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R3. 이주희 



INTRODUCTION 

 

• 정신과적 소인이 있는 환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신경과 의사에게  

    가장 힘든 일들 중 하나이다. 환자들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단 

    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하고 환자가 정신과적 소인이 있음을 증명할 검 

    사도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신경과 의사는 임상 경험에 근거로 진단을  

    하기 때문이다.   

 

• 심인성 운동 장애(psychogenic movement disorder, PMD) 진단은 운 

    동장애에 대한 특별과정(training)을 이수한 신경과 의사가 다른 원인들 

    을 배재 한 후 내려져야 한다.  



EPIDEMIOLOGY 

 
• 신경과에 입원하는 1-9%의 환자들이 심인성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장애 클리닉에서는 2-3%로 보고되었지만 이는  
    지역 3차병원에서 25%에 해당하는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 운동장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tremor와 dystonia가 가장  
    흔하다. 한 연구에서 500명의 환자들 중에서 운동장애는 다음과 같은  
    빈도로 나타났다. tremor(39.8%), dystonia(40.6%), 
    myoclonus(17.2%), tics(4.3%), parkinsonism(3.2%), 기타 (1.5%),  
    chorea(0.6%).  

 
•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67-81%), PMD는 평균 44세의 젊은 성인에서  
    더 흔했다 



EPIDEMIOLOGY 

 
• 10-15%는 동반된 기질적 신경학적 진단이 있었다. 정신과 진단도 흔히 
    동반되었는데 42명의 일련의 환자들 중에서 38%에서 불안이, 19.1%에 
    서 주요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 예후는 대체로 좋지 않았고 90%에 이르는 환자들은 지속적인 비정상  
    움직임을 보였다. 
     
• 좋은 예후인자로는 짧은 유병기간, 기존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때(불 
    안 또는 우울), 발견 가능한 특정 유발인자가 있을 때 등이 있었다.  



DIAGNOSTIC CRITERIA 
 

• Fahn과 Williams에 따르면 다음의 4가지 분류가 있다. 

 

1.  Documented PMD: 심리치료에 의해 이상운동이 감소되거나, 심리 

    적 지지 또는 placebo 투약에 의해 증상이 감소되거나, 관찰하지  

    않았을 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 

  

2.  Clinically established PMD: 운동양상이 불규칙적이고 전형적인  

    임상양상과 불일치 할 때. 또한 다음 중 1개 이상이 존재할 때 – 확 

    실히 심인성인 다른 신경학적 징후 (거짓 근 위약 또는 감각 이상),  

    여러 가지 신체화 장애 또는 정신과적 질환. 

 



DIAGNOSTIC CRITERIA 
 

 

3.  Probable PMD: 전형적인 증상과 불일치하는 운동증상이지만 심인 

    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상들이 없을 때. 

 

4. Possible PMD: 운동증상이 심인성 원인일 것이다는 추측이 단순히 
분명한 감정적 불안에만 근거로 했을 때. 

 

 

• Shill과 Gerber가 제안한 추가적인 criteria에는 과도한 통증이나 피 

    로, 환자의 과거 신경학적 질환에의 노출과 secondary gain이 포함. 

 

 



 
• PMD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들이 제시되었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르고 예후도 좋지 않았다.  
 
• 정신과 의사와 함께 평가하는 것은 심리기저에 위치한 불안, 우울,  
    적절한 약물로 치료 가능한 다른 정신과적 문제들을 발견하는데 매 
    우 유용한 방법이다.  
     
• 의학적 치료에서, 재활의학적 치료가 심리치료와 함께 시행될 수  
    있다. 바이오피드백, 최면, 침술 등과 같은 대체의학이 치료과 함께  
    제공되거나 또는 1차 치료로서 제안되었다.  
 
• 지금껏 이 분야에 대해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임상시 
    험이 없었고 치료효과에 대한 증거도 대부분 case report에 근거하 
    고 이들은 대게 일관성 없는 결과들이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Neurologic Evaluation of the patient 

• History 
 
 

•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심리적 원인임을 알려주는 몇 가지 ‘red  
    flags’ 항목들이 있다.  
 
• 증상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대개 증상들이 몇  
    번씩 심해지거나 완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 PMD의 진행은 대개 진행성이기 보다는 정적이다. 그러나 증상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고 종종 증상이 나타나 
   기 전에 사고나 직업상 손상 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Neurologic Evaluation of the patient 

 
• 설명되지 않는 소화기계 증상, 성기능 장애, 감각이상, 통증들을 포 
    함한 신체화 장애들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 또한 정신과적 진단들이 기본적으로 동반되어 있다. 우울증, 불안,  
    전환장애 등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 다른 증상으로는 피곤함이 있다. 많은 환자들이 피로감이 과도한  
    movement 때문에 나타난다고들 말한다.이것은 흥미로운 점인데,  
    일반적인 피로감은 기질적 운동장애를 가진 환자들에서 보고되고 있 
    지만 대개 그 특정 운동 자체와 피로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Neurologic Evaluation of the patient 

• Examination 
 

• 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일관성(inconsistency)’이다.  
    움직임 자체의 진폭, 빈도, 지속시간이 다양하다. 때때로, 움직임은 
    집중하지 않을 때 완전히 멈추기도 하고 집중할 때에는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기도 한다.  
 
• 움직임들은 대체로 기괴하고 다른 기존의 신경학적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검사상 false weakness와 기질적이지 않은 감 
    각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환자에 의해 보고되는 비정상적 움직임은 검사결과와 동 
    일하지 않다. 흔히 환자들은 검사를 받느라 애쓰는데 대개 많이 지쳐  
    보인다. 작은 움직임을 하려 해도 환자들은 온 몸을 사용하고 실제보 
    다 더 노력하는듯한 모습을 보인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어떠한 유형의 움직임이든 나타날 수 있다.  

 

• 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은 tremor와 dystonia이고 다른 증상으 

    로는 myoclonus, parkinsonism, gait disorders, tics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홀로 발생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움직임 

    으로 나타날 수 있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Tremor 

 
• Tremor가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손이고(84%) 그 다음은 다리 
    (28%)이다.  
 
• Psychogenic tremor는 대개 6Hz 미만이고 빈도수와 진폭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tremor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진폭이 증가할 수  
    있고, 주의가 분산된 경우 진폭은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경향 
    이 있다.  
 
• Resting, postural, intention tremor가 나타날 수 있고 혼합되어 나 
    타날수 있다. 

 
• tremor의 psychogenic 원인과 organic 원인을 구분할 때 보편적으 
    로 나타나는 finding은 co-activation sign과 finger tremor가 없다 
    는 점이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co-activation sign 은 tremor와 관련하여 증가된 tone을 관찰함으 
    로써 평가할 수 있고 일단 tremor가 사라지면 tone은 정상화된다.  
 
• 또다른 finding은 entrainment 이다. 이것은 환자가 특정 빈도로 한 
    손을 가볍게 두드릴 때 나타나는데 psychogenic은 tremor의 
    frequency가 줄어들거나 또는 빨라 질 수 있다.  
 
• 또 다른 평가로 환자로 하여금 한손으로 ballistic movement를 수행 
    시키고, tremor가 뚜렷한 다른 한손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면  
    기저의 병인이 psychogenic일 경우에는 tremor 진폭이 현저하게 줄 
    어들거나 완전히 중단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반면에, 파킨슨병이 
    나 essential tremor를 가진 환자들은 tremor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이와 같은 환자에서 Neurophysiology testing가 매우 유용할 수 있 
    다. Surface electromyography에서는 tremor의 정확한 빈도와 진폭 
    을 측정 할 수 있고 특히 resting, postural, kinetic position에 따라   
    측정이 가능하다.  

 
• Psychogenic tremor는 여러 상황에서 측정하였을때 amplitude의  
    큰 변이를 보이게 된다.  
 
• 또한 psychogenic tremor를 가진 환자들은 weighting시  
    amplitude의 증가를 보이게 되며 반면에 exaggerated  
    physiological tremor는 weighting시 amplitude의 감소를 보이고,  
    pathological tremor를 앓는 환자들은 weighting에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게 된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Dystonia 

 
• psychogenic dystonia는 확진할 수 있는 physiologic test도 없고  
    진단도 어렵다. 

 
•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organic dystonia의 특징적인 feature에 익숙 
    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 Psychogenic dystonia의 특징은 성인에게서 나타나고 resting시  
    dystonic  posturing을 보이면서 abrupt onset, 발과 다리의  
    involvement 그리고 자발적인 remission이다.  
 
• Organic etiology는 childhood onset,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 움직임에 의해 악화, 도파민에 대한 반응이 좋을때 의심해 볼  
    수 있다.  Focal dystonia에서 sensory trick이 있는 경우에는   
    organic etiology를 시사한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Parkinsonism  

 
• Psychogenic parkinsonism의 tremor는 resting과 postural 사이에  
    어떠한 휴지기간 없이 나타난다.위에서 기술한 psychogenic tremor 
    의 다른 증상들 또한 나타날 수 있다.  
 
• Rigidity 또한 실제 경직이 아니라, relax 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인 움 
    직임과 비슷한 양상이고 slowness도 일정치 못한 양상을 보인다.  
     
• Gait는 대개 뻣뻣하였고 팔은 특이한 자세를 보였으며 postural  
    stability의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된 반응, 즉, 팔을 위로 마 
    구 흔들거나 약간의 힘을 줘서 pulling을 하였을 때 넘어지지는 않으 
    면서 강한 retropulsion을 보인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Myoclonus 
 

• Psychogenic myoclonus의 분포양상은 generalized, segmental 또 
    는 focal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휴식중에 대개 나타나 
    고 보통 움직임에 의해 증가한다.  
 
• 이 움직임의 특징은 빈도, 진폭, 지속시간이 일관성이 없고, 많은 환 
    자들은 몇시간에서 며칠까지 remission의 기간이 나타나게 된다. 
 
• Physiologic study는 psychogenic myoclonus와 organic  
    myoclounus를 구별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EMG상에서 평균  
    duration이 70ms 이하 일때 organic myoclonus 일 수 있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다른 도움이 되는 검사는 Bereitschaftspotential(BP)의 측정 
    이다. BP의 발현은 정상적인 자발적 움직임 이전에 나타나며  
    psychogenic myoclonus와 함께 동반하여 나타난다. 
 
• BP는 움직임전 1초에서 2초 사이에 활동의 느린 negative slope를  
    형성한다. 만약, BP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psychogenic myoclonus 
    로 진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만약 BP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정상인에서도 BP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Gait 
 

• psychogenic gait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movement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다른 PMD에서처럼 gait도 일관성 없이 나타난다.  
 
• 한 연구에서 보고한 환자의 97%에서 나타난 6가지 psychogenic  
    gait의 특징이 있었다. 그 증상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증상의 변동, 지나치게 느린 움직임, psychogenic Romberg, 위태 
      롭게 걷기(walking on ice), 근육에너지를 낭비하는 비경제적인 자 
      세, 넘어지거나 혹은 넘어지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휨.  
 
• 다른 연구에서는 psychogenic gait만 있는 환자와 다른 movement 
    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TYPES OF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 psychogenic gait만 있는 경우 대부분 공통된 증상은 보행불증 
    (astasia-abasia)뒤에 무릎이 휘는(buckling)증상이었다.  
 
• 복합적인 경우에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distonic 유형의 걸음 후에  
    오는 느린걸음이었다.  
 
• 최근, psychogenic gait 환자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chair test’ 
    가 제시되었다. 이 방법은 환자들에게 회전의자에 앉도록 하고 의자 
    를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 거의 대부분의 PMD환자들은 그들의 걸음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 
    고 의자를 앞으로 잘 나아가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제집단 환자  
    (파킨슨병, MSA)들은 그들이 걷는 것 만큼이나 똑같이 의자를 움직 
    이는데 힘들어 하였다. 



PSYCHOGENIC FINDINGS IN THE 
NEUROLOGIC EXAMINATION 

 
• Mental status exam 
 - 신경학적 검사 중 이 검사는 정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심하게 우울 
    하거나 불안한 환자들은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Speech 
 - 영상학적 이상소견(뇌졸중)이나 후두경 검사 상 이상소견 없이 갑자 
    기 시작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임상의는 즉각적으로 심인성 병인 
    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은 바이러스 감염 후나 외상  
    이후에 나타날 수 있고 엄청난 상실이나 죽음 또는 충격과 같은 사건 
    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환자는 목소리의 완전 소실, 속삭임, 계속 
    되는 높은 음역대의 목소리, 정상이나 낮은 음역대가 섞인 높은 음역 
    대의 목소리, 거친 목소리 또는 단조로운 목소리 그리고 이 외의 다 
    양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PSYCHOGENIC FINDINGS IN THE 
NEUROLOGIC EXAMINATION 

 
• Cranial nerve examination 
 - 심인성 운동장애 환자는 심인성 ophthalmologic syndrome을 보일  
    수 있다. 모음연축(convergence spasm), 눈꺼풀 처짐(ptosis), 부 
    분 또는 완전 실명 그리고 터널 시야 현상 등이 포함된다.  
 
• 모음연축은 일시적인 모음, 축동, 순응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은 심인성 환자들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후두와  
    종양, 이전의 두경부 외상,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 그리고 전정장애 
    와 같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 눈꺼풀 처짐은 많은 원인들에 의할 수 있지만, 병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인성 눈꺼풀 처짐의 중요한 양상은 환자에게 눈을 뜨라고 했 
    을 때, 한쪽 눈썹만 처지는 것이다. 이것은 기질적 병인이 있는 환자 
    에서 한쪽 눈썹만 올라가는 것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PSYCHOGENIC FINDINGS IN THE 
NEUROLOGIC EXAMINATION 

 
• 한쪽 또는 양쪽 눈 실명도 나타날 수 있는데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병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른 검사로는 거울 검사가 있다. 임 
    상의는 환자 앞에서 거울을 들고 좌우로 기울인다. 사람은 자신의 앞 
    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로부터 눈길을 돌리거나 반사적으로 거울을  
    따라 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터널 시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 거리에 상관없이 시야가 일정하다면 심인성이다. 반대로 기질 
    적 원인이 있는 경우 검사 거리에 비례하여 시야가 확장될 것이다.  
    이것은 정식 시야 검사로 평가할 수 있다.  

 



PSYCHOGENIC FINDINGS IN THE 
NEUROLOGIC EXAMINATION 

 
• Strength examination 

 
• 긴장도 (tone) 검사는 정상이여야 하나 환자를 relax 시키기가 힘들 
    기 때문에 검사자는 긴장도가 증가한 것으로 잘못 측정할 수도 있다. 
     
• 근력 검사에서는 증상의 불일치 소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방에서는 어려움 없이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검사 
    에서 위약을 보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 특별하게 나타나는 sign에는 give-way weakness, Hoover's sign  
     과 adductor sign이 있다. 
    
 



PSYCHOGENIC FINDINGS IN THE 
NEUROLOGIC EXAMINATION 

    
• Give-way weakness는 환자가 근육의 힘에 최대한으로 주고 나서  
    빠르게 힘을 빼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환자에 
    서는 힘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천천히 나타나게 된다. 

 
• Hoover's sign을 위한 검사는 환자를 supine 자세로 하여 누워서   
    한쪽 다리를 올리도록 할 때 반대쪽 다리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압력 
    이 느껴진다. 만약 이 압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환자가 힘을 적게  
    주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 압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상태라면 환자는 
    진짜 마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adductor sign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 한쪽  
    adductor 근육이 수축할 때, 반대쪽 adductor은 반사적으로 역시 수 
    축해야 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환자는 아마도 힘을 적게 주 
    고 있는 것일 것이다. 

 



PSYCHOGENIC FINDINGS IN THE 
NEUROLOGIC EXAMINATION 

• Sensory examination 

 - PMD 환자에서는 다양한 sensory finding이 보고 되어 있다.   

    모든 감각 기능(청각, 미각, 시각, 후각)이 편측에서 감소되는 비전 

    형적인 감각소실도 나타낼 수 있다. 감각검사에서도 검사상에서 증 

    상의 불일치 소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완전한 하지 

    쪽의 감각소실을 호소하는 환자가 tandem gait상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 Reflexes 

 - 반사검사는 대칭적이거나 정상이야 한다. frontal release 사인은 노 

    인 환자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으면 안 된 

    다.  

 



 



 



MEDICAL TREATMENT 

• Inpatient 

  

 - 입원치료는 캐나다,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전문화 센터를 마 

    련하여 현재 이용중이며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물리치료사, 때로는 대안 치료를 하는 전문 치료사로 구성되어 있다.  

    one case series에서 32명의 환자 중 81%가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 

    었고 이들은 병원에서 일주일에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보고 

    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 방법이지 

    만 불행이도, 수용할 센터가 적거나 입원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경 

    우 보험제도등의 이유로 입원치료는 미국이나 그 외 다른 나라에서 

    는 시행할 수가 없다.  

 

 



MEDICAL TREATMENT 

• Outpatient 

 

• Oral medication 

 - PMD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한 시도가 있었는데, 환자들에게  

    paroxetine과 citalopram을 적정용량으로 투여를 하였다. 반응이 없 

    는 환자들은 venlafaxine으로 교체하여 투여를 하였다. Paroxetine 

    과 citalopram은 둘 다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이고,  

    venlafaxine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이다.  

    이 약들의 선택은 저자가 환자의 동반질환인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바탕으로 선택하였다. 치료받은 환자의 67%는 전환 장애와 우울증 

    을 가지고 있는 만성적 PMD였다. 이 환자에서 7~10명은 증상의 완 

    전관해를 보였고 나머지 33%의 환자들은 신체화 장애, 건강염려증,  

    꾀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 환자들은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MEDICAL TREATMENT 

 

• 신경 이완제는 또한 전환형의 히스테리성 신경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8명의 환자에게 haloperidol 또는 sulpiride를 주었 

    을때 sulpiride를 복용한 그룹에서 상당한 호전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 심인성 stiff neck 환자들에게서의 risperidone의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 사례도 있었는데 risperidone 단독으로 6개월 치료를 한 후에 

    는 심인성 stiff neck 증상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보고도 있었다. 

 

  

 



MEDICAL TREATMENT 

 

• Physical Therapy 

   

 - 전환 장애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이들에게 

    서 후향성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 

    었고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가능해  

    졌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때에 심리치료를 받았다.  

     

    또한 입원치료중인 전환 장애 환자들에게도 물리치료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든 환자들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MEDICAL TREATMENT 

 
• Behavioral Modification 
  
 -  39명의 환자들에게 행동치료와 물리치료를 혼합한 연구사례가 있었 
    다. 환자들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치료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치료가 가능한 근골격계의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주었다.  
    4주 후에 증상의 호전이 없었을 경우, 행동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들에게 그들이 정신의학적인 문제 (전환형 장애)가 있고 완화시키 
    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수정 치료가 한번 시작된 후,  
    환자는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호전되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때는 환자들은 전환 장애로 진단되고 그 
    들은 무의식적으로 장애가 남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되 
    지 않았다.  
     
    행동치료는 급성기의 8/9 환자들과 만성기의 1/28 환자에게 성공적이 
    었다. 



MEDICAL TREATMENT 

• Psychotherapy 
 -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한주에 한시간 동안 정신역동학적  
    정신치료를 시행하였다. 정신치료는 인생의 초창기 경험, 개인 성격,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것 들을 현재의 행동들과 연관 짓는데 초 
    점을 맞추었다. 또한 환자들에게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하였다  
    7명의 환자에서 이상 운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Biofeedback 
 - PMD환자에게 있어서 공식화된 알려진 치료법은 없다.  
    근전도 생체 되먹임을 평가한 한 개의 시도가 있을 뿐이다. 이 연구 
    에서, 15명중 9명의 환자가 근전도 생체되먹임을 이용하여 개선되 
    었다. 환자들은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근전도 신호를 감소시키려고 노 
    력했고 그들의 증상들이 사라지거나 개선될때까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추가적인 약물치료도 병용하였다.   
 



MEDICAL TREATMENT 

• Hypnosis 

 - 최면은 44명의 전환장애 환자들(주로 운동 타입)에게 치료법으로 사 

    용되었다. 최면치료를 한 환자들이 객관적으로 observation을 한 환 

    자들에 비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최면치료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나의 연구는 45명의 환자를  

    추적했고 결과상 최면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에서 결과에 차 

    이는 없었다. 두 번째 연구는 전환장애를 가진 8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최면이 증상의 개선에 기여 

    를 했다.  

 

• Acupuncture 

 - PMD환자에게 있어서 침술에 관련된 의미있는 시도는 아직 없다. 



MEDICAL TREATMENT 

 

• Trial of Placebo 

 - 부모동의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placebo 치료가 있다. 환자는 보톡 

    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blepharospasm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 

    는 placebo medication과 함께 이 치료가 그녀의 증상을 호전시키 

    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suggestion을 하였고 증상이 호전되면 심 

    리치료사를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증상은 완벽하 

    게 호전되었다. 비록 placebo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도덕 

    적인 문제 때문에 추천되지는 않고 있다. 



 



General Guidance 

 
• Telling the Patient  
  
 - 치료의 첫 단계는 환자에게 진단명을 어떻게 말해주는가 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놀랍게도, 어떤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psychological triggers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거나 좋은 반응을 보 
    이는 경우도 있다. 안심시키는 말은 매우 중요하며 진단을 할 때 모 
    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의사가 진단을 할때 모 
    호하게 말하는 경우 환자는 진단을 받아드리지 않으려 할 것이다.  
    neurological examination에 이상이 없고 다른 검사상에서 이상소견 
    이 없음을 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환자들의 호전에 대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General Guidance 

     
    진단에 사용하는 term은 아직 논란이 많다. 우리는 myoclonus or  
    tremor와 같이 phenomenological description으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 두 번째 component는 원인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psychogenic”의 term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우리는  
    functional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환자들에게는 functional이란 term이 제일 친숙하다. 
 
    예를들어 seizure-type movements환자의 연구에서 “stress- 
    related seizures” 혹은 “functional seizures”라는 term이  
    “psychogenic seizure” “non-epileptic attack disorder” 혹은  
    “pseudoseizures”보다 환자에게는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진다 



General Guidance 

     
    환자에게 의학적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physician을 믿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런 환자들을 long-term care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빠 
    른 시일내에 감별진단을 하고 다른 condition 등을 rule out 하는것 
    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공감이 부족하면 환자에게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General Guidance 

 
• Referral to a Psychiatrist 
  
 - 환자를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를 이해하는 정신과 의사 
    에게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는 psychiatric evaluation에 의욕적이 되는데, 평가한 정신과 의사 
    에게서 neurological problem이 있다고 듣는다면 이는 환자에게  
    절망감을 주고 환자에게서 의사는 신뢰성을 잃게 될 것 이다. 
    
    정신과 의사는 진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저에 있는 정신의학적 문 
    제의 identification과 치료를 위해 referral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 
    해야한다. 
 
     



CONCLUSION 

 
 

•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는 신경과 영역에서 힘든 영역이 
    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 생기며 초기 개입과 multi- 
    modality treatment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condition 
    에 대해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정신과의사 또는 다른 치료인들 
    에게 적절한 referral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역보건의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이러한 환자들 
    이 잘못된 진단을 받으며 이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