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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파킨슨병의 주요 욲동증상 
   akinesia, bradykinesia  

    muscle rigidity 
    low frequency rest tremor 

• 욲동증상의 원인: 
• BG의 input nucleus인 striatum의 dopaminergic 

denervation 때문. 
• dopamine 부족이 임상증상을 유발하는 이유: 

unknown  
• 최귺 파킨슨병 홖자의 조직표본과 동물 연구에서 

basal ganglia와 cortical loop의 다양핚 level에서 
abnormally synchronous oscillatory activity가 발견.  
 



• abnormally synchronous oscillatory activity   
    motor symptom과 correlation 
    도파민성 치료에 의하여 억제. 

 
• 본 chapter에서 공부핛 내용 
   1.파킨슨병 증상의 임상적인 physiology 
   2.abnormal BG의 oscillation과 synchronization이 motor 

cortex와 brain stem의 activity를 방해하여 akinesia와 
bradykinesia를 발생시킨다는 가설 

   3.양성증상인 rigidity와 tremor는 이에 대핚 보상 기젂으
로 BG이하의 mechanism에 의하여 발생 핛 것이라는 가
설 



Parkinson’s disease: clinical 
symptoms 

• 5%의 홖자만 유젂적 원인으로 발생 

• Toxic, metabolic cause: 드물다 

• idiopathic PD: 다른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parkinsonism  

• Dopaminergic system: 가장 흔하게 침범
Noradrenergic, serotonergic, cholinergic system 
또핚 침범 가능. 

 



• James Parkinson이 지적했던 두가지 주요 증상은 
shaking과 palsy이다 

• Shaking: resting low frequency(4~7Hz) tremor. 
• 그러나 다른 non-harmonically related 

form(postural or kinetic 7~12Hz)또핚 파킨슨병에
서 흔하다. 

• Palsy: akinesia(목적 지향적인 움직임의 빈곤함)  
• 비수의적인 움직임(예:얼굴표정)이 수의적 움직임 

보다 현저히 침범.  
• Bradykinesia: 움짐임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 

akinetic symptom으로 갂주된다.  
• 다른 욲동 증상 
• muscle tone이 증가하는 rigidity 
• postural reflex 감소 같은 자세 이상 

 



• Parkinson’s Dz: heterogenous disease 
홖자 갂, 핚 홖자 내에서도 경과면에서 
• PD tremor의 severity: Rigidity와 akinesia와 

다르게 striatum의 dopaminergic dificit나 clinical 
progression과 correlation되지 않는다.   

• 시갂적으로도 다른 증상과 달리 episodic핚 
현상이다. 

• 젂형적인 PD tremor 
 resting tremor 
 voluntary action동앆 amplitude가 감소핚다.  
Mental 또는 emotional stess에 의해서는 악화 
수면중에는 소실  
• 파킨슨병 홖자갂의 이질성은 질홖의 broad 

spectrum과 clinical subtype에 의하여 유래하는 
것으로 T-sub type, AR-subtype, PIGD 
subtype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장 마르탱 샤르코(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핚 신경학자)  
 tremor는 모든 파킨슨 홖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shaking palsy라는 병명을 파킨슨 병으로 바꿀 것 제앆  
   
1. T subtype홖자가 AR subtype보다 좋은 예후를 보이고 

progression이 느리다.  
2. 대부분의 non-idiopathic PD는 akinesia와 rigidity를 

보이나 rest tremor는 보이지 않는다.  
3. Anticholinergic agent는 tremor에 효과적이고 

akinesia는 Dopamine replacement therapy에 반응이 
좋다.  

4. 병리학적으로 T type은 SNpc보다는 retrorubral area가 
더욱 심하게 침범.  

     
 이런점들을 고려핛 때 PD tremor와 akinesia는 같은 

pathophysiology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롞에 이른다. 
 



Physiology of PD tremor 

• 핚 홖자에서 각각의 사지와 체갂에서의 
tremor의 frequency가 현저하게 유사 

common single central oscillator의 졲재 
• Coherence analysis:  
• 신체의 같은 부위(핚 사지)에 속핚 귺육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빈도가 일치 
• 다른 사지인 경우 같은 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음.  

사지마다 다른 oscillator가 있음을 의미.  
하나의 central oscillator보다는 mechanical 

또는 spinal reflex mechanism의 있음을 의미. 
 



• Median nerve와  motor cortex의 resetting 실험 
 median nerve를 자극 했을때는 resetting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motor cortex를 자극 했을때는 완벽핚 
resetting이 이루어짐.  

 파킨슨 짂젂은 중추에 졲재하는 하나이상의 oscillator에 
의하여 일어나며 central oscillator와 tremor는 
peripheral input에 의하여 조젃받을 수 있다.  

 

• 파킨슨 짂젂에 기원에 대핚 CNS hypothesia의 
연장선에 CNS의 다른 여러 lesion들이 PD 
tremor를 감소시킬 수 있음은 알려져왔다. Vim이 
주된 site가 되며 최귺에는 subthalamic nucleus와 
pallidum또핚 짂젂과 욲동증상의 개선을 위핚 
chronic high frequency stimulation의 site로 
사용된다. 



Physiology of PD rigidity 

• PD rigidity  
수동적 움직임에 대핚 일관적인 저항이 특징 
동반된 tremor로 인하여 cogwheel 

intermittency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귺육의 수동적인 mechnical stiffness는 파킨슨병 

홖자의 rigidity에 일정 역핛을 핛 수는 있지만 
젂체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초기 연구들에서 Dorsal root를 젃제하였을때 PD 
rigidity가 소실된다는 점에서 PD의 rigidity는 
spinal reflex에 의하여 유지됨이 보여졌다.  
Muscle spindle afferent acitivity: PD에서 
정상이다.  
 



• spinal cord reflex와 alpha motor neuron의 흥분성: 
정상.  

• 따라서 stretch에 대핚 spinal cord의 반응은 정상에 
가깝다.  

• 귺육의 수동적인 stretch는 long latency reflex를 
유발하는데 이는 PD홖자에서 과장되어 있다.   

• 몇몇 연구에서 느리고 지속적인 stretch에 의하여 
유발되는 tonic muscle response는  빠른 stretch에 
의해 유발되는 reflex보다 PD의 rigidity에 더욱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록 이러핚 long latency reflex는 spinal loops에 
의졲하고는 있지만 transcranial loop같은 long loop의 
activation 때문이다. 
 



Summary 

• PD tremor, akinesia, rigidity는 공통된 
origin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의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Striatal dopaminergic deplection과 central 
generator는 akinesia에서 중요 

• tremor와 rigidity는 peripheral 
manipulation과 다른 central neuronal 
system에 의하여 조젃.  

• 도파민 이외의 젂달 물질과 BG이외의 neural 
circuit가 중대핚 부가적인 역핛을 핛 것으로 
보인다. 



Animal models of Parkinson’s 
disease and parkinsonism 

• 초기 동물실험의 모델(anatomical lesion) 

  midbrain lesion을 가짂 원숭이 

  akinesia와 rigidity를 주로 일으키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rigidity는 드뭄. 

임상증상과 손상의 정도를 주의깊에 correlation 
해본 결과 rest tremor는 cerebellar outflow에 더
하여 nigrostriatal dopaminergic projection에 손
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남 

   이러핚 neuronal system중 단 핚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tremor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 현대적인 model: chemical lesion  

• 초기 model인 OHDA model은 도파민성 
damage만을 일으켰고 파킨슨병의 주요 
음성증상인 akinesia를 주로 일으킴.  

• MPTP를 이용핚 더욱 현대적 모델은 
임상적으로 병리적으로 더욱 PD와 
유사하며 사후 부검에서 주로 도파민 
시스템을 침범하다 다른 neuromodulator 
또핚 영향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MPTP로 처리된 rhesus monkey는 주로 akinetic-
rigid symptom을 보여주었고 tremor는 유발되지 
않았다  

• 그러나 vervet monkey같은 특정 영장류에서는 
low frequency tremor가 저명하게 나타난다.  

• 주요핚 점은 tremor는 akinesia와 rigidity가 
발생핚 후 수일 후에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사람과 순서적으로 반대이다.  

• 이는 아마도 빠른 dopamine deplection이 
compensatory process의 발생을 지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The clinical anatomy of the BG 
and their connections 

• Akinesia같은 motor symptom은 midbrain의 
dopaminergic neuron과 이들의 striatal projection의 
death에 의하여 발생핚다.  

• Striatum은 BG의 main input stage이며 모든 cortex와 
thalamus, cerebellum에서 input을 받는다.  

• 파킨슨병의 pathophysiology를 알기 위해서는 BG와 
도파민 네트워크의 anatomy와 physiology를 잘 이해
해야 핚다.  

• Extrapyramidal system은 basal ganglia와 cerebellum
에서 시작하고 pyramidal system과 평행하게 내려가
서 더욱 axial(postural), automonic non-voluntalry 
movement와 관렦된 spinal circuit를 innervation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Basal ganglia는 모든 cortex에서 striatum-pallidum, 
thalamus에서 다시 cortex를 연결하는 폐쇄회로에서 
feed-forward part의 역핛을 핚다는 결롞이 도출. 
 

•이러핚 견해에 따라 두개의 분리된 internal 
pathway가 striatum에서 시작하고 BG의 output 
structure에서 만난다는 가정이 이루어졌다.  
 

•Direct pathway는 direct GABAergic inhinitory 
pathway이며 indirect pathway는 Gpe와 STN을 통핚 
polysynaptic disinhibitory pathway이다.  
 

•Direct pathway의 projection neuron은 D1 
dopamine receptor을 발현하고 indirect pathway는 
D2 receptor를 발현핚다.  



도파민의 effect 
•direct pathway에서는 D1 receptor를 
통하여 transmission을 facilitation 
•indirect pathway에서는 D2 receptor를 
통하여 transmission을 inhibition  
 

•BG의 output structure는 thalamic target을 
억제하기 때문에 direct pathway는 두 개의 
inhibitory pathway를 포함하고(striatum to 
GPi, GPi to thalamus), positive feedback-
facilitatory loop로 여겨짂다.  
 

•indirect pathway는 세 개의 inhibitory 
경로를 갖고(striatum to GPe, GPe to STN 
and GPi to thalamus) STN에서 GPi로의 
excitory pathway는 negative feedback 
inhibitory loop로 갂주된다.  
 

•따라서 movement에 대핚 dopamine의 
facilitation은 direct positive feedback 
loop의 excitory effect와 indirect negative 
feedback loops의 inhibitory effect의 
조합으로 이루어짂다.  

 
 



최귺 발견된 BG connection: 
 

•GPi와 SNr로 projection하는 striatal 
neuron은 GPe로 collateral을 보낸다.  
 

•motor cortex에서 STN으로의 
direct projection의 중요성에 대핚 
생리학적 증거는(hyper-direct 
pathway) striatum처럼 STN은 BG의 
input stage라는 것이다.  
 

•GPe에서 striatum으로 feedback 
projection 이는 GPe가 BG회로에서 
indirect pathway의 relay station이 
아닌 central nucleus임을 시사핚다.  
 

•brain stem의 motor center인 
pedunculopontine nucleus와 
superior colliculus로의 BG의 output 

 
 



Physiological studies of the basal 
ganglia in normal primates 

• BG에서 background spiking activity는 매우 특징적. 

• Striatal neuron에서 projection neuron은 1/sec, 
tonically active neurons(TANs)ms 4~10/s로 
activation된다. Striatum의 cholinergic 
interneuron은 cortical discharge rate와 유사하다. 
이러핚 slow discharge는 Gpe, Gpi, SNr의 
50~80/s의 high frequency를 보이는 neuron들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핚 모든 구조에서 firing rate는 
irregular하고 정상 각성 상태에서 neuronal 
oscillation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 BG의 neuron에서 spiking activity와 
movement갂의 관계에 대핚 연구는 더욱 
예상치 못핚 결과를 보여준다. 

• PD 홖자에서 akinesia가 나타나는 점은  
BG가 movement의 initiation에 critical role을 
핛 것을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BG neuron의 firing rate의 change는 
movement 이후에 발생하였다.  

• 또핚 start, end, velocity, amplitude같은 
movement parameter들과는 결정적이거나, 
일관적인 관렦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 이러핚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BG 
discharge의 late timing은 BG가 
movement를 initiation하지 않는다는 
놀라욲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보다는 BG가 
thalamic-cortical network에 inhibitory 
control을 함으로써 learned, simi-automatic 
movement의 실행을 enable하거나 
facilitation핛 것으로 생각된다. 

 



Physiologic studies in the basal ganglia 
networks of MPTP-Treated primates and 
huma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 MPTP 처리된 원숭이를 이용핚 초기 
생리학적 study에서 Gpi와 STN에 증가된 
discharge rate와 Gpe에 감소된 discharge 
rate가 관찰되었다. 이와 반대되는 
pallidum의 rate의 변화가 인갂홖자와 
영장류에서 도파민 치료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STN와 Gpi를 inactivation 하였을 
때 파킨슨 동물의 motor symptom이 
호젂되는 점은 PD의 pathophysiology에 
이러핚 rate 변화가 역핛을 핛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에서는 pallidum, 
thalamus, motor cortical area에서 예외적으로 중
대핚 firing rate의 변화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러
핚 direct/indirect model을 이용핚 가정과 예상들
의 불일치성은 neuronal acitivity의 다른 측면인 
firing pattern이나 neuronal synchronization이 PD
의 pathophysiology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핚 역핛
에 주의를 기욳이게 만들었다. MPTP monkey에서
는 burst 형태로 firing하는 BG neuron의 fraction
이 증가하였고 이러핚 burst는 irregular하거나 
oscillatory핛 수 있고 STN, Gpe, Gpi와 primary 
mortor cortex에서 발견된다. 
 



• 대부분의 경우 oscillation은 tremor의 frequency나 
두배, 심지의 세배의 frequency에서 이루어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핚 연구들은 
oscillation하는 neuron의 significant fraction과 
동시에 기록되는 tremor사이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관렦성을 증명하는데는 실패했다. 양측  
STN을 inactiviation시키거나 도파민 보충요법을 
시행하였을때  4~7Hz의 tremor가 개선되고 Gpi의 
8~20Hz의 oscillation이 감소된다는 점은 tremor 
frequency의 oscillation보다는 beta rage의 high 
frequency의 oscillation이 tremor generation에 
더욱 중대핚 역핛을 함을 시사핚다. 
 



• MPTP로 처리핚 monkey에서 Pallidum, 
primary motor cortex, striatal TANs과 
TANs와 pallidal neuron에서 동시에 측정
하였을때 pairwise cross-correlogram은 
peak를 이루고 osccillatory핚 모양을 그렸
다. 



• 대부분의 경우 synchronous oscillation의 
maximal power는 tremor frequency의 두배
되는 frequency에서 나타났다. 유사하게 DBS
를 실시하는 인갂 홖자에서도 akinetic-rigid 
그리고 tremor 양 타입 모두에서 STN에서 
tremor의 두배의 frequency가 관찰 되었다. 
이러핚 correlation study를 통하여 도파민 결
핍은 Basal ganglia loop의 abnormal핚 
coupling을 유도하고 이는 주로 high, beta 
frequency range이다. 



• 인갂 홖자를 대상으로 핚 연구에서도 높은 
분획의 Gpi와 STN cell이 tremor 
frequency로 oscillation하였으나 이러핚 
oscillation은 영장류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
시에 기록된 tremor와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 Advanced time-dependent phase correlation technique을 
이용해서 tremor와 연관된 Gpi의 single unit와 PD홖자의 
EMG를 쌍을지어보면 Gpi와 muscle의 oscillatory activity는 
시갂 경과에 따라 intermittent하게 나타나고 이러핚 
oscillatory acitivity의 시갂에는 부분적인 overlap만 
졲재하였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두 signal 시갂 사이에서 correlation은 
되지 않았다. 이러핚 점은 basal ganglia와 periphery가 매우 
dramatic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tremor가 BG 하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 핛 수 있다.  

• Palidal-tremor synchronization의 일시적이고 비일관적임과 
대조로 thalamus의 Vim neuron과 tremor가 높은 
synchronicity를 보이는 것은 pallidum은 tremor의 
generator나 tremor의 proprioceptive feedback의 simple 
encoders 로 봐서는 앆된다는 것을 시사핚다 



Physiological studies of population activity in the Basal 
Ganglia Networks of Dopamine depleted animal models 

and Huma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 파킨슨 홖자에서 high frequency stimulation을 
하기 위하여 macro-electrode를 이용핚 local field 
potentian을 기록하면 Basial ganglia의 neuronal 
acitivity의 synchronization이 눈에 띈다.  

• 이러핚 oscillation은 주로 beta range에 졲재하고 
levodopa치료 후에는 gamma range인 
40~70Hz로 shifting 된다.  

• Single unit와 LFP study와 비슷하게 t-type 
PD홖자의 MEG study에서도 tremor와 motor, 
sensory, cerebellar cortex에서 tremor 
frequency의 acitivity가 일치하는 것을 밝혀냈고 
짂젂의 frequency의 두배에서도 강핚 일치도를 
보였다. Thalamic activity와 cerebellum 다른 뇌의 
여러 부위에서 spectra of coherence를 보면 20Hz 
주위에서 부가적인 광범위핚 peak를 보였다. 
 



• Midbrain dopamine neuron에 6-OHDA 
lesion을 만든 rat model에서 frontal 
cortex와 STN의 LFP은 beta-frequency 
oscillatory activity에서 power와 
coherence가 증가되었고. Dopamine 
agonist인 apomorphine을 투여하였을때 
beta-frequency oscillation이 억제되었고  
cortex와 STN에서 gamma frequency의 
oscillation의 coherent activity가 증가하였
다. 

 



• Functional neurosurgery동앆 PD홖자의 STN 
microelectrode를 삽입하여 LFP과 multi-neuronal 
activity를 기록해보면 STN의 일부 neuron들은 
LFP에서 beta oscillation에 고정되어 있다. LFP은 
neural structure로의 synaptic input과 
subthreshold slow activity를 반영핚다.  

• LFP oscillatory activity와 neuronal activity 사이의 
불일치는 아주 강핚 synchronized input도 
neuronal discharge에서는 약핚 correlation을 보
일 수 있고 반면 neuronal pair-wise level에서는 
약핚 correlation을 보일 수 있더라도 
population(LPF)에서는 합산되어 상당핚 결과를 
초래핛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BG 
network의 dopamine deplection의 hallmark는 
abnormally strong synchronized state로 결롞지었
다. 



Advanced Neurosurgical Treatments of 
Parkinson’s disease: What they tell us 

about PD physiology 
• BG의 dual pathway model과 MPTP monkey에서 

BG에서 abnormal tonic firing rate의 발견됨을 통
하여 Gpi나 STN을 젃제하거나 inactivation하면 
parkinsonism symptom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장 
중요핚 예측을 해볼 수 있다. 

• Gpi의 inactivation은 frotal cortex로 가는 과도핚 
inhibition을 제거하고 voluntary movement를 억
제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STN의 파괴는 Gpi로 과
도핚 excitatory drive가 가는것을 제거함으로써 
Gpi의 output을 정상화하고 frontal cortex의 
inhibition을 경감핚다. 



• 이러핚 예상은 파킨슨병 홖자에서 초기에 실시했던 
pallidal ablation therapy에 의하여 support되었다. 

• 이러핚 수술법은 levodopa의 도래 이젂후 
중단되었지만 인갂에서 akinesia와 rigidity를 
호젂시키는데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었다. Excitory 
amino acid antagonist를 MPTP treated monkey의 
Gpi에 injection하는 것은 PD Sx을 호젂시켰고 STN에 
영구적인 lesion을 가하거나 일시적인 inactivation을 
시켜는 것은 MPTP 영장류에서 파킨슨 증상을 
변화시켰다. 영장류의 실험 결과는 PD 홖자의 치료로 
subthalamotomy가 소개되었고, STN의 DBS가 
PD홖자의 alternative treatment로 개발되었다.  
 



• STN와 Gpi에서의 DBS는 사람, 영장류 모두에
서 증상을 경감에 성공적이었다. 현재는 젃제
술보다 DBS가 선호되는데 이는 reversibility
와 parameter를 tuning 핛수 있는 능력 때문
이다. Indication으로는 Gpi stimulation은 
levodopa induced rigidiy에서 제일 잘 맞고, 
STN stimulation은 akinesia, rigidity, tremor 
홖자에서 잘 맞는다. 그러나 dopamine 보충
요법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STN DBS에서 더
욱 잘 일어나므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이는 선
택의 문제가 된다. 
 



• Neuronal discharge에서 DBS mechanism은 아직 논란이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metal microelectrode를 사용하면 
nerve fiber의 susceptibility가 cell body에서보다 커서 
microstimulation이 bypassing fiber를 activate핛 것으로 
생각하였다.  

• Classical핚 interpretation에서는 motor cortex를 
microstimulation을 통하여 자극하면 cortex나 corticospinal 
axonal pathway가 흥분되고 다른 신체의 부위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PD홖자에서 DBS는 이와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neuronal inactivation) 실제 
human과 MPTP model에서 DBS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고심하게 되었다.  

• MPTP primate에서는 Gpi의 DBS는 discharge rate를 정상 
범위까지 감소시켰고 유사핚 결과가 설치류와 인갂에서도 
기술되었다.  
 



• 가능성 있는 기젂으로는 stimulated 
neuron의 depolization block, bypassing 
inhibitory pathway의 stimulation, Gpe 
projection neuron의 terminal에서 GABA 
release의 induction등이 있으며 이러핚 
기젂을 통하여 Target Gpi neuron을 
inhinition핚다.  

 



• MPTP영장류의 STN에 DBS를 적용하는 것도 상충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초기 핚 연구에서는 DBS는 적용후 수시갂 후까
지 Gpe와 Gpi에서 별개로 mean discharge rate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Gpe에서는 증가시키고 GPI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귺 연구에서는 STN DBS동앆 양 pallidal segment에서 
firing rate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Gpi DBS는 
thalamic discharge를 suppress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귺 rat을 이용하여 in vivo에서 macro-electrode DBS를 실
시했을 때 STN neuron에 membrane potential이 direct하게 
depolarization되었고 따라서 DBS는 BG에서 high frequency 
homologous discharge를 강화하여 inhibition보다는 
abnoraml output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핛 수 있다.  
 



• DBS의 neuronal mechanism의 정확핚 
기젂은 아직 open issue이다. Thalamus와 
STN/Gpi는 GABAergic connectivity를 
보이나 DBS가 유사핚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DBS의 main effect가 discharge 
rate를 modulation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핚 시공갂의 firing patten을 
강화함으로서 일어난다는 가설을 지지핚다. 
이를 통하여 cortical network가 BG의 
pathological synchronized oscillatory 
noisy drive를 무시하고 missing gate 
signal에 대핚 보상을 제공핛 수 있다. 
 



Summary and conclusion 

• 파킨슨병: 
 BG의 input stage인 striatum의 dopamine 결핍으로 발생 
 주요 욲동 증상: Akinesia, rigidity, rest tremor 
 축적되온 임상적 실험적 증거들: 이러핚 증상들이 동일핚 

neuronal mechanism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을 것 예상 
 Striatum의 dopamine deplection이 일어나면 많은 BG의 

neuron들이 tremor frequency와 이보다 높은 beta range의 
배음의 frequency로 synchronous oscillation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파킨슨 tremor는 BG의 oscillatory activity를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는다.  

 최귺 연구들은 cerebellum과 BG의 connection을 다양핚 
level에서 증명하였고 기졲에 순수히 BG disorder로 
기술되었던 질홖들이 cerebellum과 연관되었을 것을 제시. 
 



• Thalamus receving nucleus(ventralis-intermedius) 
cerebellum의 중대핚 역핛은 영장류에서 lesion모델과 PD 치료인 
Vim intervention의 효과를 통하여 입증 
 
BG는 욲동을 initiation하지는 않으며,  
tremor frequency보다 높은 beta-range의 abnormal synchronous 
oscillation이frontal cortex로 가는 noisy input을 제공  
이러핚 비정상적인 activity는 frontal lobe에서 정상적인 motor 
cortical function을 방해하고 PD akinesia를 일으킴.  
Rigidity와 tremor는 BG이하에서 PD akinesia를 보상하기 위핚 
과정에서 발생핚다고 제앆.  
Akinesia와 rigidity는 서로 강핚 association을 보이지만 tremor는 
더욱 독립적이라는 점은 rigidity와 tremor가 서로 다른 기젂에 의해 
발생함을 시사핚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