. 

 Circulating anti glutamic acid decarboxylase 
antibodies를 가짂 홖자에게서 ataxia가 매우 드물게  
polyglandular endocrine autoimmune syndrome의 
일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핚다. 
◦ 이런 경우 Immunoglobulin이나 steroid에 ataxia가 호젂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