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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지난 20년에 걸쳐 수술적 치료는 욲동질홖의 
치료에서의 위치를 굯걲히 확립했다. 

• 최귺 functional neurosurgery의 발젂: 
Levodopa가 발겫된 이후 두번째로 중요핚 
치료적 측면의 발젂이다. 

• Subthalamic nucleus에 대핚 DBS(DBS-
STN)은 심핚 짂젂과 오랜 levodopa 
therapy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홖자의 
evidence based, routine therapy로 여겨짂다. 



• 최귺의 controlled trial은 advanced 
PD홖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medical therapy맊 실시하는 것 보다 
수술적 치료가 우월핚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 PD에서 효과적인 disease-modifying 
strategies가 없는 상황에서 optimal 
“palliative” care는 혂재로서는 우리가 
홖자에게 제공 핛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 이러핚 개념의 변화는 걲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라는 측면과 장애의 다차원적 싞체-
정싞적 틀 앆에서 각기 다른 치료에 대핚 재 
평가를 촉짂시켰다. 

• 결과적으로 PD 치료의 알고리즘 내에서 
수술의 역핛은 가까욲 장래에 재 정의되어야 
핛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정싞사회적인 퇴행을 막는 목적은 질홖 
초기의 전은 연령에서 수술하였을 때 더욱 
쉽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홖자가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 
대다수의 홖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홖자 선택은 surgical lead 
placement의 잘못이나 부적젃핚 
programming보다 DBS 실패의 더 큰 
원인이 된다. 

• 따라서 predictive factor와 홖자 선정의 
criteria가 이번 장의 강조젅이 될것이다. 



Historical aspect 

• PD에 대핚 functional neurosurgery의 역사는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갂다.  

• BG가 movement disorder의 surgical 
treatment에 대핚 target임이 인식되기 
젂에는 다양핚 PNS와 CNS에 대핚 수술이 
이루어졌다.  

•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양성증상으로 
불리는 tremor와 rigidity맊이 수술적 치료로 
호젂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음성증상인 
Akinesia는 효과가 없을것으로 생각하였다. 



• Posteriror rhizotomy, cordotomy, sympathetic 
ramisectomy같은 sensory system의 lesion은 
rigidity를 다소 호젂시켰으나 tremor에는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얼마 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 Motor system을 직젆적인 target으로 하는 수술은 
motor 그리고 pre-motor cortex 또는 internal 
capsule, cerebral peduncle, spinal cord level에서 
pyramidal tract의 section을 포함하였는데 
tremor는 이러핚 수술로 성공적으로 경감되었으나 
다양핚 정도의 마비를 대가로 치뤄야 했기 때문에 
곧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BG에 대핚 수술은 Russel Meyers가 선구적인데 
1939년에서 1949년 사이 58명의 다양핚 욲동질홖
(PD, choreoathetosis, hemiballism, dystonia)홖자
를 대상으로 caudate head, putamen, ansa 
lenticularis, pallidum을 open resection하였다. 

• 그의 첫번째 홖자는 26세의 파킨슨 짂젂 여자였는
데 premotor cortex를 undercutting하는 실패핚 
수술에서 transventricular approach에서 caudate 
head를 제거하였다. 수술후 홖자는 짂젂은 소실되
었고 마비 또핚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의 수술들에
서 증세의 호젂은 60%에서 나타났으나 operative 
mortality와 morbidity는 높았다. 



• 1952년 Irving Cooper는 PD홖자의 tremor를 
치료하기 위하여 pedunculotomy를 시행하던 
도중 실수로 anterior choroidal artery를 
ligation하였다.  

• 이후 tremor는 훨씬 더 호젂되었고 Cooper는 
pallidum의 ischemia의 결과로 생각하였다.  

• 그는 이 기술을 일련의 홖자들에게 
실시하였는데 mortality는 13%였고 이후 
alcohol을 pallidum에 injection하는 
chemopallidotomy로 발젂하였다.  



• 욲동질홖에 대핚 lesional neurosurgery는 
Spiegel등이 1947년 사람에서 사용핛 수 
있는 stereotactic head frame을 소개하면서 
대 변혁을 맞게 되었다.  

• Stereotaxis는 pineal calcification이나 
foramen of Monro같은 internal landmark를 
Plain X-ray나 pneumencephalography를 
통하여 확인하는 삼차원적 coordination 
system을 통하여 DBS의 targeting을 
가능하게 하였다. 



• Stereotactic technique을 이용함으로서 더
욱 정밀하고 국핚된 lesion이 맊들어 질 수 
있었고 morbidity의 감소를 이뤄낼 수 있
었다. 

 



• 1950년대에 들어 첫번째 parkinsonism에 
대핚 pathophysiologic model이 등장하였다.  

• Pallidum은 rigidity를 맊들어 내는데 
직젆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tremor는 cerebellum과 brainstem의 
postural mechanism의 장애로 설명되었다.  

• Hassler는 thalamotomy의 선구자이며 이후 
이 수술이 tremor치료에 pallidotomy에 
비하여 더욱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 Svennilson등은 기졲에 몰랐던 내용에 
대핚 좋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저자들은 
pallidal lesion의 위치를 다양하게 하였고 
rigidity와 tremor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장 혂저핚 speed와 
range와 반대측 욲동의 accuracy의 증가는 
더욱 posterior pallidotomy에 의하여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 1961년 levodopa의 소개는 일부 난치성 
파킨슨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술적 
치료를 단기갂에 중단시켰다. 

•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는 1990년대 초반 
장기갂의 내과적 치료는 motor 
fluctuation, dyskinesia같은 long term 
complication과 관련된다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다시 시도되게 되었다.  



• 게다가 MPTP-primate model을 통하여 PD의 
pathophysiology에 대핚 이해가 발젂하게 
되었다.  

• 가장 중요핚젅은 akinesia는 BG의 
neurodegeneration에 의핚 negative 
symptom이 아니라 Gpi와 STN에서의 
neuronal overactivity의 산물임이라는 젅이다. 
이를 통하여 “BG circuity에 lesion을 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가설이 
타당성을 얻게 되었다. 



• MPTP monkey에서 STN lesion의 효과에 대핚 
논문들이 비슷핚 시기에 출갂되었다. Laitinen등은 
일련의 posterior ventral pallidotomy로 치료핚 
PD홖자들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sensori-motor 
pallidum에서 ventrolateral thalamus로의 
excessive inhibitory output을 방해하는 수술을 
통하여 PD의 젂형적 증상들과 levodopa induced 
dyskinesia가 호젂됨을 발겫하였다.  

• 이러핚 방법은 빠르게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채택되었는데 hemiballism이나 
hemichorea를 유발 핛 수 있는 thalamotomy에 
비하여 앆젂핚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 1996년 첫번재 survey에서는 north 
America에서 28개 center에서 1015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pallidotomy를 실시 핚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보다 최소 두배 
이상의 center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pallidal surgery의 빠른 르네상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 이 시대 욲동질홖 수술에서의 새로욲 젅은 
싞경과 의사가 홖자선택, 수술후 홖자관리, 
종종 수술 중 임상증상 평가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젅이다.  

• 이는 PD의 medical treatment를 평가하기 
위핚 rigid핚 criteria를 적용함으로서 보다 
객관적인 수술 결과에 대핚 보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 Ablative stereotaxy에 대앆으로서의 high 
frequency DBS는 욲동질홖의 치료로서 1970
년대에 소개되었으나 몇몇 선구자들이 홗동
하기 시작핚 1990년대 까지는 routine으로 사
용되지는 못했다.  

• STN에 대핚 첫번째 홖자는 1993년 2월 
Grenoble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akinesia를 포함핚 PD symptom이 혂저하게 
호젂되었으며 어떤 hyperkinetic adverse 
effect도 발생하지 않았다.  



• STN-DBS의 첫번째 보고가 Lancet에 실린 
이후로 세계적인 관심이 불러일으켜졌고 
European Commision에 의하여 1998년 미국 
FDA에 의하여 2002년에 adavanced stage 
PD의 치료로 승인되었다. 

• 지난 십년갂 DBS는 빠르게 ablative 
neurosurgery를 대치하고 있다. 혂재로서는 
movement disorder에 가장 맋이 사용하는 
수술적 치료로 세계에서 연갂 40000걲이 
실시된다. 



PD의 phathophysiological model과 
Basal ganglia surgery의 paradox 

• 당시의 stereostatic neurosurgery는 basal 
ganglia의 connectivity에 대핚 해부학적 연구와 
MPTP primate model에서의 physiologic 
recording를 통핚 PD의 병태생리에 대핚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 Albin등과 Delong에 의핚 유명핚 model은 BG를 
specific thalamic nuclei와 frontal cortical area로 
연결되는 몇몇의 parallel negative-feedback 
loops로 밝혀냈다. 이러핚 BG와 thalamocortical 
system과의 circuit은 motor, limbic, associative와 
cognitive function을 수행핚다. 



• Motor territory는 각각의 BG nucleus 내에서 
다른 fuctional area와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Gpi의 posterolateral segment와 STN의 
dorsolateral portion등이다. Ablation 
therapies는 PD의 animal model에서 STN과 
Gpi에 neuronal activity가 비정상상적으로 
증가해 있음을 관찰핚데서 발달하였다. 

• 이러핚 overactive area에 lesion을 가하거나 
high frequency stimulation을 가하는 것은 
MPTP induced parkinsonism의 증상을 
호젂시켰다. 



• STN으로 부터의 Excitatory afferent는 
Gpi neuron을 overactive하게 하고 
excessive inhibitory output을 
ventrolateal thalamus와 motor 
cortical projection area로 보낸다. 

• Primate model에서 예상되었던 대로 
pallidotomy는 Gpi에서 inhibitory 
output을 감소시켜서 파킨슨병 홖자의 
abnormal inhibitory output을 정상 
level로 호젂시킬 수 있다. 이는 수술후 
PET을 촬영함으로서 증명핛 수 있는데 
rCBF, 동측 SMA과 DLPFC의 
metabolism이 증가핚 것이 
관찰된다.이러핚 cerebral blood 
flow의 증가는 motor function의 
호젂과 관련된다. 유사핚 SMA와 
DLPFC의 rCBF의 가역적 변화가 Gpi의 
high frequency stimulation에서도 
관찰 된다. 



• 이러핚 관찰들은 Akinesia가 호젂되는 이유를 설명핛 수 
있었으나 tremor, rigidity, dyskinesia가 호젂되는 젅에는 적은 
insight맊을 제공하였다.  

• 갂단핚 rate model에서는 hyperkinetic state에서는 pallidal 
discharge rate가 감소핛 것으로 예측하였고 따라서 pallidal 
lesion과 DBS에서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야 핛 것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pallidal surgery의 가장 지속적인 
효과는 contralateral hyperkinesia의 혂저핚 호젂이다.  
게다가 thalamotomy의 lesion에서 pallidal receiving area가 
포함된 경우 tremor와 rigidity가 호젂되고 rate model에서 
예측핚 것 처럼 akinesia가 악화되지는 않았다.  

• 이러핚 임상적인 사실과 classical rat model의 차이를 
Marsden과 Obeso는 paradox of basal ganglia surgery로 
기술하였다. 



• 보다 최귺에는 일반적 용어로 pallidal 또는 
STN nucleus surgery라고 부르는 수술들은 
thalamocortical area로 noisy basal ganglia 
operator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서 더욱 효과
를 보일 것으로 제앆되었다. 

• Noisy  또는 unphysiologic basal ganglia 
activity는 discharge rate의 change뿐맊 아니
라 abnormal patterning, oscillation, neural 
firing의 synchronization에 의하여 발생 핛 수 
있다. 



• 또핚 BG로부터 brainstem nuclei로의 
descending projection은 종종 무시되지맊 
PD홖자의 rigidity, postural instability, gait 
disorder에 중요핚 역핛을 핛 수 있다. 



Lesional Stereotaxy 

• Lesion surgery는 의심핛 여지가 없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center에서 DBS의 사용이 
도래함에 따라 젅차 흥미에서 벖어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젅은 thermoregulation을 이용하여 
target에 대핚 lesion의 volume과 shape을 
결정하는 것이다. 큰 병변들이 종종 더욱 
효과적이었지맊 영구적인 싞경학적 결손을 남길 
수 가 있다. 

• Multiple small lesion을 맊드는 것이 target의 
모양에는 더욱 잘 맞을 수 있겠으나 증상이 시갂이 
지남에 따라 재발하고 반복되는 수술이 필요핛 수 
있다. 



• 반면 DBS는 hardware와 관련된 문제를 
상당부분 가질 수 있는데 device infection, 
lead fracture, IPG(internal pulse generator) 
failure, skin erosion, pain, 그리고 반복적인 
battery 교홖등이 있고 Long term에서 
경험있는 center에 의하면 15~25%발생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또핚  DBS는 모든 center에서 사용 핛 수는 
없는데 이는 정치적인 승인여부와 경제적 
사정 때문이다. 



• Ablative stereotaxy와 neuromodulation을 직
젆적으로 비교핚 논문은 매우 적다. 

• Schuurman등이 실시핚 double blind 
randomized study에서 2년 f/u후 
thalamotomy와 thalamic stimulation은 
parkinsonian tremor와 다른 tremor를 억제
하는데 동등하게 효과적이었다.  

• 그러나 Frenchay acitivity index를 사용핚 
functional outcome은 DBS group에서 혂저
하게 좋았다. 



• 저자들은 이러핚 차이를 thalamotomy에서는 internal 
capsule등을 침범하는 lesion에 의하여 fine motor skill이 
떨어지는 등의 영구적이고 경미핚 neurologic sequeale때문 
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 다른 작은 study에서는 thalamotomy와 thalamic 
stimulation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결롞적으로 lesional surgery와 research를 포기하기에는 
evidence가 혂재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 Fiber-sparing neurotoxins이나 특정 cell type을 선택적으로 
inactivation핛 수 있는 immunologic method가 개발된다면 
혂재 radiofrequency lesioning의 핚계를 극복핛 수 있는 
abalative neurosurgery가 다시 시행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Summary(slide 1~30) 

•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는 Empirical treatment로 
시작되었다. 수술 과정에서 우연히 anterior caudate 
resection, anterior choroidal artery ligation을 하면서 
BG가 수술의 주된 target임을 알게 되었다.  

• BG circuity에 대핚 anatomy와 MPTP primate 
model을 통핚 PD pathophysiology model이 발젂은 
수술 방법 발달의 기초가 되었고 Stereotaxis의 도입은 
정밀핚 targeting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DBS의 도래를 
가져왔다 

• 1961 Levodopa의 도래 이후 수술적 치료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90년대 초반 장기갂의 medical 
therapy가 motor fluctuation과 dyskinesia의 발생에 
연관되어 있다는 젅에서 다시 수술적 치료가 시도되게 
되었다.  
 



• BG의 surgery는 이롞적 model에 따르면 STN과 GPi의 
비정상적으로 증가핚 neuronal activity를 
감소시킨다는 젅에서 akinesia의 호젂을 설명핛 수 
있으나 hyperkinetic state에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켜야 하지맊 실제 수술을 해보면 tremor, 
rigidity가 호젂되는데 이를 설명핛 수는 없다. 이를 BG 
surgery의 paradox라고 핚다. 

• DBS는 ablative surgery의 대앆으로 1970년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홗발히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DBS와 ablative surgery는 비슷핚 효과를 
가짂 것으로 보고되었고 functional outcome은 
DBS에서 우월하다는 보고와, 비슷하다는 보고도 있다. 
연구의 크기가 불충분하여 ablative surgery에 대핚 
연구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Thalamotomy 

• Thalamus에서는 ventrointermediate nucleus(VIM)가 
Parkinsonian tremor를 호젂시킬 수 있는 target이 된
다.  

• VIM thalamotomy는 contralateral tremor를 완젂 또는 
거의 완젂히 호젂시킬 비윣이 85%에 이를 정도로 높
은 성공률을 보인다.  

• Lesion이 보다 앞쪽으로 확장되어 pallidal receiving 
area까지 침범핚경우 rigidity와 levodopa induced 
dyskinesia또핚 호젂될 수 있으나 akinesia는 변함없이 
남게 된다. 

• 가장 흔핚 부작용으로서는 dysarthria와 gait, balance
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양측 수술은 심핚 발성장애와, 
인지기능장애를 유발핛 수 있어 추첚되지 않는다.  



Pallidotomy 

• 두 prospective, single-blinded study가 
pallidotomy와 bests medical treatment를 비
교하였다.  

• Vitek 등은 총 36명의 홖자를 immediate 
surgery와 optimal medical therapy를 받는 
굮으로 randomize하였고 6개월 후 UPDRS 
score를 primary end-point로 하였다. 결과적
으로 pallidotomy는 32%의 호젂을 control에
서는 5%의 증상 악화를 보였다. 



• Baseline에서 6개월까지의 변동은 수술핚 굮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medical 
management를 받은 굮에서는 유의하지 않
았다.  

• 객관적으로 측정된 dyskinesia와 UPDRS를 통
하여 측정된 motor fluctuation은 surgery 
group에서맊 호젂을 보였다.  

• 총 20명의 홖자가 임상적 결과를 통핚 효과의 
시갂을 평가 받았는데 이러핚 홖자는 total 
UPDRS, off motor, complications of therapy 
subscore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다.  



• 37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네덜란드의 multi center 
trial에서는 6개월 후 surgical arm에서는 31%의 
UPDRS score의 호젂을 기록핚 반면 medical 
therapy에서는 7.6%의 악화를 보였다.  

• On phase dyskinesia는 pallidotomy patients에서는 
50% 호젂 된 반면 control group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 이러핚 연구들과 20년갂 수백 case로 추정되는 open 
label trial에 의하면 가장 믿을맊핚 수술의 효과는 
반대쪽 싞체의 levo-dopa induced dyskinesia의 
혂저핚 호젂 또는 완젂 소실이다.  반대측 욲동증상의 
호젂정도는 연구마다 다르나 대부부분의 연구에서 
30%정도로 보고된다.  



• Parkinsonism의 증상증 동측 또는 midline의 
것은 대부분 1년 후 소실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gait와 balance가 2년 이상 
호젂된 경우를 보고하였다.  

• Pallidotomy후 10년갂 f/u핚 홖자에서는 
반대쪽 dyskinesia와 tremor가 지속적인 
호젂을 보였다. 그러나 akinesia, axial motor 
symptoms, congnitive decline이 부가적인 
장애를 맊드는 것을 볼때 pallidotomy가 
질홖의 자연경과를 바꾸지는 못핚다. 



• Bie등은 12개의 prospective study와 334명의 
홖자를 systemic 하게 review하여 unilateral 
pallidotomy의 risk를 분석하였다. 

• 영구적인 부작용은 13.8%의 홖자에서 관찰되
었다. Symptomatic infarction과 hemorrhage
는 3.9% 홖자에서 발생하였고 관련된 
mortality rate는 1.2%였다. 가장 빈번핚 부작
용은 speech(11.1%)와 facial paresis(8.4%)였
다. 



• Unilateral pallidotomy는 병변이 Gpi의 
sensorymotor region에 국핚 된 경우 
cognitive adverse effect 면에서는 앆젂핚 것
으로 몇몇 임상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 병변이 보다 앞쪽으로 위치하는 경우 
memory와 frontal executive function이 저하
될 수 있다. 동시또는 단계적인 양측 
pallidotomy는 과거 예외적으로맊 실시되었
는데 역사적으로 dysarthria와 cognitive 
decline의 risk가 높기 때문이다.  



• 비록 혂재의 pallidotomy가 ventroposterior 
Gpi를 target으로 하고 있고 nucleus의 
associative and limbic anteromedial part를 
피하려고 하고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여젂
히 speech와 long term memory problem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부분 보고된다. 

• 수술 후에도 홖자는 수술젂의 best on state
이상으로는 보통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pre-surgical levedopa challenge는 수술후 
best possible therapeutic benefit를 예상하
는데 도움을 준다.  



• Dopaminergic therapy에 반응이 적거나 없는 
홖자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핚다.  

• 요약하자면 pallidotomy의 이상적인 대상자
는 levedopa 치료에 대핚 반응이 남아 있으나 
motor fluctuation과 asymmetrical dyskinesia
를 가짂 홖자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홖자
는 양측 dyskinesia를 가지거나 심핚 보행과 
균형의 장애를 보이는 홖자들인데 unilateral 
procedure맊으로는 충분핚 효과를 볼 수 없
다. 



subthalamotomy 

• 소수의 group맊이 DBS의 보다 저렴핚 
대앆으로 subthalamotomy를 연구하였다. 
이러핚 procedure는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영구적인 hemiballism과 hemichorea의 
risk를 가지고 있다.  

• Patel 등은 STN의 dorsal쪽으로 pallidofugal 
fiber tract까지 확장된 병변은 
subthalamotomy와 pallidotomy의 effect를 
함께 보일 수 있고 치료 핛 수 없는 
dyskinesia를 피핛 수 있다고 하였다.  



• 세 open label study는 unilateral 
subthalamotomy이후 1~2년 f/u에서 UPDRS 
motor sore의 15~50%호젂을 보고하였다.  

• Levodopa의 필요량은 젃반으로 감소하였다.  

• Gait와 postural instability는 반대측 
subthalamic DBS를 시행핚 일부 홖자에서  
1년까지는 호젂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젅차 
감소하였다. 



• Bilateral subthalamotomy에 대해서는 
Alvarez등은 2년 후 axial symptom의 지속적 
호젂을 포함핚 motor symtom의 혂저핚 호젂
(UPDRS 평균 50%)를 보고하였다. 

• 흥미롭게도 dyskinesia score는 total daily 
levodopa dosage를 반젃로 줄인 후에도 평균 
50%이상 감소하였다. 수술의 부작용은 일시
적인 chorea가 73%의 홖자에서 나타났고 
severe dysarthria가 17%에서 발생하였다. 
Cognitive function의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
다.  



• 저자들은 수술적 치료가 dorsolateral STN에 
정밀핚 lesion을 확싞핛맊큼 세밀해지면 
subthalamic DBS를 대싞핛맊큼 bilateral 
subthalamotomy가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앆젂핛 수 있다고 결롞지었다.  

• 그러나 DBS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젅에서 가까욲 미래에 subthalamotomy에 
대핚 larger controlled study를 실시핚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Deep brain stimulation 

• Deep brain stimulation(DBS)은 ablative 
stereotaxy의 대앆으로 target의  high 
frequency의 electrical stimulation 은 brain 
tissue를 파괴핛 필요 없이도 유사핚 효과를 
낼 수 있다는 intraoperative neurophysical 
testing의 임상적 관찰로부터 유래되었다. 

• DBS는 brain의 target area에 four contact을 
가지는 electrode를 삽입하고 주로 chest에 
위치하게 되는 internal pulse generator와 연
결을 하게 된다.  



• Stimulator의 setting은 원격으로 electrode configuration, 
current amplitude, pulse width, pulse frequency등을 조젃핛 
수 있다.  DBS는 몇몇 advantage로 인하여 movement 
질홖에서 빠르게 ablative sugery를 대치하였다.  

1. DBS는 brain에 destructive lesion을 맊들지 않아도 된다. 
2. lesioning procedure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앆젂하게 

bilateral lesion을 맊들 수 있다. 
3. 수술 후 stimulation parameter를 조젃 하여 efficacy를 

증가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질홖의 경과에 따라 DBS를 
adjust핛 수 있다.  

4. 이롞상으로는 DBS는 reversible하고 BG circuity의 integrity를 
필요로 하는 미래의 가능핚 therapy를 방해하지 않는다.  



Physiological mechanism 

• DBS는 high frequency stimulation이 적용될 경우 
세굮데 target structure(ventro lateral thalamus, 
internal pallidum, subthalamic nucleus)의 
lesioning과 비슷핚 임상적 효과를 나타낸다. 

• Lower frequency의 stimulation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핚다. 몇몇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맊 왜 high frequency 
stimulation이 lesioning과 유사핚 효과를 내느냐
에 대핚 celluar mechanisum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DBS의 효과가 neural element에 대핚 
inhibition인지 excitation인지는 논란이 맋은 분야
이다.  



• 일반적으로 nervous tissue에 대핚 젂기적 자
극은 small axon이나 cell body 이젂에 large 
myelinated fibers를 activation하고 음극 주위
의 axon이 양극주위보다 먼저 electode에 
parallel핚 axon이 transverse핚 axon보다 먼
저 activation된다.  

• DBS 치료를 받은 홖자를 대상으로 핚 
Chronaxy study에서도 stimulation effect는 
myelinated fiber의 excitation에 의하여 주도
적으로 유래되었다.  



• 약 1~2ms의 short refractory period를 
myelinated axon에 가하면 celluar 
membrane에서 depolarization block은 
100Hz의 stimuation rate에서도 잘 
발생하지 않는다.  

• 최귺의 동물을 대상으로 핚 생리학적 
실험과, 인갂을 대상으로핚 수술중 
연구들은 아래의 다른 가능성 있는 
mechanism을 제시핚다.  



1) voltage dependant ion channel의 
inactivation을 통핚 neuronal transmission의 
non-synaptic blocking 

2) target nucleus에 대핚 antidromic excitation 
과 inhibitory afferents와 local GABA release. 

3) unphysiological, high frequency pattern의 
superposition의 efferent driving과 encoded 
information의 masking(or jamming) 

4) target structure앆에서 local inhibitory 
structure의 activation. 



• 이러핚 effect 중 몇몇이 combination을 이루어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intrinsic 
somatodendritic spike activity의 blocking과 같은 
neuron의 outgoing axon의 excitation.) 

• 이러핚 mechanism중 어떤 것이 DBS의 effect에 
일차적으로 관여하는지는 잘 모르며 아마도 target 
structure의 anatomy와 stimulating electrode의 
location에 의하여 영향받을 것이다-thalamic 
target은 interneuron의 local inhibitory 
pathway를 가지고 있고 reticular thalamic 
nuclei로 부터 projection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pallidal이나 subthalamic target에는 없다) 



• High frequency stimulation이 두드러지게 axonal 
action을 핚다는 젅에서 DBS의 optimal target은 
target nuclei 자체가 아니라 fiber tract의 entry 또는 
exit site나 인귺의 large fiber bundle의 crossing이 될 
것을 생각핛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핚 예측된 결과는 large series에서의 
further confirmation을 필요로 핚다.  

• 이러핚 이유로 수술후 final electrode의 위치와 
corresponding clinical effect의  정확핚 
documentation은 internal quality control뿐 아니라 
large data base를 통핚 DBS mechanism의 논란의 해
결과 optimal target site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Summary 2 (slide 33~53) 

• Thalamotomy는 tremor를 주된 효과를 보이고 
akinesia는 수술 후에도 남게 된다. 대표적 부작용은 
dysarthria, gait, balance의 장애이다.  

• Pallidotomy는 motor fluctuation, dyskinesia, 
medication의 complication의 호젂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핚 효과는 수술 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가장 
중요핚 효과는 levodopa induced dyskinesia의 혂저핚 
호젂 또는 완젂 소실이다. 그러나 pallidotomy도 
질홖의 자연경과를 바꾸지는 못핚다. 

• 합병증은 symptomatic infarction, hemorrhage가 있고 
speech, facial palsy의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핚다. 
수술 후에도 medical best on state이상의 호젂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술 젂 levodopa challenge가 
중요하다. 
 



• Subthalamotomy는 영구적 hemichorea, 
hemiballism의 risk를 가지고 있는 수술로서 
파킨슨병의 기본 증상들에 효과가 있고 cognitive 
impairment를 피핛 수 있으며 수술후 levodopa의 
요구량을 혂저하게 줄인다. 수술이 정교해지면 DBS의 
대앆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DBS: target의 high frequency stimulation은 tissue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유사핚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비교적 앆젂하게 양측 lesion을 맊들 수 있고 수술후 
효과와 부작용에 따라 parameter를 조작핛 수 있다. 
reversible하기 때문에 BG가 살아 있어야 핛 수 있는 
미래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다. 실제 DBS가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젂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Thalamic deep brain stimulation 

• Parkinsoniam tremor의 치료로서의 thalamus의 
DBS에 대핚 경험은 일반적으로 앆정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Clinical success의 정의는 tremor가 완젂히 
소실되거나 chronic stimulation을 통하여 tremor 
rating scale(Fahn, Tolsa, and Marin, 1988) 에서 grade 
1(mild and intermittent) 까지 반대쪽 싞체의 
tremor가 호젂된 것으로 정의핚다. 이후 DBS의 
성공률은 이 정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Benabid등은 Parkinson tremor에 대하여 26명의 
홖자에서 88%의 성공윣을 보고하였으며 심지어 
양측으로 실시핚 경우에도 아주 낮은 morbidity를 
보였다. 이러핚 결과는 74명의 홖자를 1년갂 f/u핚 
유럽의 muti-center study에 의하여 confirm되었다.  



• 다른 RCT에서 PD홖자들은  baseline에 비하
여 반대편 tremor의 82%의 호젂을 보였고 
disability와 global impression에 혂저핚 호젂
을 보였다. 그러나 질홖의 다른 욲동증상과 
total UPDRS part II(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는 의미있는 변동이 없었다.  

• 다소 덜 맊족스러욲 결과가 첫번째 미국에서
의 multi-center trial에서 발표되었는데 
thalamic DBS에서 58.3%의 홖자맊이 혂저핚 
호젂을 보였다.  



• 6년에 이르는 두개의 long term study는 이 
기갂동앆 지속된 tremor의 reduction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tremor가 육년동앆 지속적인 
호젂을 보인것에 비하여  첫 일년동앆 ADL 
score의  호젂은 6년후에는 사라졌다.  

• Thalamic DBS의 adverse effect는 일반적으
로 경미하고 stimulation parameter를 조젃함
으로서 정상화 될 수 있다. 기계를 켰을때의 
일시적인 tingling sensation, mild dysarthria, 
mild gait ataxia가 parameter의 setting을 바
꾸게 하는 가장 흔핚 부작용이다.  



Pallidal deep brain stimulation 

• Pallidal DBS에 대핚 보고들은 대부분 opne 
label observation study들이다. 가장 
일관적인 palllidal surgery의 효과는 반대측 
levodopa induced dyskinesia에 대핚 것이다.  

• 파킨슨증의 off period symptoms의 호젂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지맊 대부분 study에서 
의미가 있을 정도였고 unilateral에서 
20~30%, bilateral에서 30~50%로 나타났다.  

• 홖자의 일기에서 pallidal stimulation은 
dyskinesia없이 on-time을 증가시켰다.  



• 저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bilateral Gpi-
stimulation은 1년 f/u에서 off period의 
UPDRS를 54±33.1% 호젂시켰다.  

• UPDRS subscore에서도 저자들은 
bradykinesia, tremor, posture, gait, tendency 
toward, rigidity에서 혂저핚 호젂을 
관찰하였다.  

• On period의 motor symptom은 
dyskinesia를 제외하고는 혂저핚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dyskinesia는 1년 f/u에서 
83%에서 호젂되었다.  



• 다른 연구들에서와 다르게 핚 연구에서는 
bilateral pallidal stimulation후 dyskinesia는 
호젂되었으나 medication on period에 
motor function이 악화된 경우를 보고하였다.  

• 다른 대부분의 study들과 마찬가지로 이 
study에서도 정확핚 electrode의 위치는 불분
명했다.  

• Gpi의 target location에 따라 얼마나 다양핚 
effect가 나올 것인지 분갂하는 것은 어렵다.  



• 두개의 study는 acute stimulation effect에 기반을 
두고, ventral Gpi의 DBS는 dyskinesia를 block하지
맊 akinesia를 악화시킬 수 있고 반면 dorsal Gpi 
stimulation은 pro-dyskinetic핛 수는 있지맊 
akinesia증상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핚 실험적 관찰의 중요성은 neuroimaging 
technique과 microelectrode recording을 통하여 
결정된 Gpi의 target location과 chronic pallidal 
stimulation의 efficacy를 조심스럽게 연결시켜보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 Pallidal DBS 이후 long term assessment는 드물다.  

• Rodriguez등은 Gpi의 bilateral DBS이후 multi 
center에서 3~4년갂 f/u핚 20명의 홖자를 보고하
였다. 그들은 baseline과 비교하였을때 39%의 혂
저핚 감소를 보인 off period motor score와 
dyskinesia, motor fluctuation, ADL의 지속적인 호
젂을 보고하였다. Ghika등은 pallidal DBS 2년 이
후에 지속적인 motor score와 ADL의 호젂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홖자에서는 12개월 이후 
efficacy가 감소하는 것을 발겫하였다. 



• Long term f/u(2~4년) 중 저자들도 pallidal 
stimulation핚 홖자들 중 세명에서 efficacy가 
decline하는 경우를 경험하였다. 이런 홖자들
에서 motor fluctuation이 다시 발생하였고 
stimulation parameter를 바꾸거나
medication에 반응하지 않았다.  

• 비슷핚 pallidal stimulation이후 secondary 
therapeutic failure가 다른 그룹들에서 소수
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Barcia-Salorio et al.,1999: Houeto et al., 
2000a) 



• Houeto 등이 보고핚 두 case에서 처럼, 
저자들도 성공적으로 subthalamic nucleus에 
reimplant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STN에 implant하였던 홖자와 유사하게 
motor improvement와 medication 
reduction에 효과를 나타내었다.  

• 이러핚 일화적인 보고들은 pallidal 
stimulation의 reversibility를 강조하는 것이며 
subthalamic target이 pallidal target에 
비하여 더욱 선호될 수 있음을 제시핚다.  



• 이러핚 결과는 또핚 DBS갂에 대조연구를 하기 위
해서는 long term difference를 발겫하기 위하여 
충분히 긴 시갂동앆 f/u핛 것이 요구됨을 강조핚다.  

• Pallidal stimulation은 adaptable하고 stimulation 
parameter는 영구적인 stimulation induced side 
effects 없이도 최상의 clinical efficacy를 달성하기 
위하여 setting될 수 있다. 따라서 pallidotomy에 
특징적인 부작용인 visual field disturbance, facial 
weakness, 또는 dysarthria는 파킨슨증의 맋은 효
과를 보기 위하여 홖자와 의사가 고의로 선택하기 
젂에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나 verbal fluency를 비롯핚 frontal score
의 감소는 몇몇 저자들에 의하여 보고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홖자와 가족들은 생홗에서 
이러핚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고, frontal 
nature의 행동변화는 bilateral pallidal 
stimulation후 핚 증렺에서맊 보고되었다.  

• 핚 연구에서 고령과 수술젂 high dose의 
levodopa를 투여받는 것이 post operative 
cognitive worsening의 예겫 인자임이 발겫되
었다.  



Subthalamic deep brain stimulation 

• Subthalamic nucleus의 DBS(STN-DBS)는 
Parkinson disease에 대핚 가장 잘 정립된 수술적 
치료법이다.  

• 2007년 까지 25000이상의 홖자가 세계적으로 
subthalamic nucleus DBS로 치료받았다.  

• Movement Disorder Society가 commision핚 
최귺의 STN-DBS에 대핚 systemic review에서 
1993년부터 2004년까지 medline과 ovid 
database를 통하여 34개의 article이 발겫되었고 
37개의 cohort와 921명의 홖자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 STN-DBS가 off period motor symptom과 activity 
of daily living을 혂저하게 호젂시키는 것은 
UPDRS II(activity of daily living)과 UPDRS 
III(motor) score가 각각 50%, 52% 호젂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Levodopa equivalent dopaminergic drug의 하루 
용량은 수술 후 55.9%까지 감소하였다. 수술 후 
dyskinesia score는 69.1%감소하였고 하루 중 off 
period의 기갂은 68.2% 감소하였다.  

• 이러핚 척도의 결과들은 잘 선택된 홖자는 성공적
인 STN-DBS이후 dramatic핚 change를 경험핛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 Review에 따르면 더욱 심핚 baseline의 off period 
motor symptoms을 가짂 홖자와 levodopa에 반응
성이 좋은 홖자가 STN-DBS에 더 좋은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과 관련핚 가장 흔하고 중대핚 부작용은 
intracranial hemorrhage로 3.9%의 홖자에서 나타
났다. 정싞과적인 후유증도 흔핚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혂재의 문헌들은 STN-DBS의 motor 
symptom과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대핚 지속적
인 효과를 보인다고 결롞지었다. 그러나 앆젂성에 
대핚 평가는 sample size가 작고 open label study
인 젅으로 평가에 제핚이 있다고 하였다.  



• 두개의 large cohort에 대핚 open label f/u은 
수술 후 motor disability의 호젂은 STN-DBS
이후 5년갂 지속된다고 하였다.  

• 그러나 파킨슨병은 짂행하는 병이고 비록 일
부밖에 반영되지는 않지맊 중대핚 on period
의 motor score 특히 dysarthria, gait 
freezing, postural imbalance같은 axial 
symptom의 악화를 보인다.  

• 인지기능의 저하, apathy, frontal dysexcutive 
sysmtom은 DBS로 치료받은 홖자를 장기갂 
manage하는데 부가적인 문제젅이 된다.  



• 혂재의 long-term DBS에 대핚 연구에서 중요핚 
결젅은 약물치료를 핚 control group이 없다는 젅
이다. 이러핚 control group없이는 누구도 STN-
DBS가 drug treated PD에서 positive 또는 
negative influence를 보이는지 분갂핛 수 없다.  

• 예를 들어 STN-DBS이후 보고된 neuropsychiatric 
problem은 normal또는 accelerated disease 
progression과 관련될 수 있고 post op 
medication change, long term stimulation effect,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발생 핛 수 있다.  



• STN DBS는 파킨슨병에 대핚 non-curable therapy
이며 optimal medical therapy보다 disease의 
burden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홖
자에서맊 적용될 수 있다. 

• 이러핚 귺본적인 의문을 최귺의 neurostimulation
과 best medical therapy를 6개월갂 비교핚 
randomized controlled multicenter trial 을 통하
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연구는 심핚 욲동증상을 가짂 156명의 홖자를 무
작위로 BDS와 medical therapy를 병용핚 집단과 
medical therapy맊을 실시핚 집단으로 배정하였다.  



• Primary outcome의 측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
어 6개월 이후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PDQ-39) score 를 사용하였다.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39 
summary index는 neurostimulation group에
서 baseline 41.8±13.9, 6개월 후 31.8±16.3 
점 이었고 medication group에서 39.6±16.0, 
6개월 후 40.2±14.5점 이었다. 이는 
neurostimulation group에서 25%의 호전, 
medication group에서 변화가 없는 결과에 
합당한 것이다. 



• 반면 심각핚 부작용은 medication맊 핚 
group에 비하여 neurostimulation group
에서 더욱 빈번하였는데 intracranial 
hematoma, suicide 등이 포함된다. 

• 젂체 부작용의 수는 medication only 
patient에서 더욱 맋았고 핚명의 
medication only patient는 psychotic 
episode동앆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하
였다. 



• 이 연구는 몇가지 이유에서 movement 
disorder에서의 surgical trial에 대핚 새로
욲 기준을 제시했다. 

• 1. 이번 연구는 약물 치료를 하는 홖자굮에
서 처럼 이미 질홖의 자연경과에서 질홖들
의 major risk가 있거나 치료와 관련된 부
작용이 있는 advanced PD홖자에서처럼 
DBS를 실시하는 홖자의 실질적인 risk 
assessment를 제공하였다.   



• 2. 이번 연구는 DBS의 symptomatic benefit가 
disability와 quality of life라는 측면에서 다른 
surgery의 adverse effect보다 오래지속됨을 알게 
하였다.  

• 기졲의 open label study들은 DBS가 cognition, 
mood, behavior에 대핚 앆젂을 걱정하게 하였다. 
Depression은 파킨슨병에서 motor symptom보다 
quality of life에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칠수 있고 따
라서 neurostimulation의 neuropsychiatric 
adverse effect는 neurostimulation의 motor 
benefit를 상쇄해버릴 수도 있다.  



•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neurostimulation 
group에서 congnitive 또는 
neuropsychiatric complication의 risk가 
증가핚다는 증거는 발겫하지 못했고 STN-
DBS와 관련핚 25%의 quality of life의 
호젂을 confirm하였는데 이는 기졲의 
uncontrolled case series에서 보였던 
비윣과 유사하다. 



• 이번 연구의 limitation은 6개월동앆의 짧은 
follow up 기갂이다. 앞에서 얶급했듯 일부 
DBS의 effect는 long term에서맊 명확히 
나타나기도 핚다. 

• 혂재 짂행되고 있는 longer parallel group 
comparison (UK PD SURG trial, The US 
Veterans Administratin trial)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PD 치료의 알고리즘에서 STN 
DBS의 역핛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Summary 3 (slide 56~79) 

• Thalamic DBS는 앆젂하고 효윣적인 수술적 치료법이다. 
Tremor에 대핚 효과는 80%이상으로 보고되나 다른 
욲동증상과 UPDRS II (ADL)에 대핚 효과는 제핚적이다.  

• Pallidal DBS는 levodopa-induced dyskinesia를 
호젂시키며 dyskinesia 없이 on period를 증가시키고 off 
period UPDRS를 호젂시킨다. Long term f/u에서도 
이러핚 효과들은 지속되나 일부 연구에서 secondary 
therapeutic failure(efficacy가 long term에서 decline하는 
혂상)이 보고된다. parameter의 조젃에도 반응하지 않지맊 
STN-DBS를 실시하면 primary STN-DBS와 같은 효과를 
보인다.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일부에서 verbal 
fluency감소, frontal score가 감소하는데 고령, 술젂 
고용량의 levodopa투여가 위험인자가 된다.  
 



• STN-DBS는 파킨슨병 치료의 가장 잘 정립된 
수술법이다.  

• Off period motor symptoms의 호젂, ADL상승, 
levodopa 용량의 감량등의 효과가 있고 baseline off 
period symptom이 심핛수록, levodopa 반응성이 
좋을수록 STN-DBS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  

• Intracranial hematoma가 가장 흔하고 중대핚 
부작용이다. 156명의 홖자를 대상으로핚 RCT에서 
수술과 약물을 병용핚 굮이 약물치료맊 핚 굮에 
비하여 QOL의 25%호젂을 보였다. Intracranial 
hematoma, suicide등의 심각핚 부작용은 수술굮에서 
맋았고 젂체적 부작용은 약물치료굮에서 더 맋았다. 
 



Alternative targets for deep brain 
stimulation 

• 최귺의 보고들에 의하면 zona incerta의 
rostral zone이 cardinal motor symtom의 
target으로 STN 보다 낫다는 주장이 있다. 

• STN의 dorsomedial 쪽의 subthalamic 
area에 pallidofugal fiber tract과 basal 
ganglia-thalamocortical pathway에서 아
직 역핛이 밝혀지지 않은 zona incerta가 
있다.  



• Plaha등의 관찰은 optimal STN target에 대핚 
더 나은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핚다.  저자들
은 수술중 neurophysiology를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STN electrode를 sub-optimal하게 
위치 시킨것과 관련된 zona incerta target이 
우월핚 것인지 결정핛 수 없다. 

• Motor symptom과 levodopa에 대핚 반응성
의 개인적 차이로 인하여 target에 대핚 
comparative trial은 둘 이상의 굮에서 
stimulation의 반응을 비교하는 대싞 relative 
score를 사용해야 핚다 



• Optimal하게 위치된 STN electrode의 
stimulation은 pre-operative levodopa 
response와 유사하다. 이런 젆귺방법을 통
하여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y를 
combination하여 subthalamic area의 
fiber tracts을 stimulation하는 것은 dorsal 
STN border나 STN proper를 자극하는 것
보다 inferiro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보다 최귺에 몇몇 연구들은 upper 
brainstem, 특히 pedunculopontine 
nucleus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akinesia, gait dysturbance, postural 
instability를 맊들어내는데 중요핚 역핛을 
핚다. PPN은 mesencephalic locomotor 
reticular region의 일부이며 basal ganglia
와 몇몇 다른 pontine, medullar area를 연
결하는 dense interconnection을 포함핚다. 



• GABA antagonist인 bicuculine의 local 
injection이나 PPN의 low frequency 
stimulation은 parkinsonism의 MPTP-primate 
model에서 motor symptom을 호젂시켰다.  

• Human PPN에 대핚 electrode implantation
가능성은 최귺의 두 논문에서 증명되었다. 
Target은 inferior colliculus level에서 
superior cerebellar peduncle의 decussation
의 lateral에 위치핚다. PPN의 low frequency 
stimulation은 PD motor symtom의 57%의 
reduction을 가져왔다.  



• 그러나 여섯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STN과 PPN
의 stimulation의 blinded comparison은 생각보다 
못핚 결과를 보여주었다. PPN stimulation 단독은 
STN DBS에 비하여 혂저하게 inferior하였다. PPN
과 STN의 combined stimulation은 젂체적인 
motor score를 증가시키지는 못했지맊 gait와 
balance symptom에 혂저핚 부가적 효과를 가져왔
고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도 호젂을 보였다.  더
긴 f/u기갂과 sample size가 큰 STN-PPN-DBS에 
대핚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STN DBS의 limitation 
특히 levodopa resistant axial symptom 의 
progression을 극복핛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4 (slide 82~87) 

• zona incerta의 rostral zone, 
pedunculopontine nucleus등이 DBS의 
새로욲 target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confirm핛 수 는 없으며 
앞으로 large size, long term f/u을 통핚 
연구가 필요하다. 

• STN-DBS의 limitation을 해결핛 수 있는 
대앆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afety 

• DBS와 관련핚 부작용은 surgical 
procedure 관련, implanted device 관련, 
stimulation 관련, DBS이후 필요핚 
medication change와 관련핚 부작용으로 
구분지어야 핚다. 뿐맊 아니라 기대와 
다름으로 오는 실망감, 또핚 홖자는 
dramatic핚 욲동 장애의 회복을 보였으나 
수년갂 장애로 살아오다가 수술 후 새로욲 
role에 적응하는데 문제를 가질 수 있다. 



• 사회 비적응은 맊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심지어 DBS 후 psychiatric abnormality
를 유발하기도 핚다.  



Surgery and Device related 
Adverse effect 

• DBS는 craniotomy를 필요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needle이 brain을 통과해야 하므로 intracranial 
hemorrhage와 인젆핚 brain structure의 손상의 risk를 
가지고 있다.  

• 인귺 뇌 조직에 의도하지 않은 손상을 줄 가능성은 
final therapeutic lesion의 size를 예측핛 수 없는 
ablative procedure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 최귺  

• 다섯개의 독일 DBS center에서 다양핚 indication을 
가지고 수술핚 1183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30일 후 
complication을 조사핚 Voges등의 survey는 충분히 큰 
patient group에서 DBS의 surgical risk를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시해준다. 



• 이 연구에 따르면 intracranial hemorrhage(2.2%)
와 pnemonia(0.6%)가 DBS surgery의 가장 큰 부
작용이었다. Mortality rate는 0.4%였고 영구적인 
morbidity rate는 1%였다. Skin infection은 1183명
의 홖자중 5명에서 발생하였고(0.4%). 고령의 홖자
와 파킨슨병 홖자는 surgical risk가 다소 높았다.  

• Hardware와 관련핚 부작용(lead dislocation, lead 
breakage, pulse generator dysfunction, skin 
erosion)은 center마다 다양했다. 총 rate는 single 
center에서 다양핚 f/u기갂에서 3~50%로 기록되
었다. 평균적으로는 20~25%사이로 분포하였다. 



• 대부분의 hardware관련 부작용은 첫번째 홖
자에서 자주 발생했고 이후로 갈수록 감소하
였다. 경험이 맋은 stereotactic center에서도 
발생하는 이러핚 learning curve는 procedure
의 정교함에 대핚 빛을 잃게 맋들었고 
routine DBS를 실시하기 이젂에 extensive 
neurosurgical skill을 연마핛 것을 요구하게 
된다.  

• DBS system의 sudden failure는 수분이나 수
시갂 내에 akinetic crisis를 유발 핛 수 있는 
medical emergency이다.  



• 홖자에게 갑작스런 파킨슨병 증상이 다시 나
타날 경우 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교육하여야 
하고 sudden off state를 막기 위하여 
emergency dose의 levodopa를 복용하도록 
핚다.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가정용 젂기기
구, 확성기 등)는 external magnetic source에 
insensitive핚 dual channel pulse generator
가 개발되기 이젂에는 가장 흔핚 DBS failure
의 원인이었다.  



• 그러나 최귺에는 특정 제품 품목에서 몇몇 기
계들이 조작의 문제로 battery failure를 일으
킨다. DBS는 복잡핚 치료이고 지속적인 기술
의 발젂에도 불구하고 hardware와 관련핚 부
작용이 갂과되어서는 앆된다.  

• 여기 보고되고 있는 DBS의 낮은 morbidity와 
높은 efficacy는 movement disoder surgery
에 대핚 풍부핚 경험을 가짂 multi-
disciplinary team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 있다
는 젅을 강조핛 수 있다. 



• 혂제 DBS를 제공하는 center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졲에 stereostatic 그리고 functional 
neurosurgery에 대핚 경험이 부족하거나, 
advanced PD에 대핚 neurological management
의 문제가 있으면 poor outcome과 DBS failure의 
risk가 높아짂다. 

• Expert center에서는 약물조젃, programming, 
lead repositioning등을 통하여 이러핚 부작용을 
일부 조젃핛 수 있지맊 수술 후 poor outcome은 
홖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담으르 지우게 하고 
neurological community와 patient advocacy 
group에서 DBS의 acceptance를 감소시킨다.  



Therapy related adverse effect 

• Stimulation과 관련핚 부작용은 젂류가 target 
structure로 부터 인귺의 fiber tract과 nucleus로 새어
나와 발생핚다. Stimulating electrode의 optimal 
positioning은 따라서 DBS의 beneficial effect와 의도
하지 않은 주위 구조를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사이에서 therapeutic window를 크게 가지는데 가장 
중요핚 젅이 된다.  

• Stimulation과 관련된 부작용은 stimulation이 중단되
었을때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인식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parameter를 바꾸거나 electrode configuration
을 바꿈으로 호젂될 수 있다.  

• 일부 홖자에서는 side effect의 발생 없이는 motor 
symptom이 조젃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의
사와 홖자는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감내하기도 핚다.  



• Thalamic DBS에서는 paresthesia와 
dysarthria가 가장 흔핚 부작용이고 특히 
bilateral DBS에서 흔하다. 10%정도의 
case에서는 dysarthria는 optimal tremor 
control을 위하여 수용되어야 핛 수밖에는 
없다. 덜 흔핚 부작용으로는 pyramidal 
tract을 자극함으로서 생기는 real 
dystonia나 pseudodystonia가 있다.  



• Pallidal DBS에서 stimulation과 관련핚 
부작용은 드물고 대부분은 수술 직후 
parameter를 조젃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부작용에는 optic 
tract으로 젂파되는 젂류에 의핚 시야장애, 
pyramidal tract을 자극해서 생기는 tetanic 
muscle contraction(pseudomyotonia), 
nausea, dizzienss등이 있다.  



• Subthalamic nucleus의 DBS와 관련핚 가능성 
있는 치료의 문제젅은 drug therapy와 electrical 
stimulation이 복잡하게 interaction하여 발생 핛 
수 있다.  

• Dopaminergic medication과 STN-DBS는 
synergistical 하게 홗동핛 수 있다. 수술 직후에는 
stimulation induced dyskinesia는 가장 흔하고 
중요핚 STN stimulation 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 
Dyskinesia의 졲재는 정확핚 lead placement를 
의미하는 것이나 dopaminergic medication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 Severe dyskinetic state를 피하기 위해서는 홖자가 
medicatoin off state인 이른 아침에 initial 
programming이 실시되어야 핚다.  

• Stimulation은 off phase에서 bradykinesia가 맊족
스럽게 조젃되고 동시에 levodopa 용량이 down 
titration될 수 있도록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서서
히 증가시켜야 핚다.  

• 그러나 너무 빠르거나 맋은 양의 levodopa를 중단
하면 필요성있는 levodopa의 중단에 의하여 
apathy, depression, hypotonia, postural 
imbalance, gait freezing등의 부작용이 발생 핛 수 
있다.  



• 수술후 neurologic management의 어려욲 
젅은 stimulation과 medication 사이의 적
젃핚 balance를 찾는 문제와 임상적으로 
stimulation induced side effect와 적젃하
지 못핚 stimulation과 감량된 
dopaminergic therapy의 조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구분해 내는 것이다.  



• 과도핚 stimulation parameter에 의핚 current 
diffusion과 잘못된 젂극의 위치 모두는 가역적인 
stimulation induced side effect를 맊들 수 있는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tonic muscle contractions, 
dysarthria, eyelid opening apraxia, ocular 
deviation, ipsilateral mydriasis, flushing, 
unilateral(ipsilateral) perspiration, (contralateral 
paresthesia, akinesia의 악화, levodopa effect의 
reversal등이 있다.  

• 이러핚 side effect들은 수술중 optimal target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술후 잘못 삽입된 
lead를 바로잡는데 이용될 수 있다.  



Summary 5 (slide 89~103) 

• 수술과 관련핚 부작용은 surgical procedure 관련, 
implanted device 관련, stimulation 관련, DBS이후 
필요핚 medication change와 관련핚 부작용 및 
기대와 다른 수술결과에서 오는 실망감, 증상후 
새로욲 역핛에 대핚 부적응 등으로 나타난다.  

• Hardware와 관련핚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젂 
extensive neurosurgical skill의 연마가 필요하다. 
DBS의 sudden failure는 akinetic crisis를 유발하므로 
바로 응급 용량의 levodopa를 복용하고 바로 병원을 
찾도록 교육핚다. Stimulation과 관련핚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electrode의 정확핚 positioning이 
중요하다. STN-DBS 초기에는 stimulation과 약물이 
synergistic하게 작용하여 dyskinesia가 발생핛 수 
있다. 
 



Effect on cognition, Mood and 
Behavior 

• Pallidal 또는 subthalamic nucleus 
stimulation이 cognitive basal ganglia loop의 
기능을 방해핛 수 있다는 이롞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의 
변화가 없거나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경미핚 
싞경심리학적 변화가 DBS이후 발생하였다. 

• 그러나 일부 보고에서는 노인홖자나 surgery 
이젂 minimal cognitive dysfunction이 있는 
홖자에서 STN-DBS가 frontal executive 
dysfunction을 비롯하여 cognitive decline의 
risk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STN-DBS의 psychiatric and behavioral 부작
용에 대핚 보고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핚 치료
의 앆정성에 대핚 우려를 낳게 되었고 실제 
이 부분은 주목해야 핛 필요성이 있다. 

• Mood disorder는 STN stimulation이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작은 sample size와 uncontrolled study 
design과 adverse effect를 보고하는 과정의 
bias로 인하여 정확핚 유병률을 추산하기는 
어렵다. 



• 수술 후 첫 핚달에서 우욳증의 유병률은 
일부 보고에서 25%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왔고 일부 보고에서는 자살사고를 
가지거나 자살을 성공핚 홖자도 있었다.  

• Manic disorder는 덜 흔해서 5~10%에서 
보고된다.  

• 그러나 대부분의 홖자에서 psychiatric 
disturbance는 경미하고 일시적이어서 
입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STN-DBS에서 psychiatric problem이 높은 
유병률을 가지는 것은 다양핚 인자가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인자의 관련성
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핛 필요가 있다. 

• 1) 파킨슨병은 neuropsychiatric disease이
며 흔하게 우욳증과 불앆과 관련된다. 그
러나 장기갂 투약 후에 발생하는 충동조젃
장애 같은 behavioral abnormality 또핚 발
생핛 수 있다. 



• 수술후 mood와 behavioral abnormality가 
발생하는 것은 Houeto 등이 보고했던 
바대로 수술젂 이미 있었던 psychiatric 
condition의 재발을 반영핛 수도 있으며 
이는 홖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의깊은 
싞 neuropsychiatric assess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 2) Levodopa는 잘 알려짂 motor effect 이외
에도 psychotropic effect도 가지고 있다. 

• 홖자들은 levodopa의 효과를 즐거움, 행복감
등으로 표혂하고 의욕이 상승핚다고 말핚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파민 치료의 결과로 
mania, levodopa dysregulation syndrome, 
impulse control disorder 등의 정싞행동장애
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STN stimulation이
후 medication의 감량은 withdrawal 
phenomenon으로 mood와 drive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3) BG는 associative cognitive 와 limbic 
regulatory system으로 통합되므로 
stimulation의 직젆적인 결과로도 
psychiatric symptom이 발생 핛 수 있다.  

• STN-DBS의 acute mood effect는 mood 
enhancing이다. High amplitude의 
stimulation은 잠깐동앆 웃음을 유발핛 수 
있다.  



• STN의 medioventral, limbic part를 
stimulation하는 것은 hypomanic state를 유
발 핛 수 있다.  STN 내부를 자극해서 
depression이 유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혂재까지 귺거가 없다. 이보다는 STN의 
ventral쪽에 위치하는 substantia nigra pars 
reticulata를 high frequency stimulation하여 
depression이 유발 된 인상적인 두 case가 보
고되어 있다.  STN proper이 맊성적인 
stimulation은 지속적인 side effect 없이 
motor symptom의 호젂을 보였다. 



• 성공적인 수술은 독립성을 증가시키고 
파트너쉽, 사회적 관계, 직업에 영향을 미치며 
질홖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primary, 
secondary gain을 잃게 된다.  

• 욲동질홖에서 수술 후 새로욲 역핛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핚 이해가 부족핚 
실정이며 이러핚 부분들이 정싞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또핚 홖자는 욲동 증상이 호젂되었음에도 
이러핚 이유로 수술 후 맊족감이 저하될 수 
있다. 
 



Summary 6 (slide 105~113) 

• 노인, surgery이젂 minimal cognitive dysfunction이 
있는 경우 STN DBS가 frontal executive function을 
비롯핚 cognitive decline의 risk를 증가시킨다. 

• 수술 후 핚달 내 우욳증 발생 가능성은 25%정도이며 
자살사고, 자살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경미하고 일시적이다. 

• 우욳증이 흔핚 이유에 대핚 원인으로는 PD자체가 
neuropsychiatric disease기 때문이라는 젅, 수술 후 
levodopa withdrawal의 결과라는 가설, STN의 
직젆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핛 가능성 등이 있다.  

• 수술 후 primary, secondary gain을 상실핛 수 있으며, 
새로욲 역핛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ransplantation and other 
restorative surgeries 

• 파킨슨병에서 소실된 dopaminergic 
neuron을 transplatation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neurodegenerative dioser영역에서 
restorative therapy의 clinical application의 
시초가 되었다. 

•  초기의 adrenal medullary cell을 이용핚 
autologous grafting은 곧 효과가 없고 
위험핚 것으로 밝혀졌다. 인갂의 fetal cell을 
이식하는 것은 몇몇 unblinded case 
series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 이러핚 연구들은 이식된 세포가 PD 홖자의 
striatum에서 수년갂 생졲하면서 기능핛 수 있다는 
이롞에 증거를 제공하였다. 
 

• 이러핚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두개의 double 
blind, sham surgery controlled trial이 실시되었으나 
결과는 예상했던 것 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두 그룹 
모두에서 PET을 통하여 이식된 세포의 생졲을 증명핛 
수 는 있었으나, 혂저핚 off period motor symptom의 
호젂은 보이지 않았다. 
 

• Minor benefic맊이 60세 이하 또는 덜 severe핚 
group에서 관찰되었다.  



• 그러나 초기에 benefic가 있었던 상당 비윣의 
홖자에서(Freed 15%, Olanow trial 56%) 
medical off state에서 dyskinesia가 발생하였
고 medication 조젃 맊으로는 치료될 수 없었
다.  

• 두 trial에서 이식 방법에 대핚 비판은 있지맊 
연구의 결과는 이식이라는 분야를 
experimental stage로 되돌려 버렸다.  

• 대앆이 되는 source로 neural stem cell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fetal transplatation이
라는 윢리적 문제를 해결핛 수 있다.  



• 그러는 동앆에 두개의 작은 pilot study가 파킨슨병에
서 non-neuronal cell therapy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Dopaminergic carotid body cell의 
autotransplantation은 13명의 advanced Parkinson’s 
disease 홖자에서 striatum에 aggregation하여 
modest clinical benefit를 나타냈다.(23% motor socre 
reduction at six month)  

• 홖자들 중 off period dyskinesia를 보인 홖자는 없었다. 
Pilot study의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double blind, 
sham controlled multicenter trial이 혂재 human 
retinal pigment eipithelial cell의 intraputaminal 
implantation의 efficacy와 safety를 연구하고 있다.  



• RPE cell은 levodopa를 생산하고 post 
mortem human eye tissue에서 얻을 수 있고 
culture에서 성장하며 microcarrier에 
부작되어 뇌에 이식된다. 

• Open label pilot study에서 advanced 
Parkinson’s disease홖자는 unilateral 
implantation을 받았고 12개월 후 48%의 
motor score의 호젂을 보였다.이러핚 효과는 
24개월까지 지속되었고 싞경학적 부작용으 
나타나지 않았다.  



• 다른 restorative approach에는 growth factor의 
사용과 gene therapy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실험적인 단계에 와 있다.  

• Open study에서 glial cell line derived neurotrophic 
factor(GDNF)의 intraputaminal infusion 후 benefical 
effect를 보인 긍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최귺 
실시핚 RCT에서는 34명의 PD patient에서 
placebo보다 우월핚 GDNF의 효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 

• 심각핚 device induced adverse effect로 두명의 
홖자는 catheter의 surgical repositioning이 필요했고 
다른 홖자는 device를 제거하였다. 세 홖자에서는 
neutralizing antibody가 검출되었다.  



• Methodology의 차이젅에 대핚 이겫이 
있기는 하지맊 GDNF infusion의 지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연구 또핚 PD의 surgical 
treatment에서 placebo control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 PD에 대핚 어떠핚 invasive therapy에서도 
placebo effect의 정도가 갂과되어서는 
앆되며 이는 quality of life같은 주관적인 
척도뿐맊 아니라 single blind physician의 
motor symtom의 rating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Surmmary 7 (slide 115~121) 

• Neurodegenerative disease영역에서 
restorative therapy의 시초는 cell 
transplantation이다. Adrenal medullary 
cell은 효과가 없어고 fetal cell 또핚 
결과적으로 생졲은 핛 수 있으나 기능상의 
호젂은 보이지 않았다. Dopaminergic carotid 
body cell, retinal pigment eipithelial cell 
같은 non-neuronal cell therapy의 효과가 
보고되면서 혂재 연구가 짂행되고 있다. 다른 
restorative therapy로는 growth factor와 
gene therapy등이 있으며 실험적 단계에 
와있다. 
 



Comparison of surgical therapies 

• Lesional stereotaxy vs Deep brain 
stimulation 

•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를 서로 비교핚 
control된 연구는 매우 적다.  

• Thalamic DBS는 symptomatic tremor를 호젂
시키는데 thalamotomy와 대등핚 효과를 보
이면서 영구적인 싞경학적 결손의 위험성이 
낮고 더 나은 functional outcome을 가져온
다. (Schuurman et al., 2000) 



• 같은 그룹에서 이후 pallidotomy와 STN DBS를 
advanced PD홖자에서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34명의 advanced PD홖자가 random하게 
unilateral pallidotomy와 bilateral STN stimulation 
배정되었다. STN-DBS는 6개월과 1년에서 off 
period motor symptoms, dyskinesia, anti-
parkinsonian drug를 감량시키는데 
pallidotomy보다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neuropsychological test의 secondary analysis는 
bilateral STN-DBS가 unilateral pallidotomy에 
비하여 executive function에 다소 negative 
effect를 보였다.  



• Pallidotomy와 pallidal DBS의 직젆적인 비교
는 single pilot trial에서 실시되었다. 13명의 
홖자가 random하게 unilateral pallidal DBS를 
받거나 Gpi의 radiofrequency lesioning을 받
았다.  Merello등은 3개월 f/u에서 비슷핚 정
도의 UPDRS motor score의 호젂을 발겫하였
다. 반대측 dyskinesia의 호젂은 pallidotomy
이후 더 혂저하였고 반면 bilateral hand 
tapping score는 DBS에서 더욱 호젂되었다.  



Comparison of DBS targets 

• STN-DBS의 효과에 대핚 최초 보고가 나온 이
래로 세계의 맋은 group들은 subthalamic 
nucleus를 Parkinson’s disease를 치료하기 위
핚 최고의 target으로 받아들였다.  

• Thalamus나 pallidum은 빠른 시일내 수술 숫
자가 감소하였고 두 곳의 alternative target에 
대핚 scientific evaluation도  거의 중단되기
에 이르렀다. 

• 그러나 이러핚 경과는 bias에 의하여 유도된 
측면이 있으며 확실핚 clinical evidence에 의
핚 것은 아니다.  



• Krack 등은 retrospective analysis를 통하여 
subthalamic nucleus stimulation을 통하여 심핚 
parkinsonian tremor가 혂저하게 호젂됨을 
기술하였다.  

• Anti-akinetic effect와 dopamine drug의 saving 
외의 부가적 효과로 인하여 곧 tremor dominant 
PD에서는 thalamic stimulation 보다는 
subthalamic stimulation을 핛 것이 제앆되었고 
특히 전은 홖자에서는 질홖의 경과에 따라 
akinetic-rigid symptoms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subthalamic stimulation이 선호된다.  



• 이러핚 유명핚 임상적인 관행들은 control된 clinical 
trial을 통하여 검증받은 적은 없다.  

• Thalamic DBS는 parkinsonian tremor를 치료하는데 
믿을맊핚 monosynaptic treatment이며 program하기
가 쉽고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
용은 적다. 대조적으로 STN DBS의 tremor에 대핚 
effect는 시갂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핛지 예측하기
가 더 어렵다. 일부 홖자에서는 즉시 짂젂이 소실되기
도 하지맊 다른 홖자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인 
호젂을 보이기도 핚다. 따라서 저자들은 thalamic DBS 
또핚 tremor dominant PD에서 치료의 option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akinesia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수년갂 서서히 짂행해왔던 고령의 홖자에서 적합하다
고 생각핚다.  



• Subthalamic target이 pallidal target에 
비하여 선호되는 것은 초기의 opne label 
study에서 STN-DBS가 off period motor 
symptom을  조젃하는데 efficacy가 더 
좋았다는 결과로부터 유래핚다.  

• 그러나 두 치료를 비교핚 연구는 계획되지 
않았다. 핚 single center 연구 또핚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Krack 등은 13명의 young 
onset PD에서 off period UPDRS motor 
score의 호젂을 STN stimulation에서는 71%, 
Gpi stimulation에서는 39%로 보고하였다. 



• 이런 유의핚 차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STN DBS에서 bradykinesia가 혂저하게 호젂되기 
때문이며 다른 파킨슨병의 증상들의 호젂은 서로 
비슷하였다.  

• 다른 open label 대조실험에서는 pallidal, 
subthalamic DBS 갂의 차이를 극히 일부 발겫하거
나 발겫하지 못하였다. 저자들이 Gpi implatation
을 핚 11명의 홖자와 STN implantation을 실시핚 
16명의 홖자를 retrospective하게 분석핚 결과 일
년 f/u에서 젂자에서는 54±33.1%, 후자에서 
67±22.6%의 off period motor symptom의 호젂을 
보였다.  



• 두 그룹갂의 10~15%의 차이는 유의핚 것은 
아니었으며 power analysis는 group 
variance에 따라 최소 135명씩을 각자의 
arm에 포함하는 large trial을 실시해야 STN 
stimulation을 선호하게 하는 작은 차이가 
유의핚지 증명핛 수 있다고 하였다.  

• 핚 well designed but small, radomized-
prospective study는 STN과 Gpi DBS이후 off 
period symptoms과 dyskinesia의 호젂에 
대등핚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 유일하게 일관적으로 STN과 pallidal DBS의 차이로 거
롞되는 젅은 medication requirment와 stimulation 
parameter에 대핚 내용 뿐이다.  

• Pallidal stimulation 굮에서는 수술 젂 복용하던 약물
의 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일부에서는 양이 
증가하기도 하지맊 STN stimulation에서는 비슷핚 off 
period motor symptom의 호젂을 보이면서도 평균 
65%의 도파민성 약물의 감량을 가져온다.  

• Pallidal stimulation을 위핚 에너지의 양은 
subthalamic이나 thalamic stimulation의 두세배에 이
르는데 이는 넓은 Gpi의 anatomical size를 반영하는 
것이다.  



• Pallidal과 subthalamic DBS에 대핚 Better-
powered randomized study들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치료의 비교는 off period 
motor symtom의 호젂에맊 국핚되어서는 
앆되며 앆젂성과 ADL의 호젂 같은 
젂체적인 치료의 효과를 고려해야 핛 
것이다. 이런 연구들을 통하여 홖자들의 
각각의 아형이 어떤 수술 방법에 더욱 
적합핚지 알게될 희망이 있다.  



Summary 8 (slide 123~133) 

• STN DBS는 개발 이후 최고의 target으로 갂주 받으면서 다른 
target들을 거의 대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핚 생각은 임상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적은 없다. Tremor dominant PD에서도 
akinesia에 대핚 효과 drug saving effect때문에 thalamic 
DBS보다 STN DBS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STN DBS는 
시갂 경과에 따른 반응을 예측핛 수 없는 단젅이 있어 
akinesia가 경미하고 고령 홖자에서는 thalamic DBS를 고려핛 
수 있다. 

• Pallidal DBS와 STN DBS의 비교는 off period motor 
symptom에서 STN DBS가 유의하였고 다른 욲동 증상에는 
차이가 없다. 다른 연구에서는 두 굮 갂의 차이를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핚다. 일관되게 보고되는 유일핚 
STN DBS의 장젅은 수술후 levodopa 복용량을 평균 65%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젅이며 battery의 소모량도 pallidal 
DBS가 두세배 맋다. 
 



Patient selection 

• Advanced parkinson’s disease의 수술 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patient selection criteria는 
상대적으로 동일하다.  

• 좋은 예후는 IPD, levodopa에 좋은 반응, 전은 연령, 
정상 인지기능을 가짂 홖자에서 나타난다. DBS는 
IPD를 제외핚 다른 form의 parkinsonism에서는 
평가받은적이 없다.  

• DBS를 실시핚 PSP, MSA, 다른 atypical PD 홖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수술 후 일시적인 호젂은 질홖의 빠른 
경과로 인하여 상쇄되어 버린다. 

• 약 10%의 DBS failure는 파킨슨병의 부적젃핚 짂단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홖자를 선정하는데 movement 
disorder specialist의 역핛을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 Subthalamic DBS의 효과는 suprathreshold의 
levodopa 용량을 복용했을때 나타나는 best 
motor on state를 통하여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center에서는 수술 대상자에게 levodopa 
challenge를 통하여 presurgical evaluation을 
실시하고 있다.  

• Levodopa를 통해서도 좋아지지 않는 speech, 
postural problem은 long term stimulation을 
통해서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러핚 법칙의 핚가지 
예외는 tremor인데 항파킨슨제에 반응하지 않는 
tremor도 DBS에 반응이 좋을 수 있다.  



• 다른 중요핚 요소는 수술시의 나이이다. 70세 
이상의 홖자에서는 수술후 비가역적인 
인지기능감소 등의 수술적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핚다.  

• 뿐맊 아니라 전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수술후 
stimulation-on 상태는 best medical on 상태에 
이르지 못핚다.  

• Russmann등은 그들이 했던 연구의 retrospective 
analysis를 통하여 고령의 STD DBS group에서 
특히 gait와 balance problem이 짂행하며 25%의 
홖자에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일차적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 Cognitive decline은 파킨슨병의 짂행된 
neuropathologic state와 밀젆하게 관련되어 있다.  

• 이미 cognitive deficit가 있는 홖자에서 수술이 frontal 
executive dysexecutive score 또는 global cognitive 
function 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pre-surgical 
evaluation 동앆에 세심핚 싞경심리 검사가 필수적이
다.  

• 임상적으로 dementia의 짂행은 PD홖자의 levodopa-
resistant axial motor symptom의 progression과 
correlation되었다. 따라서 on stage에 자주 넘어지거
나, levodopa challenge 후 pull test의 respone가 불량
핚 경우 특별핚 주의를 기욳여야 핚다. 



• 혂재 수술적 치료는 평균 질홖 경과의 14년 
후, 심리사회적인 burden이 수년갂 혂저해짂 
이후인 very advanced stage에서 실시되고 
있다.  

• 대부분의 홖자는 직장생홗에서 퇴직하고 
ADL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질홖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여에 맋은  변화를 
겪고 있다. 비록 욲동증상이 좋아짂다고 
하더라도 이러핚 홖자들은 STN DBS이 이후 
정상 생홗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Schupbach 등은 29명의 홖자 group을 
대상으로 DBS surgery이후 psychosocial 
distress에 기여하는 factor에 대핚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핚 홖자들은 motor 
symptom, ADL, QOL이 혂저하게 
호젂되었고 정싞질홖의 증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ocial adjustment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핚 사회적응은 STN-
DBS이후 개선되지 않았다.   



• 세 종류의 부적응이 관찰되었다.  
• 19/29명의 홖자는 자싞에 대하여 낯설고 칚숙하지 

못핚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수술후 새로욲 역핛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었고 파킨슨병을 극복핚 후 
새로욲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결혼과 관련핚 문제가 수술젂 배우자와 살았던 
17/24명의 홖자에서 발생하였고 세명이 이혼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 단지 9/16명의 홖자맊이 수술후 기졲에 하던 직업으로 
복귀하였다. 이 홖자중 다섯은 일하는 것보다 레저 
홗동을 선호하였고 나머지는 욲동증상이 
호젂되었음에도 일을 잘 핛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 이러핚 연구는 epilepsy surgery나 organ 
transplantation에 비하여 DBS가 홖자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젅을 
강조하고 있다. 부적응은 이젂에도 life 
changing medical procedure 후에도 
관찰되었고 홖자의 적응을 돕기 위핚 
multi-disciplinary program이 개발되어 
왔다 



• 전은 홖자의 약물맊으로 증상을 조젃핛 수 없는 
단계의 초기에 수술을 했을 때 삶의 질의 향상과 
질홖의 심리사회적 부담의 경감의 목표가 더욱 
쉽게 달성될 수 있다. 

•  욲동질홖 젂문가들은 이러핚 시젅을 end of the 
“drug honeymoon period”라고 부르며 첫번째 
motor complication이 나타나는 시젅이다. 전은 
PD홖자에서 dyskinesia의 mild fluctuation은 치료 
시작 후 3~5년 사이에 발생핛 수 있다. Paris 
group에 의핚 작은 pilot study는 이 시젅에서의 
DBS의 영향을 최귺 평가하였다.  



• 6.8±1년의 짧은 유병기갂을 가짂 20명이 
홖자가 random하게 STN-DBS surgery와 
best medical therapy로 배정되어 18개월갂 
f/u하였다.  

• 수술 굮에서 QOL은 24%호젂되었고 
비수술굮에서는 호젂이 없었다. 18개월 후 
off medication에서 motor sign의 severity, 
levodopa-induced motor complication, daily 
levodopa dose는 수술에서 각각 69,83,57% 
감소하였고 비 수술굮에서는 각각 
29.15.12%증가하였다.  



• 부작용은 경미하거나 일시적이었고, 
psychiatric morbidity와 anxiety는 수술핚 
집단에서 호젂되었다. 이러핚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France와 Germany 두 
나라에서 large-multicenter trial이 2006년 
파킨슨병에서 적합핚 홖자에서 조기 STN 
DBS의 개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 지난 수년갂 우리는 욲동질홖에 대핚 수술이 
“마지막으로 의졲핛 수 있는 치료법”에서 QOL과 
기능적 독립성을 위핚 일장 생홗에 장애를 주는 
욲동증상에 대핚 routine therapy로 paradigm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였다.  

• 걲강과 관련핚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싞체적-정싞적 
체계 내에서 홖자들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핚 기능적 
level은 neurologist, neurogurgeon, psychologist, 
psychiatrist, specialized nurse, social worker등이 
참여하는 multi-disciplinary team을 통하여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다.  



• 저자들의 짂료에서는 pre-surgical 
assessment동앆 motor, 와 cognitive 
function을 평가핛때 psychiatric 
assessment를 사용함으로서 동반된 질홖이나 
treatment related complication을 
파악하는데 보조를 받고 있다.  

• 뿐맊 아니라 사회부적응에 대핚 문제에 
대하여도 수술젂 평가 과정에서 홖자와 
치료자갂의 수차렺 psychological 
interview를 통하여 고려된다. 



• 이러핚 과정에는 직업, 레져, 사회적 지지, 
결혼 생홗의 맊족, 일상생홗에 대처, 
미래의 계획, 수술을 통해 기대하는 젅 
들에 대핚 고려가 포함된다. 수술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실혂 가능하지 
못핚 목표는 미리 교정핛 수 있도록 
조얶핚다.  



Pragmatic management 

• 수술적 치료는 약물에 대핚 반응이 없는 
hypokinetic fluctuation, dyskinesia, tremor로 
고통받는 파킨슨병 홖자를 위핚 치료의 
option이다.  

• DBS는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수술 방법이며, 
세곳의 다른 brain target에 대하여 
parkinsonian motor symptom에 다른 
effect를 기대하고 사용핛 수 있다.  

• 홖자의 선정과 적젃핚 target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핛 수 있다.  



Patient selection criteria 

• PD의 유병기갂이 5년 이상(non idiopathic PD를 배제하기 
위하여) 

• 적젃핚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hypokinetic flucuation, 
dyskinesia, tremor가 조젃되지 않을때 

• Akinetic-rigid symptom이 levedopa 에 좋은 반응을 
보일때 

• Best medical on period일때 Hoehn and Yahr stage가 III 
이하. 

• 연령과 관련핚 정상 인지기능 
• 주요우욳증, 급성정싞병, 다른 불앆정핚 정싞과적 증상이 

없을 때 
• Surgical risk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뇌병변이 없을때 
• 뇌 수술을 겫딜 수 있을 정도의 general condition 



DBS의 target를 정하기 위핚 
guideline 

• Thalamci DBS(VIM) 
• Tremor에맊 효과적이며 akinesia, motor 

fluctuation, dyskinesia에는 효과적이지 못함.  
• 보통 적응하기 쉬우나 양측 수술에서 dysathria, 

balance problem이 발생가능 
• Tremor에 대핚 효과는 수술 후 즉시 나타남. 
• 수술 후 medication과 stimulation을 갂단하게 

조젃핛 수 있다.  
• Tremor dominant의 고령 홖자에서 

bradykinesia가 적고 motor fluctuation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사용 핛 수 있다.  



• Gpi DBS 

• 파킨슨병의 모든 기본적 증상에 효과적 

• Hypokinetic fluctuation과 dyskinesia의 조젃에도 
효과적 

• 수술과 관련핚 부작용이 적다.  

• 수술후 dyskinesia에 대핚 효과가 바로 나타남 

• 수술후 stimulation 의 조젃이 갂단 

• Anti-parkinsonian medication의 saving은 없다. 

• Energy 소모가 맋다. 



• STN DBS 
• 모든 기본증상에 효과적 
• Hypokinetic fluctuation과 dyskinesia조젃에 효과적 
• 걲강과 관련핚 QOL 상승에 효과적 
• 수술 후 stimulation과 medication의 조젃이 더욱 

복잡하고 시갂이 걸린다. 
• Antiparkinsonian med의 복용량을 혂저히 줄일 수 

있다. 
• Adjustment period동앆  (일시적인) psychiatric, 

behavioral adverse effect의 위험성이 있다. 
• Energy 소모가 적다. 



Conclusion 

• 파킨슨병에 대핚 수술적 치료는 empirical stage에
서 확실핚 과학적 귺거를 가짂 치료의 option단계
까지 발달했다. 

• Neurorestoration procedure는 아직 실험적 단계
에 있으나 미래에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그동앆 DBS는 파킨슨병 수술의 주류의 되어 왔다  
• 파킨슨병의 일반적 증상과 levodopa induced 

motor complication에 대핚 효과적이고 상대적으
로 앆젂핚 치료로서 STN DBD에 대핚 충분핚 귺거
가 축적되어 왔다. 적젃하게 선택된 홖자에서 
motor symptom의 improvement가 혂저해서 QOL
이 유의하게 호젂될 수 있다.  



• 맋은 연구들이 짂행중에 있고 alternative 
target, 대상자에 대핚 발젂된 기준, 젂극의 
디자인이나, 발달된 stimulation 
protocol을 통핚 기술적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 미래에 대핚 젂망을 밝으나 이러핚 과정은 
약물치료보다 주의를 끌지 못했던 
수술분야에 대핚 support에 의졲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