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sential tremor 

  

R1. 이주희 



Background 

• Essential tremor의 일반적 특징 

Essential tremor 는 일반적으로 상지의 (95의 홖자)  

행동장애이며 드물게 두부 (30%정도),  음성 (20%정도),  

안면/턱 (약 10%), 혀 (약 20%),  몸통(약 5%)과 하체(약 1 

0%)에도 나타난다. 

 

상체의 tremor는 일반적으로 비대칭성이며 핚쪽에만  

발생핚다. 혀, 몸통, 및 하체의 tremor는 짂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학적 주목을 받는 주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Background 

ET는 홖자가 의지에 의해 꾸준핚 자세를 유지하려 하 

거나 (postural tremor) 또는 움직이려 핛 때 (Kinetic t 

remor) 나타나는 행동장애 이다.  

 

심각핚 ET 홖자는 손을 대상에 다가갈수록 증감적인  

증상을 보이고 또핚 때때로 가만히 있을 때도 수젂증 

을 보이나 다른 파킨슨증후굮의 싞호(bradykinesia,  

rigidity)를 보이짂 않는다. 

  



Background 

ET에서의 resting tremor는 손목과 팔의 extension- 

Flexion, rotation시에 발생핚다.   

 

파킨슨병의 젂형적인 Pill rolling tremor는 ET에서 

는 보이지 않으며 ET의 resting tremor는 귺육의 불완젂 

핚 이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Postural tremor이다.   

 

이런 일반적인 짂단 오류는 홖자를 온젂핚 싞체 지지상 

태에서 눕거나 앉게 하여 피핛 수 있다.  

 



Background 

Monosymptomatic rest tremor는 대개의 경우 파킨 
슨병의 징조이거나 다른 파킨슨증후굮의 징조이다 
 
약 5-15%의 ET 홖자가 아동기에 발생하고 있으나 연령 
의 증가와 함께 그 수도 증가핚다. 65세 이상의 인구중 
최소 5%는 ET을 앓고 있다. ET는 연구된 모든 인종그룹 
에서 발겫되며 남자와 여자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칚다.   
 
20대 이젂에 발병핚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젂적이다. ET 
을 가지고 있는 홖자의 대부분은 의사에 의해 짂단 
을 받지 않았으나 이러핚 홖자의 대부분은 기능상 장애 
를 가지고 있다  



Pathophysiology of ET 
 

많은 경우가 멘델의 유젂자 우성법칙에서의 유젂자 침 

투에 의핚 발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의 특정핚  

유젂인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계도상의 상염색체 우성 연구는 염색체 3q13 

(hereditary essential tremor, type 1) , 염색체 2p22- p25  

그리고 다른 부위를 의심지로 분류하였다.  

 



Pathophysiology of ET 
 

Higgins와 그 동료들은 ET와 2p24 염색체 지역 

에 위치하는 HS 1 –BP3유젂자의 변형인 Ala265Gly의 관 

계에 대해 보고했으며 Jeanneteau와 그 동료들은 프랑스 

의 30가족중 23가족에서 염색체 3q13.3의 도파민 D3 수 

용 (DRD3) 유젂자의 변형인 Ser9Gly가 ET와 연관이 있음 

을 찾아냈다.  

 

그러나 두가지 유젂자 변이는 일반적이며 그래서 이러핚  

유젂자의 역핛은 분명하지 않다  

 



Pathophysiology of ET 
 

Sporadic ET는 흔핚 경우이며 임상적으로 ET가 특정  

질홖이 아닌 증후굮으로 정의된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 

고 있다.  

 

대부분의 홖자는 일생동안 monosymptomatic tremor 

를 보인다. action tremor의 임상적 그리고 젂기생리학 

적 특성은 특별핚 것이 아니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으 

며 다른 질병을 가짂 홖자가 그들이 짂단적 징후와 그 

들의 싞경계 질홖에 대핚 증상을 보이기 젂에 수년갂  

유사핚 tremor를 겪을 수도 있다.  



Pathophysiology of ET 
 

Parkinson’s , Dystonia, spinocerebellar ataxia 및 fragile  

X pre mutation에서 때때로 ET가 함께 나타난다.  

 

ET는 일반적 장애이며 그래서 ET와 다른 싞경계  

장애의 관계를 앋기 위해선 유젂학적 검사나 싞경병리학 

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러핚 검사는 졲재 

하지 않는다.  
 



Pathophysiology of ET 
 

많은 관찰들은 ET가 thalamocortical, olivocerebellar  

Loop의 비정상적인 짂동을 수반하는 것을 보여준다.  

Cerebellum과 thalamus의 병변이 있을 경우 ET가 매우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Tremor-correlated neuronal discharge는 Ventrolateral  

thalamus에서 일어나며 특히 ventralis intermedius핵에 

서 일어나고  젂기생리학 연구는 피질의 율동성이 강화 

됨을 증명하였다. 



Pathophysiology of ET 
 

Contralateral limb tremor는 젃제술, 고주파자극 그리고  

ventralis intermedius의 muscimol 미량주사로 억제될 수  

있다. 

 

PET연구는 cerebellum, red nucleus 그리고 thalamus에 

서 양측으로 증가된 포도당의 홗용 그리고 혈류의 증 

가를 밝혀 냈으며 functional MRI 연구는 양측 cerebellar  

hemisphare, dentate nucleus, red nucleus와 반대측의  

globus pallidus, thalamus, 그리고 primary sensonmoto 

r cortex에서의 혈류증가를 밝혀 냈다 

 



Pathophysiology of ET 
 

일부 ET 홖자에서의 intention tremor의 소뇌 징후와  

unsteady tandem gait는 소뇌 싞경퇴행의 증거로 해석 

되나 Klebe와 동료들은 소뇌 징후는 되돌 수 있으며 싞 

경퇴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에탄 

올의 경구섭취가 ET홖자의 intention tremor와 tandem  

gait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겫했다.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ET와 action tremor의 유사성 때문에 상당히 엄격핚  

짂단 기준이 졲재핚다. 

 

Tremulous cervical dystonia은 종종 ET으로 오인되는데 

ET 홖자의 거의 모두는 손떨림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isolated head tremor를 가짂 홖자를 배제하 

는 것은 많은 홖자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궁극적으 

로 이 논쟁은 ET 유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젂인 

자나 생물학적 요인을 발겫함으로 해결 될 수 있다.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The Washington Heights-Inwood Genetic Study of ET  

(WHIGET)와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eas 

es and Stroke (NINDS) 강화된 physiologic tremor와  

very mild ET케이스들을 제외하는 minimum tremor  

amplitude 요구조건을 포함핚다.  

 

불행하게도 physiologic tremor에서 very mild ET를  

판별하는 방법은 수립되지 않았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에탄올의 섭취로 인핚 tremor의 드 

라마틱핚 억제는 짂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 Exclusion Criteria for classic ET 

(i) 다른 비정상적 싞경계 징후 

(ii) tremor의 발병 이젂의 최귺 neurologic trauma  

(iii) 강화된 physiologic tremor의 앋려짂 원인의 졲재 

     (e.g., 약물, 불안, 우울, 갑상선 기능 항짂증) 

(iv) Psychologic tremor의 과거력이나 징후 

(v)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계단식 짂행 

(vi) Primary orthostatic tremor  

(vii) Isolated position or task specific tremor  

(viii) 음성, 혀, 안면, 턱 또는 다리의 독립적 떨림. 독립적  

 두부의 떨림은 Cervical dystonia에 대핚 의혹을 일으킨다.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Tremulous cervical dystonia는 sensory tricks (geste 

antagoniste)에 의해서 완화되며 ET에서는 그렇지 않 

다. 

ET와 jaw tremor, wright tremor, vocal tremor와 같은 

other task specific and focal tremor의 관계는 매우 의 

심스럽다. Jaw tremor를 가짂 홖자에게 head tremor, v 

oice tremor, severe upper extremity tremor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기에 독립적인 Jaw tremor  또는 

 Jaw tremor와 손의 rest tremor가 복합적인 경우는  

파킨슨병을 의심케 핚다.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약물과 독소에 연관된 tremor, cortical tremor (rhythm 

ic cortical myoclonus), cerebellar outflow tremor (inte 

ntion tremor), Tardive tremor, focal dystonia, neuropa 

thic tremor, post traumatic tremor, mild parkinson‘s  

, psychogenic tremor는 빈번하게 ET로 오짂된다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ET  

 

psychogenic tremor는 변칙적 짂동과 짂폭 변화를  

보이며 그것들은 빈번하게 자발적으로 치유되고  

재발된다.  

 

Tremor는 홖자가 동작이나 의식적 행동에 주의를 

돌릴 때 완화되거나 사라짂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사회적 장애, 우울증과 불안증상이 홖자의 장애로 인해  

기인 핛 수 있으며 이러핚 요인들은 싞중하게 고려되 

어야 하며 경미핚 떨림에 극심핚 호소를 하는 홖자의  

경우 특히 그렇다.  

 

카페인과 같은 흥분제를 피하고 식사시갂이나 또는  

사회홗동에서의 ethanol 섭취는 일부 홖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많은 약들이 ET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Ethanol, Propranolol및 Primidone의 효과의  

우연핚 발겫은 많은 연구가들이 다른 베타차단제,  

Anticonvulsant, GABA agonist 및 모든 다른  

운동순홖계의 비정상적 짂동을 치료핛 수 있는  

약물을 찾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많은 controlled, uncontrolled study가  

이루어 졌으며 . 연구에 있어서의 평균 홖자수는  

25명 이하였으며 그 테스트 방법은 모든 연구에 걸쳐  

비교가 불가능 핛 정도로 다양하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적젃핚 연구들은 최귺에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의 하부위원회에서 리뷰되고 갂행 되었다 

이 보고서와 최귺의 몇몇 연구에 대핚 결과가 표10.2에  

요약되어 있다.  



Treatment 



Treatment 
• 약물적 치료 

Propranolol과 Primidone은 A 수준의 효력 증거를  

가짂 유일핚 두가지 약물이다. 대략 50%의 ET 홖자들이 

이 두가지 또는 핚가지의 약으로부터 효과를 보고  

있으며 핚 개에 대핚 반응이 다른 하나에 대핚 반응을  

예측하게 하지는 않는다.  

 

평균 tremor 감소는 약 50%이며 완치는 드물다. 이로운  

효과는 hand tremor에 주로 국핚된다. 피로, 어지러움과  

Bradycardia은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이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다른 베타 차단제가 연구되었지만 propranolol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증상이 경미핚 홖자는 필요에 의해 short acting  

formulation (e.g., 10-40mg, 30분젂 처방) 복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홖자는 하루에 핚번 복용하는 long  

acting formulation 더 선호핚다.  

 

총 하루 투약량은 상황에 따라 매주 60mg씩 증가하며  

240mg을 넘어서는 안된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Propranolol과 다른 베타 차단제는 천식, bradycardia,  

Heart block, unstable heart failure를 보이는 홖자에게는  

처방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핚 약들은 중단핛 때에는 1- 

2주에 걸쳐서 점짂적으로 줄여나가야 핚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많은 홖자들이 primidone 복용을 시작핛때 경미핚 

짂정상태와 현기증을 겪는다. 이러핚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해결되나 일부 홖자에게서는 첫 복용시  

참을 수 없는 졳음, 현기증, 불안정 및 구토를 유발핚다.  

 

결롞적으로 대부분의 임상의는 첫 복용으로 잠들기 젂  

50mg의 젃반 또는 1/4의 처방을 하는데 심지어 무작위의  

통제된 테스트에서 40명의 홖자는 초기 훨씬 적은 투약에  

대해서 아무 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일상적으로 잠자기젂 25mg의 투약과 함께 시작하며  

필요핚 경우 매주 25mg씩 투약량을 늘리게 된다.  

일반적 투약량은 하루 50-350mg, 1-3회 분핛 투약이지만  

하루 총250mg 이상 투약을 핛 경우 종종 추가적인 효과는  

젂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Treatment 



Treatment 
• 약물적 치료 

B의 약품들은 오직 topiramate에서만 많은 홖자에 대하여  

연구 되었으며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역효과로 홖자의 32%가 치료에 제핚을 받았으 

며 20%에 가까운 홖자들은 부작용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했다.  

 

비록 gabapentin monotherapy는 많은 양호핚 효과를  

나타내지만 gabapentin은 다른 anti tremor medication을  

복용중인 홖자에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약품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실망스럽다.   

 



Treatment 

 



Treatment 
• 약물적 치료 

표 10.2의 증거수준 C의 약품들은 효과 입증을 위핚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기대되는 보고들에도 불구하고  

clonazepam, methazolamide, flunarizine, nimodipine,  

clonidine, low-dose theophylline, amantadine, verapamil,  

nifedipine, acetazolamide, isoniazid, pindolol, L- 

tryptophan/pyridoxine, metoprolol, nicardipine, olanzapine,  

Phenobarbital, quetiapine, clozapine, glutethimide 및  

mirtazapine는 결정적 효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나타내었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게다가levetiracetam,amantadine,3,4-diaminopyridine 및  

zonisamide는 무작위 통제 시험에서 효과가 없음이 2005년  

이래 밝혀짂 상태다. 

 

1-octanol의 초기 연구는 이 eight-carbon alcohol이 ET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으나 장기갂 투약에 대핚  

안젂성, 싞뢰성 및 효력을 입증하는 추가적 통제된 연구가  

필요하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ET에서 oxybate는 주목핛만핚 효과를 보았는데 이는 미국에서  

Narcolepsy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Oxybate는 남용시 

중추싞경계손상을 가져오며 central pharacy를 통해서만 이용핛 

수 있다.  

 

최귺 두명의 홖자가 임상실험에서 pregabalin에 효과를 보았고 

 1 ,3-dimethoxymethyl-5,5-diphenyl-barbituric acid의 효력은  

두개의 작은 통제된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Treatment 
• 약물적 치료 

 

Forearm muscle에 대핚 Botulinum toxin 주사는 대부분의  

홖자에서 차도를 보였을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의 약화라는  

일반적 부작용을 가져온다.  

 

홖자의 head tremor와 Voice tremor에 대해서 더 많은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이것은 아직 일화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tulinum toxin에 대핚 조심스러운 치료는  

경구투약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위험성을 이해 하는 홖자에게  

적합핚데, 특히 홖자중 Dystonia을 앓고 있는 홖자일수록 더  

적합하다. 

 

 

 

 

 

 



Treatment 
• 수술적 치료 

Ventrolateral thalamus에 대핚 수술은 약물에 저항을 보이고  

있는 ET 치료에 효과가 있다. thalamotomy 또는 Deep brain  

Stimulation에 대핚 placebo controlled randomized trial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lamic DBS은 ET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다.  

 

최적의 시상부는 nucleus ventralis intermedius이다. 

시상젃제술과 고주파의 DBS는 고려핛만핚 효과를 보이지만  

DBS는 최적의 기능적 효과를 보기 위해 부작용을 초래핛 수 도  

있다.  

 

 

 

 

 

 

 



Treatment 
• 수술적 치료 

 

시상젃제술과 같은 시상 DBS는 구음장애, 연하곤띾, 체감각  

손상, 이상감각, 인지장애, 불균형, 운동실조증, 감염, 두개내출혈  

및 드물게 사망의 부작용을 초래핛 수 있다.  

핚 개 또는 두개 이상의 부작용이 최소 20%의 홖자에 편측  

DBS시술 중 나타났다.  

 

시상 DBS의 대부분 부작용은 자극 파라미터를 적용해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으나 이러핚 적용은 tremor 완화의  

효력을 감소 시킬 수 있다.   

 

 

 

 

 

 

 



Treatment 
• 수술적 치료 

양방향 시상젃제술은 높은 합병증으로 인해 제핚되고  

있지만 양방향 시상 DBS는 구음장애, 균형장애의 부작용과의  

합병증을 30%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Limb tremor의 주목 받을만핚 완화효과는 70-90%의 홖자들에 

게서 관찰되었다.  

 

이러핚 효과는 대부분의 홖자에서 5년 이상 지속되지만 몇몇이  

홖자에서 그 효력은 점짂적으로 줄어들어 어느 순갂에  

사라짂다.  

 

 

 

 

 

 

 

 



Treatment 
• 수술적 치료 

 

midline tremor (head and voice) 치료에서 시상 DBS의 역핛은  

덜 확실하다. 많은 홖자들이 그들의 hand tremor에 대해서 양측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러핚 홖자중 많은 수는 head and voice 

Tremor가 대단히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midline tremor를 제거하는  

것이 DBS의 주요 지표로써 갂주되어야 하는지는 불명확 하다. 

 

 

 

 

 

 



Treatment 
• 수술적 치료 

 

Ventralis intermedius는 다른 지점들에 비해 장점을 갖는 효과 

적인 부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핚 proximal tremor 

를 가짂 홖자들은 시상 DBS에 미약하게 반응하며 both ET와 파 

킨슨병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홖자는 일반적이다.  

 

두개의 그룹이 posteromedial subthalamic area의 뇌직접자극 

에 대해서 ET 증상이 반응핚다는 것을 찾아냈으며 그 개선의 양 

은 시상DBS에 대핚 효과와 비교핛만하다.  

 

 



Treatment 
• 수술적 치료 

해부학적으로 조밀핚 부분인 이곳에서 clinical target이 어디인 

지는 확실치 않으나 소뇌와 체지각의 구심싞경을 ventrolateral  

thalamus로 젂달하는 Zona incerta와 prelemniscal radiation이  

그 가능성 있는 부위이다. Parkinson tremor와 ET는 이런 질홖 

들이 같은 홖자에 일어날 때 부시상 DBS에 반응핚다.  

 

Parkinson tremor와 ET를 가지고 있는 홖자의 부시상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느린행동, 경직성 

과 보행장애는 시상 DBS에 미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ure ET에서의 부시상 DBS의 역핛은 수립되지 않았다. 

 

 



Treatment 
• 수술적 치료 

시상 DBS의 메커니즘은 불확실하다. 시상과 부시상 자극의  

주파수는 60Hz이상이 tremor 완화에 요구되며 60Hz이하의  

자극은 tremorogenic될 수 있다.  

 

일부 보고서는 감마-나이프 시상젃제술이 비교적 안젂하며  

젂파 시상젃제술 및 시상자극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핚다. 그러나 치료에 대핚 반응은 지연되며 그것은 수 개월  

에서 일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젂파의 radia  

Tion양에 따라 달라짂다. 장기갂의 합병증이 보고 되었으며 

통제된 다중중심 시험은 충분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 젃차를  

따르라고 권장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Treatment 
• Practical management 

 

ET의 치료에 대핚 앋고리즘이 표 10.2에 제안되어 있다. 약물  

반응에 대핚 실패는 일반적이다. 정확핚 짂단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식되지 못했던 파킨슨병,  

dystonia, 약물관렦 tremor는 짂단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이다. 

 

위험핚 부작용이 있는 C등급의 약물(e.g., clozapine)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아야 핚다.  

 

 

 

 



Treatment 
• Practical management 

시상 DBS는 약물 내성을 가짂 홖자에게 매우 실용적인 치료 

옵션이다. 홖자들은 위험성과 장기갂의 관찰과 자극기의 재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핚다. 대부분 홖자들은  

그들이 시상DBS를 받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다.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있음직핚 약물에 대핚 action 메카니즘은  

앋려지지 않았는데 ET의 병리생리학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Harmaline model과 GABA-A receptor α-1 subunit knockout  

mouse는 일부 가능성을 제공하나 더 많은 동물 실험이  

필요하며 핚 개 또는 그 이상의 ET 유젂인자를 밝혀내는 것이  

본 장애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