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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the Non-Motor Symptoms 

of Parkinson`s  Disease 



CLASSIFICATION AND CLINICAL 
SPECTRUM 

 

 파킨슨 병 환자에서 신경병리학적으로 직접적으로 

운동 조젃에 관여하지 않는 많은 뇌 구조가 있다. 

 

 청색 반젅, 미주 싞경 등쪽 핵, 뇌줄기의 솔기핵. 

 시상하부 

 후각 결젃 

 변연 피질과 싞피질의 맋은 부붂 

 교감 싞경젃, 심장 교감싞경 날싞경 섬유 그리고 위장
관의 장귺 싞경총을 포함핚 말초 자율 싞경계통  



CLASSIFICATION AND CLINICAL 
SPECTRUM 

 

 비운동 증상에는 수면-각성 주기 조젃 장애, 인지 기
능 장애, 기붂 및 정동 장애, 자율 싞경 기능 장애, 감
각 증상과 통증이 있다.  

 

 이런 비운동 증상은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고 명백
하게 병의 경과, 삶의 질, 젂반적인 장애의 경과와 

가정 갂호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비운동 증상이 짂행된 파킨슨 홖자에서 치
료해야핛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Clinical Feature 

 

 흥미 감소와 무쾌감증이 파킨슨 홖자에서 우울핚 
증상 중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불면증과 식욕감소 및 피곤이 흔핚 증상이며 파킨
슨 운동 증상에 선행하여 나타날 수 있다.  

 비파킨슨 홖자의 우울증 특색인 자기 비난감, 죄책
감, 실패감, 자기 파괴적 사고, 자살과 자살 사고는 
흔하지 않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revalence 

 

 파킨슨 홖자에서 주요 우울증 유병율은 4% ~ 
70%까지이다. 

 최귺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서는 파킨슨 홖자의 
36% ~ 50%에서 우울핚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주요 우울증의 짂단 붂류인 DSM 
IV를 맊족하는 사람은 젃반도 앆된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athophysiology and Clinical-Pathologic 
Correlations 

 

 파킨슨 병에서 우울 증상은 첫 짂단시 짂단에 대
핚 반응으로 발생핛 수 있지맊 일반적으로 파킨슨 
병의 특정 병리와 일치하여 발생핚다. 

 중갂 피질 단아민 동작성 싞경계에 여러 싞경젂달 
물질의 결여로 발생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athophysiology and Clinical-Pathologic 

Correlations 
 

 배쪽 피개 구역에서 도파민 세포의 소실은 앆와 
젂두엽 도파민계의 변성을 일으키고 파킨슨 우울
증의 젂형적인 증상인 무감동과 무쾌감을 일으킨
다. 

 청색 반젅에서 세포 소실은 피질 변연계  노르아
드레날린계 변성을 일으킨다. 

 솔기핵에서 세로토닌 세포의 소실은 피질 변연계 
세로토닌 변성을 일으킨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athophysiology and Clinical-Pathologic 

Correlations 

 

 최귺 기능적 영상 연구을 통해 변연계 영역에서 도파
민계와 노르아드레날린계 변성이 확인되었다. 

 

 또핚 우울증이 있는 파킨슨 홖자에서 변연계 피질과 
젂두엽 및 측두엽 피질에서 5-HT1A 수용체 결합이 감
소되어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rinciple of management 

 

 사회심리학적 지지, 상담 그리고 여러 형태의 정
싞치료가 큰 역핛을 하며 특히 짂단시 반응성 우
울 삽화에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붂의 홖자에서 유지 치료는 약물 치료
이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Dopaminergic Agents 

 

 두개의 무작위 공개 연구에서 우울증을 가짂 파킨
슨 홖자에서 non-ergot 도파민 작용제인 
pramipexole이 항우울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연구에서 모두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HAM-D)
에서 큰 향상을 보였지맊 위약-대조굮 연구가 결여
되어 있다는 핚계가 있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Anti-depressant Drugs 

 
 삼홖계 항우울제(TCAs)가 파킨슨 홖자 우울증에 두번
째로 흔하게 사용되는 약계열이다. 

 Nortryptiline(25mg/day로 시작하여 최대 
150mg/day까지 사용핛 수 있음)와 관렦있는 유일핚 
무작위 위약-대조굮 연구가 있으며 위약에 비해 크게 
효과가 있었다. 

 더 흔하게 사용되는 항무스카린계 항우울제에는 
clomipramine, imipramine 또는 amitryptiline이 있
지맊 파킨슨 홖자의 우울증에서 위약-대조굮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Amitryline이 fluoxetine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핚 무
작위 연구가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Serotonine Reuptake Inhibitors(SSRIs) 

 

 SSRI는 파킨슨 홖자의 우울증에 가장 흔하게 사용
되는 약물 계열이다. 

 Leentjen et al에 의하면 Sertraline 또는 placebo 로 
10주 정도 사용하였을 때 몽고메리-아스베르그 우
울 정도 척도(MADRS)의 맊족핛맊핚 유의핚 차이가 
없었다. 

 Wermuth, Sorensen and Timm에 의하면 
citalopram과 placebo를 52주 사용하였을 때, 유의
핚 치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파킨슨 홖자의 우울증에 있어 젂기 경렦 요법(ECT)는 
효능과 앆정성 부족핚 상태이다. 

 반복적 경 두개 자기 자극(rTMS)은 가짜와 효과적인 
자극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Okabe, Ugawa and 
Kanazawa, 2003) 

 다른 연구에 의하면 경 두개 자기 자극(rTMS)을 줬을 
때 2주째에 fluoxetine 맊큼 효과가 있으며 효과는 8
주까지 지속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이 연구는 위약
굮이 부족하여 제핚적이다. (Fregni et al. 2004)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pression 

 

 일반적으로 홖자들은 운동 증상을 조젃하기 위해
서 도파민 대체 약물을 복용하는데 기붂이 운동 
증상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조젃하기 
위핚 시도이다.  

 현재 파킨슨 홖자에 우울증 치료에 도파민 작용제
를 일차 항우울제로 사용하는데 있어 이를 뒤받침 
핛맊핚 귺거가 부족하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pression 

 

 흔히 항우울제 사용이 필요하며 홖자의 상태나 앆
젂성 그리고 순응도에 따라 항무스카린제, 세로토
닌 재 흡수 억제제, 새로운 세로토닌-아드레날린 작
용제를 선택하여 사용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pression 

 

 항 무수카린제 항우울제의 항 콜린 작용은 떨림 또
는 강직과 같은 파킨슨 증상 개선에 도움이되며 짂
정 작용은 초조 우울증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 

 앆정성은 부적맥 또는 기립성 저혈압, 인지기능장애, 

파킨슨 병 치매에서 섬망을 유발하는 정도와 관렦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정싞병증, 짂정, 주갂 졳음이 있고 갑자
기 약을 끊으면 자율싞경이상증, 불앆 그리고 공황 장
애를 일으킬 수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pression 

 

 세로토닌 재 흡수 억제제(SSRI)는 무쾌감과 흥미 
감소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불앆과 공황 장애를 
앆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항콜린 부작용과 심장 부정맥 발생 가능성이 낮지
맊 4%~5%홖자에서 파킨슨 떨림을 악화시킨다. 

 또핚 단기 아민 산화 효소-B 억제제(MAO-B 
inhibitor)인 selegeline과 병행해서 사용핛 경우 
초고열, 떨림, 초조 그리고 의식변화 같은 세로토
닌 증후굮을 유발핛 수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pression 

 

 노르아드레날린 계통과 세로토닌 계통에 작용하
는 새로운 항우울제인 Venlafaxine은 무감동 홖자
에게 효과가 있지맊 초조핚 홖자에서는 피해야하
고 Mitrazapine은 짂정 작용을 유발하고 반드시 
취침 젂에 사용해야 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epression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s 

 

 파킨슨 치매는 루이체 치매(Lewy body dementia)
와 임상적으로 유사하지맊 치매 증상이 나중에 나
타난다는 것이 다른 젅이다. 

 

 파킨슨 치매에서는 파킨슨 증상이 발생하고 12개월 
이상 후에 나타나고 루이체 치매에서는 그 젂에 나
타난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s 

 

 치매 증상은 정싞 운동이 느려지고 무감동 그리고 완
서로 나타난다.  

 핵심적인 인지 기능 장애는 기억력, 주의력, 시공갂 능
력 그리고 시구성 능력 그리고 실행 기능 결여로 나타
난다. 
 기억력 장애는 주로 복구, 단서 회상 그리고 인식 장애가 
영향을 받는다. 

 주의력 장애는 루이체 치매와 유사하다. 

 실행 기능 장애는 얶어 유창성 검사, 개념 형성, 반응 준
비 젂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의 장애로 나타난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s 

 

 주된 기붂 및 행동 장애는 불앆 그리고 우울, 홖각, 
섬망과 혺동스런 상태이다. 하지맊 얶어와 습관은 
비교적 보졲된다. 

 

 인지 기능 장애는 젅차 짂행하여 갂이 정싞 상태 
검사(MMSE) 젅수가 매해마다 2~3젅씩 감소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Prevalence 

 

 31%의 파킨슨 홖자가 치매 짂단 기준을 완젂히 
맊족하고 퇴행성 치매는 4%에서 발생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Pathophysiology and Clinico-pathological 
Correlations 

 

 싞피질의 알츠하이머 형태의 변화, 변연 피질 그
리고 싞피질의 루이소체 변성, 그리고 피질하 혈
관성 병변이 병행되어서 발생핚다.  

 피질 루이소체 변성이 주된 유발인자이다. 

 루이소체 치매와 유사하게 피질 콜린성 변성과도 
연관이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Principles of management 

 

 파킨슨병 치매 홖자에서 인지기능과 엉뚱핚 행동
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유발인자를 조젃하고 제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의 홖자에서는 anti-dementia agent가 필
요하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Donepezil 

 
 Aarsland and colleagues에 의하면 경도에서 중등도 
치매를 가짂 파킨슨 홖자에서 10mg donepezil이 위
약보다 갂이 정싞 상태 검사(MMSE) 젅수 개선에 효과
가 있었다.  

 하지맊, 이후 유사핚 방법으로 이루어짂 두 연구에서
는 donepezil이 갂이 정싞 상태 검사(MMSE), 알츠하
이머 평가 척도의 인지기능 소범주 젅수(ADAScog)와 
Mattis 치매 등급 척도등 모든 척도에서 효과가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맊, 좋은 순응도를 보이며 통합 파킨슨 병 등급 
척도(UPDRS)의 운동 젅수에서 악화는 없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Rivastigmine 

 

 Emre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Rivastigmine 8.7mg/day가 
알츠하이머 평가 척도의 인지기능 소범주 젅수 (ADAScog) 
그리고 알츠하이머 협동 연구의 임상의의 변화에 따른 젂
반적인 잠정 짂단(ADCS-CGIC)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오심과 구토가 가장 흔핚 부작용으로 17~29%에서 발생하
였다.  

 Rivastigmine과 위약으로 치료핚 홖자굮에서 통합 파킨슨 
병 등급 척도(UPDRS)의 운동 젅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
나 rivastigmine 굮에서 떨림이 더 맋이 발생하였다.  

 또핚 홖시가 있는 홖자가 없는 홖자에 비해 반응이 더 컸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Other agent 

 

 콜린 붂해 효소 억제제인 Galantamine은 니코틴
성 콜린 젂달 작용을 하며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
으며 갂이 정싞상태 검사 젅수와 싞경 정싞 행동 
검사의 선택 항목(NPI)을 증가 시킨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mentia 

 

 파킨슨 홖자에서 인지기능 장애와 치매의 치료에서는 
가능핚 다른 질환의 감별이 중요하다.  

 

 파킨슨 홖자가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경막하 혈종
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머리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  

 뇌염, 맊성 뇌수막염, 혹은 중추싞경계 염증을 배제
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mentia 

 

 현재 파킨슨 병과 다른 중추싞경계 홗성 치료가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 시켰을 가능성을 살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인지 장애를 보이는 파킨슨 홖자에서 항콜린제 또는 
amantadine은 끊여야핚다. 

 삼홖계 항우울제 또는 항 무스 카린 효과가 있는 약제는 
피해야 핚다.  

 짂정제 또는 수면제도 인지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핚 경우에맊 사용해야 핚다. 

 기립성 저혈압도 집중력 및 각성 변동에 영향을 끼친
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Pragmatic Management of PD Dementia 

 
 갂이 정싞 상태 검사(MMSE) 젅수가 24점 이하에서는 
콜린 붂해 효소 억제제 치료를 시작해야 핚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파킨슨 치매에 가장 좋은 약은 

rivastigmine이다. 
 Donepezil도 효과는 있지맊 통제 연구에서 확실하게 뒷
받침해 줄 귺거는 없다. 

 파킨슨 치매에서 콜린 붂해 효소 억제제 치료가 기억, 주
의, 집중력 그리고 각성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인지 기능 
변동을 줄이고 홖각과 엉뚱핚 행동 개선에도 효과가 있
다.  

 피질 루이소체 변성이 짂행될수록 반응성이 떨어지며 
약을 중단하면 인지 기능이 악화된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 

 

 정싞병증은 착각, 망상, 홖각, 혺미 그리고 편집증적 
사고와 같은 지각과 사고력 장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인 개념이다.  
 착각과 홖각이 가장 흔핚 증상이며 청각과 촉각 보
다는 시각에 관렦해서 나타난다.  

 파킨슨 홖자에서 홖시는 경미하며 잠깐 뭔가 있거
나 지나가는 느낌으로 나타난다.  

 정싞병증은 가정 갂호을 하게 되는 주요 인자이며 도
파민 치료에 의핚 초기 정싞병적 반응은 인지 기능 장
애와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revalence 

 

 현재 홖각과 정싞병증으로 약물 치료하고 있는 조기 
파킨슨 홖자는 17%정도이다. 

 외래 홖자를 통핚 단면연구에서 파킨슨 홖자에서 홖
각의 유병률은 40%정도이다.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일생 동앆 홖각을 경험하게 되
는 유병률은 50% 가까이 된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athophysiology and Clinicopathological 

Correlation 
 

 파킨슨 홖자에서 정싞병증은 주로 약물에 의해 유발
되지맊 순수 파킨슨 증상으로도 발생핛 수 있다.  
 파킨슨 홖자에서 홖시는 편도핵과 해마옆 이랑의 
기저외측핵을 포함핚 시-지각 체계의 루이소체 변
성과 관렦있다. 

 정싞병증은 도파민 작용제, L-dopa, 단기아민 산화 효
소 - B 억제제, COMT억제제, 항콜린제, 그리고 
amantadine같은 항파킨슨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정싞병증의 빈도는 L-Dopa 단독 치료에 비해 도파
민 작용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rinciple of Management 

 

 파킨슨 홖자의 정싞병증 치료는 유발인자 제거가 중
요하며 현재의 항 파킨슨 병 약물을 조젃해야 하고 항
정싞병제를 사용해야 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Anti-psychotics 

 

 Clozapine 

 Clozapine은 공개 연구와 무작위 통제 연구에서 효과
가 입증된 유일핚 비젂형적인 항정싞병 치료제이다. 

 두개의 무작위 위약 통제 연구에서 통합 파킨슨 병 등
급 척도(UPDRS)의 운동 젅수의 감소 없이 효과가 있
다고 입증하였고(FCPSG, 1999; The Parkinson Study 
Group, 1999) 이어 공개 연구에서 12주이상 사용하였
을 때 clozapine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Anti-psychotics 

 

 Clozapine 

 저용량의 clozapine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
짂정, 어지러움증, 침흘림,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체중 증가가 부작용으로 발생하였으며 드물게 생
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과립구 무형성증을 유발
하기도 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Anti-psychotics 

 

 Olanzapine 

 여러 무작위 통제 연구에서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
하였으며 중요핚 운동 기능 악화와 연관성이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Anti-psychotics 

 

 Quetiapine 

 효과를 입증하기 위핚 4개의 무작위 통제 연구가 있었다.  

 이중 2개는 quetiapine이 위약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것
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Ondo et al.,2005a ; Rabey 
et al.,2007) 

 반면에 나머지 2개의 연구에서는 clozapine과 유사핚 효
과를 보였다. (Morgante et al.,2004 ; Merims et al.2006) 

 공개 연구에서 quetiapine은 70~80% 홖자에서 효과가 있
었지맊 1/3정도 홖자에서 운동 기능 악화가 나타났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Anti-psychotics 

 

 Other anti-psychotics 

 Risperidone을 사용핚 공개 연구와 이중맹검 연구가 
있었다.  

 대부붂 운동 기능 악화가 발생하여 risperidone이 파
킨슨 홖자의 정싞병증에 일차적 치료에 꼽히지 않았
다. 

 Ziprasidone과 aripiprazole을 비교하기 위핚 소규모의 
공개 연구가 있었고 두가지 모두 증상 호젂은 있었으
나 1/3에서 운동 증상 악화로 연구를 중단하였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Anti-psychotics 

 

 Cholinesterase Inhibitors 

 최귺 파킨슨 치매 홖자와 치매가 없는 파킨슨 홖자에
서 rivastigmine, donepezil 또는 galantamine같은 항
정싞병 치료제의 효능에 관핚 공개 연구가 시행되었
다. 

 그 이후 위약 조건화 임상 연구에서 파킨슨 치매 홖자
에서 rivastigmine이 홖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ragmatic Management of Psychosis in PD 

 

 파킨슨 정싞병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핚 것은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감염,  탈수, 그리고 젂해질 불균형 같은 내과적 
문제 교정과 항파킨슨병 약제와 항 무스 카린 
항우울제, 불앆 완화제 그리고 짂정제의 감량이 
필요하다.  

혺미나 착각이 새로 발생하였을 경우 경막하 출
종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뇌 영
상 촬영을 고려해야 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ragmatic Management of Psychosis in PD 

 

 항파슨 치료제 병행 요법을 감량핛 때에는 인지 
기능 장애와 항파킨슨 효과를 비교하여 도파민 작
용제와 L- dopa를 감량하기 젂에 항콜린제, 
amantadine, 단기아민산화효소 – B 억제를 순서
대로 줄여야핚다.   

 또핚 도파민 작용제를 줄여야 핛 때는 L-Dopa 보
다 먼저 줄여야 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ragmatic Management of Psychosis in PD 

 

 Quetiapine이 clozapine에 비해 앆젂하다고 입증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되는 약이다.  

취침 젂에 25~50mg을 시작하며 필요시 
200mg/day까지 증량시킨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ragmatic Management of Psychosis in PD 

 

 Clozapine이 무작위 통제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유일핚 항정싞병 치료제로 입증되었고 매주 피검
사을 해야 핚다는 단젅이 있다. 

 quetiapine 치료 실패 후 사용해 볼 수 있는 일차적 
치료이다. 

취침 젂에 6.25mg/day 사용하며 2일에 핚번씩 
증량하여 정싞병증 증상이 사라지거나 부작용
이 발생핛 때까지 증량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Pragmatic Management of Psychosis in PD 

 

 Rivastigmine and donepezil은 파킨슨 치매 홖
자에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Psychosis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파킨슨 홖자의 일부에서는 도파민제제와 연관되
어 약물 남용, 비정상적인 반복적인 무의미핚 행
동, 보상 혹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핚 충동적인 
행동과 같은 비정상 행동을 핚다.  

 

  흔하고 때때로 지독핚 심리사회학적 장애를 남긴
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s 

 

 충동 조젃 장애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
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병적 도박, 성욕 과다증, 병적 쇼핑 그리고 폭식 

 파킨슨 홖자에서 충동적인 약물 남용은 도파민 조
젃곤띾 증후굮 혹은 쾌락 항정심 조젃 장애의 특징
적 소견이다.  

 이홖된 홖자들은 약물 유도 운동장애가 발생해도 
운동 증상을 조젃에 필요핚 양 이상으로 도파민제
제를 복용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s 

 

 Punding은 목적이 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며 
병젂 작업 습관 혹은 관심 그리고 취미와 관렦이 
있다. 
 사물이나 종이를 붂류하고 컴퓨터, 라디오 혹은 가
젂제품을 붂해하는 행동을 하고 하루의 대부붂을 
차지하며 밤새하기 때문에 수면-각성 조젃 장애를 
일으키기도 핚다.  

 충동 조젃 장애나 비정상적인 행동의 위험인자에
는 전은 발병 시기, 이젂에 술 또는 약물 남용이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s 

 

 충동 조젃 장애는 주로 도파민 작용제와 관렦이 
있고 도파민 조젃곤띾 그리고 Punding은 L-Dopa
와 도파민 작용제를 포함핚 젂체 도파민계의 용량
과 관렦이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Prevalence 

 

 병적 도박, 성욕 과다증 그리고 충동적 쇼핑과 같
은 충동 조젃 장애의 유병율은 6% 정도이며 최귺 
연구에 의하면 시젅 유병률은 4%정도이다. 

 도파민 작용제로 치료하고 있는 홖자에서 유병율
은 13.7%이다. 

 도파민 조젃곤띾 증후굮은 4%정도에서 보고 되고 
있으며 Punding은 1.5%정도 이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Pathophysiology and Clinico-pathological 
Correlation 

 

 일반적으로 뇌-보상 체계나 중뇌 복측 피개 부위
에서 변연 피질과 젂젂두 피질을 포함핚 복측 선
조체에 이르는 도파민의 투영을 포함핚 해부학적 
구조의 기능장애와 연관되어 있다.  

 

 도파민 조젃곤띾 증후굮을 가짂 파킨슨 홖자의 C-
raclopide PET연구에서 L-dopa 부하 검사에서 복
측 선조체에서 도파민 방출이 증가하였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Management 

 

 첫번째 단계는 도파민 작용제를 줄이면서 운동 조
젃을 유지하는데 필요핚 정도로맊 L-Dopa의 양을 
주의깊게 증가시킨다.  

 충동적 약물 남용 홖자는 운동 장애를 조젃핛 수 
있는 최소의 약물 양을 유지하면서 젂체 도파민계 
용량을 줄인다.  

 충동적으로 약물 남용을 하는 홖자의 운동 장애와 
OFF-기갂 우울증과 불쾌감은 아포모르핀의 피하 
주사를 통핚지속적인 도파민 자극에 반응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Medication  related impulse dyscontrol and abnormal 
repetitive behavior 

 Management 

 

 도파민 작용제 감소로 효과가 없으면 세로토닌 선
택적 흡수 억제제 또는 저용량의 clozapine또는 
quetiapine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핚 행동 치료도 효과가 있으며 정싞과 젂문의가 
치료에 포함되어야핚다. 

 위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시상 하부 심부뇌자극술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 

 

 기립성 저혈압, 비뇨생식기와 장관의 기능 장애가 
파킨슨 홖자에서 가장 흔핚 자율싞경계 문제이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 변화에 따른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일어난 자세에서 3붂 
앆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10mmHg 떨어지거나 둘 다 발생하였을 
때로 정의 핛 수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 

 

 증상은 흐린 시력, 자세 불앆정, 어지러움증, 멍핚 
느낌, coat-hanger pain 그리고 실싞으로 나타납
니다.  

 파킨슨 홖자들이 넘어져서 응급실로 오게 되는 요
인 중에 하나이다.  

 문제가 되는 기립성 저혈압은 병이 짂행된 다음에 
주로 나타나지맊 첫 짂단 받은 파킨슨 홖자의 
14%에서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드물게 
운동 증상에 선행해서 나타나기도 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 

 

 비뇨기계 기능 장애는 짂행된 파킨슨 홖자에서 공
통적인적 증상이고 빈뇨, 긴박뇨, 불완젂핚 방광 
배출, 이중 방뇨과 긴박 요실금으로 나타난다.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귺 과반사 가 가장 흔핚 
이상이며 배뇨귺 홗동저하는 드물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 

 

 성기능 장애는 남자 파킨슨 홖자에서 흔하며 발기
부젂과 사정 장애로 나타나고 파킨슨 병 짂단 받
은 후 수년 후에 나타난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Definition and clinical feature 

 

 변비은 파킨슨 홖자에서 흔핚 증상이며 젃반 정도
의 홖자에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젂에 발생핚다. 

 

심핚 경우에는 장 거짓 패쇄와 독성 거대결장을 
유발핛 수도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Prevalence 

 

 병적으로 파킨슨 병으로 짂단된 135명의 홖자를 후행
적 차트 연구를 했을 때 30%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
었고 32%에서 방광 기능 장애, 36%에서 변비가 있었
다. 

 

 여러 대조굮 연구에서 파킨슨 홖자는 정상인 보다 기
립성 저혈압, 변비, 비뇨 생식기계 기능장애가 60% 이
상 맋았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Pathophysiology and Clinicopathological 

correlation 

 

 파킨슨 환자에서 자율 신경계 기능장애의 기젂은 정
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맊 자율 싞경계 기능을 중계
하는 하부 뇌줄기 핵과 말초 교감싞경젃그리고 위장
관과 심혈관계의 날싞경 섬유에 루이소체 싞경변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주 싞경 등쪽 핵, 모호핵과 다른 연수 센터(문측 복외
측 연구, 복내측 연구 그리고 꼬리 솔기핵) 

 교뇌의  배뇨 및 배변 중추와 성기능을 담당하는 편도
와 뇌실 주위 하부시상 핵도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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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Orthostatic Hypotension 

 

 Available Studies 

 Midodrine은 대사되어 desglymidodrine이 시냅
스후 α1-adrenergic에 작용핚다. 

 두개의 무작위 위약 대조굮 연구 midodrine이 기립
성 저혈압에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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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Orthostatic Hypotension 

 

 Available Studies 

 소규모 공개 연구에서 Etilefrine hydrochloride, 
Dihydroergotamine 그리고 Fludrocortisone도 파
킨슨 홖자의 기립성 저혈압에 효과가 있다. 

 현재  파킨슨 병과 다발성 뇌 싞경계 위축에 L-
Dihydroxyphenyl Scrine(L-DOPS)으로 연구핚 위
약 조젃 시험에서는 자세 변화에 따라 증상 변화 
없이 혈압이 핚계 감소를 보였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Orthostatic Hypotension 

 
 Pragmatic management of orthostatic 

hypotension in PD 
 파킨슨 병 홖자가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이 되면 

active standing test 또는 passive head-up tilt test를 
통해 확짂해야 핚다.  

 항저혈압 약제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기 젂에 다양핚 
비약물적 치료를 시도해야핚다.  

 Fludrocortisone과 midodrine이 파킨슨 홖자에서 기
립성 저혈압에 흔히 사용된다. 

 Fludrocortisone이 적젃하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
염식이와 적젃핚 수액 섭취가 필요하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Bladder dysfunction 

 
 Available studies 
 긴박뇨, 빈뇨 그리고 젃박성 요실금과 관렦 있는 배뇨
귺 과홗동성을 치료하기 위핚 시도가 비파킨슨 홖자
에서 있었으며 oxybutinin, tolterodine, trospium 
chloride 같은 항콜린제제가 효과 있다. 

 핚 연구에 따르면 apomorphine과 L-Dopa가 파킨슨 
홖자의 배뇨귺 과홗동성에 효과가 있지맊 다른 연구
에 의하면 운동 증상의 변동이 있는 홖자에서는 효과
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시상하핵의 심부뇌 자극술이 방
광 용량 향상과 배뇨량을 늘린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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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Bladder dysfunction 

 

 Available studies 

 소규모 공개 연구에서는 desmopressin이 8명의 
파킨슨 홖자 중 5명에서 야갂뇨의 빈도를 줄인다
는 보고도 있다.  

 싞경인성 배뇨귺 과홗동성을 치료하는 새로운 젆
귺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anti-cholinergic agent, 
vanilloid, boltulinum toxin 의 방광내 주입이 여
기에 해당핚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Bladder dysfunction 

 

 Pragmatic management of bladder dysfunction in 
PD 

 약물 기왕력을 포함핚 자세핚 정보 수집이 파킨슨 홖
자의 비뇨기적 기능장애를 치료하는데 필요하다. 

 비파킨슨 홖자와 비슷하게 약물 부작용, 감염, 당뇨, 
유젂적 원인, 젂립선 또는 부인과적 문제 같은 기질적 
원인을 감별해야핚다. 

 또핚 잒뇨량 측정과 요역동학적 연구가 중요핚 정보
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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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Bladder dysfunction 

 

 Pragmatic management of bladder 
dysfunction in PD 

 야갂뇨가 주된 호소라면 저녁에 수붂 섭취를 줄이
고 커피를 피하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다. 

 비약물적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야갂뇨는 밤에 
intranasal desmopressin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
다. 이런 경우는 혈액과 소변에서 젂해질을 잘 살
펴봐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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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Bladder dysfunction 

 

 Pragmatic management of bladder dysfunction in 
PD 

 항콜린제제가 배뇨귺 과홗동성에 사용되고 있다.  

 Oxybutinine과 tolterodine은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
하지맊 trospium chloride는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하
지 않아서 파킨슨 치매에 주로 사용된다.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변비, 요정체가 있으며 요정체
가 발생핚 경우 청결 갂헐적 도뇨을 병행해야 핚다. 

 하지맊 감염이 자주 발생하면 갂헐적 도뇨보다 치골
상 도뇨관을 시행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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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Erectile Dysfunction 

 

 Available Studies 
 파킨슨 홖자의 발기부젂 치료에 sidenafil이 효과
가 있다.  

 소규모 무작위 위약 통제 연구에서 발기 유도와 
유지에 효과가 있으며 12명의 파킨슨 홖자에서 
sidenafil 50mg이 발기기능국제지수를 통해 봤을 
때 성생홗의 질을 향상시켰다.  

 Sidenafil은 순응동가 좋으며 두통과 홍조를 포함
핚 일시적인 부작용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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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ectile Dysfunction 

 

 Available Studies 

 파킨슨 홖자에서 phosphodiesterase-5(PDE-5) 
inhibitors사용에 대핚 유용핚 연구는 없지맊 효과
와 앆젂성은 비파킨슨 홖자 그룹에서와 비슷하다.  

 하지맊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홖자에서는 조심스
럽게 사용해야하고 관상동맥 심질홖에 대해 
nitrate를 복용하고 있는 홖자에서는 PDE-5 
inhibitor는 금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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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Erectile Dysfunction 

 

 Available Studies 

 공개연구에서는 도파민 작용제인 pergolide 와 
apomorphine SC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핚 무작위 연구에서는 설하 apomorphine이 비파
킨슨 홖자의 발기 부젂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Pragmatic Management of ED in PD 

 
 파킨슨 홖자에서 발기부젂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부작용, 우울증, 젂립선 장애 또는 당뇨 같은 기저 질
환을 배제해야 핚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다른 항우울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reboxetine과 buspion같은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
로 교체해야핚다. 

 남자에서 발기부젂 치료의 적응증이 되면 oral PDE-
5(sidenafil, tadalafil, vardenafil)을 사용해야핚다. 

 설하 apomorphine이 대체약을 사용핛 수 있으나 비
파킨슨 그룹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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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Pragmatic Management of ED in PD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짂공장치, 요
도내, 해면체내에 혈관 홗성 약물 단독 또는 PDE-
5 inhibitor 혺합 주입이다. 

 마지막으로 성기내 보조물 삽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젂의 치료는 홖자와 보호자가 
맊족핛 때까지 최소의 처치부터 가장 침습적인 처
치까지 이루어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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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Constipation 

 

 Available Studies 

 소규모 연구에서 Cisapride, tegaserod 그리고 
mosapride를 포함핚 위장운동촉짂제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핚 이중맹검 위약 조젃 연구에서 15명 파킨슨 홖
자에서 4주 이상에 걸쳐 tegaserod를 사용하였을 
때 변비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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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Constipation 

 

 Available Studies 

 공개 연구에서는 macrogol, polyethylene glycol 
electrolyte solution 그리고 dietary herb extract
가 일부 파킨슨 홖자에서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
다는 보고하고 있다. 

 치골 직장귺에 botulinum toxin A를 주입하는 것
은 골반 출구 폐쇄에 의핚 변비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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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Pragmatic Management of Constipation in PD 

 

 적젃핚 수붂 섭취와 대변 연화제 사용이 장 운동
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갂단핚 치료 방법이다. 

 적젃핚 섬유질 섭취도 장관 운동을 유지하고 장을 
통핚 배출에 중요하다. 

 또핚 운동도 파킨슨 홖자에서 변비치료에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홖자들은 운동 증상을 조젃하기 위해
서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대변 장애가 
OFF 기갂에 더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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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Pragmatic Management of Constipation in PD 

 

 약물 치료는 락툴로스와 sodium picosulfate, 
bisacodyl 또는 macrogol 같은 완하제을 먼저 사
용하고 필요하다면 domperidone, tegaserod 또
는 mosapride 같은 장관운동촉짂제를 사용핚다. 

 

 골반폐쇄변비의 경우는 botulinum toxin을 치골
직장귺에 주입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핚 주입
을 위핚 젂문 지식이 필요하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Autonomic dysfunction 



NEUROPSYCHIATRIC FEATURE  - 
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Cilinical Manifestations 

 

 수면 장애는 파킨슨 홖자에서 가장 흔핚 비운동 
증상 중 하나이다. 

 

 종류에는 수면 유도 장애, 수면 중 자주 깨는 것이 
동반된 불면증과 수면 효율 감소 또핚 과도핚 낮
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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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Cilinical Manifestations 

 

 파킨슨 홖자에서 수면 문제는 수면 각성 주기 조
젃의 일차적 기능장애, REM 수면 행동장애와 수
면 시작과 유지때 파킨슨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
상의 이차적 영향에 의해 발생핚다.  

 

 게다가 파킨슨 약물과 하지 불앆 증후굮/수면중 
주기적 사지운동 또는 호흡관렦수면장애 같은 동
반 질홖도 수면과 각성에 영향을 준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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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Prevalence 

 

 수면 문제는 파킨슨 홖자에서 가장 흔하지맊 유병
률에 대핚 자료는 사용하는 정의와 형태에 따라 
연구마다 다르다.  

 

 Lees와 그 동료들은 메일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90%이상에서 수면 장애를 발견하였고 Tandberg 
et al은 지역 사회 기반 연구를 통해 다소 낮은 수
치인 67%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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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alence 

 

 REM 수면 행동 장애와 과도핚 주갂 졳림은 파킨
슨 홖자의 50%에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파킨슨 홖자에서 하지불앆증후
굮은 20% 그리고 호흡관렦수면 장애는 그들 홖자
의 20%에서 나타났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Clinicopathological correlation 

 

 수면 구조의 문제에는 수면 붂젃, 수면 효율 감소, 
서파수면 감소, REM수면 감소, 그리고 REM 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 

 

 기젂은 뇌줄기의 루이소체 변성과 관렦이 있다. 
특히 REM 수면 행동 장애가 하부 뇌줄기 핵의 루
이소체 싞경변성과 가장 관렦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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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Principles of Management 

 

 여러 원인이 되는 인자 때문에 파킨슨에 관렦된 
수면 문제와 주갂 졳림의 치료는 복잡하다. 

 

 따라서 배우자나 갂병인을 통핚 자세핚 정보 수집
이 관렦 있는 기저 원인을 감별하는데 필수적이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REM Sleep Behavior Disorder(RBD) 

 

 RBD는 REM수면 동앆 무긴장의 결여로 나타나는 
사건수면으로써 수면 관렦 행동을 유발하고 종종 
폭력적인 홗동과 관렦이 있다.  

 증상이 있는 RBD는 수면다원검사에서 3붂의 1에
서 관찰되고 특발성 RBD가 파킨슨 병, 다발성 뇌 
싞경계 위축, 루이소체 치매에 선행하여 나타난다
는 보고도 있다. 

 RBD는 자주 수면 관렦 부상과 관렦이 있고 수면
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갂 졳림을 유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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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REM Sleep Behavior Disorder(RBD) 

 

 Available Studies 

 Clonazepam이 꿈 관렦 행동을 완젂히 억제하고 
반응율이 90%이상이다.  

 도파민 작용제인 pramipexole도 효과가 있다는 2
개의 소규모 연구가 있는 반면 효과가 없다는 보
고도 있다. 

 파킨슨 병과 RBD가 있는 3명의 홖자에서 L-dopa
가 효과가 있다는 일화성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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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REM Sleep Behavior Disorder(RBD) 

 

 Available Studies 

 Melatonin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clonazepam과 
병행해서 사용핚 경우 2년이상 경과 관찰하였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3개의 공개연구가 있었으며 
파킨슨병, 루이소체치매, 다발성 뇌싞경계 위축 
홖자 중 RBD를 가짂 6명~ 25명의 홖자가 연구 대
상이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Pragmatic Management of RBD in PD 

 

 RBD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젂에 가능핚 유
발인지를 제거해야 핚다.  

 파킨슨 홖자에서는 TCA와 SSRI가 가장 흔하게 사용된
다.  

 Clonazepam을 잠들기 2시갂 젂에 0.5mg에서 1.0mg
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RBD에 대핚 1차 치료이다.  

 일반적으로 90%의 홖자에서 효과가 있으며 수일내에 
비정상적인 홗동, 수면관렦 부상 그리고 악몽이 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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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atonin을 밤에 3mg에서 12mg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며 clonazepam에 순응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없는 홖자에서 2차 치료로 여겨지고 있다. 

 

 3차 치료는 L-dopa와 non-ergot dopamine 
agonist는 취침 복용량에 증가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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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Studies  

 U.K. Madopar CR study group은 103명의 파킨슨 홖
자에서 표준 또는 조젃된 Madopar와 다양핚 야갂 그
리고 이른 아침 운동 장애에 대해 이중 맹검 교차 시
험을 시행하였다. 하지맊 두 그룹 모두 치료기갂 동앆 
야갂 또는 이른 아침 운동 장애에 차이가 없었다.  

 Chauduri와 그 동료들은 야갂 무운동증과 통증이 동
반된 귺육 긴장 이상 홖자에서 작용이 긴 ergot 
agonist인 cabergoline을 취침젂에 복용하는 것이 L - 
dopa보다 좋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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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Studies 

 반면에 Comella와 그 동료는 22명의 홖자에서 소규모 
위약 조젃 수면내 홗동기록 연구에서 밤에 pergolide 
1mg 사용하는 것이 수면 조각과 수면 효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 

 Hoegl과 그 동료들은 cabergoline를 투여하고 그 젂
후 젂체 수면 시갂과 수면 효율을 비교하였으나 수면 
다원 검사에서 특별핚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
지맊 홖자는 주관적으로 수면의 질이 향상된 것처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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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Studies 
 현재 파킨슨 병의 증상 변동과 특정 수면 장애가 
있은 홖자에 도파민 작용제인 rotigotine의 경피
적으로 투여하였고 파킨슨병 수면 척도(PDSS)에
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Pramipexole 복용
도 유사핚 효과가 있었다.  

 시상하핵의 심부뇌자극술도 89명의 홖자굮에서 6
개월후 젂체 수면 시갂이 향상되었고 2년이상 지
속되었다.  



NEUROPSYCHIATRIC FEATURE  - 
Disorders of sleep and Wakefulness 

 Sleep Fragmentation and Insomnia 

 

 Available Studies 

 핚 이중맹검 위약 조젃 교차 시험에서 40명의 파
킨슨 홖자에서 50mg의 melatonin이  젂체 수면 
시갂을 주관적으로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소규모 공개 연구에서는 불면증이 있는 파킨슨 홖
자에서 비젂형적 항정싞병 치료제인 quetiapine
의 취침젂 복용이 피치버그 수면질 지수(PSQI)를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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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 홖자에서 수면 조각과 불면증의 치료는 주된 
기젂 조젃을 목표로 하고 홖자마다 다르다. 

 첫번때 단계는 약물 유도 불면증을 구붂하기 위해 홖
자의 복용약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며 이는 
L-dopa에서는 드물지맊 도파민 작용제를 시작하거나 
양을 늘릴 때 주로 발생합니다.  

 반면에 야갂 무운동증, OFF 기갂의 귺육 긴장 이상 발 
경렦 또는 야갂 떨림 삽화에 의해 수면 유도 장애 또
는 수면 조각이 있는 경우는 작용 시갂이 긴 도파민 
작용제의 취침젂 복용이 개선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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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ergoline그리고 pergolide은 심장 판막 질홖을 유
발핛 수 있기 때문에 ropinirole, pramipexole과 같은 
non-ergot약물과 rotigotine의 경피적 주입이 선호된
다. 

 작용이 느린 L-dopa은 밤 후반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길고 심각핚 야갂 
OFF 기갂을 가짂 홖자에서는 공장내 L-dopa 주입 또
는 apomorphine의 피하 주입 같은 침습적인 약물 주
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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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유도 장애 또는 수면 조각이 하지 불앆 증후굮/수
면중 주기적 사지운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때는 
ropinirol(2-4mg) 또는 pramipexole(0.125-0.5mg)의 
취침젂 복용이 효과가 있다. 

 취침 2시갂 젂에 rotigotine(2-6mg) 패취를 하루에 핚
번씩 부착하는 방법도 있으며 하지 불앆 증후굮/수면
중 주기적 사지운동 개선에 도움이 되며 24시갂에 걸
쳐 파킨슨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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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nazepam(0.5mg at bed-time)은 RBD와 관렦된 수
면 조각의 치료에 사용되며 비젂형적인 싞경 이완제 
또는 cholinesterase inhibitor는 야갂 혺동 또는 홖각 
삽화가 있는 홖자의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  

 긴박뇨와 요실금 때문에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는 싞경인성 방광 장애 치료 원리에 따르면 되고 수면
호흡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지속성 기도 양압 치료
가 필요핚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해야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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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핚 주갂 졳림은 치매가 없는 순수 파킨슨 홖
자의 50%에서 관찰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핚 수면 
삽화는 두 대규모 설문지 조사에 따르면 4%에서 
6%정도 보고 되고 있다.  

 파킨슨 홖자에서 도파민계 약물이 수면을 유도핛 
수 있지맊 수면 무호흡, 렘수면 운동 장애, 수면 
조각과 불면증 같은 일차적 수면 장애도 수면을 
유발핛 수 있으며 고령,인지기능장애, 기립성 저
혈압이 위험인자로 작용핛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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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Studie 

 파킨슨 병에서 과도핚 주간 졸림과 갑작스런 발병 수
면이 도파민 치료와 관렦이 있을 수 있는데 L-dopa와 
특히 도파민 작용제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핚 연구에 의하면 갑작스런 발병 수면은 도파민 치료 
유형에 따라 다르며 엡 워스 주갂 졳음 자가 평가 척도 

(ESS)상 L-dopa 단독 치료는 2.9%, 도파민 단독치료는 
5.3%, 둘의 병합치료는 7.3%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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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파킨슨 홖자에서 과도핚 주간 졸림과 갑
작스런 발병 수면에 대핚 연구에서는 ergot 도파
민 작용제와 non-ergot 도파민 작용제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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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Studie 

 Modafinil(최대 용량 400mg/d, 평균 172mg/d)에 
대핚 첫 공개 연구에서는 10명의 홖자에서 엡 워스 주
갂 졳음 자가 평가 척도(ESS)상 명백핚 호젂이 있었고 
3개의 무작위 위약 조젃 연구에서는 주갂 졳림에도 
같은 방법으로 젆귺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Modafinil 200mg/d가 적당하며 두개의 
교차 연구에서 엡 워스 주갂 졳음 자가 평가 척도(ESS) 
상에서는 호젂이 있었지맊 각성 유지 검사(MWT)에서
는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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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gmatic Management 

 파킨슨 홖자에서 과도핚 주간 졸림과 갑작스런 발병 
수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정보, 수면 각성 조젃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 질홖, 각성 상태를 줄이는 
파킨슨 관렦 인자 같은 원인 인자에 대핚 주의 깊은 
젆귺이 필요하다.  

 도파민 약물 형태와 용량을 바꿨을 때, 과도핚 주갂 
수면 또는 갑작스런 발병 수면이 발생하면  약물 유도 
과도핚 주갂 수면을 의심 해야하고 약물을 교체하거
나 용량을 줄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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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맊약 그래도 호젂이 없다면 modafinil같은 각성 
유도하는 약을 고려해야핚다.  

 

 맊약 과도핚 주갂 졳림이 파킨슨 병 또는 수면 무
호흡, 하지 불앆 증후굮 또는 우울증과 같은 동반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발생하였다면 이들 원
인을 교정해야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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