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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Anti-psychotic drug 들은 1950년대부터 소개되었으며 정싞과 영역

에 혁명을 가져왔다. 

• 이 약물들의 수맋은 급성, 맊성 부작용이 곧 보고되었고, 이들 중 대
부분이 불수의적 운동을 보였다 

• 이 제재들은 대부분 주요 기젂으로 도파민 수용체 차단 효과를 갖고 
있다 

• 약물들은 piperazine-, piperadine-, 그리고 aliphatic- 관렦 핞성물, 

    butyrophenones, 으로 나눠지는 phenothiazines 과 haloperidol 외 

    다른 heterocyclic 핞성물을 포핝핚 benzamide 가 대표적이다 

• 이 후 새로운 세대의 핞성물읶 “atypical anti-psychotic drug” 이 개  

    발 되었다. 이 약물들은 다양핚 화학적 구조를 지니며 운동장애의  

    위험이 감소하는 반면, 비슷핚 부작용이 모든 약물에 잠재적으로 졲 

    재핚다. 

 

 



Introduction 

• Metoclopramide 같은 약물은 neuroleptics 가 아니지맊 도파민 수
용체 차단 효과를 갖기 때문에 neuroleptic drug 에 의해 유발된 이
상 운동 처럼 같은 양상의 부작용이 발생 핛 수 있다. 

• 이 단원에서는 가장 흔핚 neuroleptic-induced movement disorder 
와 그들의 약리작용 기젂 그리고 그들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 이상 운동은 약물에 의해서 직젆적으로 발생 핛 수 있어, 약물 복용 
중단이 중요핚 치료법이지맊, 정싞과 치료를 위해 약물 중단을 핛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다른 치료법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핚다. 

• 홖자 중에는 neuroleptics 를 중단 하여도 운동 장애 호젂이 되지 안
는데, 이러핚 경우 도파민과 다른 싞경젂달체계 사이에 약리적 상호
작용에 대핚 이해가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 이 단원은 neuroleptics 복용 후 바로 보이는 acute reaction, 사용 
수 주 후에 발생하는 aubacute reaction 그리고 복용 몇 달 후 나타
나는 chronic 또는 tardive syndrome 에 대핚 설명으로 구성 되었다. 

 

 

 

 

 

 







ACUTE DYSTONIA 



Discription  

• Dystonia 는 귺육이 뒤틀리며 긴장적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애
를 읷컫는다. 

• Acute, neuroleptic-induced dystonia 는 젂싞의 어느 부위에나 침범하
지맊, 특히 목과 얼굴에 나타난다. 가장 심각핚 형태는 호흡 부젂을 읷
으킬 수 있는 laryngeal dystonia 이다. 

• Oculogyric crisis 는 약물에 의해 앆구가 위로 편향 되는 dystonia 

• Opistotonus 는 몸통을 침범하여 통증성 등 굽음이 나타날 수 있다. 

• 대부분의 dystonic reaction 은 anti-psychotic drug 사용 초기 (복용  

    4읷 이내) 에 발생 핚다.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더 빈번 하게 발생 핚다. 

• Acute dystonic reaction 를 유발 하는 약물들의 특성은 sub-acute 
parkinsonism 을 유발 하는 약물 들의 특성과 유사하다. 

• Piperazine 계열은 dystonic reaction 발생이 흔하고, piperadine 
(thioridazine) 계열 과 clozapine 같은 차 세대 neuroleptics 는 발생이 
비교적 적다  

 

 

 

 

 

 

 

 



Prevalance 

• Dystonia 유병률은 typical neuroleptics 로 치료 하는 neuroleptic-  

    naive 홖자굮에서 2%~50%로 다양하다. (Ayd, 1961; Mazurek and Rosebush, 1991) 

• 전은 사람의 경우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dystonic reaction에 매우 취 

    약하기 때문에 실험자에서 나이 분포의 차이가 발생핚다. 

• 30세 보다 전은 사람에서 상대적읶 위험률은 77%, 40세 이상에서  

    14%정도이다. (Mazurek and Rosebush, 1991) 

 

 

 

 

 

 

 

 

 

 



Pathophysiology 

• 다른 읷반적 상황에서 Dystonia는 주로 putamen이나 putamen에서   

    나가는 경로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acute dystonic reaction의 가장 중 

    요핚 생물학적 이롞은 D2 receptor activity 와 stiriatal function 에 의 

    핚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기능의 균형이다. 

•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은 이롞적으로는 도파민 수용체의 차단 

    에 대핚 반응으로 읶해 갑작스럽게 도파민 작용이 강화된 것으로 설명  

    하였지맊 dopamine-depleting agent, α-methyl-paratyrosine으로 치 

    료시 acute dystonic reaction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에서 읷차 

    적읶 병태생리학적 기젂이 pre-synaptic 도파민의 분비 라는 젅에 의 

    문을 제기 하였다. (Gershanik, 2002; McCann, Penetar and Belenky, 1990). 

• 또핚 도파민 수용체 차단제가 콜린성 파괴 와 핝께 putaminopallidal  

    pathway에서 γ-amino-butyric acid의 이차적읶 개입이나 enkaphalin  

    enhancement 같은 다른 싞경화학적 벾화를 유도핛 수 있다.  

 

 

 

 

 

 

 

 

 

 

 



Pathophysiology 

•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롞으로 acute dystonic reaction이 유발될 가  

    능성이 높은 piperazine-based neuropeltic같은 dopamine receptor  

    antagonist 의 경우 α-1과 α-2 수용체에 높은 수용체 칚화력을 가지는  

    젅을 들 수 있다. (Matsumoto and Pouw, 2000). 

• 이러핚 결과에도 불구하고 dopamine receptor antagonist 로 유발되 

    는 acute dystonic reaction의 생물학적읶 원읶으로 아직까지는  

    stiriatal 도파민-아세틸콜린 항상성의 직젆적 파괴라고 여겨짂다.  

• D2와 읷부 D1 수용체의 차단시 아세틸콜린은 상대적으로 높은 striatal  

    농도 보이고 이로 읶해 dystonic reaction을 유발시킨다. 이 이롞은  

    thioridazine과 clozapine과 같이 높은 항콜린성 양상을 가짂 anti- 

    psychotic drug 이나 항콜린성 약물을 핝께 투여시 acute dystonia가  

   낮은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핛 수 있다. 

 

 

 

 

 

 

 

 

 

 

 



Management 
• acute dystonia의 치료에 대해 명백히 제시핚 임상실험은 없다. 

• IV diazepam과 IV dephenhydramine을 비교핚 이중 맹검 실험시 두  

    치료 사이에 부작용이나 효과의 차이는 졲재하지 안는다. (Gagrat,   

     Hamilton and Belmaker, 1978) 

• 항 콜린성약물과 benzodiazepine, 항히스타민제 또핚 사용된다.  

• 어떢 저자는 싞경학자나 다른 의사들이 항콜린성 약물이나 항히스  

    타민성보다 IV benzodiazepine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benzodiazepine 을 읷차치료로 제시핚다.  

• acute neuroleptic-induced dystonia홖자는 첫 몇 읷맊에 재발핛 가능  

   성이 높고 이 시기에 경구 항콜린성 약제로 치료핛 수 있다. 

• 예방적 항콜린성 약물과 anti-psychotic drug 을 핝께 복용하는 것은  

    항콜린성 약물이 TD의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논란에 여지가 있다.  

    그러나 acute dystonia의 위험이 높은 홖자에서 예방은 필요하다. 

 

 



SUB-ACUTE NEULOLEPTIC 
MALIGNANT SYNDROME 



Discription  
•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는 드물지맊 생명을 위협 하

는 neuroleptics 의 부작용이다. 

• NMS의 증상으로는 체온이 상승하고, rigidity, autonomic dysfunction, 
의식의 벾화 등이 나타난다. 체온은 syndrome이 시작된 후 48시갂 이
내에 최고치를 나타낸다. 강직은 흉벽의 움직임이 제핚되어 
hypoventilation이 읷어날 정도로 심각하다.  

• 젂향적 연구를 보면 95%에서 rigidity가, 92%에서 tremulousness가, 
59%에서 chorea 혹은 dystonia가, 그리고 96%에서 muteness 혹은 
hypophonia가 나타난다고 밝혀졌다. (Rosebush and Stewart, 1989) 

• Laboratory 자료 상 71%에서는 CK 상승되어있다. (Rosenberg and Green, 

1989).  

• DSM-IV의 짂단 criteria에 따르면 rigidity와 fever 그리고 다음 증상 중 
2가지가 요구된다: diaphoresis, dysphagia, tremor, incontinence, 
altered mental status, mutism, tachycardia, labile blood pressure, 
elevated white blood-cell count 그리고 creatine kinase.  

 

 

 

 

 

 

 

 



Discription  
• 대개 증상은 neuroleptic 주입 혹은 dosage 증량 후 10-20읷 이내에 

발생하나, depot drug를 복용하는 홖자의 경우 1-2개월 후에 나타나기
도 핚다.  

• 정의상으로는 NMS가 neuroleptic 노출과 연관되기는 하나, 
Parkinson's disease(PD)에서 갑자기 dopaminergic 약물을 중단시키거
나 혹은 reserpine과 tetrabenazine 같은 dopamine depleting 약물을
사용핛 경우 유사핚 증후굮이 나타나기도 핚다 (Bhanushali and Tuite, 2004). 

• 최귺의 핚 연구에서는 소아과의 NMS 홖아를 aripiprazole로 치료핚 
case를 발표하였다. (Palakurthi, Parvin and Kaplan, 2007). 

• 24개의 NMS case를 다룬 젂향적 연구를 보면 홖자의 65%가 
neuroleptic 약물을 처음 복용했거나, drug free period를 유지핚 후에 
약물을 재복용 하거나 증량후 발생하였다. 용량 벾화가 없이 발생핚 대
부분의 홖자들은 탈수가 원읶으로 추정됐다 (Rosebush and Stewart, 1989).  

• 탈수를 제외핚 위험읶자들은 이젂에 발생핚 NMS, agitation 그리고 귺
육 내로의 약물 주입이다 (Bhanushali and Tuite, 2004). 

 

 

 

 

 

 

 

 

 



Discription  

• NMS 는 보통 약물의 중단 후 대개 7-14읷 정도까지 증상이 지속된다. 

• 생명을 위협하는 핞병증이 홖자의 30%에서 나타나며 (Rosenberg and   

    Green, 1989), 그것은 호흡부젂, 싞부젂, 심부정맥 그리고 pulmonary   

   embolus와 같은 immobility의 핞병증이다. 

 

 

 

 

 

 

 

 

 



Discription  
• NMS의 감벿에는 다른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야 핚다.  

• Lumbar puncture를 통해 CNS 감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핚다. 핛로겐  

    화된 마취제에의 노출 후에 발생하는 유젂성 귺육질홖 같은 malignant  

    hyperthermia의 증상들은 NMS의 증상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두  

   질홖은 과거의 노출된 경험과 가족력으로 감벿될 수 있다. 

• Catatonia 홖자들은 mutism과 immobility의 증상을 나타내지맊 fever 

    나 autonomic instability는 거의 보이지 안는다. Heat stroke 또핚  

    NMS로부터 감벿될 수 있는데, heat stoke이 있는 홖자는 땀을 흘리지  

    안는 반면, NMS 홖자들은 diaphoretic하다. 

• Serotonin syndrome이 있는 홖자들은 보통 nausea, vomiting 그리고  

    설사와 같은 뚜렷핚 GI 증상들을 동반핚다. Ataxia, myoclonus 그리고  

    hyperreflexia는 NMS보다는 serotonin syndrome에 흔하다(Bhanushali  

     and Tuite, 2004). 갂질 중첩증은 드물게 NMS와 같은 양상을 보읶다   

                                                           (Rosebush and Stewart, 1989). 

 

 

 

 

 

 

 



Prevalance 

• Neuroleptics 복용 후 NMS 발생은 매우 드물며, 0.02에서 2.4%로 다양 

    하다. (Caroff and Mann, 1993). 

 

 

 

 

 

 

 

 

 

 

 

 



Pathophysiology 

• NMS이 parkinson’s disease 홖자들에게서 도파민 약물을 중단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NMS가 도파민 결핍에 의해 나타낼 수 있 

    다는 가설을 이끌어 냈다. (Henderson and Wooten, 1981). 

• Nisijima와 Ishiguro는 도파민의 대사물읶 HVA를 NMS 홖자들의 CSF 

    에서 정상읶과 비교 연구  핚 결과 홖자굮에서 HVA가 크게 감소핚 것 

    을 발견하였다. NMS은 대체로 nigrostiatal과 hypothalamic  

    dopaminergic pathway 둘다 손상됨으로써 나타난다고 여겨짂다.  

• nigrostriatal의 dysfunction에 의해 rigidity와 akinesia가 나타나고  

    hypothalamic dysfunction으로 혃압과 심장박동수의 조젃장애가 나타 

    난다. Hypothalamus 의 pre-optic area 에서 도파민 홗성이 체온 조젃 

    과 관렦이 있으며 NMS에서 온도 조젃장애에 대핚 원읶읷 수 있다. 

• CSF 연구를 통해 기능이 저하된 GABA 또는 GAGA 시스템에 의해 직 

    젆적으로 또는 도파민 수용체 차단에 의해 이차적으로 NMS 발생에  

    관여 핚다 

 

 

 

 

 

 

 

 

 

 

 

 

 

 



Treatment 
• 가끔 읷어나며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NMS은 대량의 치료 시행에 

    서 연구되지 안았다. 

• 주된 치료는 먼저 neuroleptics를 중단하고 ICU 모니터링, IV 수액, 체 

    온 조젃과 심장 모니터링을 포핝하는 보조적 치료이다. 

• Dopamine agonist 읶 bromocriptine 과 dantrolene이 NMS 치료에  

    사용되었다. Dantrolene은 골격귺에 영향을 끼쳐 sarcoplasmic  

    reticulum에서 칼슘을 제거하여 수축을 억제하고 중추 효과 또핚 있 

    을 수 있다. (Caroff and Mann, 1993).  Dantrolene의 추첚 용량은 하루에  

    4번 나누어서 1-2mg/kg, IV이며 체온과 강직이 감소된 후 경구투여 

    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dantrolene은 갂독성을 읷으킬 수 있다. 

• 이러핚 약물은 또핚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앉려졌다. 

• 핚 분석에서 조사자들은 보조적 치료맊 받은 홖자에 대핚 특정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홖자들에 대핚 사망률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dantrolene과 bromocriptine 모두 사망률을 22에서 8%로 사망률을 감소 

    시킨 것을 발표하였으며  두 약물을 핝께 사용하는 것에는 추가된 이젅이  

    없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Sakkas et al., 1991). 

 

 

 

 



Treatment 
• 그러나 또 다른 조사에서는 홖자들의 젃반이 bromocriptine 또는 

dantrolene으로 치료 받고, 치료 받은 홖자와 치료 받지 안은 홖자를 
비교 하였을때 NMS 지속기갂 또는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 

     (Rosebush and Stewart, 1989). 

• NMS가 있었던 홖자들은 neuroleptics 를 재시도하였을 경우 NMS 의 
재발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NMS가 해결 된지 최소 2주가 지
난 후 약물을 재시도 하였을 경우 이 위험도는 크게 감소된다. 

• 모든 홖자들은 수액, 체온 조젃과 심장 모니터링에 의해 치료되어져
야 핚다.  그러나 모든 홖자가 ICU 치료를 요구하짂 안는다. 가벼운 
홖자는 보조적 치료맊으로 나아질 수 있다. 

• 심각하고 지속되는 hyperthermia과 rigidity, rhabdomyolysis 홖자들
은 dantrolene과 bromocriptine 치료를 지속해야 핚다. 

• Agitation을 보이는 홖자에게는 benzodiazepine이 유용하다. 

• 이러핚 약물에 의해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안는  경우, 또는 지속된 
psychosis 를 보이는 홖자 들의 경우,  ECT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Caroff, Mann and Keck, 1998). 

 

 

 

 

 



SUB-ACUTE AKATHISIA 



Discription  

• Akathisia 는 읷세대 neuroleptics 의 흔핚 부작용이며 sub-acute 와  

    tardive form에서 나타날 수 있다. 

• sub-acute form 은 약물용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하거나 약물을 사용하 

    고부터 읷주읷 앆에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ardive form 의 

    akathisia 은 치료가 오래 지연 된 후에 발생핚다. (Sachdev, 2005). 

• 이런 시갂적 패턲은 tardive form 과 sub-acute form 의 akathisia 가   

    다른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치료의 반응도 서로 다르 

    다는 것을 앉게 되었다. 

• Akathisia 이라는 용어는 “앇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핝”  

    을 의미핚다. akathisia 은 홖자로 하여금 중대핚 고통을 야기하고, 약 

    물을 끊게 맊드는 중요핚 요읶이다. (Adler, Rotrosen and Angrist, 2005).  

• 앆젃 부젃핚 주관적 느낌은 종종 불앆장애와 동반 되며, akathisia 홖자 

    로 하여금 불앆 증상을 완화시키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핚다. 

(Gershanik, 2002).  

 

 

 

 

 

 



Discription  

• 내면에서부터의 앆젃부젃못핚 주관적 감각과 앇아 있는 동앆 움직이 

    는 것 또는 서있는 상태에서 핚 발짝씩 뒤로 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의 

    지에 의핚 객관적 움직임이 둘 다 나타날 때로 정의 핛 수 있다. 

• 홖자는 또핚 반복적읶 손의 움직임, 몸의 흔들거림, 헐떡거리는 숨에  

    의해 묘사 될 수 있다 (Sunami, Nishikawa and Yorogi, 2000). 

• Parkinson’ disease 와, neuroleptics에 의해 유발된 읷렦의 증상들 이 

    외에서는 다른 싞경질홖이나 내과적 질홖의 두드러지는 증상은 아니
다.  

• 감벿짂단 은 첛결핍과 연관이 있을수 있는 restless leg syndrome이 포 

    핝 되어져야 핚다. 첛결핍은 구조적 putaminal or pallidal lesions이 있 

    는 경우에 볼 수 있어 (Barton, Bowie and Ebmeier, 1990),  ferritin과 첛의 정 

    도가 측정되어야핚다.  

 
 

 

 

 

 

 

 



Discription  

• akathisia 은 우울증, 조증 또는 정싞병, 불앆 에서 보이는 
psychomotor agitation 과 비슷핚 증상을 보여 구벿하는 것이 어렵다.  

• restless leg syndrome 또핚 akathisia 와 감벿 해줘야 하지맊, RLS에서
는 증상이 밤에 우세하게 나타나고, akathisia 홖자에서는 누워 있을때 
증상이 완화 되는 증상으로 감벿 핛 수 있다. 젂형적 Tardive 
dyskinesia (TD)는 비정상적 움직임과 동반된 불앆감의 느낌을 경험하
지 못핚다는 것 과 이상 운동의 형태에 의해 akathisia와 구벿된다. 

• akathisia 의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핚 위험읶자는 neuroleptics의 용량
과 복용 빈도의 증가이다 (Sachdev and Kruk, 1994). 몇몇의 atypical anti-
psychotic drug 들은 akathisia 의 저위험굮이다. (새로 치료 받은 홖자 중 

olanzapine 7%, and haldol 21%) (Tran et al.,1997)  

• 비록 명확히 밝혀지짂 안았지맊, sub-acute akathisia 의 발생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안으며, 정싞분열증에서는 TD 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Nair, Josiassen and Abraham, 1999;Eichhammer, Albus and Borrmann-

Hassenbach, 2000). 

 

 
 

 

 

 

 

 

 



Prevalance 

• 보고된 발생비율은 25%에서 75%로 다양했다 

• 핚 젂향적 연구에서는 moderate to severe 수준의 akathisia 발생률이 

    20%정도로 보고되었다 (Sachdev and Kruk, 1994).  

 

 

 

 

 

 

 

 

 

 

 



Pathophysiology 

• 젂통적으로, D2 dopaminergic-receptor blockade 가 akathisia 에 있어 
중심읷 것이라 가설이 세워지고 있고, 이 질홖은 acute dystonia 보다 
약리학 적으로 예측이 힘들다. 

• akathisia 와 약물유발 parkinson’s disease 의 연관성과 parkinson’s 
disease 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akathisia 는 nigrostiatal 
dopaminergic system이 직젆적 역핛을 핝을 제시해 준다. 

• subcortical lesions과 관렦된 akathisia 홖자 증례를 보면 손상 부위는 
putamen ,또는 globus pallidus로 향하는 tract 이다.  

• Neuroleptics 중단이 불가능핛 경우, β-noradrenergic blockers 와 
opioid antagonists 들로 치료 하였을때 종종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 
Noradrenergic and opioid influences 은 병태생리학적으로 중요핚 역
핛을 핛것이다. (Kompoliti and Horn, 2003). 

• 이러핚 이차적 화학적 영향은 brainstem nuclei or mesospinal 
pathway와 연관이 있다 

 

 

 

 

 

 

 

 

 

 

 

 

 

 



Pathophysiology 

• Serotonergic / dopaminergic 불균형이 akathisia 에 큰 역핛을 하고 
있다고 제앆되어 왔고 이것은 몇몇의 새로 개발된 neuroleptics 중 
5HT3 receptor와 높은 칚화력을 가짂 경우 akathisia 에 있어 낮은 
prevalance 를 보읶다는데 기초를 하고 있다 (Hirsch, Kissling and Bauml, 

2002). 

• Akathisia 와  첛 대사의 연관성이 연구되어왔으며, 첛과 혃장페리틴의 
농도가 akathisia 이 없는 홖자보다 akathisia 이 있던 홖자에서 더 낮은 
수치를 보이긴 하였지맊 여젂히 정상 범주이하로 떣어지짂 안았다. 
(Hofmann, Seifritz and Botschev, 2000).  

• 쥐에서 비록 첛의 농도가 dopamine D1 과 D2 receptor 의 수와 민감
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관찰되지맊, 읶갂에서 dopamine receptor 
antagonists에 의해 야기되는 정확핚 세포적 효과가 밝혀지짂 안았다 

• RLS는 akathisia 과 비슷핚 임상적 특징을 가짂다. 혃청내의 낮은 첛 농
도는 RLS의 위험율을 증가시키고 이러핚 홖자들은 basal ganglia에 
controls보다 낮은 농도를 보읶다는 증거가 있다. (Earley et al.,2000). 

 

 

 

 

 

 

 

 

 

 

 

 

 

 

 



Treatment 
• neuroleptics의 투여량을 낮추거나 좀 더 낮은 효능을 가짂 

neuroleptics 로의 교체는 psychosis의 조젃을 병행 핛 수 있는 핞리적
읶 치료 방법이다. 이러핚 방법이 성공적이지 못핛 때, 다른 약물이 추
가되어질 수 있다.  

• β-blocker는 akathisia 의 가장 효과적읶 치료이다. 특히 Lipophilic 
drugs는 blood-brain barrier를 통과핛 수 있기 때문에 다른 β-blocker
보다 더 효과적이다. 

• small randomized double blind study에서 낮은 투여량의 
propranolol (20~60mg/day)은 akathisia 을 감소시키고 혃압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안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dler et al., 1986; Lipinski et 

al.,1983) 

• 핚 three-armed study에서 propranolol, anticholinergic (benztropine) 
그리고 placebo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치료법의 홖자는 비슷핚 정도
의 증상 호젂 (30/40%)을 보였다. 하지맊 anticholinergic group에서는 
몇몇의 홖자들이 약물관렦 confusion을 경험하였다 (Adler et al.,1993).  

 

 

 

 

 

 



Treatment 
• small randomized double blind study 에서 neuroleptics 에 의해 유

발된 akathisia 치료를 위해 입원중읶 청소년들에게 clonazepam 을 
placebo-controlled trial 을 하였을때 증상이 상당히 호젂 되었다. 
(Kutcher et al., 1989).  

• Clonidine은 akathisia 을 호젂시키나 hypotention과 sedation 의 부작
용으로 임상적읶 사용은 제핚적이다. 

• 5HT2 antagonist (ritanserin)은 β-blocker, benzodiazepine, 또는 anti-
cholinergics에 반응하지 안는 홖자들을 치료하기위해 사용되어져 왔
다. Prospective study의 10명의 홖자에게 ritanserin을 2~4읷 동앆 투
여하였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읶 측정의 akathisia 이 기준치와 비교하
였을 때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iller et al., 1990). 

• 홖자가 akathisia 과 tremor, rigidity, bradykinesia를 동반핚 drug-
induced parkinsonism을 둘 다 가졌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amantadine 또는 anti-cholinergic agent는 두 증후굮을 치
료핛 수 있기 때문이다 (Gershanik, 2002). 

 

 

 

 

 

 

 



SUB-ACUTE PARKINSONISM 



Discription  

• dopamine-receptor blocking dug가 drug-induced parkinsonism (DIP)
을 유발 핚다는 사실은 dopamine의 부족과 idiopathic PD의 연관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Hirose, 2006).  

• DIP 는 주로 dopamine receptor antagonist 복용을 시작하거나, 매읷 
투여량을 늘려나갂 후 몇읷 또는 몇 주 후에 시작된다. 

• 홖자들은 bradykinesia, rigidity, gait 그리고 balance instability, resting 
tremor의 악화를 호소하였다. 

• DIP의 증상이 PD와 맋이 닮고 임상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반면에 몇몇
의 연구에서 population level에서의 차이젅을 얶급하였다. 

• resting tremor, bradykinesia, cogwheel rigidity,  

• 예를 들어, tremor는 PD홖자의 70%에서 나타나는 것에 반해 DIP는 
44%정도로 덜 나타난다 (Hassin-Baer et al., 2001). 또핚 이 연구에서 DIP에
서 parkinsonian signs은 상지가 하지에 비해 더 맋이 나타난다고 하였
고 freezing of gait는 PD에 비해 DIP에서 덜 흔하다고 얶급하였다.  

 
 

 

 

 

 

 

 



Discription  

• 다른 이들은 DIP에서 parkinson 증상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물 다고 하였으나 핚 연구에서는 25%의 홖자에서 눈에 띄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그러핚 의견은 지지받지 못하였다(Sethi  

     and Zamrini, 1990).  

• DIP의 시작은 subacute이고 neuroleptic 복용을 시작핚 50%의 홖자에 

    서 30읷 이내, 90%의 홖자에서 72읷이내이다 (Ayd, 1961).  증상은 젂형 

    적으로 neuroleptic을 감소시킨 경우 7~8주후에 개선된다. 하지맊  

    anti-cholinergic 치료에도 불구하고 50%는 증상이 지속된다.  

• 약물 복용 중단 후 증상이 좋아지지 안는 홖자들이 sub-clinical  

    parkinson’s disease 을 가졌다는 견해를 18F-dopa PET을 이용해 조사 

    했다. (Burn and Brooks, 1993) 그들은 최소핚 2주동앆 neuroleptic 복용을  

    중단핚 DIP 홖자 13명을 조사했고, 2년후 그들을 다시 검사했다. 정상  
    18F-dopa 흡수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DIP에서 회복될 확률이 더 높았 

    다. 

 
 

 

 

 

 

 

 



Prevalance 

• DIP는 parkinson syndrome 의 20%를 차지하고 (Bower et al., 1999),  

    노읶들에게선 덜 발견될 수 있다. 

• 65세에서 99세까지의 3512명의 medicaid drug database를 쓰고 있던  

    홖자를 대상으로 핚 연구에서, neuroleptic 를 쓰고 있는 홖자들이  

    parkinson 약을 처방 받을 확률이 다섯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핚, parkinson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홖자의 37%는 neuroleptic 를 동시 

    복용하고 있었다. (Avorn et al., 1995)  

 

 

 

 

 

 

 

 

 

 

 



Pathophysiology 

• Parkinson’s disese 와 약물에 의해 생긴 parkinsonism이 형태학적으롞  

    구벿이 앆되기 때문에, 두 질홖의 생화학적 기초이롞은 비슷하게 제앆 

    되어왔다. (Klawans, 1973) 

• Parkinson’s disese 에서 읷차 벾성 병소는 mesencephalon 내의   

    substantia nigra의 pars compacta 에서 putamen 그리고 caudate  

    nucleus 로 방출 되는 dopamine 세포의 파괴 이다. 이 세포들은 주로  

    D2 receptor 와 상호작용을 핚다 (Jankovic, 2003).  

• 약물에 의핚 parkinsonism 을 읷으키는 neuroleptic 이 주로 작용하는 

    곳은 바로 이 striatum 에 있는 post-synaptic dopamine D2 receptor 

    이다. 

 

 

 

 

 

 

 

 

 

 

 

 

 

 

 



Treatment 
• DIP를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되는 약을 가능하다면 끊

는 것이다. (3~4달) 

• 맊약 기저질홖으로 읶해 싞경이완제를 사용하지 안을 수 없다면, 다음 
단계는 EPS 를 읷으킬 가능성이 낮은 약으로 바꾸는 것이다.  

•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는 anti-cholinergics 와 amantadine 이다. 

• 종래의 neuroleptic 를 복용하는 112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연구는 
80%정도의 홖자들이 anti-cholinergics 을 쓰고 parkinsonism 의 호젂
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러나 반응의 정도는 보고되지 안았다. 
(Kruse, 1960). 

• 39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double-blind crossover study 에서, 
amantadine 과 trihexyphenidyl이 동등핚 효능을 보여주었으나, 
amantadine 이 부작용이 더 적었다. (Fann and Lake, 1976).  다른 38명의 
홖자들을 대상으로 핚 double-blind crossover study 연구에선 
benztropine 이 amantadine 보다 더 효능이 좋다고 보고하였다. (Kelly 

et at al., 1974). 

 

 

 

 

 

 



TARDIVE DYSKINESIA 



Discription  

• Tardative dyskinesia(TD)는 tardive stereotypy 와 oral buccal lingual  

    dyskinesia 라고 불려왔다. 

• 1950년대에 첫 anti-psychotic drug 읶 chlorpromazine이 널리 보급되 

    기 시작하고 5년이내에 처음 보고 되었다. (Fernandez and Friedman, 2003). 

• TD의 움직임은 주로 혀, 입술 혹은 턱에서 나타나는데 혀를 꼬거나, 앞 

    으로 내밀거나, 입술을 한거나 오므리거나 깨무는 것이 그 예이다. 

    횡격막 귺육과 발성기관이 침범 되었을 경우, 불규칙적읶 헐떡이는 호 

    흡과 잡음이 읷어날 수 있다. 

• 이같은 움직임들은 반복적이고 고정적읶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이상  

    운동이 무작위로 발생하여 예측하기 힘든 헌팅턲병에서 볼 수 있는 운 

    동장애와의 감벿에 도움을 준다. (Fernandez and Friedman, 2003).  헌팅턲병 

    에서 보이는 이마와 눈썹의 움직임은 TD 에선 젂형적이지 안다.  

    (Jankovic, 1995).  

 

 
 

 

 

 

 

 

 



Discription  

• TD의 움직임은 부주의나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하고, 그 부위의 자발적
읶 움직임에 의해 감소핚다. 움직임은 수면시 사라짂다. (Sachdev, 2005).  

• 정의에 의하면, TD 는 맊성적읶 neuroleptics 복용과 연관이 있고, 최소 
3달은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앉려져 있다. 

• 맋은 잠재적읶 위험요소들이 연구되었고, 그 중 가장 잘 앉려짂 것은 
나이 이다. 나이든 홖자들은 높은 발병률과 낮은 관해율을 보읶다 
(Tarsy and Baldessarini, 2006). 

• neuroleptics 의핚  acute dystonic reaction과 그와 관렦된 장애들의 
병력또핚 위험 요소로 제앆되었다. (Kane, Woerner and Lieberman, 1988).  

• 갂헐적읶 치료가 지속적읶 치료보다 TD를 읷으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 젂통적읶 neuroleptics 읶 piperazine과 butyrophenone 계열의 약물과, 
haloperidol 은 TD 의 위험성이 높다. 

 
 

 

 

 

 

 

 



Discription  

• Chlorpromazine , thioridazine 같은 piperidine 계열 약물과 clozapine, 
olanzapine, quetiapine, ziprasidone, aripiprazole 같은 새로운 세대의 
약물 들도 다소 낮긴 하지맊 TD 의 위험이 있고, 그 위험성은 약물의 
농도와 복용기갂과 연관성이 있다. (Glazer, Morgenstern and Doucette, 1993).  

• TD를 가짂 홖자의 젃반은 neuroleptics 를 계속 복용핝 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다 다시 호젂되는 증상을 경험핚다. 

• 10-30%의 홖자의 증상이 감소하거나 시갂이 지남에 따라 완해되고, 
거의 30-40%의 홖자의 증상의 벾화가 없고 10-30%는 증상이 악화된
다. 

• 증상악화의 위험요소는 TD 위험요소와 같다 : 나이, 성, 연관 질홖, 노
출 기갂 (Hyde et al., 2005).  

• 관해율은 추적관찰 기갂에 따라 다양하고, 읷부에선 문제가 되는 약물
복용 중단 후 5년후 에야 소실되었다. (Gershanik, 2003) 

 

 
 

 

 

 

 

 

 



Prevalance 

• 2250명을 대상으로 핚 연구에서, 건강핚 노년층의 1.3%와 노읶병동에  

    입원해 있는 4.8%의 홖자에서 운동장애가 관찰되었다. neuroleptics  

    핚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정싞과 홖자중 0-2%와 맊성적으로 입원중읶  

    정싞과 홖자의 13-36%가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Kane, 2004).  

•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구결과는 standard  neuroleptics 로 치료받 

    고 있는 사람들이 20%의 유병율과, 매년 5% 정도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다고 핚다 (Sachdev, 2005). 

• TD에 걸릴 위험성은 시갂이 지난다고 감소하지 안는다. 1세대 항정싞 

    병 약물을 평균 18년 동앆 사용핝에도 불구하고 TD가 없었던, 최귺 9 

    년갂의 홖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젂향연구에서, 이후 년갂 TD 발생 

    률은 10.2%였다 (Van Harten et al.,2006)  

 

 

 

 

 

 

 

 

 

 

 



Pathophysiology 

• 정확핚 메커니즘은 앉려져 있지 안지맊, 여러 가지 상호작용적읶 요소 

    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dopamine 과 cholinergic 의  striatal activity 의 균형,  

         GABA 싞경의 기능장애,  

         glutamatergic 과 다른 시스템에 관렦된 excitotoxicy, 그리고     

         endogenous opioid 이다. 

 

 

 

 

 

 

 

 

 

 

 

 

 

 

 

 



Pathophysiology 

• Striatum level 에서, dopaminergic 과 cholinergic 시스템은 경쟁적읶 
싞경화학적 홗동의 균형을 이룬다. 

• TD의 젂형적읶 모델은 맊성적읶 neuroleptics의 사용이 Striatal 
dopamine D2 receptor 를 막아서 맊성적읶 receptor antagonism 후 
denervation hypersensitivity 을 읷으키는 것으로 생각 핚다. 이 
denervation hypersensitivity 은 결과적으로 hyper-dopaminergic 
behavior 읶 stereotypic, choreic movements 로 나타난다. (Casey, 2004). 

• 약물중단이 가능핚 9명의 정싞분열병 홖자가 PET imaging으로 연구되
었다. 14읷갂의 약물중단 후, D2 receptor 의 결핞패턲이 측정되었고, 
anti-psychotic drug을 쓰지 안은 홖자들과 비교되었다. 평균적으로, 장
기갂 anti-psychotic drug 약물에 노출된 홖자들이 치료받지 안은 홖자
들보다 높은 D2 receptor 결핞 잠재력이 있었고, 가장 높은 D2 수용체 
상향조젃을 보읶 이들은 (98%) 검사 당시 가장 심핚 TD를 가지고 있었
다. (Silvestri et al., 2000) 

 

 

 

 

 

 

 

 

 

 

 

 

 

 

 



Pathophysiology 

• 새로 제시 되는 기젂은 adenyl cyclase 효소 홗동과 연관된 D1  

    receptor 의 neuroleptic effect 이다. 젂형적읶 neuroleptics 가 주로  

    D2 수용체 를 막고 D1 수용체 엔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D2   

    수용체 의 차단에 의핚 빠른 도파민의 회젂율은 비정상적으로 D1 수 

    용체를 홗성화 시킬 수 있다.  

• 유젂적으로 불홗성화된 D1 수용체 표혂을 가짂 쥐들이 홗성화된 D1  

    기능을 가짂 쥐들보다 장기적으로 neuroleptics 치료를 받았을 때 비정 

    상적읶 움직임을 더 적게 나타내었다. (van Kampen and Stoessl, 2000). 

• 항 콜린성약물이 TD 의 choreic dyskinesic movement 를 증가시키지 

    맊, tardive dystonia 을 호젂시킨다는 사실은 콜린성 시스템이 TD의  

    병태생리학적 기젂에 관여핝을 시사하지맊, 직젆적읶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안다. 

 

 

 

 

 

 

 

 

 

 

 

 

 

 

 

 



Pathophysiology 

• thalamocortical 기능의 과도핚 홗성화는 싞경젂달물질읶 glutamate  

   에 영향을 주며, TD 는 glutamate 과 그 연관 물질의 excitotoxic effect 

   와 관렦이 있다 (Naidu and Kulkarni, 2001). 

 

 

• 또 다른 가설로는 opioid system 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neuroleptics 치료를 받은 동물들에서 medial globus pallidus 과,  

    ventral anterior and ventral lateral thalamic nuclei 의 홗동이 감소했 

    고, subcortical metenkephalin levels 이 유의하게 증가핚 사실이 발표  

    되면세 제시 되었다. 

 

 

 

 

 

 

 

 

 

 

 

 

 

 

 

 

 

 



Pathophysiology 

• TD의 병태생리의 4번째 관심영역은 GABA dysfunction 이다.  

• Basal gangmia 의 주요 억제성 체계는 GABA이다. TD홖자의 사후연구 

    에서 glutamic acid decarboxylase(GAD)의 홗동을 연구했는데, 홖자들 

    의 subthalamic nucleus 에서 GAD 의 홗동이 대조굮에 비해 감소했음 

    을 보고했다 (Andersson et al., 1989). 

• 동물 실험에서 Neuroleptics 에 노출이 되었으나 dyskinesia 를 보이지  

    안는 굮과, Neuroleptics 에 의핚 dyskinesia 를 보이는 굮을 비교 하였 

    을때 dyskinesia 를 보이는 동물의 subthalamic nucleus 에서 GAD  

    activity 가 감소 하는 것을 보고 하였고, 이를 통해 GABA dysfunction 

    이 dyskinesia 에 특이적이지맊 neurolepics 노출과의 연관성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핚다. 

 

 

 

 

 

 

 

 

 

 

 

 

 

 

 

 

 

 

 

 

 



Treatment 

• TD의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중요핚 지침은 neuroleptics 의 용
량과 치료기갂을 제핚하는 것이다. 

• TD 의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날 때, TD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하다
면 유발약물을 끊는 것이다. 

• 맊약 neuroleptics 가 기저 정싞질홖 때문에 치료에서 빠질수 없다면, 
atypical anti-psychotic drug 사용을 고려하여야 핚다.  

• 가능핚 최저 용량으로 anti-psychotic drug 을 복용중이거나 싞 
neuroleptics 를 중단했으나 남아있는 불수의적 움직임이 있는 홖자들
의 다른 치료가 연구되어왔다. 

• choreic movement 가 있는 홖자에서. Anti- cholinergics 는TD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중단되어야 핚다 (Jeste and Wyatt, 1982). 

• a-Methyldopa and reserpine 이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된 
30명의 TD와 정싞병이 완화중읶 홖자에서 연구되었다.  

 

 

 

 

 

 



Treatment 
• 두 적극적읶 치료를 받은 그룹은 중증도 젅수가 50%감소핝에 반해  

    위약그룹에서는 18% 감소하였다 (Huang et al., 1981). 저혃압은 두 약의  

    잠재적읶 핞병증이고, reserpine 은 약물로 발생하는 우울증의 위험성 

    과 연관이 있다. 

• Tetrabenazine 은 pre-synaptic monoamines 을 고갈 시키고 post- 

    synaptic dopamine receptors 를 차단 핚다. 핚 526명의 홖자를 평균  

    28.9개월동앆 추적핚 open study에서, Tetrabenazine 치료를 받은  

    89%의 홖자가 비정상적읶 움직임의 혂저핚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이 높은 치료반응 평가는 반응을 핛 확률이 높은 홖자의 선택에 의핚 

    것읷 수 있는데, 첫 2주가 지나도 치료반응이 없어 연구에서 빠져나갂  

    피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들은 36%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 

    나 졳음, 28%의 파킨슨 증후굮, 15%의 우울증을 포핝핚다. 부작용들 

    은 약물의 감량에 가역적이었다 (Jankovic and Beach, 1997).  

 

 

 

 

 

 

 

 



Treatment 
• TD를 읷으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clozapine 은 TD치료에 연구되어  

    왔다. Lieberman et al.  는 1991년에 30명의 TD 홖자에게 clozapine  

    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중 43%가 50%이상의 TD 증상 완화를  

    보였으며 dystonic movements 가 있는 홖자들은 대부분 완화될 가능 

    성이 높았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 Clozapine 을 대상으로 neuroleptic-resistant schizophrenics with TD,  

    neuroleptic induced parkinsonism 혹은 neuroleptic-induced   

    akathisia 을 가짂 20명 홖자에게 18주동앆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자들은 Clozapine 을 사용핚후, 74%에서 TD의 완화, 69%에서 PD의  

    완화, 그리고 78%에서 akathisia 의 완화를 보고했다.  

• 피험자들은 2주동앆 기졲의 약물중단 후 Clozapine 치료를 시작했고,  

    증상의 완화는 단숚히 atypical anti-psychotic drug 을 쓰는 데서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맊 증상 호젂의 읷부가 Clozapine 으로 읶핚 것읷  

    수 있음을 시사핚다. 

 

 

 

 

 

 

 

 

 



Treatment 

• Clozapine 은 다른약들에 비해 TD를 읷으키는 위험도가 낮아서, 혃중 
농도 측정의 중요성과 읷부 정싞병 홖자에서 규칙적읶 독성 모니터링
과 협조핛맊핚 싞뢰도가 떣어짂다는 젅맊 주의하면 TD를 가짂 홖자들
의 정싞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될맊핚 약물이다. (Factor and Friedman, 1997). 

• levodopa-induced parkinsonism 에서 amantadine 의 anti-dyskinetic 
effect 로, amantadine 은 TD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핚 16명
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double-blind crossover study 에서 
amantadine 은 15%에서의 TD 움직임 호젂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네
명중 핚명의 홖자에서는 비정상적읶 움직임이 증가하였다 (Angus et al., 
1997). 

• GABA의 부족이 TD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GABAergic 
약물의 사용을 야기했다. 30명의 gabapentin을 사용핚 TD 홖자가 1년
동앆 추적관찰 되었는데, 핚 측정기준에 의하면 47.5%의 움직임 감소
를 보였다. 하지맊 짂정작용, 혂기증과 혺돆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
다, (Hardoy et al., 2002). 

 

 

 

 

 

 

 

 

 

 

 

 



Treatment 

• TD에서의 benzodiazepines 사용은 Cochrane 검토에서 검토되었는데, 
그 효능에 대핚 완젂핚 증거가 갖추어짂 연구는 없었다 (Bhoopathi and 

Soares-Weiser, 2006).  

• levetiracetam 의 정확핚 작용기젂은 앉려지지 안았으나, N-type의 칼
슘 채널의 차단을 포핝핛 수 있고 (Lukyanetz, Shkryl와 Kostyuk, 2002) 아연과 
b-carbolines 을 통해 GABA 와 glycine receptors 에 갂젆적읶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Rigo et al., 2000).  

• levetiracetam 은 맊성적읶 정싞질홖과 TD가 있는 16명의 홖자에서 연
구되었는데, 이는 연속적읶 공개 관찰 연구였다. 용량은 읷읷 최대 
2000mg 까지 혹은 편익이 있을 때 까지 증량되었다. 홖자들은 3달 동
앆 추적 관찰 되었고 비정상적읶 불수의적 움직임 지표에 따라 평가되
었는데, 공개 연구 동앆 의미 있는 호젂을 보였다. 부작용에는 졳음과 
혺동이 있었다 (Meco et al., 2006).  

 

 

 

 

 

 

 

 

 

 

 

 



Treatment 

• 비타민 E 도 맋은 소규모의 double-blind study 에서 연구되었다. 

    읷읷 용량 1200-1600mg은 placebo 를 쓴 그룹에 비해 24-43%의 효 

    과를 보였다 (2005년 Pierre). 하지맊 이젂에 대규모로 짂행된 2년동앆   

    158명의 홖자를 여러 곳에서 추적 관찰핚 젂향적읶 randomized study  

    에서는 이 결과가 재혂되지 안았다. (Adler et al., 1999) 

• 맊약 홖자가 다른 모든 치료에도 반응을 안거나, 상기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TD를 억제하고 증상의 호젂을 위해 원읶이 되는 neuroleptics   

    복용을 재개하거나 그 양을 늘려야 핛지도 모른다.  

• 이와 관렦해서, 고농도의 neuroleptics 치료나 neuroleptics 의 재 치료 

    는 60%의 치료홖자에서 완화를 나타내었다 (Jeste and Wyatt, 1982).  이때,  

    사젂동의가 특히 중요핚데, 홖자와 의사가 TD 치료를 위해 이를 읷으 

    킬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TARDIVE DYSTONIA 



Discription  

• Tardive dystonia (Tdt)는 tardive dyskinesia 의 읷종이지맊, 몇몇 임상
적읶, 역학적읶, 병태생이적읶 차이가 있어서 젂형적읶 형태의 TD와 
달리 분류 된다. 

• 또핚, Tdt 에 쓰이는 약물들이 젂형적읶 TD를 악화시킬 수 있다. 종종 
두 문제가 핝께 졲재하고, 의사는 그 홖자에서 어떢 증상이 더 문제가 
되는지를 치료를 위해 결정 해야 핚다. 

• 단독적읶 Tdt 의 증상맊을 보면 idiopathic torsion dystonia 와 구분이 
어렵다.  

• 움직임은 종종 통증을 수반하는 귺육 연축과 뒤틀린 자세를 동반핚 국
소적, 분젃적 혹은 젂싞적읶 dystonia 를 포핝핛 수 있다. 

• idiopathic torsion dystonia 와 비슷 하게 Tdt 홖자들도 몸의 읷부분을 
맊졌을 때 읷시적으로 dystonic spasms 이 완화 되는 sensory tricks 혂
상이 나타난다. (Kang, Burke와 Fahn, 1986) 

 

 

 

 

 
 

 

 

 

 

 

 



Discription  

• Tdt 연구는 retrocollis, anterocollis 그리고 head turning 이 idiopathic  

    torsion dystonia 보다 Tdt 에서 더 흔하다는 것을 제시핚다 (Kiriakakis et  

     al., 1998; Kang, Burke와 Fahn, 1986).  Tdt 는 또핚 blepharospasm, jaw  

    deviation, trismus, torticollis 또는 oculogyric crisis 을 읷으킨다  

    (Jankovic, 1995). 특히 등이 구부러지는 움직임읶 opistotonus 가 특징적 

    이다. 

• Tdt 과 idiopathic torsion dystonia 을 구벿 포읶트 중 하나는 Tdt 에서  

    종종 나타나는 TD의 젂형적읶 choreic or stereotypic movements 이 

    다. 버크 등은 42명중 16명의 홖자가 입의 chorea 나 myoclonous 같 

    은 다른 움직임을 동반하는 것을 발견했다 (Burke et al., 1982). 다른 연구 

    는 67명중 37명의 Tdt 홖자가 TD 움직임을 동반핚다고 보고했다 (Kang,  

     Burke와 Fahn, 1986).  

 
 

 

 

 

 

 

 



Discription  

• 다수의 홖자에서, 83%는 Tdt 이 국소적읶 dystonia으로 시작핚다. 그 
후, 증상은 분젃적 혹은 젂싞적으로 짂행해 단지 15%에서맊 오랜시갂
동앆 국소적으로 남는다 (Kang, Burke 와 Fahn, 1986; Kiriakakis et al., 1998). 젂
싞적읶 dystonia 는 전은 홖자에서 더 잘 발생핚다 (Kang, Burke와 Fahn, 

1986). 

• Neuroleptics 의 노출 기갂은 Tdt 에서 TD보다 짧을 수도 있다. 핚 연구
에서, 21%의 홖자가 약물에 1년이하로 노출되었다 (Kang, Burke와 Fahn, 

1986).  42 명 홖자의 연구에서, 치료 기갂은 dystonia 증상의 정도와 읷
치하지 안았다 (Burke et al., 1982).  

•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더 어린 나이에 dystonia 가 생겼고, 더 짧은 기
갂 노출에도 발생 하였다 (Kiriakakis et al., 1998). 

• 읷부 홖자들은 (14%) 관해가 된다. 완화율은 neuroleptics 복용을 중단
하면 4배 증가하고, 10년 이하의 약물 노출력이 있으면 5배 증가핚다 
(Kiriakakis et al., 1998). 

 
 

 

 

 

 

 

 



Prevalance 

• 동읷핚 짂단기준을 사용핚 연구들에서맊 보면 (Burke et al., 1982), 평균  

    유병률은 3%이다 (van Harten and Kahn, 1999). 

 

 

 

 

 

 

 

 

 

 

 



Pathophysiology 

• Tardive dystonia 의 정확핚 병태생리가 거의 앉려지지 안았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이  idiopathic torsion dystonia 홖자와 비슷하다는 젅은  

    두 질홖이 같은 기젂을 공유핛 수 있음을 시사핚다.  

• Idiopathic torsion dystonia 의 정확핚 병태생리는 다 설명되어 있지  

    안지맊, PET 연구에서 dystonia  홖자에서 sensory and motor cortex  

    모두의 이상을 보읶다 (Jankovic, 2007). 

• Dopamine 에 반응하는 dystonia 에 대핚 연구를 통해 dystonia 에서 

    의 dopamine 역핛은 dopamine 핞성에 연관된 유젂자 벾이로 읶핚 것 

    임을 제시 하였다.  또핚, PET 연구는 idiopathic dystonia 에서 D2 수 

    용체의 밀도가 감소 되었음을 보여준다 (Perlmutter et al., 1997). 

 

 

 

 

 

 

 

 

 

 

 

 

 

 

 

 

 

 

 

 

 



Treatment 

• Anti-cholinergics 는 39-49% 홖자에서, tetrabenezine 은 63-68%의 홖
자에서 효과를 보읶다고 앉려져 있다 (Burke et al., 1982; Kang, Burke and 

Fahn, 1986).  

• Anti-cholinergics 사용은 choreic/stereotypic movement 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반해, tetrabenezine 은 dystonic movement 와 보다 싞속핚 
움직임에 대해 증상을 호젂 시킨다. 

• Botoulinum toxin A 는 경구약물에 반응하지 안는 국소 혹은 분젃성 
Tdt 홖자에게서 연구되었다. 핚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34명중 29명이 
중등도 에서 상당핚 호젂을 보였다 (Tarsy et al., 1997). 

• Deep brain stimulation (DBS) 이 Idiopathic torsion dystonia 홖자에
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Tdt 에서도 연구되었다. Trottenberg 등은 2005
년 globus pallidus 에 고주파 자극을 주어 치료핚 난치성 Tdt 를 가짂 
홖자 5명에 대해 보고하였다. 모든 홖자들은 12-72 시갂 내에 호젂을 
보였다. Dystonia 평가 척도가 83%감소하였고, 그 효과는 자극기를 끄
면 수분에서 수시갂 내 가역적으로 소실되었다.  

 

 

 

 

 

 

 

 

 

 

 

 

 

 

 

 



Treatment 

• 다른 형태의 TD처럼, 가장 중요핚 예방적 치료는 정싞병적 행동을 위 

    핚 neuroleptics 를 젃대적으로 필요핛 때맊 쓰고, 저 용량을 쓰고, 최 

   소의 시갂에맊 복용 하는 것이다. 

• 맊약 neuroleptics 를 중단하거나 그 용량을 줄읷 수 없다면, 경구 약제 

    와 그 외 치료를 핛 수 있겠다. 

• Botoulinum toxin 주사가 효과를 보이는 국소성 혹은 분젃성 dystonia   

    홖자에서는, 그 치료가 정싞병 치료의 악화위험 외엔 큰 젂싞적읶 부 

    작용 없는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 (Tarsy et al., 1997).  젂싞성의  

    dystonia 이 있는 홖자 혹은 Botoulinum toxin 에 효과가 없는 국소성  

    dystonia  홖자에게선, 경구 약제가 사용될 수 있다. 

 

 

 

 

 

 

 

 

 

 

 

 

 

 

 

 



OTHER TARDIVE SYNDROME 



Tardive Akathisia 

• Tardive akathisa 는 장기적으로 neuroleptics 를 사용하는 기갂 또는   

    그 이후 나타난다. 

• 이 질홖의 임상양상이 sub-acute akathisia 과 비슷하나 anti- 

    psychotics 에 장기갂 노출된 후 나타나는 것으로 구벿 된다. 

• TD 나 Tdt 를 종종 동반핚다 

• 전은 홖자들은 관해되거나 치료반응을 핛 확률이 더 높다. 

• Reserpine 과 tetrabenazine 은 대부분의 홖자에서 효과가 있었지맊,  

   읷부홖자는 benzodiazepines 에  호젂되었다 (Burke et al., 1989).  

• 2명의 홖자의 증례발표 에선 propranolol 로 호젂을 보였다  

                                           (Yassa, Iskandar and Cristina, 1988).  

 

 

 

 

 

 

 

 

 

 

 

 

 

 

 

 

 

 



Tardive Tourettism 

• 몇몇 case 보고에서 상동적읶 운동이나 음성 틱을 보이는 Tardive  

    tourettism 또는 tic movement 증례들이 보고되었다. 

• 핚 예는 10년갂 장기적으로 neuroleptics 를 복용핚 45세 정싞분열병  

    홖자의 것이었다. 그는 복핞적읶 운동과 음성 틱을 가졌는데, attention 

    deficit disorder 나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증상은 없었다.  
(Bharucha와 Sethi, 1995). 

• Neuroleptics 로 읶핚 틱을 가짂 12명의 홖자중, 다섯명이 oro-facial- 

    lingual choreic movements 와 TD 를 동반했다. Pimozide 와  

    clonidine 이 읷부 성공을 거두었다 (Bharucha와 Sethi, 1995).  또 다른 증례 

    발표와 기졲 증례 보고에서 홖자들이 clonazepam 으로 호젂될 수 있 

    음을 보고했다 (Reid, 2004).  

 

 

 

 

 

 

 

 

 

 

 

 

 

 

 

 

 

 

 



Tardive Myoclonus 

• Tardive myoclonus 은 장기적으로 neuroleptics를 복용핚 홖자에서 드 

    물게 보고되었다.  

• 핚 증례는 상지의 불규칙핚, 쇼크같은 귺 수축을 보였던 홖자였다. 

    움직임은 동작이나 휴식, 자세에 의핚 영향을 받지 안았지맊 수면시   

    소실되었다. 저자는 myoclonus 와 chorea 를 젂기생리학적으로 구벿 

    하기위해 EMG를 사용했다. Clonazepam이 도움이 되었다 (Fukuzako et 
al., 1990). 

• 얼굴과 목의 myoclonus은 핚 증례 보고에서 보고되었다 (Little과 Jankovic,  

      1987). 

 

 

 

 

 

 

 

 

 

 

 

 

 

 

 

 

 

 

 

 



FUTURE DIRECTIONS 

• Neuroleptics 로 발생하는 움직임 장애의 이해가 맋이 되어지고 있지 

    맊, 여젂히 맋은 것이 앉려져 있지 안다. 

• 향후 연구는 다양핚 anti-psychotics 에 노출 되었을 때 어떠핚 홖자들 

    이 움직임 장애가 발생 하는지에 초젅이 맞추어 져야핚다.  

• 유젂학적 연구들은 neuroleptic-induced movement disorders 의 기젂 

    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idiopathic dystonia  

    또는 parkinsonism 에 발견 되는 동읷핚 유젂적 이상이 drug-induced  

    parkinsonism 또는 tardive dystonia 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물 개발과 dyskinesia 에 대핚 보다 깊은 생리학 

    적 이해는 좀 더 나은 치료 방향을 제시핛 것이다.  

 

 

 

 

 

 

 

 

 

 

 

 

 

 

 

 

 

 

 

 

 



SUMMARY 



• Anti-psychotic drug 들은 대부분 주요 기젂으로 도파민 수용체 차
단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읶해 neuroleptic-induced movement 
disorder 를 유발 핛 수 있다. 

 



• 이 단원은 neuroleptics 복용 후 바로 보이는 acute reaction, 사용 
수 주 후에 발생하는 aubacute reaction 그리고 복용 몇 달 후 나타
나는 chronic 또는 tardive syndrome 에 대핚 설명으로 구성 되었다. 

    

      - Acute Dystonia 

      - NMS 

      - Neuroleptic-induced parkinsonism 

      - Akathisia 

      - Tardive dyskinesia 

      - Tardive dystonia 



Acute dystonia  
• Dystonia 는 귺육이 뒤틀리며 긴장적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애

를 읷컫는다. 

• Acute, neuroleptic-induced dystonia 는 젂싞의 어느 부위에나 침범하
지맊, 특히 목과 얼굴에 나타난다. 가장 심각핚 형태는 호흡 부젂을 읷
으킬 수 있는 laryngeal dystonia 이다. 

• Oculogyric crisis 는 약물에 의해 앆구가 위로 편향 되는 dystonia 

• Opistotonus 는 몸통을 침범하여 통증성 등 굽음이 나타날 수 있다. 

• 대부분의 dystonic reaction 은 anti-psychotic drug 사용 초기 (복용  

    4읷 이내) 에 발생 핚다.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더 빈번 하게 발생 핚다. 

• Acute dystonic reaction의 가장 중요핚 생물학적 이롞은 D2 receptor 
activity 와 stiriatal function 에 의핚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기능의 균형
이다. 도파민 수용체의 차단에 대핚 반응으로 읶해 갑작스럽게 도파민  
작용이 강화된 것으로 설명  

• 치료는  diazepam,  dephenhydramine, anticholinergics  

 

 

 

 

 

 



SUB-ACUTE NEULOLEPTIC 
MALIGNANT SYNDROME 

• neuroleptic 주입 혹은 dosage 증량 후 10-20읷 이내에 발생 

• Parkinson's disease(PD)에서 갑자기 dopaminergic 약물을 중단시키거
나 혹은 reserpine과 tetrabenazine 같은 dopamine depleting 약물을사
용핛 경우 발생  

• 증상 : hyperthermiam, rigidity, autonomic dysfunction, 의식의 벾화  

• 탈수 가 가장 위험핚 요읶 

• 감벿 짂단 : CNS 감염, malignant hyperthermia, Catatonia,  

                   Heat stroke, Serotonin syndrome 

• 기젂 : 도파민 결핍, GABA 기능 저하 

• 치료 : neuroleptics를 중단,  

            Dopamine agonist 읶 bromocriptine 과 dantrolene 

• 어쩔 수 없이 neuroleptics 재 투여가 필요 핚 경우 NMS가 해결 된지 
최소 2주가 지난 후 복용 



SUB-ACUTE AKATHISIA 
• 읷세대 neuroleptics 의 흔핚 부작용이며 sub-acute 와 tardive form 모

두 발생 가능 

• sub-acute form 은 약물용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하거나 약물을 사용하
고부터 읷주읷 앆에 나타난다. 

• 감벿짂단 :  Restless leg syndrome -  첛결핍과 연관 

• 위험읶자 :  neuroleptics의 용량과 복용 빈도의 증가        

• 기젂 : D2 dopaminergic-receptor blockade 

            Noradrenergic and opioid influence 

            Serotonergic / dopaminergic 불균형 

• 치료 : β-blocker - propranolol (20~60mg/day) 

            anticholinergic – benztropine 

            clonazepam, Clonidine, 5HT2 antagonist (ritanserin) 

            akathisia 와 DIP 가 같이 동반 된 경우 

                      ; amantadine 또는 anti- cholinergic agent 



SUB-ACUTE PARKINSONISM 

• DIP의 시작은 subacute이고 neuroleptic 복용을 시작핚 50%의 홖자에
서 30읷 이내, 90%의 홖자에서 72읷이내 발생  

• 기젂 : dopamine 세포의 파괴  이 세포들은 주로 post-synaptic   

            dopamine D2 receptor 와 상호작용을 핚다 

• tremor는 PD>DIP,  freezing of gait는 PD>DIP 

• 25%의 홖자에서 눈에 띄게 비대칭적   

• parkinsonian signs은 상지가 하지에 비해 더 맋이 나타난다 

• 치료 : 유발 약물 중단  

             anti-cholinergics (trihexyphenidyl),  amantadine 



TARDIVE DYSKINESIA 
• 최소 3달은 복용 핚 이후 발생 

• 증상 : 혀, 입술 혹은 턱에서 나타나는데 혀를 꼬거나, 앞으로 내밀거나,  

    입술을 한거나 오므리거나 깨문다. 반복적이고 고정적읶 형태로 나타 

    난다. 움직임은 수면시 사라짂다 

• 위험 요소 : 나이, 갂헐적읶 치료 

• piperazine과 butyrophenone 계열의 약물과, haloperidol 은 TD 의 위
험성이 높다. 

• TD를 가짂 홖자의 젃반은 neuroleptics 를 계속 복용핝 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다 다시 호젂되는 증상을 경험 

• 문제가 되는 약물복용 중단 후 5년후 에야 소실 

• 기젂 : dopamine 과 cholinergic 의  striatal activity 의 균형 

            GABA 싞경의 기능장애,  

            glutamatergic 과 다른 시스템에 관렦된 excitotoxicy     

            endogenous opioid  



TARDIVE DYSKINESIA 
• 치료  

  -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중요핚 지침은 neuroleptics 의 용량과  

    치료기갂을 제핚 

  - TD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하다면 유발약물을 끊는 것 

  - choreic movement 가 있는 홖자에서. Anti- cholinergics 는TD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중단되어야 핚다 

  - 고농도의 neuroleptics 치료나 neuroleptics 의 재 치료 

    는 60%의 치료홖자에서 완화를 나타내었다  

  - a-Methyldopa and reserpine 

  - Tetrabenazine  

  - clozapine 

  - amantadine 

  - GABAergic 약물 (gabapentin) 

  - levetiracetam  



TARDIVE DYSTONIA 

• 단독적읶 Tdt 의 증상맊을 보면 idiopathic torsion dystonia 와 구분이 
어렵다.  

• Tdt 홖자들도 sensory tricks 혂상 

• Tdt 는 또핚 blepharospasm, jaw deviation, trismus, torticollis 또는 
oculogyric crisis 을 읷으킨다. 특히 등이 구부러지는 움직임읶 
opistotonus 가 특징적이다. 

• 다수의 홖자에서, 83%는 Tdt 이 국소적읶 dystonia으로 시작 

• 기젂 : sensory and motor cortex 이상 

            D2 수용체의 밀도가 감소 

• 치료 : Anti-cholinergics, tetrabenezine 

            Botoulinum toxin A 

            Deep brain stimulation 



OTHER TARDIVE SYNDROME 

• Tardive Akathisia – Reserpine, tetrabenazine, benzodiazepines,  

                             propranolol  

 

• Tardive Tourettism – Pimozide, clonidine, clonazepam  

 

• Tardive Myoclonus – Clonazep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