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남도현 



Introduction 
 Drug induced dyskinesias는 이차운동장애의 흔한 타입중 
하나이다. 흔히 쓰는 neuroleptics나 dopamine-blocking 
agents들이 주요 유발원이고 parkinsonism, tardive 
dyskinesia, acute dystonic reaction이 주로 유발된다. 
(Goetz, chapter 25) 

 Psychiatric disorder의 치료에 이러한 약물들이 광범위하
게 사용되기 때문에, neuroleptics induced dyskinesia에 관
한 광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다른약물, 예를 들어 CNS 
stimulants, certain anti-convulsants, tricyclic anti-
depressants, estrogens, antibiotics, immunosuppressive 
agents등은 각기 다른 pathogenetic mechanism과 clinical 
expression을 보이는 movement disorders를 유발시킬 수 
있다.  
 



Drug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dyskinesias 
 Asterixis, chorea, dystonia, myoclonus 와 tremor는  

neuroleptics 와 DA blocking 외의 drugs에 의해 야기되는 
가장 흔한 dyskinesias의 임상 증상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유병률은 다소 낮다.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들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연구나, 
어떤 유발 약제의 임상시험 중 safety information에서 수집
된 적은 부분이다. 이러한 약물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movement disorder의 원인이 되며 약물 분류를 통해 문제
를 분석하는 것이 dyskinesia 의 형태별로 분석하는 것보다 
권고된다. 

 



 



 



Anti-epileptic drugs(phenytoin) 
 Anti-epileptic drugs 중 Phenytoin은 movement disordes의 
유발과 가장 관련이 많은 약물이다. Orofacial chorea, 
ballismus, dystonia, tremor, asterixis, myoclonus등이 보고
되어 왔다. Harrison과 Lyons and Landow의 문헌에 따르면, 
1993년까지 77개의 케이스가 보고되었다.  

 높은 plasma-phenytoin 레벨을 가진 몇몇의 환자들에서 
involuntary movement가 나타났다. 이 중 23%의 환자의 경
우 phenytoin 레벨이 therapeutic range 이내였다. 그러나 
phenytoin induced movement disorder는 대부분 
polytherapy나 약물의 용량을 늘린 후 나타난다. 한 연구를 
보면 68%의 movement disorder를 겪는 사람들은 다른 
anti-epileptic drug를 phenytoin과 병용하여 복용하고 있었
다. Phenytoin 과 관련된 dyskinesias는 대개 용량을 줄이거
나, 중단하면 사라진다.  
 
 



Anti-epileptic drugs(phenytoin) 
 환자들의 중 91%의 사례에서 보고된 가장 흔한 형태의 

hyperkinesia은 choreoathetosis이다. 어떤 cases 에서는 episodic 
and paroxysmal diskinesia와 periods of almost disappearnace of 
involuntary movement가 보고되었다.  

 Saito등에 의해 보고된 환자는, ictal SPECT가 수행되었고, 
dyskinesia 증상의 반대쪽  basal ganglia 의 hypoperfusion을 보
였다.  

 한 형태 이상의 movement disorder가 같은 환자에서 발견될 수 
있다. Basal ganglia에 미리 존재하던 병변이 phenytoin induced 
dyskinesias의  중요한 유발 인자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겨우 
12%의 환자만이 뇌의 구조적 병변이 확인되었다. Phenytoin은 
sodium-channel inactivation 시켜 action potential의 high 
frequency repetitive firing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dyskinesia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든
지 없든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Anti-epileptic drugs(CBZ) 
 Carbamazepine(CBZ) 역시 tic과 dystonia를 포함하는 다양
한 dyskinesi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Motor 와 
vocal 의 tic은 CBZ사용시 가장 자주 나타나는 dyskinesia이
다. 이같은 증상들이 Tourette syndrome(TS) 또는 tic 또는 
exacerbation of TS 없었던 환자들에서 보고되었다; 정상이
거나 뇌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 Huntington’s disease 와
tardivie  dyskinesia 환자들에서도 보고되었다.  

 CBZ 사용에 의한 속발성의 dystonia는 tic보다는 덜 일어난
다 ; generalized axial dystonia with opisthotonus, 
oculogyric crisis, segmental cranio-cerviccal dystonia 가 보
고되었다. Dystonic phenomena가 나타나는 방식에는 아급
성인 경우(약복용후 2~3주후)와 갑작스레 복용량을 늘려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대개의 이런 경우에는 약
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약 사용을 중단하면 해결할 수 있다.  
 



Anti-epileptic drugs(CBZ) 
 뇌 손상이  선행인자로 있었던 case들이 보고되었었
다.(crosley와 swender 1979).  

 CBZ에 의한 Choreiform movement와 myoclonus에 대한 
단 하나의 보고가 있다.  

 CBZ가 sodium channel을 안정화 시켜 anti-epileptic effect
를 나타낼지 몰라도 dyskinesia 유발이 striatum의 
acetylcholine 증가, dopamine neurotransmission의 억제 
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therapeutic 농도의 CBZ가 특정한 곳에서 dopamine 
neurotransmission을 증가시키지만, supratherapeutic 농도
의 CBZ는 dopamine transmission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
다.  

 



Anti-epileptic drugs(gabapentin) 
 GBP는 새로운 세대의 anti-epileptic drug로 포함되고 있고 
또한 다른 movement disorder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되
었다. Choreoathetosis, oculogyric crisis 형태의 dystonia, 
dystonic jerking 혹은 acute segmental dystonic reaction이 
epilepsy, neuropathic pain 그리고 essential tremor을 위한 
GBP 사용과 함께 보고 되었다.  

 정신지체 환자에서 GBP가 choreoathetosis를 발생시킨다
고 보고되었듯이 선행인자들이 dyskinesia 발생을 촉진시
킬 수도 있다고 추측되고 있다. 

   모든 치료 사례가 약의 투여 중단 후 볼 수 있었다. 새롭게 
발생한 choreoathetoid dyskinesia가 neuropathic pain 때문
에 GBP를 복용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발견되었고,  약의 
투여 중단후 해결되었다.  
 



Anti-epileptic drugs(gabapentin) 
 거의 대개의 GBP 투약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dyskinesia는 myoclonus
이다. Asconape, Diedrich와 Dellabadia는 epilepsy로 GBP를 처방받은 
104명 중에 13이 myoclonus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그중 10은 
multifocal myoclonus가 새로이 발생되었고, 3명은 epileptic focus 반대
쪽의 focal myoclus, 2명은 이미 있었던 myoclonus가 악화되었다. 모든 
경우의 사례에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GBP 투약중단이 요구된 것은 아
니다 ;  dyskinesia가 심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이 없다면. 
Myoclonus는 투약 중단시 모든 사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신장기능 장애 환자이거나 ESRD 환자에서 GBP가 myoclonus를 유도
하는 것을 볼수있었다. 이런 사례에서 신장 기능 장애가 GBP plasma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었고 이것은 독성과 myoclonus를 
일으킨다. 약동학 연구에선 인간은 GBP를 대사시킬 수 없고 신장 배출
로만 체내에서 나가게 할수있다고 한다. 

  asterixis 혹은 negative myoclonus는 neuropathic pain 때문에 GBP를 
처방받은 환자에서 보고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사례에선 이 증상 때문
에 postural instability 와 frequent falls 이 발생하였다. 
 



Anti-epileptic drugs(gabapentin) 
 GBP가 dyskinesia를 유발하는 병태생리학적 메카니즘은 많이 
연구되어지지않았다. GBP는 구조학적으로 GABA와 비슷한데 
이것은 뇌 속의 GABA 분비와 합성에 영향을 끼치고 voltage 
activated calcium channel의 alphal-2-delta 서브유닛에 큰 친화
력을 가질 수 있다. Serotonin과 noradrenaline 처럼 DA 분비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glutamic acid 수치를 감소시킨다.  

 Pregabaline과 vigabatrine 둘다 구조적으로 GBP와 비슷한 약물
인데 이것은 asterixis와 myoclonus 유발할 수 있다. 

  Tiagabine은 GABA mediated mechanismGABA uptake를 억제)
을 보이는 anti-epileptic drug인데 이것은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발생과 연관이 있다.  tremor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 약물로 치료한 9~31%의 환자에서 나타났다. 또한, 일시적인 
acute dystonic reaction (focal limb dystonia, oromandibular 
dystonia, writer's cramp) 혹은 지속되는 athetoid limb 
movement가 tiagabine 사용으로 나타났다.  
 



Anti-epileptic drugs(VPA) 
 VPA는 first-line anti-epileptic drug 이며,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약물이다.  

 VPA에 의한 postural tremor는 6~45%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
었다.  VPA에 의한 postural tremor는 enhanced physiological 
tremor의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빈도와 정도가 투여량
과 관련되어있다. Tremor에 이어, VPA는 choreiform movement 
발생과 관련이 있다.  VPA에 의해 유발된 chorea는 모두 뇌 손상 
환자(vascular lesions, traumatic brain injury, non-ketotic 
hyperglycemia)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drug-induced dyskinesias 처럼, valproate 투여를 중단하면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이 호전된다.  

 VPA 약리작용은 다양한 mechanism을 포함한다. GABA-eric 
transmission 증가와 excitatory amino acids 방출 억제, voltage-
gated sodium channel과 dopaminergic, serotoninergic 
transmission 의 modulation 을 block 한다.  
 



Anti-epileptic drugs(LTG) 
 LTG는 또 다른 새로운 세대의 항간질성 약물인데 이것은 tic, 

tourettism, tremor, chorea, dystonia와 myoclonus와 같은 
dyskinesias 를 유발한다. tourette syndrome 과거력이 없는  8명
의 아이들에게 De novo라고 하는 motor, phonic tics이 LTG치료
에서 발생하였다. LTG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에게서 병세가 몇주
뒤에 사라졌다(다시 사용했을 때 두 사례에선 틱이 발생하였다)  

 Myoclonus는 LTG로 유발되는 dyskinesia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
고 되었고,  과겨력상 있었던 myoclonic phenomena 악화를 보이
거나  abnormal involutary movement가 없던 사람들의 경우에 
새로 발생하였다. 어떠한 사례에선 심각한 disabling symptom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myoclonic status가 발생한 환자도 있
었다. 이러한 경우 약의 높은 plasma수치와 관련이 있으며, 약 감
량으로 증세 호전이 관찰되었다. 한 사례에선 완전한 투여 중단
이 요구되었다.  

 한 사례에서 Blepharospasm, chorea와 tremor가  LTG 사용에 의
해 유발되었다. 



Anti-epileptic drugs(LTG) 
 LTG는 excessive pre-synaptic release of excitatory amino acids 를 

block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AAs는 또한 striatal dopamine 
uptake를 방해한다. 생각되어지기로는  높은 용량의 LTG는 
striatum에서 pre-synaptic release of  EAAs  적절히 조절하지 못
하여 dyskinesia를 유발한다.  

 dyskinesias가 ethosuximide, felbamate와 같은 다른 anti-
epileptic drug에 의해 때때로 생긴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Anti-depressants (TCA) 
 amitryptiline과 imipramine 같은 Tricyclic항우울제(TCAs)는 운동장애
의 발생과 드물게 연관되어왔다.  하지만, 10년전 간행된 문헌(Vandel 
et al.1997)에서의 종합적인 review결과, 그것은 종전에 믿어져 왔던 것
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 이후에,  
true prevalence  또는 clinical phenomenology에 대한 매우 적은 부분
들만이 추가되었다.  

 초창기에 간행된 논문 중 하나에서 Fann, Sullivan 그리고 
Richman(1976)은 명백히 TCA 사용에 기인하는 buccolingual 
dyskinesias의 증례와 광범위한 choreoathetoid movement의 증례를 보
고하였다. 

 더 중요한 사건은 1987년에 발표되었는데, TCAs를 복용한 경우의 거의 
40%에서 myoclonus의 존재가 보고 되었고, 그 중에 십중팔구는 약물
을 금지해야 할 만큼으로 발전하였다. 

 chorea와 myoclonus에 더해서,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myoclonus 혹은 
dystonia와 연관된 akathisia에 관한 보고들이 있었다. 
 



Anti-depressants (TCA) 
 TCAs에 의해서 유발되는 tremor에 관해서 특정한 주제로 발행
된 논문은 매우 적다. 하지만, TCAs 단독으로 혹은 다른 항우울
제와의 비교를 통한 임상시험의 보고에서, tremor는 흔히 나타
나는 부작용으로 언급되었고, 종종 약물 투약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났다. 

 Dyskinesia는 TCA사용에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데 급성으로 발
생하거나 여러 달 간의 만성적인 이용 후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증례에서, 보고된 TCA는 therapeutic dose로 처방되었
다. 매우 적은 사례에서 TCA가 매우 고용량으로 주어졌거나, 다
른 향정신적약물과의 조합으로 주어졌다. 

 anti-cholinergic과 serotonin reuptake를 억제하는 tricyclic 항우
울제의 특성이 비정상적인 운동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
실이 제안되어왔다. 

 TCA에 의해 유발된 tremor의 경우에, physiologic tremor의 
central component의 enhancement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났다. 
 



Anti-depressants (SSRI) 
 SSRIs는 또한 movement disorder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그들의 종합적인 검토에서, Gerber(1998)와 Lynd는 그들이 
분석을 했던 시대에  SSRI-induced movement disorder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한데 엮을 수 있었다. 

 그들은 akathisia 30 cases, dystonia 19 cases, dyskinesia 12 
cases, tardive dyskinesia 6 cases, parkinsonism 25 cases, 복
합된 장애 15 cases를 포함하는 총 127개의 보고들을 검토했
다. 

 bruxism에 관한 10개의 독립된 증례도 확인되었으나, 10개
의 추가적인 보고들은 분류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 약들의 생산자들은 akathisia에 관한 보고 
49개, dystonia 44개, dyskinesia 208개, TD 76개, 
parkinsonism 516개, bruxism 60개를 제공했다. 
 



Anti-depressants (SSRI) 
 더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두 약물감시체계, 자발적으로 보고
된 부작용 사례에 기초하여 SSRI 치료 중인 환자에서 발전된 
extrapyramidal 증상과 연관된 위험과 위험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
를 했다. 

 네덜란드 약물감시체계의 연구는 SSRI에 연관된 extrapyramidal의 부
작용이 다른 항우울제에 비교했을 때 두 배 증가했다고 결론내렸다. 

 parkinsonism과 dystonia가 가장 많이 보고 되었다. 
 하지만 tremor는  단지 parkinsonism의  증상으로 분류되었다. 
 akathisia는 하나가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다른 인자들은 증가된 risk에 기여하였
다.(advanced age, concomitant treatment with anti-psychotics, pre-
existing Parkinson’s disease, etc.) 

 스웨덴의 연구에서, 이러한 부작용에서의 상대적 빈도를 평가하는 것
에 더해 연구자들은 가능한 유전적 위험 인자를 밝히기 위해 혈액샘플
을 얻었다. 
 



Anti-depressants (SSRI) 
 SSRIs와 연관된 extrapyramidal adverse event의 위험성은 고령과, A1 allele of 

DRD2 Taq1A polymorphism의 존재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묘하게도, 이러한 약물들에 의해 유발되는 가장 흔한 운동장애 임에도 불구
하고 이 간행물 중에 어떤 것도 tremor를 특정하게 언급하지 않고, 
parkinsonism의 증상으로만 언급하였다. 

 거의 20%에 달하는 환자가 기존에 tremor 병력이 없던 상태에서 SSRIs develop 
tremor가 시작되었다. 

 Serrano-Duenas 은 fluoxetine의 사용으로 유발된 tremor의 체계적인 분석을 
21개 케이스에서 보고하였다. 

 네덜란드 약물감시체계의 연구에 포함된, tremor를 drug-induced 
parkinsonism의 결과로 본 부작용 사례의 연구의 해석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tremor가 명백하게 postural 혹은 움직일때 발생하고 typical parkinsonian rest 
tremor보다 더 높은 frequency를 보였다. 

 SSRI 유발 운동 장애가 연관된 메카니즘이 완전히 이해된건 아니지만, 세로토
닌이 가지는 dopaminergic neurotransmission에 대한 억제적 영향때문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Anti-depressants (SSRI) 
 myoclonus와 tremor는 SSRIs와 연관된 더심각한 부작용의 일부 
일 수 있다.( serotonin syndrome) 

 이것은 과도한 serotonergic activity와 연관된 치명적인 장애가 
될 잠재성이 있다. 

 이것은 의식상태의 변화, HTN, restlessness, myoclonus, hyper-
reflexia, diaphoresis, diarrhea, shivering과 tremor가 특징이다. 

 MAO-B inhibitor와 SSRI를 병용하는 것은 serotonin syndrome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physician들은 이 조합에 대한 잠재적
인 위험을 경고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의 incidence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한 조
사에서 Parkinson disease 환자의 0.24%가 이 syndrome 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을 경험했으나, 0.04%의 환자만이 심각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다. 

 



Anti-depressants (SSRI) 
 SSRIs말고도 다른 메카니즘을 통해 serotonergic system에 작용하는 항
우울제가 있다. 

 Trazodone은 (5HT receptor 의 antagonist/agonist) 혼합된 메커니즘으
로 작용하는 비전형적인 항우울제다. 

 2 cases의 dystonia와 myoclonus, chorea 각각 한 case 씩을 포함하여, 
이 약으로 유발된 운동장애에 관련된 매우 적은 보고들만이 존재한다. 

 또다른 5HT2 receptor antagonist 항우울제인 Nefazodone은 환자가 약
의 첫 용량을 복용한 2시간 후에 급성 dystonic reaction이 나타나는 것
과 관련되어 있다. 

 치료 계획은 SSRI의 비지속적 이용과, 용량감소 그리고 
benzodiazepine, b-blocker 혹은 anti-cholinergics의  추가를 포함한다. 

 SSRI 사용을 중단한 후에 운동장애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몇 달이 걸린
다. 

 5-HT1A receptor에 대한 full agonist로 작용하는 buspirone은 SSRI유발 
bruxism에 대한 선호되는 치료로 제안되어 왔다. 
 



Psychostimulants 
 CNS stimulants 또한 이상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mphetamine 또는 methamphetamine-induced chorea가 급성 혹은 만성 남용

/중독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과잉행동 그리고 반복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보
고되어왔다.  

 그러나 위의 사례중 약물의 치료적인 사용에서 증상이 보고된 경우는 드물었
다.  

 체중감소를 위해 amphetamine precursor를 복용한 여성의 경우 그리고 
ADHD 치료를 위해 받은 mixed amphetamine salts의 복용량을 증가시켜 일시
적으로 무도병이 심해진 남자의 경우를 포함한 소수의 보고서들이 있다.  

 Amphetamine이 choreiform dyskinesias를 야기시키는 기전은 pre-synaptic 
striatal terminals로부터 dopamine의 방출을 촉진시키는 amphetamine의 
capacity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D2 receptor system을 포함하여, 증가된 nigrostriatal dopamine은 
striatopallidal GABA level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결국 과잉행동의 발달을 이끄는 억제 조절작용의 손실을 만들 수 있다.  
 고용량의 amphetamine 투여 후 설치류에서 관찰된 상동증은 인간에서의 과잉
행동 그리고 choreiform dyskinesias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Psychostimulants 
 약물남용시 cocaine 또한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를 일
으킬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amphetamine으로 인한 과잉행동 그리고 반복적
인 상동행동 (punding) 또한 cocaine 중독에서도 관찰된다.  

 게다가 multi-focal tics, akathisia, dystonia, exacerbation of 
neuroleptic-induced dystonic reactions, myoclonus, choreiform 
movements에 대한 보고서들도 있다. (Rylander, 1972; Pascual-
Leone and Dhuna, 1990; Kumor, Sherer and Jaffe, 1986; Daras, 
Koppel and Atos-Radzion, 1994; Bartzokis et al., 1999)  

 의학 문헌에 실린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cocaine으로 인한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를 보이는 환자들은 
neuroleptics 또는 pre-existent brain disease에 대한 previous 
exposure 같은 선행요인들을 갖고 있었다.  

 



Psychostimulants 
 cocaine 남용 환자들에서 choreoathetoid nature of  writhing body movements는 

‘crackdancing‘이라고 불린다.  
 “Crack-dancing”은 cocaine 남용 환자들에서 골고루 널리 나타나지만 2~6일이라는 일반
적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질 때문에 환자들은 거의 이 질병에 대한 
medical care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현상에 대해 연구된 보고가  부족
함을 설명할 수 있다.  

 긴 약물중단의 기간 이후 지속되는 이상 운동의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급성 또는 아급성 choreic dyskinesias와 더불어  chronic cocaine-dependent (CD) 환자들
에서 choreic movement의 존재 역시 평가되고 있다.  

 정상군과 비교해서, 다수의 CD 환자들(n=71)은 subtle choreoathetoid movements를 반
영하는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scale중 특히 사지와 몸통 부문에서 상당히 높
은 점수를 기록했다. (Bartzokis et al., 1999).  

 cocaine은 pre-synaptic dopamine transporter system에 작용하는 dopamine-uptake 
blocker이며, 이 시스템은 amphetamine에서 관찰되는 것과 비슷하게 striatal level에서 
도파민성 자극을 증가시킨다.  

 심지어 오랜 약물 중단 기간 후에도 CD 환자군에서 보이는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의 지속뿐만 아니라 만성 cocaine 남용환자들의 지속적인 dyskinesia의 존재
는 psychostimulants의 toxicity나 basal ganglia circuitry의 오래 유지되는 가소적인 변화
를 유도하는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대두시킨다. (Weiner et al., 2001). 
 



Psychostimulants 
 Pemoline은 잠재적인 치료적 이점보다 훨씬 큰 간독성의 위험 때문에 2005년 

US 시장에서 제외된 ADHD의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던 psychostimulants이다.  
 이 약물은 US 외의 몇 개 국가에서 여전히 사용가능하지만 dyskinesia를 유도
하는 이 약물의 잠재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드물게 pemoline은 급성과 만성의 상태 모두에서 choreoathetoid movements
와 tics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Stork and Cantor, 1997) 

 몇몇 경우에서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의 발생은  갑작스러웠고 
pemoline이 처음 섭취된 후에 몇 분간 나타났다.  

 모든 경우에서 투약을 중단하면 대개 24시간 이내에 운동 장애가 사라졌다. 
(Sallee et al.,1989; Stork and Cantor, 1997) 

 Pemoline은 중추신경계에서 catecholamine의 re-uptake 억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Na+ K+ ATPase activity를 고농도에서는 억제시키는 반면 저농도에서
는 증가시키는 것이 rat을 이용한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 

 이 기전의 최종 결과는 중추 신경원 시냅스에서 norepinephrine, epinephrine 
and dopamine의 더 높은 농도이다. (Stork and Cantor, 1997) 

 Pemoline의 작용 기전은 cocaine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진다. 



Psychostimulants 
 ADHD의 치료로 쓰이는 다른 CNS stimulants 역시 tics 또는 다른 이상 
운동 발생의 많은 사례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치료
와 몇몇의 Tourette syndrome 사례에서  증상 악화의 밀접한 관련이 보
고되었다.  
 

 Methyphenidate는 이 범주 안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 중의 하나로 
generalized choreoathetoid movements, isolated orofacial dyskinesias 
그리고 rabbit syndrome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tein, 1978; 
Senecky et al., 2002; Mendhekar and Duggal, 2006). 
 

 자극제 약물 치료 하의 ADHD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cross sectional 
analysis of a clinic cohort 는 피험자의 약 9%가 tic 장애로 발달했고 대
개는 일시적이고, 1% 미만이 만성 tics 또는 Tourette syndrome으로 발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Lipkin,Goldstein and Adesman, 1994). 
 



Psychostimulants 
 Atomoxetine은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이고 ADHD의 치료
로 최근에 소개된 약물 중 하나이며 명백히 자극성질이 없다.  

 atomoxitine의 신경학적인 부작용 또는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
한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다.  

 atomoxetine을 복용했을 때 다시 나타나고 atomoxetine을 중단했을 때 
사라지는 자극제 복용에 대해 기록된 tics의 네 개의 cases가 최근에 보
고되었다. (Lee et al., 2004). 
 

 poison center telephone reports에서 알려진 다른 두 경우에서 
“myoclonus”가 atomoxitine과 관련 있음을 발견했다. (Spiller, Lintner 
and Winter, 2004). 

 한 사례에서 myoclonus는 atomoxetine-naive 아동에서 갑작스런 비의
도적인 섭취와 관련이 있었다. 

 다른 경우에서는 치료적인 사용을 하고 난 이틀 후에 발생했다.  



Psychostimulants 
 Bond, Garro and Gilbert (2007)는 최근에 다른 정신성 약물의 처방에 

atomoxetine을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가역적인 운동 장애의 두 
사례를 보고했다.  

 clonidine과 dextroamphetamine을 복용중인  9살 아이는 psychosis,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와 insomnia가 뱔생하였다. 또한 
venlafaxine을 복용하기 시작한 18살 아이는 facial tics, tremors 그리고 
speech disturbance가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서도 급성 증상은 diphenhydramine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atomoxetine과 다른 약물을 중단한 후에는 해결되었다.  

 가능한 설명은 비전형적인 atomoxetine 효과, 과도한 atomoxetine 또
는 metabolizer의 나쁜 상태(CYP 2D6 polymorphism/deficiency)로 인
한  metabolites, drug level 을 높이는 약물간 상호작용 또는 과도한 
synaptic norepinephrine or dopamine 등이 있다.  

 serotonin syndrome은  secondary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Bond et al., 
2007).  
 



Psychostimulants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런 약물들로 인한 운동 장애는 일시적이
다.  

 ADHD 환자들에서 CNS stimulants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만
성 tics의 위험은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미있는 
관련성을 찾지 못한 잘 계획된 다수의 연구들도 있다. (Law and 
Schachar, 1999; Palumbo et al., 2004; Roessner et al., 2006). 



sympathomimetics 
 sympahthomimetics중, 호흡 장애의 치료에 사용되는 β-adrenergic 

agonist는 involuntary movement를 일으킨다고 알려져있다. tremor은 
terbutaline, bambuterol, albuterol, salbutamol 같은 약물에서 가장 빈
번하게 나타나는 운동 장애이다. 그러나 tremor의 발생은 이러한 약물
을 사용할 때 더 적게 일어나며 흡입 치료보다 경구 치료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이로 인해 tremor는 사지의 slow- and fast-twitch 근육이 불
균형을 이루어 생긴 결과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severity는 개인차가 심하며, 복용량과 관련된다. 정상 대상뿐만 아니라 
asthmatic 환자들도 β-adrenergic agonist에 노출되면 tremor이 발생한
다. 더 강한 full agonist는 partial agonist나 덜 강한 agonist에 비해 
tremor를 일으키기 쉽다. 기존 essential tremor 환자에게는 이러한 약
물 투여시 증상이 더욱 악화되며, 같은 상황에서 β-antagonist 사용하
면 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사용의 
중단이 가장 좋은 치료 전략이지만 많은 경우 지속적 사용시 내성이 생
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sympathomimetics 
 Sympathomimetics와 amphetamine-like properties을 가지며 일
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인 pseudoephedirine과 
phenyl-propanolamine은 tremor와 myoclonus를 유발한다고 보
고되었다.  

 



Anti-Histamines 
 항히스타민제는 sedation, treatment of allergic reactions, 

rhinitis, anti-emetics 등을 포함한 여러 증상에 사용된다.  

 항히스타민제는 대부분 배타적으로 H-1 receprtor site의 
antagonist나 inverse agonists로 작용한다. H-2 receptor site에 작
용하는 다른 히스타민인 rantidine이나 cimetidine은 gastric 
secretion의 inhibitor로 사용된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많은 약물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availability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만큼의 운동 장애 
유발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Dystonia는 dyskinesia의 일종으로 
이러한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가장 호발한다.  

 



Anti-Histamines 
 Cetrizine은 한 case에서 generalized dystonic tics의 발생과 관련
성이 보고되었고  9명의 환자들에서 oculogyric crises 발생과 관
련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case의 운동 장애 시작은 대부분 subacute로 나타나며 
몇몇 경우 급성이나 만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보고된 모든 
case에서 어린이는 위와 같은 약들을 처방받았고 offending drug
의 중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많은 case에서 의심되는 약물과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positive rechallenge가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1세대 H-1 type anti-histamine제제에서 majority of case의 
acute dystonic 반응에 대한 isolated reports가 있었다. 그 report
들은 diphenhydramine, cyclizine, promethazine, azatadine에 관
련된 것이다.  

 clorpheniaramine이 포함된 일반 감기 치료제의 만성 치료 환자
에서 tardive dyskinesia like syndrome (buccolingual dyskinesias)
에 대한 report는 하나뿐이다. 



Anti-Histamines 
 응급실에서 보인 68 nonfatal과 55 fatal case를 포함한 

diphenhydramine의 acute intoxication에 관한 보고도 있다. 이러한 경
우 치사율은 약물의 plasma 농도가 높아지는 것에 관련이 있었다. 
emergency admission 동안 보고된 중독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몇몇 
case에서는 somnolence, sedation를 포함한다. 또한 tachycardia, 
anticholinergic syndrome, agitation, hallucinations, confusion, tremor, 
convulsion, delirium과 coma를 임상적으로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H-2 receptor에서 histamine-blocking 성질을 갖
는 radnitidine과 cimetidine은 acute dystonic reaction, chorea and 
postural and action tremor와 관련있다는 몇몇 isolated report가 있다. 
acute dystonic reaction의 시작은 몇몇 case에서는 이러한 약물에 처음 
노출된 수분 후 나타나거나 약물 투여를 반복하였을 때 나타난다. 약물
의 중단과 몇몇 case에서는 diphenhydramine의 I.V.를 단독으로 투여
하거나 lorazepam, diazepam or benzotropine과 배합하여 사용하면 모
든 경우에 상황이 rapid reversal 된다. 
 



Anti-Histamines 
 대다수의 2,3세대 H-1 antagonist는 central nervous system의 침
투가 거의 없어서 운동 장애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약물들의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drug-induced 
dyskineisa 관찰이 비교적 낮은 빈도로 나타는 것은 아마 실제로 
그것을 발생시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predisposing factor
의 존재로 설명 가능하다. 

 anti-histamine의 유도로 나타나는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의 메카니즘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case에
서 D2 dopamine receptor-blocking 약물과 유사한 이 화합물의 
piperazinic 구조가 acute dystonic 반응을 유도한다는 가설이 있
다. histamine receptor, cholinergic receptor or additional 
neurotransmitter system를 통한 basal ganglia circuitry의 다른 
효과들도 배제할 수 없다.  

 



Antibiotics 
 여러 항생제 중에서, 초기에 페니실린은 encephalopathy 치료 중에 이상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myoclonus를 일으키는 항생제였다. (Sackellares and Smith, 
1979).  

 페니실린에 의해 일어나는 myoclonus는 cortical, subcortical 아니면 더 아래의 
brain stem/spinal level에서 유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ckellares and 
Smith, 1979).  

 Flouoroquinolone계열 중, ciprofloxacin은 여러 문헌상에서, propriospinal 
myoclonus, generalized myoclonus, palatal tremor, tremor and chorea 등을 포
함한 다양한 운동 이상 질환에 관여 하는 것으로 자주 보고 되고 있다. (Pastor 
et al., 1996; Post, Koelman and Tijssen, 2004; Azar et al., 2005; Cheung et al., 
2007).  

 Episodic Tourette-like symptomatology (motor and vocal tics, coprolalia, 
echolalia and echopraxia) 들은 encephalopathy를 가진 나이 많은 환자가 
ofloxacin으로 치료 하는 중에 유발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Thomas and 
Reagan, 1996). 이 case에서, 사지의 automatisms, hypersalivation, 그리고 post-
episode amnesia 들은 frontal-onset-complex partial seizure 일 수 있음을 시사
해 주고 있다.  
 



Antibiotics 
 Tremor는 ciprofloxacine으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의 3%까지 올 수 있는 

hyperkinetic 운동 질환 중 가장 흔한 증상일 것이다. (Azar et al., 2005; Cheung 
et al., 2007) 

 Fluoroquinolone계열의 다른 약물 중 하나인, Levofloxacion 또한 두명의 환자
에서 chorea, myoclonus, 그리고 tremor를 유발한다고 보고 된바 있다. 첫 번째
는 치료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났으며, 두번째 운동 이상은 chronic 
bronchitis 치료 시작 후 3달 후에 발생하였다. (Yasuda et al., 1999).  

 Ceftazidime 같은 cephalosporin계열의 약물들도 asterixis 그리고 myoclonic 
jerk를 동반한 encephalopathy등을 포함한 dyskinesia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llsley and Massey, 1991; Chan et al., 2006; Martin, 2007). 

 Carbapenem 계열의 imipenem은 경련질환의 threshold를 1.5%로 낮춤과 동시
에 적어도 2case이상에서 myoclonus 발생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Frucht 
and Eidelberg, 1997).  

 목근육을 포함한 급성 dystonic reaction이 erythromycin에 처음으로 노출되고 
5시간 이후에 나타난 것이 보고 되었다 ; 증상은 parenteral diphenydramine을 
투여 받고 즉시 감소 하였지만, 30분 후에 재발하였고, diphenydramine과 추가
의 benztropine이 필요 했다. (Brady andHall, 1992). 이런 macrolide계열의 항
생제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involuntary movement들은 문헌 상에서만 나와있
을 뿐이다. 



Antibiotics 
 모든 case들은 isolated case들이거나 제한된 수의 case일 뿐이고 이런 
약제들 사용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증상들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런 항생제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involuntary movement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이상운동 질환은 encephalopathic disorder와 같이 동반되고, 
drug-induced epileptic seizure들과 연관되어 있다. (Hillsley and 
Massey,1991; Pastor et al., 1996;Post, Koelman and Tijssen, 2004; Azar 
et al., 2005; Chan et al., 2006; Martin, 2007; Cheung et al., 2007).  

 모든 환자에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agent의 중단과 함께 완전한 회
복을 몇 일에서 2주 사이에 보였다.  

 ciprofloxacin으로 몇 일 동안 치료 받던 환자에서 발생한 propriospinal 
myoclonus의 증상의 경우, 약제를 중단하고 몇 달이 지나도 완전한 회
복을 보이지 않았다. 저자는 그 약제가 spinal myoclonic generator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여도 증상이 계속 유지 된다고 제안
하였다. (Post, Koelman and Tijssen, 2004). 



Antibiotics 
 항생제 사용에 따른 이상운동질환의 병태 생리는 아직 잘 이해
되지 않고 있다.  

 가설에 의하면 B-lactams (penicillin and cephalosporins), 
carbapenems (imipenem) and fluoroquinolones (ciprofloxacin, 
levofloxacin, oxofloxacin)들이 convulsive threshold를 낮추는 효
과도 있지만, GABA system(GABA receptor binding 억제 또는 신
경말단에서의 GABA release 감소)에 작용하여 dyskinesia를 유
발한다고 생각된다. (De Sarro et al.,1995).  

 이런 효과들이 관찰된 많은 case들에서 많은 나이, 간질 과거력, 
encephalopathy, 신장 질환, 간질환 등 원인 유발 요인들이 있었
다는 것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Pastor et al., 1996; Yasuda et 
al., 1999; Martin, 2007). 

 



Immunosupressants 
 Cyclosporine A와 tacrolimus, 같은 calcineurin inhibitor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 등에 흔히 쓰이는 면역 억제제 들이다. 이들은 CNS와 PNS 레벨에서 신경
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장기를 이식 받으며 이 약물을 사용하는 많은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신경 독성
의 경우 대략 10~25%로 추정된다. (Bechstein, 2000).  

 신경학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환자의 20~40%의 경우 tremor를 보이며, 면역억
제제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다.  

 Tremor는 주로 움직일 때나 아니면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나타난다. 많은 
케이스에서 증상의 강도는 mild하였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Munhoz et al., 2005). 

 다른 연구에서는 tacrolimus를 쓸 때가 cyclosporine A를 사용할 때보다 더 높
은 빈도로 tremor가 발생한다고 보고 되었다. (35%vs 12%) (Bechstein, 2000).  

 신경학적 부작용은 어떤 종류의 장기를 이식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yclosprin A의 경우, 신장이식에서는 tremor가 21%, 골수이식에서는 16%가 
나타났다. (Walker and Brochstein, 1988).  

 Tacrolimus를 사용하는 경우에 신경독성이 심장이나 폐이식 환자보다 간이식
환자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Bechstein, 2000).  
 



Immunosupressants 
 최근 Brazil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cyclosporinA를 투여 받는 환자의 

48%까지 치료기간 중 tremor를 경험 할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Munhoz et al., 2005).  

 많은 case에서 tremor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줄이거나, 중지함에 따라 
줄어들거나 사라졌다.  

 Calcineurin inhibitor의 신경독성에 관한 병태 생리는 복잡하고 아마도 
많은 기전들이 CNS/PNS 부작용에 관여 할 것이다.  

 Tremor의 경우 cyclosporine A와 tacrolimus가 흥분성(NMDA)와 억제
성(GABA) 수용체를 조정해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Bechstein, 2000). 

 Basal ganglia와 다른 연관된 nuclei 들에서 흥분성과 억제성의 부조화
로 인해서 tremor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말초성 요
인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Miscellaneous 
 serotonergic 및 dopaminergic 특성을 가진 non-benzodiazepine 

anxiolytic drug인 buspirone은 akathisia, orofacial dyskinesias, 
transient myoclonus, tremor, vocalization, transient 또는 persistent 
dystonia에 대한 관련성이 보고 되었다.(LeWitt et al., 1993)  

 드물지만, diazepam, bromazepam, clorazepate 그리고 lorazepam 같은 
benzodiazepine은 acute dystonic reaction, tardive dyskinesias를 포함
한 dyskinesias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ute dystonic reaction(lingual dyskinesias and akathisia)은 
intravenous midazolam, requiring flumazenil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됐다.(Stolar다 and Ford, 1990) 

  benzodiazepine이 GABA transmission으로 modulate되면서, basal 
ganglia level에서 흥분성, 억제성 메커니즘 사이의 imbalance가 이러한 
drug의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의 발생에 대한 원인일 것이
라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Perez Trellen et al., 1992) 
 



Miscellaneous 
 oral contraceptives는 종종 choreatic movements 발생의 원인이 된다. 

chorea와 OC의 관련성은 1966년 Fernando에 의해 처음 기술됐고, 50
개 이상의 case가  보고됐다.(Vela et al., 2004) movement disorder는 치
료를 시작한 지 9-60일 정도에 나타난다.  

 predisposing factor의 존재는 논의 되어왔고, OC를 사용하면서 chorea
가 발생하는 몇몇 환자들은 rheumatic fever, encephalitis 또는 chorea 
gravidarum의 과거력이 있다. 다른 case에서, systemic lupus 
erythematosus의 진단 또는 antiphospholipid antibody의 존재는 
contributing factor로 보고되었다.(Vela et al., 2004) 그러나 다른 risk 
factor가 없는 환자들도 있다.(Miranda et al., 2004) 약물 복용 중단 후 
몇일 내에 involuntary movements가 사라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OC-
induced dyskinesias는 아마도 dopamine-receptor sensitivity와 striatal 
level의 D2 dopamine-receptor binding site의 수와 관련된 에스트로겐
의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Hruska and Silbergeld, 1980; 
Di paolo et al., 1982) 



Miscellaneous 
 최근 두 개의 report는 이 disorder의 새로운 병태생리적 관점을 제공한
다. 한 case에서, 18 F-fluorodeoxy-glucose PET study는 predisposing 
factor가 없는 OC-induced chorea 환자의 left caudate nucleus의 body
에서 증가된 glucose metabolism의 dense focus를 증명해준다.(Vela et 
al., 2004)  
 

 Miranda et al.(2004)은, pre-existing rheumatic disease의 evidence가 
없는 경우와 최근 streptoccocal infection이 없는 경우,  OC 치료를 한
지 1년 후 chorea가 발생한 환자에서 anti-basal ganglia antibodies가 양
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이 질환에 대한 immune-mediated 
mechanism의 concept을 대두시켰다. Gamboa, Isaacs and Harter, 1971
은 사실 처음으로 이 조건의 pathogenesis에서 immunological 
mechanism과 적어도 OC가 chorea를 유발할 수 있는 compromised 
immune system의 존재 필요성을 가정했다. OC-induced chorea의 대
부분에서  anti-basal ganglia antibodies 양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
이 남아있다.  
 
 



Miscellaneous 
 종종 dyskinesias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다른 약은 amantadine(vocal 

myoclonus in a Parkinsonian patient)(Pfeiffer, 1996). baclofen(generalized 
chorea in an Alzheimer's disease patient)(Crystal, 1990), 
bupropion(exaerbation of tics in patients with Tourette and ADHD; 
buccolingual dyskinesias in 63 year-old man with recurrent 
depression)(Spencer et al., 1993; Kohen and Sarcevic, 2006), diazoxide(rigidity, 
tremor, oculogyric crises in 15% of patients treated with this drug)(Pohl, 1975), 
digoxin (chorea in a seven-year-old girl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Sekul, 
Kaminer and Sethi, 1999), fentanyl (myoclonus and facial dyskinesias in a 59-
year old myasthenic man) (Petzinger, Mayer and Przedborski, 1995), lithium 
(choreoathetosis in at least 14 cas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myoclonus of 
apparently cortical origin in several patients) (Reed, Wise and Timmerman, 
1989; Caviness and Evidente, 2003; Stemper et al., 2003), methadone 
(choreoathetoid movements in addicts given this mu opioid gonist) 
(Wasserman and Yahr, 1980; Bonnet et al., 1998), propofol (choreoathetosis in a 
seven-year-old boy given this drug for anaesthesia induction) (Diltoer et al., 
1996) and tumor necrosis factor (myoclonus and tremor in a 20 year-old 
woman with Ehlers--Danlos syndrome) (Ferbert et al., 1993)이다. 
 



Principles of management 
 약물로 유발된 dyskinesia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직면하게 되
는 주된 문제 중에 하나는, 임상 현상의 다양성과 그 과정에 수반
되어진 약물의 다양성에 있다. 게다가 일부 개별 보고에서는 약
물이 dyskinesia를 거의 일으키지 않거나 드물게 일으킨다고 밝
혔으며, 종종 명확한 인과적 관계를 찾기 힘들고 병리생리학적 
관점에서 질병의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기에도 어
렵다. 그러므로 약물로 유발된 dyskinesia는 전신적인 관점에서
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다음 단락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26.1참조) 

 



 

 



Principles of management 
 1. non-neuroleptic medication에 의해 야기된 dyskinesia는 드문 부작용이다. 
그러나 어떠한 약물 치료 중에 dyskinesia가 나타난 환자를 의사가 치료함에 있
어,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와 환자가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인과적 
연관 가능성을 의심하고 고려해야만 한다. 약물 부작용은 좋지 않고 의도치 않
은 징후(비정상적인 실험실적 검사 결과를 포함), 약물의 사용에 의한 일시적
으로 연관된 증상이나 질병으로서 정의됨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
로 새로운 약물을 도입한 직후나 지속적인 치료 과정에서 dyskinesia가 보여 진
다면, 인과적인 관계를 의심해 보아야만 한다. 

 2. 이전 단락에서 언급했던 바를 명심해라. 약물에 의해 유발된 dyskinesia의 가
능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몇몇 의심의 단계들이 있다. 첫째, 환자에게서 관찰된 
dyskinesia가 빈번하고 잘 알려진 약물의 부작용인 경우 (즉, chorea and 
phenytoin ; myoclonus and penicillin ; tremor and sympathomimetics, 
immunosuppressants, or valproate ; akathisia, tardive dyskinesias, and 
parkisonism with SSRIs 등), 강한 수준으로 의심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 
비록 빈번하지 않더라도 dyskinesia가 다양한 약물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을 아
는 것이 중요하며, 인과적인 관계를 확인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조치들이 취
해져야 한다. 약물의 목록과, 그들과 인과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dyskinesia의 다른 유형들이 표 26.2에 제시되어져 있으며, 이는 도움이 될 것
이다. 
 



 



Principles of management 
 3. 모든 경우에서 dyskinesia의 발병에 책임이 있는 다른 가능한 원인들

(구조적, 감염성, 대사성 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가
지 명심할 것은 약물로 유발된 dyskinesia의 발병에 있어, 구조적인 병
변, 감염성 질환, 대사성 질환, 다중약물요법은 기여하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dyskinesia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물 사용을 가능하다면 중단하거
나, 용량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dyskinesia의 증상 감소를 볼 수 
있다. 일부 경우에서는 dyskinesia가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문제가 사라지거나 이차적인 원인이 확실해질 때 까지는 대증 
요법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acute dystonic reactions에서 
parentheral anti-cholinergics and dyphenhydramine; myoclonus에서 
clonazepam, valproate or levetiracetam과 같은 anti-myoclonic agents ; 
postural tremor에서 benzodiacepines, β-blockers, primidone 또는 
gabapentin; parkinsonism에서 amantadine; 들은 대개 자주 사용되는 
치료적 약물들 중 일부이다. 
 



Principles of management 
 5. 일부의 경우에서 원인의 확인은 문제가 되는 약물을 다시 투
약하여 dyskinesia가 재발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고찰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여기에 예시된 문제들을 다룰 때나, 심지어 아직 보고되지 않
은 dyskinesia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항상 주의 
깊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