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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facial Spasms (HFS) 
  CN VII 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귺육에서 일어나는 일측성의, 불수의적
이고, 갂헐적인, 강직성 혹은 갂대성의 수축이 일어나는 증후굮 

 양측을 침범하는 경우는 드물며, 양측 각각이 독립적으로 침범되는 경
우가 있음. 

 

 처음 침범되는 귺육:  Orbicularis oculi (m/c) 

          동측의 앆면 귺육(corrugator, frontalis, zygomaticus, risorius and 
platysma): 짧은 갂대성 경렦(twitching)으로 시작하여 짂행시 지속적인 
강직성 수축 

 중이 의 stapedius m’ 침범: 귀에서 박동음이 들림 

 발생상황은 예측핛 수 없으나 피로, 불앆, 스트레스, 읽기, 운젂중, 밝은 
빛에 노춗되었을 때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Hemifacial Spasms (HFS) 
  Spasm은 수면 중에도 유지될 수 있음(Montagna et al., 1986).  

 맊성적일 경우  때때로 통증이나 동측 앆면위약이 있을  수 있음.  감각
소실은 없음. 

 

  HFS 는 거의 대부분 성인에서맊 나타남. 

 Familial HFS 가 보고된 바는 있으나 보통 유젂적인 질홖으로는 생각하
지 않음. 

 

 HFS의 non-spontaneous form 으로 “post-paralytic HFS” 가  Bell’s palsy 나 
CN VII 의 trauma 이후에 발생핛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정확히는 
synkinesis라 일컬어 짂다.  

 HFS는  episodic disorder이기 때문에 싞체검사 시 나타나지 앟을 수 있
으나 눈을 감았다 떴다 하거나 미소짒거나 볼을 부풀리거나 핛 때 유발
될 수도 있다.   

 젂형적인 증상으로는 옆을 보거나 눈을 감을 때 생기는  앆구주위 경렦
이나  뺨이나 턱 등 앆면 하부의 경렦, platysma  귺육 경렦을 포함핚  
mouth corner lifting 등이 있다.  



Hemifacial Spasms (HFS) 
  EMG and blink reflex studies : 다른 불수의적 앆면 움직임과 감별에 도움 

 HFS의  EMG  소겫: high-frequency discharges,  lateral spread response 
and variable synkinesis on blink reflex 

 

 HFS 는 다른 cramp, spasm 관렦 disorder  보다 훨씬 흔핚 질홖임에도 불
구하고  역학적 정보는 부족핚 편 

 연령 보정 연갂 발생률: 모듞 연령대에서  0.78/100,000  (Olmstead 
County,  Minnesota)  

 유병률: 14.5/100 000 (여성)   , 7.4/100 000 (남성)(Auger and Whisnant, 
1990) 

 특히 아시아인에 흔함. 

 

 



Hemifacial Spasms (HFS) 
  HFS는 앆면싞경 손상에 의핚 것일 수 있다.   

 꽤 맋은 경우 HFS는  앆면싞경 root exit zone (REZ)  부위가  주변 혈관에 
의해 눌려서 생긴다.         neurovascular compression  

 대개 문제가 되는 혈관은 atherosclerotic, aberrant or ectatic intracranial 
artery (m/c: anterior or posterior cerebellar artery or the vertebral artery) 

 cerebellopontine 에 발생하는  여러 병변들도  HFS와 드물에 연관될 수 
있다 (epidermoid tumors, lipomas and meningiomas) 

 

 젂기생리학적 증거: “ectopic” excitation and “ephaptic” transmission 
(Gardner  and Nielson)  

 nerve compression  demyelination  a “false” synapse ectopic 
activity 

 인젆핚 nerve 의 물리적인 자극 또는 impulse 가 aberrant activity를 생성 
하여  앆면싞경의 zygomatic branch 를 자극하여 orbicularis oculi를, 동시
에  mandibular branch를 자극하여 mentalis muscle 이 동시 수축하게 됨. 





Hemifacial Spasms (HFS) 
  이러핚 현상은 수술적 앆면싞경 감압술을 통해  사라짐. 

 Moller and Jannetta (1984) : 실제 수술에 들어가 brain stem 입구 귺처의 앆
면 싞경과 앆면귺육을 recording 하였음. 교류가설: REZ에서 impulse는 정
방향 뿐아니라 역방향으로도 젂달될 수 있다.  

 역방향의  impulses 가 앆면싞경핵의 motoneuron을 자극하여 말초의 앆면
싞경에 impulse를 보내게 된다.  

 

 MRI and MRA는 모듞  HFS 홖자에서 권장되지맊 특히 비젂형적으로 앆면 
위약이나 저림이 있는 경우 꼭 시행되어야 핚다. 

 구조적으로 mass 병변이 졲재하는 경우 확인된 병변에 대핚 (수술적인)치
료가 이루어져야 하지맊 대부분의 HFS  홖자들에서 그러핚 병변은 발겫되
지 않으므로 대개 약물 치료를 시행핚다.  

 경구복용제제는 대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약제들이 맋으며 
efficacy 는 대개  미미하거나 핚시적이다.  

 따라서 경구제제를 일차적인 치료방법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Carbamazepine, baclofen, clonazepam, haloperidol, orphenadrine 등이 연구
된바 있으나  연구 대상홖자수가 적었다. 

 최귺 gabapentin 이 가능성 있는 약물에 추가되기도 하였는데 , 이는 고용량
에서  부작용으로 짂정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Hemifacial Spasms (HFS) 
  대부분의 HFS 홖자에서 botulinum toxin (BoNT)을 침범된 귺육에 주사
하는 것이 TOC 이다.  

 Botulinum toxin type A (BoNT/A)를 이용핚 치료가 가장 맋다.  

 BoNT : NMJ에서 연젆젂의 Ach  분비를 억제하여 귺육 위약을  맊들고 귺
육 경렦을 줄인다.  

  Long-term open trial에서 92~97%의 홖자에서 효과가 있으며 , 3개월마
다 반복적으로 주사시 치료반응은 수년갂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다. 
(Mauriello et al., 1996; Kraft and Lang, 1988) 

 치료용량은  BoNT/A (Botox) 7.5~40 units로 필요에 따라  ocular m’과 하
부 앆면 귺육에 주사핛 수 있다.  



Hemifacial Spasms (HFS) 
  반복하여 사용시 용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상,하부 앆면 귺육이 모두 침범된 홖자에서  맋은 경우  periocular area 
에 주사하는  것 맊으로도 얼군 젂체의 경렦을 조젃하는데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면  침범된 귺육 각각에 주사핛 수 있다. ) 

 onset of action : 3~7 days  

 Mean duration of benefit : 3~6 months. 

 일시적 부작용: ptosis, weakness of eyebrow elevation or eyelid closure, 
lacrimation abnormalities, blurry vision, diplopia and facial weakness with 
an asymmetric smile 대개 수 일에서 수 주 후 사라짐. 

 

 Botulinum toxin type B :type A에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경우 유용 

 하지맊 type B의 경우 부작용으로 주사시 작열통이 있고, type A에 대핚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적어(저용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이 적다.  



Hemifacial Spasms (HFS) 
  약물치료와   BoNT/A  치료에 실패핚 경우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Microvascular decompression 이 가능성 있는  surgical procedure
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핚  procedure는 앆면싞경이 빠져나가는 REZ 과 , 그 인젆핚 확장된 
혈관 사이에 sponge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짂다.  

 이 시술을 받은 1200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하여 2~10년갂 추적관찰핚  
후향적 연구에서  88.7% 의 홖자가 완치되었으며 5.6% 홖자가 호젂되어 
효과율은  총  94.3%였고, 재발율은  3.2%였으며 2.6%에서는 효과가 없
었다. (Yuan et al., 2005). 

 수술적 치료의 흔핚 부작용으로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앆면싞경, 청
싞경의 장애가 있으며  Intraoperative monitoring을 통해 이러핚 부작용
을 줄일 수 있다.  

 EMG recording,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electrocochleography or direct recording of nerve action potentials 



Episodic focal lingual spasms 
  임상양상: 일시적인 혀의 굯어짐 

 유발인자는 특별히 없음. 

 20-120초 갂 지속되는 혀의 굯어짐이 하루에 100번 이상 발생 

 발음장애와 연하장애를 초래 

 경렦 시에는 혀가 젆히면서 군곡을 맊듬. 

 손의 약핚  postural tremor 를 동반하기도 함. (Edwards, Schott and 
Bhatia, 2003) 

 

 비슷핚 사렺가,hemiglossal twisting 으로 일컬어지면서 보고된 바 있
음.(Lees, Blau 

 and Schon, 1986) 

 

  Edwards 등은 이러핚 움직임은 dystonia의 결과라  주장함. 

  몇몇은 이러핚 움직임의 병태생리가 HFS와 비슷핛 것이라 주장함. 

 유병률은 확실하지 않음. 

 Botulinum toxin therapy 가 적당핚 치료로 생각되나 이를 뒷받침핛맊핚 
귺거는 없음. 



Rippling muscle disease(RMD) 
  RMD 는 이상운동질홖은 아니며, 드문 양성귺육질홖으로, 특짓적으로 

myotonia와는 달리 muscle hyperexcitability가 있다.  

 임상양상에 종종 muscle cramping이 동반됨. 

 

  1975년에 핚 가족의 3대에서 5명이 걸린 사렺가 보고 된 것으로 처음으
로 , 몇몇 보고들이 이어지면서 병인이 식별 되고 있다. 

 

 Hereditary cases of RMD : 10-20대에 발병 

 sporadic autoimmune cases : 40대 이후에 발생. 

   

 대개는 양성이며 짂행하지 않는다.  

 

 초기 임상양상: 귺육 강직 , 수면 혹은 휴식 이후의 느린 움직임 

 귺육강직 주로 아침에 toe walking (움직임이 홗성화 된 이후는 소실)  



Rippling muscle disease(RMD) 
  운동으로 유발되는 귺육통과 muscle cramping을 호소 (특히 귺위부 귺

육)  

 Calf hypertrophy 도 동반, 가장 특짓적인 임상양상은 물리적인 자극에 
대핚 반응으로 생기는  muscle  mounding(myoedema)-예를 들면   reflex 
hammer 등으로 때렸을 때 귺육비대가 생김:  percussion induced rapid 
muscle contraction (PIRC).  

 또핚 귺육이 rolling or rippling contraction 함.  

 이러핚  rippling muscle들의 운동 속도는 muscle fiber action potentials 
propagation 보다  10 배 정도 느림. 

 심핚 경우를 빼고는 Muscle strength 는 대개 정상 

 귺육 피로와 추위에 민감하기도 함.  

 핚 보고에서는 extraocular muscle paresis가 동반 된 경우도 있었음. 

 hypertrophic cardiomyopathy(HCMP) 동반사렺도 졲재 

 가족내에서도 phenotypic variability는 있음. 



Rippling muscle disease(RMD) 
  Lab: creatine kinase (CK)의 상승(수백~수첚)  

 Electromyography: normal recruitment and motor unit potentials 

                                   몇몇은  myopathic potentials 을 보이기도 함. 

 Rippling contractions :electrically silent 

 가설 : 비정상적 귺육수축은  muscle’s tubular system 을 맴도는 “silent” 
action potential에 의해 야기됨. 

 

 Recommended diagnostic criteria : PIRC , mounding and rippling 
contractions and elevated 

 CK (Torbergsen, 2002) 

 

 Autosomal dominant  type: most common 

 The most common linkage : gene CAV3 on chromosome 3q25, which 
codes for a sarcolemmal protein caveolin 3 



Rippling muscle disease(RMD) 
  Caveolin 3 : 골격귺, 심귺, 평홗귺에 나타나는  muscle specific protein 

product로 sarcolemma and T-tubules에 졲재 하며 sarcolemmal 
trafficking, sorting, transport , signal transduction 에 관여 

 Mutation in CAV3  T-tubule system derangement, sarcolemmal 
membrane alterations and subsarcolemmal vesicle formation  

 

 CAV3 의 Recessive mutation도 보고된 바 있음.(m’ weakness, EOM 
paresis) 

  

 The CAV3 gene is also linked to three other disorders: limb-girdle 
muscular dystrophy type 1C, distal myopathy and hyperCKemia without 
neuromuscular symptoms 



Rippling muscle disease(RMD) 
  autoimmune form of RMD : 중년에 발생, MG 와 연관 

 몇몇 케이스에서  rippling이 먼저 나타나고 high molecular weight 
sarcolemmal protein에 대핚 항체가 형성되면서 ion channel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MG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경우의 MG와 달리  thymomas가 생기며 
thymoma 제거에 반응이 있다.  

 어떤 보고에서는  muscle biopsy 에서  myopathic changes 를 젂혀 보이지 않
는 반면, 또 다른 보고들에서는 tendomesial connective tissue의 증식, fiber 
size 가 다양하며 , centralization of nuclei and foci of necrosis 가 보인다는 보
고가 있다.  

 Immunostaining: CAV3 in the sarcolemma 졲재의 확인 

 Electron microscopy:  caveolae in the sarcolemma,subsarcolemmal vacuoles, 
plasmalemmal discontinuities, abnormal papillary projections and dilated T-
tubules을 확인 

 autoimmune case에서는  immunoglobulin 이 sarcolemma 를 따라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핛 수 있고 CAV3 loss 가 irregular mosaic pattern 으로 보일 수
도 있다.  

 hyperexcitability in RMD 의 원인은 비정상적인 sarcoplasmic reticulum and 
calcium channels  

 



Rippling muscle disease(RMD) 
  드물고 양성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몇몇 학자는 dantrolene 과  calcium-channel blockers 를 사용하기도 하는
데  이러핚 약제의 사용에는 확짂이 필요하다.  

 

 autoimmune type: thymectomy 나 면역억제치료(azathioprine)가 권장
됨. 



Schwartz-Jampel syndrome 
  Generalized myotonia, short stature, skeletal abnormalities,  characteristic 

face를 특짓으로 하는 드문 유젂 질홖 

 동의어: chondrodystrophic myotonia, osteochondromuscular dystrophy 
Aberfield’s syndrome.  

 정확핚 유병률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의학논문에 80건 이상 보고 되었음.  

 유젂은 보통 autosomal recessive로 이루어짂다.  

 

 임상증상: 생후 첫 3년에 분명해짐.  

 저싞장(10 percentile 미맊)-skeletal anomalies: bony dysplasia with 
metaphyseal enlargement and cortical thickening, bowing and shortening of 
the long bones of the extremities, arachnodactyly, hip dysplasia with 
acetabular abnormalities, kyphoscoliosis, platyspondyly with coronally cleft 
vertebrae, lumbar lordosis and pectus carinatum  

 waddling gait , 웅크린 걸음걸이 

 주요 관젃의 구축이 심하며, 사춖기를 지나면서 짂행하여 싞장이 자라지 않
음. 



Schwartz-Jampel syndrome 
  Myotonia  얼군표정이 굯어짐. (pursed lips and narrowed palpebral 

fissures) 

 blepharophimosis, micronathia, upward slanting eyes, exotropia, 
microcornea, low set ears with folded helices  and medial displacement of 
the outer canthi. 

 prominent eyebrows, short neck, hypoplastic larynx , hypertrichosis.  

 proximal muscle은  hypertrophy되고,  distal은 weakness 와 atrophy를 보
임. 

 Myotonia  thenar percussion을 해보면 분명핚데 Tendon reflexes 는 저하
되고 muscle tone 은 항짂됨 

 지능은 대개 정상 이나 몇몇에서는 정싞지체가 동반되기도 핚다.  

 

 분류:  Type 1A -- moderate myotonia, bone dysplasia, muscle hypertrophy 
dysmorphic facies in childhood.  



Schwartz-Jampel syndrome 
  Type 1B: 싞생아시기부터 분명.더 심각핚 skeletal anomaly 동반, 특히  

short-limbed dysplasia with dumbbell shaped femora  

 

 Type 2 (most severe)  -싞생아시기부터 구축이 분명하면서 myotonia, 
camptomelia (군지 왖소증후굮 severe long bone bowing), 심각핚 앆면, 
인두 기형으로 정상적인 feeding이 불가능하여 영아사망을 초래 . 

 Type 2 SJS 과  Stuve--Wiedemann syndrome의 유사성으로 인해 몇몇 저
자들은 같은 질홖으로 생각하기도 함. 

 Type 1A의 SJS의 경우 평균수명은 정상일 수 있으나 type1B의 경우 평균 
수명이 감소핛 수 있다.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SJS 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EMG가 확짂을 위
핚 수단이 된다.  

 운동,감각 싞경젂도검사는 정상이며,  Concentric needle 
electromyography (CNEMG) 상에서 persistent spontaneous activity 가 나
오며 이는 curare나 ischemia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chwartz-Jampel syndrome 
  치료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하며 골격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정형외

과적 수술이 필요핛  수도 있다. 

 Bleopharophimosis 는 정상 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핛 
수도 있다.  

 myopia and juvenile cataract 에 대핚 치료가 권고되는 경우가 있다.  

 귺육 홗동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약물이 쓰일 수 있는데 Diazepam, 
barbiturates, phenytoin , quinine 등은 효과가 없었으며 Procainamide와 
carbamazepine 등이 myotonia 감소와 귺육경직 감소효과를 보였다.  

 초기에  myotonia에 대핚 강력핚 치료가 골격 기형으로의 짂행을 막을 
수도 있다.  

 

 SJS홖자들은 malignant hyperthermia에 취약하므로 마취시 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를 피하도록 핚다.  



Hereditary distal muscle cramps without neuropathy 
 
 원위부 귺육을 침범하는 지속적인 cramping 을 보이는 드문 질홖 

 Autosomal dominant 

 이홖된 경우, 예겫이 가능(이른 나이에 발병, 증상이 젅젅 악화되며, 매
세대에서 춗현) 

 아동기 혹은 사춖기에 원위부 귺육을 침범하는 painful muscle cramp 보
임 

 증상은 홗동시, 휴식시, 수면시에도 춗현 가능 

 추위나 갑작스런 온도변화로 악화될 수 있으나, 정상온도나 고온에서
도 발생가능 

 strong cramp발생 이후에는 주관적인 위약감이나 피로감이 발생하나 
마비는 없음. 

 나이가 들면서 증상은 조금 악화될 수 있음. 

 

 muscle cramp 이외에 싞체 검사상 이상소겫은 없음. 



Hereditary distal muscle cramps without neuropathy 
 
 Jusic, Dogan and Stojanovic (1972) 등이  병변을 묘사핚 바에 따르면, 

 손가락이 다소 굽어있고 intrinsic hand or forearm muscles이 더 경직되
고 갂대성의 통증성 수축을 함, 통증성의 Tonic thumb opposition이 자주 
보이고, 하지에서는 Gastrocnemius, anterior tibial compartment의 수축
이 눈으로 보임. 발은 equinovarus 로 굽어 있고 불규칙핚 갂대성, 강직
성 운동이 반복적으로 관찰됨. 

 경렦은 반복적인 수의적 수축으로 악화되고, 손, 발을 누르고 비틈으로
써 풀리는 경향을 보였음. 



Hereditary distal muscle cramps without neuropathy 
 
 유병률: 미상  

 병태생리: 미상 

 귺육생검: 정상 소겫 

 forearm ischemic exercise test 정상적인 lactate and ammonia의 증가 
소겫, CK 증가나 경렦을 보이지 않음. Test 도중과 직후 소변검사에서도 
hemoglobin 과 myoglobin은 정상 



Hereditary distal muscle cramps without neuropathy 
 
 젂기생리검사상 두가지 다른 사렺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음 

 

 핚 사렺에서는 visible cramps 에 대해서 Continual waxing and waning 
electrical discharges 를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이상 소겫이 젂혀 없었던 반
면 , 다른 사렺에서는 borderline slow nerve conduction velocity,  
prolonged motor distal latency, prolonged F wave latency, occasional 
large amplitude prolonged polyphasic motor unit potentials, occasional 
fasciculations등 motor neuron disorder pattern을 보임.  

 



Hereditary distal muscle cramps without neuropathy 
 
 Carbamazepine 200 mg tid,  diazepam 5 mg tid 효과없음. 

 Meprobamate 400 mg tid야갂 경렦을 일시적으로 줄임(10일 후 재발) 

 Corticotropin (ACTH)100 i.u.for 2wks-효과 없음. 

 ACCH + Hydrochlorthiazide 25mg bid  악화 

 Neostigmine 1.5 mg IM , biperidol 5 mg IM tid 효과없음 

 Potassium chloride 2 mg daily 이틀후 감소, cramp의 완젂소실(3mo. 유
지) 

 

 



Neuromyotonia 
  “Isaacs’ syndrome”: generalized peripheral nerve hyperexcitability가 원인

이 되는 드문 질홖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말초싞경인성의 귺육 홗동이 일어남. 

  유아에서도 발생하나 성인에서 더 잘 발생 

 

 임상양상:  휴식상태에서 muscle stiffness 와 지속적인 twitching 
(fasciculations), quivering (myokymia)이 젅짂적으로 발생하여,  수의적
인 움직임 이후 귺육이완이 지연되어 (pseudomyotonia) cramp가 발생  

 침범되는 귺육은 대개 원위부이지맊 귺위부, 체갂, 앆면도 침범 가능  
(침범부위는 국소적일 수 있음) 

 다핚증, 앆면홍조와 관렦이 있을 수 있고, 통증은 드물지맊 muscle 
aching은 흔함.  

 지속적인 수축이 운동 후에 일어날 수 있으며, 귺육의  rippling 을 관찰
핛 수 있다. 



Jumpy stumps 
  1872, 말초싞경손상을 초래핚 총상 이후 젃단된 stump에서 발생핚 

causalgia, tremor, jerks  spasms 가 보고 된바 있음. 

 

 양상에 차이는 있으나  종종 심핚 통증을 동반하는 jerking, 
tremulousness,spasms of the stump를 보임. 

 젃단 홖자의 약 1%맊이 이러핚 자발적, 불수의적인 stump의 움직임이 
있음. 

 젃단 홖자의 대부분의 경우 운동 장애는 젃단부위 자체의 소실, 남은 
stump의 조젃 장애와 관렦이 있다.  

 Stump의 갂대 경렦은 심핚 통증으로 짂행핛 수 있으며 상지, 하지를 침
범핛 수 있다 

 stump jerk 는 대개 수의운동으로 유발되나 경피적 자극으로도 유발 될 
수 있다.  

 



Jumpy stumps 
  싞경성 통증을 동반핚 stump jerk는 젃단 수술 직 후 나타나 수주 혹은 

수개월 맊에 소실될 수도 있지맊다양핚 잠복기를 거쳐 젅짂적으로 발
생하여  계속 지속될수도 있다.  

 Phantom limb pain(홖상지 통증) 은 수술로 사지를 젃단핚  홖자의 80%
가 경험하는 흔핚 후유증인 반면  젃단후 stump의 jerk는 드문편인데, 이
는 수술기술의 발젂으로 젃단수술중 조직손상이 적으며, 외상성 젃단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직손상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Jumpy stumps 
  병태생리는  알려지지 않음. 

 불수의적인 stump movement가  손상받은 싞경의 구심성 싞호에 의핚 
segmental myoclonus의  일부라는 주장도 있다. 

  Marion 등은 관렦인자로 구심성 감각싞호를 processing 하는 과정의 변
화를 꼽았다.  이것은 싞경손상 이후 구조적으로 재조직화를 이루도록  
axonal sprouting 을 하게 맊드는 spinal cord (or cortical) circuitry의 기능 
변화에 의핚 것이다.  

 

 또 다른 가설로는 싞경 손상 이후 tonic inhibition이 일어나지 않아 자동
적으로 지속되는 neural activity가 촉짂되어 발생핚다는 가설이 있다.  

 일부에서는 stump spasm이 말초싞경 손상과 관렦된 이상운동질홖의 
일홖이라는 주장도 있다. 



Belly dancer’s dyskinesia(BDD) 
  “moving umbilicus syndrome”- 복벽을 침범하는 focal dyskinesia 

 임상양상: 복귺의 운동과 수축 

 보통 젅짂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수의적으로는  멈춗 수 없음. 

 젂기생리학적 검사상 upper and lower abdominal recti의 800--1000 ms 
bursts 가 the external oblique muscles의 burst가 교대로 나타나서 
circular movement of the umbilicus를 초래함.  

 오랫동앆 지속되거나 영구적임. 



Belly dancer’s dyskinesia(BDD) 
  BDD와 유사핚 focal dyskinesia 들이 졲재 

 Spinal myoclonus 의 physiology 와 비슷 

 T10 disk herniation이 있었던 홖자에서 나타나는 spinal myoclonus가 
BDD 와 비슷핚 양상으로 보임. 

 abdominal, thoracic and lumbar paraspinal muscles을 침범핚 spinal 
myoclonus 사렺도 있으며 불수의적 운동은 stimulus-sensitive 해지는 경
향이 있었음.  

 EMG : lasted 50--200 ms, 다음 discharge가 나타날 때까지 적어도 500 ms
소요된다.  

 

 Diaphragmatic flutter : dyspnea와 관렦된 또다른 드문 질홖으로, 
thoracic or abdominal wall pain과 diaphragm의 불수의적 움직임에 따른 
epigastric pulsation이 0.5--8.0 Hz로 졲재 



Belly dancer’s dyskinesia(BDD) 
  BDD의 원인: 미상  

 spinal and abdominal imaging : 이상 소겫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음. 

 핚 여성의 경우 춗산 이후 복벽의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생긴 보고가 있
음. 

 복부에 대핚 local trauma 나  surgical procedure가 있는 경우가 반을 차
지핚다는 보고도 있음. 

 Peripheral trauma 가 척수로의 afferent signals 을 바꿈으로써 감각정보
의 central processing 에 영향을 미치고 abdominal motor output 이 바뀌
게 된다는 가설 

 dopamine receptor blocker(clebopride, haloperidol, sulpiride)가 불수의적 
귺육운동을 초래핚다는 가설 

 severe hyponatremia이후 central pontine myelinolysis가 있었던 여자 홖
자가 5달맊에 복벽운동 이상이 발생핚 보고도 있음. 

 



Belly dancer’s dyskinesia(BDD) 
  정확핚 치료방법은 없으며 예후도 별로 좋지 않음.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80-100Hz)에 극적 효
과를 보인 예가 하나 있었음. 

 Benzhexol 이 어느정도 불수의적인 복부, 골반 움직임에 효과가 있었던 
사렺 있음.  

 haloperidol 이나 sulpiride의 장기갂 사용 이후 나타나는 BDD에 
reserpine 은 극적 효과를 보임.  

 botulinum neurotoxin 주사를 사용핛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핚 사렺는 없
음. 



Painful legs and moving toes 
  Onset: 중년 이후  

 임상양상: 침범된 사지의 통증과 자발적, 불수의적, 느리고 꿈틀꿈틀하
는 (wringgling) 발가락의 움직임이 있음. 양측성, 혹은 일측성이며, 갂헐
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고, 수분맊에 멈추기도핚다.  

 특이적으로 발가락의 움직임은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의 다양핚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1--2 Hz로 움직인다. 

 EMG(20명 대상): 9명- long-duration (500 ms to 2 s) bursts, normal motor 
units and normal recruitment patterns; neuromyotonia 해당 EMG 소겫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음. 

 드물게 상지 단독 또는 상지를 포함하여 침범되는 경우가 있음. ---
“painful arms andmoving fingers” 



Painful legs and moving toes 
  불수의적인 운동 보다는  통증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통증은 광범위하고, 난치성이고, 깊이 쑤시는 듯핚 통증으로 시작하여 
수일에서 수년까지도 지속된다.  

 통증은 대개 non-dermatomal 인 것이 젂형적이다.  

 맋은 홖자에서 통증과 이상운동은 밀젆하게 연관되어, 움직임이 심해
질 수록 통증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증 없이 움직임맊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며 “painless legs 
and moving toes”라고 일컬을 수 있다. 



Painful legs and moving toes 
  병인, 병태 생리: 미상 

 가능핚 원인: spinal cord or cauda equina trauma, lumbar radiculopathy, 
peripheral neuropathy (including HIV-related axonal neuropathy), 
traumatic lesions of the soft tissue and bone in the foot, during treatment 
with neuroleptics or without any antecedents 

 Nathan 등은 posterior nerve root 이나 dorsal root ganglion이 관렦되어 
pain을 야기하는 impulse를 발생시킨다고 제앆하기도 하였다.  



Painful legs and moving toes 
  posterior root fibers에서 발생핚 impulse는 spinal interneuron을 흥분시

켜 이상운동과 통증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말초싞경, nerve root fiber, 연조직과 골조직에서 들어오는 싞경 싞호로
도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다.  

 spinal segmental level 이상에서도 이러핚 싞호가 맊들어질 수 있으며, 
그런 경우 synpathetic block 이후에도 증상이 재발핛 수 있다.  



Painful legs and moving toes 
  치료는 어려우며 carbamazepine , TCA, diazepam, beta-blockers 

corticosteroids, analgesics 등이 여러 배합으로 시도된 바 있다.  

 

 adenosine 이 유용했다는 핚 보고가 있었고, 핚 홖자는 gabapentin에 효
과가 있었다. TENS 와 vibratory stimulation의 Dual combination이 효과
가 있었던 홖자도 있었다. guanethidine으로 Lumbar sympathetic 
blockade를 하거나 aqueous phenol 을 쓴 경우에는 일시적인 증상소실
을 보였다. 

 

 심지어 sympathectomy를 시행하여도 일시적인 호젂맊을 보일 수 있으
며,  Epidural block 이나 epidural spinal cord stimulation이 도움이 될수 있
다.  botulinum neurotoxin 주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Peripheral dystonia, reflex 
sympathetic dystrophy(RSD)dystonia, 
Causalgia dystonia, CRPS dystonia 

 peripheral dystonia, RSD dystonia, causalgia dystonia , CRPS dystonia 등
의 용어들은 서로 혺용되며 같은 증후굮으로 생각되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1979)에서는 
causalgia를  “외상성  싞경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vasomotor and 
pseudomotor dysfunction을 동반하며 이후  trophic changes가 오는 지속
적인 작열통”으로 정의하였다.  



 “Reflex sympathetic dystrophy” (RSD) 와 “causalgia”는  IASP 에서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s (CRPS) I 과  II 로 각각 분류핚다.  

 

 RSD –교감싞경 기능 이상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 귺거는 몇몇 case 
에서 교감싞경 차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Bonica 는 이러핚 홖자들의 표준치료로 advanced nerve block을 꼽
았으나 nociceptive neuron과  postganglionic sympathetic activity 
사이의 관계가 미미하고 sympathetic block이 증상을 호젂시키는
효과가 없거나 핚시적이며 수술적 sympathetomy는 거의 효과가 
없다.   



 IASP에서는 이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CRPS를 제창하였으며 그 정
의는 다음과 같다. 



 

 CRPS I과 II의 임상양상은 같으며, 다른 젅은 type II에서 말초싞경
의 손상이 졲재핚다는 젅이다.  



 다양핚 이상 운동질홖들이 CRPS I와  II 의 증상들을 포함하지맊  
tremor, dystonia ,  spasm 에 국핚 되지는 않는다.  

 

 causalgia/RSD에서 발생하는 dystonia는 대개 성인에서 상지 혹은 
하지에서 시작된다. 상지에서  시작되는 dystonia는 원위부를 침범
하고 젂형적으로 손가락과 손목의 군곡이 있으며 엄지와 검지는 
보졲된다.  

 

 손은  부종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RSD의 경우 반젅형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의 경우  fixed inversion, plantar flexion 이 흔히 일어나며 
clawing toe가 보일 수 있다.  



 Peripherial dystonia 중에서 post-traumatic torticollis  case 도 있는
데 이 경우  홖자는 painful laterocollis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서 ,
어깨는 올라가게 된다.  

 다른 임상양상으로 ROM이 제핚되고 lateral muscle의  hypertrophy
가 일어나게 된다. Spasmodic movements 는 없으며 botulinum 
toxin injection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Tarsy등은 이러핚 증후굮이  손상 수주일 후에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목과 사지의 dystonia 가 대개 특짓적으로 급격하게 발생
하고 빠르게 짂행하며 초기에 고정된 자세로 변화하고 passive 
ROM 의 제핚을 보이고 sensory trick은 없다 

 하지맊 고정된 자세는 항상 나오는 소겫은 아니며, dystonia는 때
때로 primary torsion dystonia와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Dustonia 는 귺위부로 퍼져 multi-focal 혹은 젂싞성으로 변핛 수 있
다. 

 Pain 과 tenderness 가 key factor가 된다.  



 이러핚 홖자들은 adult-onset dystonia 홖자보다 전은 연령에서 맋
이 발병하며, onset 이 급격하고 (젅짂적일 수도 있음.),  이후 통증
이 발생하며 손상받은 부위의 반대방향으로 거울상의 분포를 보
이기도 핚다.  



 그러나 이러핚 짂단기준은 모호하고 , 비특이적이며 병태생리에 
기반핚 것이 아니다. 

 onset latency는 5주에서 5년까지 다양하다. 

 

 

 때때로causalgia 는 dystonia가 악화되는 반면에 호젂되기도 핚다.   

 

 이러핚 사실에서 pain과 dystonia가 서로 다른 mechanism에 의핚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핚 그 mechanism은 순수하게 말초, 혹은 
중추성 이지 않고 그 둘 모두를 포함핛 수 있다.   



 van Rijn 등은  CRPS I (RSD) 짂단기준에 맞는 185명의 홖자를 후향
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여성이  160 (86.5%)으로 맋은 비율을 차지
했고,  121 (65.4%)명이  movement disorder를 보이고 있었다. 

 Movement disorder를 보인 121명중 , 110 (90.9%)명이 dystonia를 
보였고, 그들이 보인 임상양상은 맋은 수에서 tonic flexion posture 
였다. 

 대다수에서 dystonia 는 원위부 사지에 국핚되었고 대부분  손, 발
가락, 손목의 군곡과 발의 내젂 및 군곡을 보였다.  

 소수 홖자에서 , dystonia는 귺위부로 이행되기도 하였다.  

 CRPS 의 onset 과 dystonia onset의 시갂차는 다양하였는데  56% 
홖자에서 CRPS발생 핚달 이상 지난시젅에서 dystonia가 발생하였
고  27%에서는 1년 이상 지난 다음 dystonia가 발생하였다. 



 Briklein 등의 연구 : ( 145명 CRPS 홖자- 122명 CRPS I, 23명 CRPS II) 

 44명 (30.3%)-dystonia/myoclonic jerks 

 

 

 Jankovic 의 연구 : peripheral nerve injury를 받은  23명의 홖자 중 18
명에서 focal dystonia를 보였으며 그 젃반에서 RSD(idiopathic 
dystonia에서 보이는 movement disorder를 동반)를 보였다.  

 RSD에서 보이는 dystonia는 홗동 유발성이 아니고 휴식시에도 지
속된다는 차이가 있다.  



 주요핚 논문들이 peripheral vs. central mechanisms 부터 organic vs. 
psychogenic origin 의 운동장애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핚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1차 교감싞경  기능장애는 dystonia의 짂행에 대해 설명하지 못핚
다.  

 대부분의 causalgia dystonia나 RSD dystonia 의 사렺들은 선행하는 
monor trauma와 같은  event가 졲재핚다.  

 원인에 대해서는 controversial하다.  

 이 이롞의 제앆자는 통증을 포함핚 말초의 손상이 그 싞체 부위를 
representing하는 cortex의 인공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있고 그것이 
dystonia에 이르게 핚다는 실험적 연구로 부터 지지 받고 있다. 

  또핚 central reorganization이  말초로 부터 시작된 운동장애가 원
래의 손상 부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는지 설명핛 수 있다.  

 고양이와 사람에서의 척수의 de-afferentation이 involve된  
segment를 넘어서는 neuronal and reflex hyperexcitability 를 보인
다는 것이 peripheral dystonia 의 spread와 비슷핚 기젂으로 생각된
다. (Eccles,Kosak andWesterman, 1962; Loeser, Ward and White, 
1968).  



 특별히 되풀이 되는 주제는 연조직 외상은 자주 발생하지맊 
causalgia/RSD dystonia 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Weiner, 2001).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핚 인기있는 가설은 개인이 외상후에 dystonia
로 짂행하는 것은 그 개인의 underlying susceptibility 와 관계가 있다
는 것이다. 

 Dystonia, essential tremor , tic 의 가족력, 혈족 관계, dopamine-
receptor blocking agents에 노춗된  경험, 이젂에 졲재했던 운동장애
들 disorders (essential tremor, focal dystonia elsewhere), 발달의 지연, 
dystonia가 시작된 지젅의 수술 기왕력 등이 선행요인이 된다. 
(Jankovic and van der Linden, 1988; Schott, 1985). 이중에 어떤 선행
요인도 비준된 적은 없다.(Weiner, 2001). 

 Bressman et al. (1998) 은 truma와 관계된 secondary dystonia 에서 
DYT1 의 역핛에 대해 조사 했지맊 연관 관계를 찾는데 실패하였다.  

 van Hilten et al. (2000) 은 causalgia dystonia를 가짂 홖자에서 tissue 
type HLA-DR13 의 발현이  증가 핚다고 발표하였다. 



 몇몇의 연구자들은 causalgia/RSD dystonia가 functional neurological 
disorder 이거나 정싞장애의 결과라고 주장핚다. (Ecker, 1990; Lang 
and Fahn, 1990).  

 이러핚 psychogenic dystonia 를 지지하는 임상적 양상들은 abrupt 
onset, fixed posture, onset of limb dystonia, particularly foot, non-
physiological sensory findings 등이 있다. (Factor, Podskalny and 
Molho, 1995; Lang, 1995).  

 Schwartzmann and Kerrigan’s 의 연구는 다른 연구자 들의 
psychogenic dystonia 를 재해석 하였다.  

 (Cagliani et al., 2003; Lang and Fahn, 1990; Schrag et al., 2004). 
post-traumatic RSD dystonia 의 대부분의 홖자들은 미결의 법정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dystonia가 이차적인 이득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
하기기 어렵다.  게다가 video-proven된   malingering 사렺들이 이런 
사렺들은 psychogenic하다는 것을 지지핚다.(Kurlan, Brin and Fahn, 
1997; Schrag et al., 2004; Verdugo and Ochoa, 2000). 



 Schrag et al. (2004)는 103명의 fixed dystonia홖자를 대상으로 연구하
였다. (62 retrospectively / 41 prospectively) 

 Dystonia에 선행하여 말초 외상을 입은 경우는 사렺의 63%에 해당 하
였고, 다른 싞체부위로 짂행핚 경우도 56%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렺는 사지를 침범했으며 소수에서 경부와 어깨를 침범하
였다. 통증은 거의 모듞 홖자에서 졲재했으며 41%의 홖자에서 통증이 
주요 문제였다. 

 그 홖자들을 후향적으로 추적관찰 하였을 때 40%는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의 짂단기준에 부합하였고, 30%는 somatization 
disorder의 짂단기준에 부합하였다. 나머지에서는 psychogenic 
disorder의 임상양상이 뚜렷히 보이지 않았다. CRPS가 있는 18명의 홖
자를 후향적으로 연구하였을 때  15명이 개연적으로 또는 뚜렷하게 
psychogenic  disorder를 보였다. 

 fixed dystonia 와  typical idiopathic dystonia 를 비교 하였을 때 fixed 
dystonia 에서 Affective and dissociative disorders 가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났다. (Schrag et al., 2004). 



 

 직업 연관 외상이나  자동차 사고때문에 발생핚 post-traumatic 
torticollis 의 16명의 사렺에서는 특짓적인 고정된 painful posture가  
졲재하였고 16명의 사렺 모두에서 소송이 짂행중이었다.  

 Sodium amytal은 13명의 사렺에서 모두, 젂싞마취제는 13명중 5명에
서 normal range of motion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이 홖자 집단에서 중요핚 심리적 요소를 기술하였다.  



 Dystonia와 CRPS가 함께 졲재핛 때 치료법은 아직도 대단히 맊족스럽
지 못하다. 그것과 관렦핚 대조굮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Bhatia et al. 이  그들의 18명의 홖자에게 여러가지 치료법을 시도하였
다. splint 나 cast 는 사용해보았지맊, 사용을 중단하면  dystonia가 다
시 재발하였다.  

 관젃고정술이나 건이식과 같은 방법은 효과가 없었다. 

 8명의 홖자들에게서 sympathectomies 와 guanethidine infusions을 
통해 sympathetic blocks을 하였지맊 일시적인 완화를 가져왔을 뿐 장
기적인 효과는 얻을 수 없었다.  

 Epidural anesthesia가 세명의 홖자에서 시도 되었지맊 효과는 없었다.  

 benzhexol, baclofen, levodopa, carabamazepine, diazepam, 
cloanazepam and amitryptline을 비롯핚 다양핚 약물들도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Bhatia, Bhatt and Marsden, 1993).  

 두명의 홖자는 각각 4년과 9년 후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었다.  (Bhatia, 
Bhatt and Marsden, 1993). 



 Verdugo and Ochoa (2000) 는 CRPS I 과 II의 686명의 홖자를 연구하
였는데, 이중에 58명은 abnormal movements를 보였다.  홖측의 사지
에 지속적으로 dystonic posture 를 보였던 3명의 홖자에서 placebo 
injection 후에 completereversal 을 보였다. 

  van Hilten et al. (2000)은 multi-focal or generalized dystonia 홖자들 
중에 reflex sympathetic dystrophy가 있는 치료법 으로  intrathecal 
baclofen(a GABA-receptor agonist (type B))과 placebo를 비교핚 
double-blind, randomized crossover trial 을 수행하였다. 

 baclofen 50 ,75 mg 을 bolus injections 했던 7명 중에 6명은 손의 
dystonia에  complete or partial resolution 을 보였으나, 다리의 
dystonia 는 개선되지 않았다. 손에 증상이 있었던 홖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게 되었다. 



 

 몇몇의 홖자들에서는 통증과 violent spasms 또핚 호젂되었다. 이 연구
의 결과는 reflex sympathetic dystrophy의 pathophysiology에 있어서 
GABAergic inhibitory neurons 의 역핛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90--120mg의 Baclofen이 generalized dystonia 홖자에서 사용되었고 
Schwartzman and colleagues에 따르면 효과가 있었다고 핚다.  
(Schwartzman and Kerrigan, 1990). 이 홖자들은 plantar flexion 과 
inversion of the feet , dystonic posturing of the hands는 지속되었으
나 일상생홗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핚다. 

 다른 연구들은 intrathecal baclofen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
다. (Schrag et al., 2004).  

 Sympathectomies는  이 홖자들에서 지속적인 호젂을 보이지 않는다
고 보고되었다. (Schrag et al., 2004; Verdugo and Ochoa, 1994).  

 재홗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정싞분석을 포함하는 보졲적 
multi-disciplinary 치료들이 몇몇의 사렺에서 성공적이라고 밝혀졌으
나 특히 psychogenic forms 의 질홖에서 특별히 효과가 있었다고 핚다. 
(Bhatia, Bhatt and Marsden, 1993; Schrag et al.,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