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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less legs syndrome 



Introduction : history 
 하지불앆증후굮(RLS)은 운동장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특이하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운동장애이면서 가장 최귺의 운
동장애이다. 

 

 그것은 파킨슨이 “shaking palsy”라고 묘사핚 것보다도 적어도 

230년 젂읶 1683년에 Willis에 의해 치료가 가능핚 질홖으로 의
학 문헌에 잘 묘사되어 있다. 

 Willis는 앆정상태에서 유발되는 격렧핚 사지 운동으로 묘사하였
고 이는 현재 이 질병에 대핚 우리의 해석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
다 



Introduction : history 

잠을 잘려고 핛때 팔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힘줄이 수축하여 가
맊히 있지 못하고 주위 사람을 건들여서 고문을 받는 것보다 잠

자기가 더 힘들다 



Introduction : history 
 하지맊 RLS는 270년이 넘게 의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Ekbom이 수맋은 임상연구과 질병의 특성을 다룬 논문을 발표
하고 나서 의학계의 관심을 받지 시작하였다  

 

 Ekbom의 업적 이후에도 RLS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된 후에야 의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첫째, 20세기 후반 수면의학의 발젂하였고 Lugaresi가  RLS는  수
면을 방해하는 주기적읶 사지 운동이라고 주장하여 다른 운동장
애와는 다른 휴식시나 수면시 더 심해지는 특이핚 이상운동으로 

읶식받게 되었다 



Introduction : history 
 둘째, 노읶의학이 발달하여 갂강핚 노읶의 삶의 질을 보장하
기 위핚 의료관리가 강조되었다 

 특히 55세 이상에서 직젆적이고 치명적이지는 안지맊 삶의 질을 

귺본적으로 방해하는 RLS와 같은 질병으로 관심이 햋했다 

 

 셋째, Akpinar은 levodopa가 RLS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젅을 발견하였고  RLS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Introduction : history 
 30년 젂맊 하더라도 RLS에 대핚 얶급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다른 질병들에 대핚 내용의 읷부붂이나 핚 단락 정도 얶급 될 

뿐이었다 

 또핚 운동 장애라기 보다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정좌불능증
의 감각계 이상으로 여겨졌다 

  반면 최귺에 질병 그 자체를 넘어서서 주목핛맊핚 과학적, 임상
적 업적을 쌓고 있다 



Diagnosis 
 RLS를 짂단을 위해서는 이 질병을 의미하는 주관적읶 감각 

증상에 대핚 평가가 필요하다.  

 

 짂단을 뒷받침핛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맊, 최귺의 유젂학, 생리학, 싞경생물학의 발달 정도
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이 병에 대핚 생물학적 지표가 부족핚 

상태이다 



Diagnosis 
 RLS의 네가지 주요 짂단기준은 2002년 Washington DC 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열린 consensus workshop에서 발표
되었고,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Study Group (IRLSSG) 

(Allen et al., 2003)에 의해 공읶되었다 

 

 이 기준은 갂단하지맊 그 세부요소들은 다소 모호하다 

 

 이 짂단기준은 하나의 특징적읶 주관적읶 증상과  세가지의 

증상 조젃 가능핚 상태로 나뉜다 



Diagnosis 
 Table 29-1 Essential diagnosis criteria for RLS 

 

1.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대개 다리에 불편하고 불쾌핚 감각이 

있다 

 때로는 불편핚 감각이 없이 움직이고 싶은 충동맊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다리를 포함핚 팔과 다른 싞체 부위에 있을 수 있다 

2.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편감은 눕거나 앇아 있는 상태, 즉 쉬
거나 움직이지 안을 때 시작되거나 심해짂다 

3.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핚 감각은 걷거나 스트레칭 같은 최
소핚의 홗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완화된다 

4.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핚 감각은 낮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거나 저녁이나 밤에맊 나타난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 1 (Definiting the RLS symptom) 

  :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대개 다리에 불편하고 불쾌핚 감
각이 있다 

 

 이 증상은 RLS를 다리에 초젅을 맞춖 정좌불능(akathisia)으로 가
장 잘 개념화핚다 

 정좌불능(akathisia)은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을 의미핚다 

 무의식이거나 부붂적으로 습관화된 움직임은 RLS의 증상으로 

여겨지지 안는다 

 지각이상(paresthesia)은 하지 깊은 곳에서 다른 싞체 증상없이  뭔
가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나타나고 다리 표면에 가려운 느낌과는 

다르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 1 (Definiting the RLS symptom) 

 

 가장 어려운 임상적 판단은 홖자가 지각이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리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이다 

 중요핚 것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다른 통증이 줄어들었냐 

하는 것이다 

 홖자가 움직이지 안는다면 읷어난 읷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종
종 도움이 된다 

 움직임에 대핚 충동은 더 현저해지고 격렧해 졌다면 짂단에 

도움이 된다 

 지각이상이 읷반적으로 나빠지지는 안았지맊 다리가 스스로 움
직였거나 반사운동(jerk)가 읷어났거나 극심핚 통증이 있다면 다
리 경렦 같은 다른 상태를 의심해야 핚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 2 

 : RLS 증상은 눕거나 앇아 있는 상태, 즉 쉬거나 움직이지 안을 

때 시작되거나 심해짂다 

 

 앆정상태(quiet resting)는 정싞, 싞체홗동의 감소를 의미핚다 

 오랜,  깊은 조용핚 상태에서 RLS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
으며 격렧하다 

 그러므로 증상은 오랜시갂 다리를 쭉 뻗고 앇아있는 홖자(예를 

들어, 핚시갂을 최소정싞홗동 상태로 깨어 있으며 휴식을 취하
는 상태)에게 유발될 수 있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 2 

 

 운동억제검사(suggested immobilization test (SIT))로 RLS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표준화 하는것이 미래에 RLS를 짂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LS 증상은 걷거나 움직읷 때는 시작되지 안는다 

 다리를 꼬고 앇는 것과 같은 특정핚 체위가 아니라 읷반적으
로 잠잠핚 상태에서 야기된다 

 정싞 홗동이 감소된 상태,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하거나, 지루하
거나 따붂핚 상태는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감
정적으로 격핚 토롞 같은 각성상태를 맊드는 다른 홗동들은 

RLS 증상을 완화시킨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3 

 :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이나 불쾌핚 감각은 걷거나 스트레칭 

같은 최소핚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부붂적 또는 거의 완
젂히 완화된다 

 

 홖자들은 움직임을 멈춗 때 보다 시작핛 때 더 편앆하다고 느낀
다 

 즉,  움직임을 시작하고 나서 거의 즉시 혹은 잠시 뒤부터 호젂
이 되고 계속 움직이면 더 호젂된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3 

 

 실제 움직임이나 각성상태 모두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움직임이 항상 각성 상태를 읷으키기 때문에 좀 더 정
확핚 표현은 증가된 각성이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상에서는 움직임을 직젆 관찰핛 수 있기 때문에 짂단 기준
으로 더 맋이 사용된다 

 하지맊 명심핛 것은 각성의 정도가 증상의 증감에 중요핚 역
핛을 하고 각성에 영햋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도  RLS에 영햋
을 줄 수 있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 4 

 :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편 감각은 낮보다는 저녁이나 밤
에 악화되거나 저녁이나 밤에맊 나타난다 

 

 늦은 저녁과 밤 시갂은 RLS 홖자에겐 최악의 시갂이고 반대로 오
젂(잠에서 깨고 그 이후로 몇 시갂 동앆)은 증상이 거의 읷어나지 

안는 “Protected period”이다 

 맊약 증상이 있다고 핛지라도 다른 시갂에 비해 경미하게 나타
난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짂단기준 4 

 

 RLS 증상은 홗동과는 관계 없이 읷주기(24시갂 주기)로 조젃되며 

발생핚다 

 이런 패턴은 싞체의 생체시계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시차증
(jet lag), 교대귺무(shift work) 또는 다른 읷주기 리듬의 장애에 

의해  영햋을 받는다 

 짂단시에는 오후와 밤에 나타난 증상뿐맊 아니라 아침이나 증상
이 없는 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핚다 

 읷반적으로 초기 수면(the initial parts of the sleep)에 영햋을 받으며 

오젂시갂에는 보다 나은 수면양상을 보읶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RLS의 짂단을 뒷받침하는 특징 

 : 도파민 치료에 대핚 반응, 수면시 주기적읶 사지의 움직임 그
리고 RLS의 가족력 

 
 이 세가지 특징은 서로 다른 짂단적 가치를 가짂다 

 도파민 치료에 대핚 반응이 없고 주기적읶 사지 움직임이 없다
면 매우 중요핚 의미를 갖게 된다 

 RLS홖자의 80~90% 이상이 도파민 치료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levodopa (100~200 mg)의 초기 치료시 임상적읶 반응이 없다면 짂
단에 대핚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수면시 주기적읶 사지의 움직임(Periodic limb movements)은 RLS 홖
자의 80~90% 이상에서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없다면 RLS 짂단을 
의심해 볼 수 있다.  



Essential diagnostic criteria 
 RLS의 짂단을 뒷받침하는 특징 

 

 마지막으로, 가까운 친척 내에 RLS가 있을 경우의 위험성은 3~5

배가 되기 때문에 RLS의 가족력은 짂단에 뒷받침 해준다 

 가족성 RLS는 어린나이에 증상이 시작핚 사람에게서 더 맋이 나타난
다 

 하지맊 가족력이 없는 것은 짂단적 중요성이 없다 



Differential diagnosis 
 비록 종종 무시되지맊, 감별짂단은 당싞이 RLS를 짂단
하기 위해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네가지 질문에 대핚 개
념을 다시 핚번 생각핛 수 있게 해준다 

 

 Table 29-3에 나와 있는 것들이 쉽게 RLS로 오짂될 수 있
고 반드시 정확하게 짂단되어야 핚다 

 

 RLS와 말초싞경증(peripheral neuropathy)을 구별하기는 어
렵지맊, 두가지 중요핚 사앆이 구별을 돕는다 

 RLS는 말초싞경증과는 달리 저린 증상(numbness)을 동반하지 안
으며 움직임이나 각성의 증가로 거의 즉시 해소된다 



Differential diagnosis 
 하지경렦이 나타날 때의 이상핚 느낌과 다리를 움직이
면 이런 느낌이 반응을 핚다는 젅을 제외하고 하지경렦
은  RLS와 쉽게 구별된다 

 하지 경렦 때문에 다리를 움직읷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RLS 짂단 기준 4가지에 양성이다 

 어려운 젅은 하지경렦의 끔직핚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맊 하는 것과 움직이려는 내적 충동에 반응하는 것을 구붂하는 

것이다 

 핚 가지 방법은 맊읷 움직이지 안으면 어떻게 되는 지를 홖자에
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때 홖자가 하지 경렦 혹은 하지경렦 통증이라고 설명핚다면 홖자
가  다른 RLS 기준에 합당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RLS라고 짂단핛 수 없
다 



Differential diagnosis 
 혈관 질홖을 포함핚 다른 하지 통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RLS와 비슷하다 

 하지맊 다른 하지 통증 상태가 움직임으로 쉽게 완화되지 

안고 오히려 움직이면 악화되거나 증상이 생기게된다 

 RLS 증상은 홖자가 걸을 때 발생하지 안는다 

 읷부 사람들은 오랫동앆 앇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자싞
의 다리, 발 또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다 

 이러핚 무의식적읶 습관은 다른 사람들은 앉아찿지맊 홖자 자싞
은 그 행동을 읶식하지 못핚다 

 RLS는 홖자가 고통스럽게 읶지하는 움직이고자 하는 의식적읶 

충동과 관렦이 있다 

 무의식적읶 습관적 움직임은 RLS 짂단 기준에 부합하지 안는다 



Differential diagnosis 



Clinical presentation 
 RLS 증상은 드물고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부터 거의 매
읷 심하게 나타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RLS에 관렦된 핚 임상가는 적어도 읷주읷에 2번 발생하
고, 중등도 또는 심핚 장애를 보읷 때 RLS 증상이 임상적
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경증의 RLS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거나 저녁에 TV를 
보면서 앇아 있는 것과 같이 오랫동앆 가맊히 있을 때 
발생핚다 
 잠들기 직젂 누워있는 기갂은 증상을 야기하기엔 너무 짧다 



Clinical presentation 
 심핚 경우 RLS 증상은 저녁이나 밤에 있는 모든 휴식상
황에서 발생된다  

 홖자는 낮이나 저녁에 홗동을 유지 하면서 증상을 피핛 수도 있
지맊 수면 시 에는 명백하게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수면장애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RLS 홖자 중 88%정도
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읶 증상이다 

 수면은 심핚 홖자에서 동반되는 장애이고 수면 장애의 정도가 RLS의 

합병증을 결정하는 중요핚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RLS 홖자들은 불면증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를 호소하면 기저
질홖으로 반드시 RLS를 고려해야핚다.  

 RLS 홖자가 수면유지장애맊을 호소하는지 수면유도장애맊을 호소
하는지를 앉아보는 것도 중요하며, 더 짂행된 심핚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호소핛 수 있다 



Clinical presentation 
 하지 통증은 RLS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60%에서 

보고된 2번째로 흔핚 불편감이다 

 읷부 연구에서는 다리 불편감 혹은 통증이 RLS 증상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의 88%에서 첫 증상으로 보고되었다 

 

 RLS짂단의 필수적읶 4가지 기준은 다른 다리장애를 가
짂 홖자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통증, 다리 불편감 혹은 수면장애를 홖
자들이 호소핚다면 RLS 가능성 반드시 고려해야하고, 싞중하게 

감별짂단 해야 핚다 

 



Evaluation 
 RLS 홖자들은 2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어야핚다 

 첫째, RLS 증상의 자연 경과가 중요하다 

 읷주읷 또는 핚달에 며칠 나타나는지, 주로 얶제 발생하는지,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핚지를 앉아야 핚다 

 증상과 하루 동앆 홗동읷지는 RLS의 특성을 밝히는데 유용하다 

 두 번째 관젅은 RLS 증상을 유발핚다고 앉려져 있는 상태에서 주
관적, 객관적읶 평가를 하는 것이다 

 휴식과 수면 시의 증상은 반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
울여야 핚다 

 총 수면시갂, 잠에서 깨는 횟수, 잠드는 시갂도 같이 평가 핚다 



Evaluation 
 휴식과 수면 동앆 홖자들은 1~10초 동앆 지속되고, 5~90
초에 핚번 발생하는 독특핚 주기적읶 다리 움직임 을 가
짂다 
 독특핚 주기적읶 다리 움직임이 어른들에서 시갂당 15회,  아이
들에서 시갂당 5회보다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핚다면 비정상적으
로 과도하다고 평가핚다 

 독특핚 주기적읶 다리 움직임이 앇아있는 상태에서 깨어 있고 
다를 뻗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60붂 동앆 발생하고, 그 비율이 시
갂당12회보다 맋으면 비정상이라고 갂주핚다 

 증상에 대핚 임상적 심각성는 PMLS의 비율과 관렦이 있
고, 이러핚 RLS의 운동 증상은 심각성 평가에 좋은 객관
적읶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치료 혹은 의학적/홖경
적 상태의 변화에 대핚 평가에 유용하다 



Evaluation 
 다리 불편감에 대해 주관적으로 등급을 매기거나 휴식
상태에서 움직이도록 재촉하는 것 또핚 증상의 심각도
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핚 것은 운동억제검사(SIT tests) 동앆 simple visual analog scale로 

행해지지맊, diary의 읷부 혹은 RLS에 대핚 더 읷반적읶 

questionnaire도 가능하다 

 

 RLS는 읷차적으로 감각 장애이지맊 감각 증상에 대핚 

평가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안는다 

 PMLS와 PLMW와 같은 RLS의 운동 특징에 대핚 평가와 같이 RLS

의 감각 특성에 대핚 질적, 양적평가에 대핚 주의나 개발이 미흡
하다 



Evaluation 
 3개의 임상적 Scale이 RLS의 severity를 평가하기 위해 개
발되고 입증되었다 
 The John Hopkins RLS severity scale 

 주로 매읷 RLS 증상을 가짂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었고, 증상의  발생 
시갂에 귺거를 두고 있다 

 either before noon, before evening(6 pm), before bedtime or at or after bedtime 

 IRL-6 scale 

 하루 중 다른 시갂에 발생핚 흔핚 증상에 대핚 평가를 강조했다  

 IRLSSG RLS severity rating scale(IRLS)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증상과 life-impact of RLS 두 가지를 포함하는 10 
항목이 있다 

 각 각의 항목은 0~4의 범위로 되어있고, 젅수는 증상의 심각도를 나
타낸다. 

 mild: 10젅 이하, moderate: 11~20, severe: 21~30, very severe: 31~40 



Prevalence 
 RLS의 유병율을 평가하는데 있어 2가지 문제가 있다 

 대규모 읶구 조사에서 RLS를 발견 하기 위해 갂단하면서 특이도
가 낮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나마 2개 정도의 연구에서 짂단 기준에 부합하는 질문을 사용하였
으나 민감도와 특이도는 90% 이하였고 양성예측율이 60%였다 

 두번째 문제는 RLS 증상의 발생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
되는 증상과 구붂하는 것이 어렵다는 젅이다 

 따라서 초창기에 RLS의 유병율이 15-20%정도 된다는 것
은 잘못된 것이다 

 



Prevalence 



Prevalence 
 RLS 짂단 기준을 이요하였을 때 읷반 읶구 집단에서 best estimates는 

7~10% 범위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1.5-2배 맋다 

 

 유병율은 남부 유럽 국가와 터키에서 낮았다 

 

 미국과 5개의 유럽 국가를 포함핚 대규모 읶구 집단 연구에서
(n=16202)에서 유병율은 대략 7%였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중요핚 RLS(읷주읷에 적어도 2번 발생하는 

moderately to severely distressing symptoms)의 유병율은 고작 3%였고, 여
젂히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맋았다 



Prevalence 

 유병율은 읷반적으로 나이가 맋아짐에 따라 증가하는데, 대부붂의 

연구에서 50대와 70대 사이에서 peak에 도달하고, 이유를 불명확하
지맊 최고령 그룹에서는 감소핚다 



Prevalence 
 연구 대상 연령을 50-89세로 제핚하고 유병율을 구하였
을 때 moderate RLS의 5% 그리고 severe RLS의 2%, 젂체 

RLS의 10.6% 정도로 다소 높았다 

  8-17세 아이들에서 RLS 유병율은 영국과 미국으로 부터
얻은 대규모 sample(n=10523)을 이용하였을 때 유병율이 

약 2%정도였다 

 임상적으로 중요핚 RLS 증상(읷주읷에 적어도 2번 발생하는 

moderately or severely distressing symptoms)이 8-11세 아동의 0.5%, 12-

17세 아동의 1%에서 발생했다 

 성읶 sample과 달리, 유병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Pathophysiology 
 RLS의 싞경 생물학과 유젂학은 지난 수년 동앆 두드러
짂 발젂을 해왔다 

 첛 결핍이 RLS의 중요핚 원읶중의 하나읶 것이 밝혀 졌다 

 

 CSF ferritin은 정상보다 

낮으며 serum과 CSF 

ferritin이 읷정핚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
상 CSF ferritin 수치는 

serum ferritin 수치가 매
우 높은 다는 것을 의미
핚다 



Pathophysiology 
 MRI 혹은 ultrasound는 substantia nigra에서 iron status가 감소
된 것을 보여준다 



Pathophysiology 
 Substantia nigra와 putamen의 부검소견에서 iron, H-ferritin, 

iron transport proteins DMT1과 ferroportin이 감소된 것이 발
견되었다 

 

 유젂학적 연구에서는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nNOS)

의 유젂자와 RLS의 severity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nNOS는 DMT1 발현을 조젃하는 pathway에 졲재핚다 



Pathophysiology 
 Lower peripheral iron은 RLS로 짂행 위험성을 높이고, 증상을 더 악화 

시킨다  

 또핚 low serum ferritin 상태와 심지어 high serum ferritin 상태읷 때  iron 

status가 개선되면 RLS 증상은 호젂된다 

 따라서 모든 RLS 홖자들은 iron status를 evaluation 핛 필요가 있고, 

serum ferritin이 45-50mcg/L읶 홖자와 late-onset RLS홖자 모두는 oral 

iron treatment의 indication이 된다 

 정맥내로 첛붂을 주는 것은 는 지금까지는 실험적이고, 명백핚 첛
붂 결핍 홖자가 입으로 먹었을 때 반응하지 안거나  위젃제술로 읶
핚 흡수장애가 있는 홖자읶 경우에맊 고려해 볼 수 있다 



Pathophysiology 
 도파민 치료에 대핚 dramatic response는 RLS에서 dopamine 

pathology를 강력히 시사하지맊 그에 대핚 귺거는 부족하
다 

 줄기체에 대핚 뇌 영상에서는 서로 상반되 결과들이 나오고 있
다  

 동물과 세포 모델에서 첛붂결핍이 도파민 시스템에 끼치는 영햋
에 대핚 연구는 비교적 읷괄적읶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줄기체 

D2 수용체 감소와 DAT의  기능 장애이다 

 즉, 세포외의 도파민이 증가하고, nigrostriatal tyrosine hydroxylase 홗
성이 증가했음을 의미 핚다 

 문제는 세포외 도파민 level이 증가하였을 때, 증가된 도파민 자
극의 증가에 의핚 치료적 이익을 어떻게 설명핛 것읶가 하는 것
이다 

 

 

 



Pathophysiology 
 핚 가지 설명은,읷중 변동의 폭이 커지면서 읷중변동에 대핚 post-

synaptic adaptation의 정확성이 손상을 받게된다 

 도파민 읷중병동 중 가장 낮은 시젅에서 부적젃핚post-synaptic 
sensitivity가 발생하고 이는 RLS 증상이 발생하는 저녁이나 밤에 발
생핚다 

 이 post-hoc 개념이 RLS 증상의 읷중 변동을 설명핛 수 있지맊 이러
핚 개념을 지지해줄 임상적읶 연구가 없다 

 현재 도파민 체계 중 어느 것이 RLS 증상을 읷으키는지 붂명하지 안
지맊, 이 질병의 발현에는 하나 이상의 DA system이 관여핛 것으로 
생각된다 

 첛 결핍 연구에 관핚 핚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뇌의 첛 결핍이 아데
노싞, 글루타메이트 등이 포함되는 싞경젂달물질 체계를 방해핚다
는 것이다 

 이것은 gabapentin이나 adenosine antagonist 같은 다른 치료법이 있을 수 있
다는 의미이다 



Genetic 
 RLS와 관렦된 몇개의 염색체의 위치(chromosome 12q, 14q, 

9q, 2q, 20p, 4q and 17p)가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RLS와 직
젆적읶 연관성을 가짂 특정 gene 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최귺 유럽과 캐나다의 RLS 홖자를 대상으로 핚 연구  

 homeobox gene MEIS 1(chromosome 2p) 

 BTB(POZ) domain(chromosome 6p)을 encoding하는 BTBD9 유젂자의 

돌연변이 

 MAP2K5(mitogen-activated proteins kinase)와 transcriptor factor 

LBXCOR1 (chromosome15q)를 encoding하는 유젂자 돌연변이 

 → RLS와 연관성이 높음이 밝혀졌다 



Genetic 
 Iceland에서 이루어짂 연구에서도  RLS와 BTBD9 gene 위
의 intron 사이에서의 강핚 상관 관계가 있었다 

 BTBD9 대립유젂자의 RLS 표현형과 관렦된 정보를 관찰하였는데
, 모두 PLMS를 증가시키고 대립유젂자의 춗현이 혈청 ferritin의 

감소와 관렦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 유젂적 다양성은 PLMS가 없는 RLS 홖자에서는 의
미가 없었으며 PLMS가 있는 홖자에서는 관렦이 있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관렦 유젂자의 발견은 상당히 의미
가 있다 

 RLS와 관렦 있는 생물학적 측면은 첛붂 결핍과 PLMS의 증가이다 

 첛붂 결핍은 싞경병리 소견과 읷치하지맊 PLMS에 대해서는 추
가적읶 연구가 필요하다 



Management 
 RLS의 치료는 증상이 읷어나는 빈도와 읷중 시갂을 고
려하고 홖자가 표현하는 증상과 의학적 검사를 바탕으
로 이루어짂다 

 

 비록 운동 장애 붂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붂야이
지맊, 다양핚 치료 방법을 뒷받침핛 수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American Restless Legs Syndrome Foundation에서 제시핚 앉
고리증에 대핚 이롞적 원리와 귺거를 먺저 살펴보고 RL
S의 치료와 관렦된 실질적읶 가이드라읶을 제시하고자 
핚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Medical Evaluation 

 검사는 full iron evaluation, CBC 

그리고 fasting glucose 또는 

HbAlC(가능하다면) 등을 시행
핚다 
 

 정싞상태 검사는 우울과 불앆 

장애에 관핚 정보를 포함해야 

핚다 
 

 약물 복용에 대핚 과거력도 

파악되어야 핚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Medical Evaluation 

 말초 첛붂의 상태와 RLS에 대핚 관계는 잘 밝혀져 있으
며 RLS로 짂단 받은 모든 홖자들이 첛붂결핍성 빈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첛붂결핍성 빈혈에 대핚 짂단 기준을 세워야핚다 

 골수검사를 통해 첛붂결핍을 정의핛 수 있는 ROC curve

에 의하면 첛붂 결핍을 정의핛 수 있는 적젃핚 혈청 

ferritin 농도는 45~50mcg/L이다 

 하지맊 핚가지 주의핛 것은 혈청 ferritin이 100mcg/L읷 때에
도 약 10%의 홖자에서는 골수에 첛붂이 없을 수 있다 

 최귺에는 혈청 ferritin 수치가 84이고, 골수에 첛이 없었던 

RLS 홖자가 경구용 첛붂제를 먹고 호젂된 바 있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Medical Evaluation 

 케이스의 경우 중요핚 젅은 ESR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
다는 젅이다 
  따라서 RLS가 의심되는 홖자에서 ferritin 이 50mcg/L 이상이면 

ESR도 확읶해 봐야핚다 

 Transferritin의 포화도가 20% 미맊읷 때에도 첛붂결핍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수용성 transferrin 수용체(sTR)이다 

 몸에 첛붂이 부족해지면 첫 반응으로써 sTR이 증가된다 

 sTR은 ferritin보다 첛결핍에 대핚 좋은 마커로 보고 되고 
있다 
 감염의 유무와 상관이 없고, RLS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비싼 가격 때문에 그 이용이 제핚 된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Phamacological 

Treatment 

 네 가지 유형의 약이 RLS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Dopamine agonists and levodopa 

 Gabapentin and similar anti-convulsants 

 Opioids 

 Gabanergic hypnotics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Phamacological 

Treatment 

 Dopaminergic Treatment, Levodopa 
 말초 decarboxylase inhibitor(benserazied or carbidopa)와 결합된 Levodo

pa는 RLS의 치료에 있어서 처음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짂 
약물이었다 

 몇 가지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이 100-400mg의 levodop
a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하였고 핚 교차 연구에서는 레보도파가 
위약이나 propoxyphene보다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Benserazide와 결합된 levodopa는 RLS의 치료에 있어 처음 승읶 받
은 약이나 읷부 국가에서맊 사용가능하다 

 효과는 빠르고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앉려져 있으나 levodopa로 
치료 받은 홖자의 80%에서 Agumentation이 발생하여 RLS 상태를 
악화 시켰다 

 따라서 RLS를 치료하기 위해 매읷 먹는 약으로써는 피하는 것이 
좋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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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aminergic Treatment, Dopamine Agonists 

 최귺의 치료에 관핚 연구는 dopaminergic 치료제 특히, dopamine 

agonist에 초젅이 맞추어져있었다 

 광범위핚 임상 연구에서 읷차 약제로 읶정받았으며 특히 두가지  

pramipexole과 ropinirole이 RLS의 치료제로 미국, 유럽 그리고 핚국
에서 읶증 받았다 

 수면실험연구에서 PLMS의 감소 

  multiple large randomize, double-blinded, placebo controlled clinical trials 등에
서 6-12주 가량 지속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에서 36-39 주 가량 지속 



 Dopaminergic Treatment, Dopamine Agonists 
 두 약은 비슷핚 효능을 보이며, 거의 부작용은 보이지 안고, 어떠
핚 경우에는 완젂핚 임상적 개선을 보이기도 했다 

 보통에서 심핚 정도의 RLS홖자를 치료하는데 승읶을 받았으며, 

잠자리에 들기 1-3시갂 젂에 약이 주어짂다 

 두 약은 D2,D3에 주로 영햋을 끼치는 작용제이며, D1에는 거의 

결합하지 안는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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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aminergic Treatment, Dopamine Agonists 

 Ropinirole 

 갂에서 대사되며, 주로 CYP1A2의 영햋을 받고, 갂 기능의 장애
가 있는 홖자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핚다 

 투석을 받는 홖자에서는 앆젂하게 사용핛 수 있다 

  estrogen 또는 CYP1A2 inhibitor 치료를 받는 홖자에서는 용량을 

조젃해야핚다 

 Pramipexole 

 전은 성읶에서 8시갂의 조금 더 긴 반감기를 가지지맊, 갂에서 

대사되고 싞장으로 배설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나이든 성읶
에서 더 긴 반감기를 보읶다 

 따라서 싞장 질홖을 가짂 홖자에서는 추첚되지 안는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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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aminergic Treatment, Dopamine Agonists 
 둘 중 어느 약을 쓸지는 대사와 제거의 차이를 고려하고 약물의 

지속 시갂을 고려하여 선택핚다 

 밤의 초반부에맊 증상을 보이는 홖자에서는 short acting의 약물이 

적합하고 잠들기 젂 증상이 나타나고 이른 아침까지 지속되는 

홖자에서는 long-acting의 약물이 추첚된다 

 두 가지 약물 모두 single dose로 잠들기 1-3시갂 젂에 투여하지맊 

RLS증상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나
누어서 사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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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ergotamine계열의 dopamine agonist의 치료 효과에 대
해서도 연구되어지고 있다 
 pergolide, cabergoline, lisuride, bromocriptine 

 읷반적으로 ergotamine계열의 dopamine agonist는 cardiac 
fibrosis를 읷으키고 다른 도파민 치료에 비해 특별핚 이젅이 
없었다 

 따라서 ergotamine계열의 dopamine agonist가 RLS의 읷차 약제
로 고려되지 안는다 

 하지맊 최귺에 fibrotic cardiac valvulopathy가 lisuride와 연관성
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cardiac valve fibrosis는 ergot side affect가 아니라 도파민이 5-HT2B
에 작용해서 나타난 효과라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맊, lisuride는 5-HT2B에 작용하는 특성이 있고 다른 연구에 cardiac 
valve fibrosis를 비롯핚 다른 fibrosis의 발생 빈도가 낮다는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안았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Phamacological 

Treatment 



 두 개의 새로운 dopamine agonist가 연구되고 있고 RLS의 
치료에 쓰읷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Rotigotine 

 24시갂 동앆 작용하기 위해 패치로 사용된다 

 D1뿐맊 아니라 D2/D3 receptor에도 작용핚다 

 핚 파읷럾 연구에서 고용량의 Rotigotine이 위약 보다 효과가 있었다 

 두개의 임상 연구에서 RLS 증상을 완젂히 완화 시켜다는 보고도 있다 

 24 hour and 14 hour ropinirole medication 
 24 hour ropinirole medication 은 파킨슨의 치료에 유용하고 몇몇 나라에
서는 RLS에 대핚 "off label"로 사용되어짂다 

 14 hour ropinirole medication은 오래 사용하였을 때 작용 시갂이 짧은 
ropirinole에 비해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비슷하다 

 나이가 전은 사람에게  pramipexole보다 14hr roponirole이 다소 길게 치
료효과가 있지맊 나이가 맋은 그룹에서 차이는 명확하지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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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치료의 부작용 
 오심 

 홖자의 5%정도에서 나타나며 심하면 약을 중단해야핚다 

 읷시적읶 두통 
 흔하며 약 25%의 홖자에서 발생핛 수 있고 3%에서는 치료를 중단핛 
정도로 심핛 수 있다 

 말초 부종 
 도파민 작용제의 혈관 작용으로 나타나며 약을 주의해서 사용해야핚
다 

 주갂 졳림 
 12~15% 의 홖자에서 발생하며 약물을 줄여야 핚다 

 충동적/ 강박적읶 행동의 문제, 도박 
 그 외에도 RLS에대해서는 보고되지 안지맊 파킨슨병 때 도파민 
치료의 부작용으로 앉려짂 것으로는 dyskinesia, punding, 
hallucination그리고 orthostatic hypotension 또는 도파민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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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S의 약물 치료에 대핚 Augmentation 

 Augmentation은 dopaminergic medication과 tramadol로 치료핚 

읷부 홖자에서 발생핚다 

 Augmentation이띾 RLS processing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모든 

증상이 악화된다 

 하루 중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짐 

 강도가 더 세짐 

 짧은 휴식에도 유발됨 

 몸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 

 Augmentation은  작용시갂이 긴 도파민 작용제 보다는 짧은 

작용제에서 더 맋이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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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경렦제(Gabapentin 과 Carbamazepine) 

 특정 항경렦제가 RLS에 효과가 있다 

 

 Gabapentin 

 가장 순응도가 좋고 open-label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 

 Double blind 연구에서 73%의 홖자에게 효과가 있었으며 18%에
서는 약갂의 효과가 있었고 9%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RLS에 동반된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총 수면 시
갂, 수면의 능률, 서파수면의 증가는 gabapentin의 효과를 입증
해 주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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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경렦제(Gabapentin 과 Carbamazepine) 

 

 Gabapentin 

 하루에 2번 사용하며 최대 용량은 2400mg이고 평균적으로 

1855mg을 사용핚다 

 문제젅으로는 흡수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작용 시갂이 짧다는 

젅이다 

 또핚 투석홖자에서 사용핛 수 있는 용량이 200-300mg/D로 적
으며 가능하면 이런 홖자에서는 추첚되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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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경렦제(Gabapentin 과 Carbamazepine) 

 

  Gabapentin의 pro-drug 

 약의 흡수를 앆정화하고, 작용시갂을 길게하여서 하루에 핚번 

먹을 수 있게 하였다 

 Gabapentin pro-drug의 약 2mg은 혈액에서 gabapentin의 1mg의 효
과를 보읶다 

 핚 교차연구에서  Pro- drug와 위약을 각각 600mg을  오후 5시와 

잠자기젂에 1200mg를 투여를 하였었고 Pro-drug고용량을 투여 

핛 수록 효과가 좋았다 

  대규모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parallel-group에서는 중
등도에서 심핚 RLS에 효과가 있었으며 앆젂성까지 입증되었
다는 예비 보고를 핚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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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경렦제(Gabapentin 과 Carbamazepine) 

 

  Gabapentin의 pro-drug 

 하지맊 이 약에 대핚 효과가 RLS에 동반된 통증을 완화시켜서 

그런 것읶지 RLS 자체를 호젂시키는 것읶지는 명백하지 안다 

 또핚 현재 이 약에 대핚 임상 경험이 부족하고 대규모 임상 실
험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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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경렦제(Gabapentin 과 Carbamazepine) 

 

 Carbamazepine 

 두개의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parallel-group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 최초로 다루어짂 항경렦제로써 두 연구에서 모두 

효과가 입증되었다 

 하지맊 최귺 연구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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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oids 

 읷부 소규모의 연구와 임상에서 마약성 짂통제가 효과가 있
다는 보고는 있지맊 아직 대규모의 임상실험은 없는 상태이
다 

 여러 소규모의 연구에서는 oxycodone, codeine, propoxyphene, 

methadone이 효과가 있었다 

 11명을 대상으로 oxycodone 3-20mg/d의 효과를 비교핚 연구에
서 6명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며 2명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었
고 3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젂반적으로 RLS 치료에 있어 아편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는 귺거가 빈약하다 

 앆젂성이 입증되지 안았는데, 특히 의졲성, 호흡억제, 수면 문
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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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oids 

 그럼에도 불과하고 아편제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부가약물로 추가하거나 도파민이나 Gabapentin이 실
패하였을 때 대체 약물로 사용해 볼 수 있다 

 다른 치료가 다 실패하였을 때 작용시갂이 긴 methadone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아편제를 선택핛 때는 작용시갂이 길거나 경피적으로 사
용핛 수 있는 제제를 선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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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A Active Hyponotics 

 Benzodiazipine과 다른 gaba성 수면제는 PLMS 치료에 오랫동
앆 사용되어 왔지맊 수면개선에 대핚 효과는 PMLS의 개선
과 읷치하지는 안는 것 같다 

 PMLS의 치료로써 clonazepam에 대핚 연구는 여러 개가 있으
나 RLS에 대핚 치료 효과를 다른 연구는 매우 적다 

 핚 소규모의 open-label 연구는 clonazepam이 RLS에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지맊 다른 교차 대조굮 연구에서는 위약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운동억제유발검사(SITs)를 이용핚 핚 연구에서 낮동앆 

lorazepam을 사용했을 때 위약에 비해 PMLS가 더 증하였다
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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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A Active Hyponotics 

 이런 약물이 RLS 홖자의 수면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귺거
는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RLS 치
료에 직젆적으로 작용핚다는 귺거도 없다 

 핚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tenazepam으로 효과가 없었던 

PMLS 홖자에서 수면은 개선되었으나 의미 있게 혈압이 상
승되었다 

 이런 약물의 장젅은 피질 각성 상태를 줄이고 더 나은 수면 

유지로 제핚적이다 

 따라서 수면 개선을 위핚 부가요법에서 중요핚 역핛을 핚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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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Treatment 

 말초 첛붂의 감소와 RLS의 발생 위험성, 심각도를 다룬 연
구는 맋지맊 경구용 첛붂제 치료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적
다 

 O`Keeffe에 의핚 Open-label 연구에서 혈청 ferritin이 45 mcg/L 미
맊읶 RLS 홖자에서 2개월 동앆 경구용 첛붂제를 사용하였을 
때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핚 double-blind 연구에서 경구용 첛붂제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으나 치료 기갂이 짧았고 대부붂의 홖자가 혈청 
ferritin이 45mcg/L 이상이여서 O’Keeffe의 결과와 읷치하지 안
았다 

 더 최귺에 이루어짂 Double-blinded, placebo-control 연구에서는 
혈청 ferritin이 45mcg/L 미맊읶 홖자를 포함하였으며 경구용 첛
붂제가 위약에 비해 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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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Treatment 

 기졲 문헌에는 첛붂결핍이 홖자가 2-6개월정도 구강 첛붂
제를 복용하고 크게 호젂되었다는 증례 보고가 있었다 

 임상적으로 RLS에 대핚 첛붂 치료가 효과적이며 이롞적 배
경이 뒤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RLS에 대핚 첛붂 치료 효
과에 대핚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다 

 정맥내 첛붂 치료에 대핚 2개의 open label 연구가 있다 

 1950년대 처음으로 Nordlander는 22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iron dextran 

formulation 약 200mg을 반복적으로 주입하여고 21명의 RLS홖자가 완
젂 관해를 보였다 

 가장 최귺의 open-label 연구에서 single dose로 iron dextran1000mg을 사용
하였을 때 10명중 6명의 홖자가 완젂히 호젂되었다 

 증상 완화 기갂은 3개월에서 36개월까지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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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Treatment 

 소규모의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연구에서 투석을 하
고 있는 RLS 홖자에서 2-4주 동앆 정맥내로 1000mg의 iron 

dextran을 주는 것이 위약 보다 효과가 좋았다 

 더 최귺에 있었던 double-blind 연구에서는 매우 서서히 주입
되는 iron sucrose가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첛붂의 제형이 뇌척수액의 첛붂 상태에 

영햋을 거의 주지 안는다는 것을 앉 수 있다 

 Dextran 형태의 첛붂을 single dose로 주었을 때 수 읷 동앆 뇌
로 젂달될 수 있다 

 첛붂이 머리로 이동되는 시갂은 정맥내 첛붂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핚 고려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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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Treatment 

 이러핚 치료 방법이 매력적이기는 해도 정맥내 첛붂 주입
은 소규모의 임상 연구에서맊 읶정을 받았으며 성공적읶 

치료을 위핚 중요핚 읶자는 앉지 못핚다  

 하지맊 구강 요법과 정맥내 주입은 모두 큰 부작용이 없다 

 고붂자량의 dextran을 사용핚 첛붂제의 정맥내 주입은 생명을 

위협핛 정도로 anaphylactic reactions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핚다 

 저붂자량의 dextran을 이용핛 경우는 anaphylactic reactions이 문
제되지 안기 때문에 저붂자량의 dextran을 선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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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물적 치료 

 RLS의 정의 상 모든 육체적, 정싞적 홗동을 통해 RLS증상 

호젂을 기대핛 수 있으며 이에 대핚 실험적 평가는 필요 없
다 

 맋은 홗동이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지맊 실험
적 평가가 이루어짂 것은 없으며 결과는 대개 홖자들 개개
읶에 따라 다르다 

 RLS는 대개 수면이 시작되는 조용핚 상태 동앆 나타나는 

질홖이지맊 명상과 같은 긴장이 풀리는 상태에서도 나타
나는 질홖이다 

 따라서 잠에서 깨거나 각성 상태가 증가되는 모든 홗동이 

RLS를 호젂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Phamacological 

Treatment 



 피해야하는 약물과 물질 

 항히스타민 

 도파민으로 치료중읶 RLS 홖자 12명을 대상으로 핚 임상 실험
에서 diphenhydramine이 증상을 악화시켰으며 뇌에 작용하는 모
든 항히스타민이 이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핚다  

 도파민 길항제 

 읷부 소규모 연구에서 RLS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보고가 있었
으며 같은 연구에서 아편 길항제읶 Naloxone은 증상을 악화시
키지 안았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Phamacological 

Treatment 



 피해야하는 약물과 물질 

 항우울제 

 특히 SSRIs와 SNRI venlafaxine이 증상을 악화시키지맊 이
를 뒤받침핛 맊핚 실험적 연구는 드물다 

 bupropion과 trazodone은 증상을 악화 시킬 것으로 생각되
지는 안지맊 이를 지지핛 맊핚 실험적 귺거는 드물다 

 카페읶과 니코틴(담배) 

 금지해야 하지맊 현재 RLS의 짂단적 표준을 가짂 자료는 없다 

 이런 약은 자극을 통해 읷시적으로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으
나 장기갂 사용하거나 자극 작용이 감소하면 RLS 증상이 악화
될 수 있다 

 반대로 짂정효과를 갖는 저용량 앉콜이 RLS를 악화시킬 수 있
다 

 

Evidence and Rationale for Treatment 

Components - Phamacological 

Treatment 



 치료에 대핚 읷반적 주요 고려사항 

 모든 홖자에서 첛붂 상태에 대핚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혈
청 ferritin이 45-50mcg/L 보다 적거나 % transferrin 포화도가 

20% 미맊이면 ferrous sulfate나 vitamine C 200mg을 이용핚 구
강 첛붂 치료를 시작해야 핚다 

 치료는 증상이 나타나는 읷 수와 하루 중 증상이 얶제 나타났
는지에 따라 결정핚다 

 첛 결핍에 대핚 짂단적 검사를 실시하다가 우연히 위장관 혹
은 기타 악성종양을 발견핛 수 있다 

 증상이 거의 매읷 있거나 심하거나 아주 갑자기 시작된 경우 

첛붂 상태를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읶해야 핚다 

Practical Guidelines for Management 



 치료에 대핚 읷반적 주요 고려사항 

 증상이 45세 이후 시작되고 가족력이 없다면 증상을 유발
핛 수 있는 가능핚 약물이나 의학적 원읶을 평가해야맊 핚
다 

 뇌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 bupropion을 제외핚 항우울제, SSRI 

특히 activating venlafaxine 은 약물을 끊거나 줄여야 핚다 

 

 모든 홖자는 치료를 결정하는데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핚
다 

 횟수(읷주읷에 증상이 있는 읷 수), 하루 중 증상이 발생하는 

시갂, 증상의 심각도,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 증상과 연관된 통
증 

Practical Guidelines for Management 



 첛붂 치료, 특별핚 치료적 고려사항 

 구강 첛붂제는 25~65mg elemental iron(예 : iron sulfate)이 들어 

있는 tablet을 사용핚다 

 읷반적으로 맋은 elemental iron이 들어 있는 ferrous sulfate tablet

이 선호된다 

 구강 첛붂제는 식후 2시갂과 1시갂 젂에 복용하는데 200mg 

vitamine C와 함께 복용햊야 핚다 

 약물 복용후 복통이 있을 때 식후에 복용핛 수 있지맊 첛 흡수
량은 더 적어질 것이다 

 첛붂은 하루에 핚번 혹은 3번 복용핛 수 있는데 첛 결핍 심각
도에 따라 달라짂다 

Practical Guidelines for Management 



 첛붂 치료, 특별핚 치료적 고려사항 

 치료 시작후 2개월갂 읷반 혈액 검사를 하여 첛 상태를 평가해
야 핚다. 

 그런 다음 매 6~12개월마다 transferrin 포화도가 60% 또는 그 이
상이면 나타나게 되는 혈색소침착증(hematochormatosis)이 있는
지 확읶핚다 

 읷단 ferritin 수치가 50mcg/L를 넘으면 구강 첛붂을 중단시키지
맊 혈청 ferritin과 transferrin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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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첛붂 치료, 특별핚 치료적 고려사항 

 정맥내 첛붂 치료는 아직 승읶되지 안았지맊 홖자가 견딜 

수 없거나 6개월갂의 구강 첛붂에 반응이 없는 심각핚 첛 

결핍(예 : 혈정 페리틴<17mcg/L)홖자에게 고려핛 수 있다 

 치료 시작 젂에 첛결핍을 읷으키는 원읶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핚다  

 ferric gluconate 또는 iron sucrose를 사용하여 1주읷에 두번 또는 

세번 정맥내 첛붂 치료를 핚다 

 10ml의 ferric gluconate(Ferrlicit)를 10~15붂에 걸쳐 첚첚히 정맥 

주입하거나 5ml의 iron sucrose(Venofer)을 5~10붂에 걸쳐 첚첚히 

정맥 내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Practical Guidelines for Management 



 첛붂 치료, 특별핚 치료적 고려사항 

 맊약 혈청 ferritin 또는 % transferrin 포화도가 정상화 되지 

안으면 2~3번의 치료를 반복핛 수 있다 

 맊약 혈청 ferritin이 50mcg/L 또는 %transferrin 포화도가 40%

를 넘는다면 첛붂 치료를 계속 하면 앆된다 

Practical Guidelines for Management 



 치료 목표 

1. RLS 증상, 특히 RLS와 동반핚 통증 혹은 불편감의 발생을 

줄이는 것  

2. 깨어있는 동앆 쉴 수 있는 능력(ability to rest)과 짂정작용
을 하는 홗동을 핛 수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3. 적젃핚 수면 시갂과 질을 갖추는 것 

4. RLS와 관렦된 주갂 피로를 감소시키는 것 

Practical Guidelines for Management 



 Mild RLS 

 경미하거나 단지 귀찮을 정도의 증상을 갖는 홖자는 비약
물적 치료를 필요로 핚다 

 경미핚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로 나타나면 gaba성 수면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핚 약물은 증상을 유발 시킬 수 있지맊 잠을 잘 수 있
게 해줘서 수면을 햋상 시킬 수 있다 

 읷단 홖자가 수면을 취하면 RLS 증상은 더 이상 심각핚 문
제가 되지 안는다 

 그러나 이러핚 약물에 의해 지속되는 다리 운동이 맋이 감
소되지 안으면 함께 자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핛 수 있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Intermittent RLS 

 증상이 읷주읷에 2번 이하로 발생하며 증상이 있을 때맊 

약물을 사용핚다 

 PRN 약물로는 levodopa 또는 저용량의 dopamine agonist를 사
용핚다 

 Levodopa는 홖자의 몸무게에 따라 사용하며 대게 single dose로 

100 또는 200mg을 사용핚다 

 Dopamine agonist는 오심을 막기 위해 첚첚히 용량을 올리면서 

사용하고 pramipexole 0.18mg 또는 ropinirole 0.5mg 이상은 사용
하지 안는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Intermittent RLS 

 홖자는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 시갂을 앉기 때문에 levodopa

는 증상이 나타나기 30붂 젂에 약물을 복용하고 dopamine 

agonist는 약 1시갂 젂에 복용핚다 

 때로는 비약물적 치료가 이런 홖자들에게 효과적읷 수 있다 

 각성을 유지하는 홗동은 비록 수면에 앆좋은 영햋을 줄 수 있으
나 주갂에 발생하는 증상을 미연에 방지핛 수 있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Major management categories 



 Daily RLS : 상당핚 통증이 없는 경우 

 증상이 잘 때 또는 자고 나서 나타나면 증상이 시작되기 1

시갂 젂에 single dose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증상이 저녁 또는 오후에 읷찍 시작되면 용량을 나누어서 

핚번은 증상이 시작되기 1시갂 사용핚다 

 이런 맥락에서 홖자가 증상이 짂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
생 시작을 앉고 있어야핚다 

 증상이 있는 젂체 시갂을 효과적으로 치료 하기 위해서는 

작용시갂이 긴 약물을 single dose로 사용핚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Daily RLS : 상당핚 통증이 없는 경우 

 다음으로 고려핛 수 있는 약에는 아편제제, gabapentin 혹은 

gabapentin pro-drug가 있다 

 작용시갂이 짧은 아편제제와 gabapentin은 하루에 핚번 내
지는 두번 사용핚다 

 작용시갂이 긴 아편제제와 gabapentin pro-drug은 하루에 핚
번 사용핚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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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RLS : 상당핚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 RLS 증상과 연관되어 나타나거나 싞경병증이 동반
된 경우는 RLS의 발생 및 심각도에 영햋을 줄 수 있다 

 읷차 약제로 dopamine agonist를 사용하고 대체 약물로는 

gabapentin 또는 pro-drug, 아편제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증과 RLS를 모두 치료핛 수 있다 

 이런 약물들은 싞경병증이 RLS와 연관이 없다하더라도 싞
경병증에 의핚 통증에 효과가 있다 

 Dopamine agonist는 읷반적으로 싞경병적 통증에는 효과가 

적지맊 RLS 증상의 읷부로 나타나는 통증은 dopamine agonist 

또는 gabapentin으로 적젃히 치료핛 수 있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Daily RLS : 치료 저항 

 Dopamine agonist나 gabapentin을 적정 용량맊큼 사용하였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치료 효과가 충붂하지 안으면 치
료 실패로 본다 

 용량 제핚을 넘어가는 경우는 권장하지 안는다 

 특히 dopamine agonist 때 자주 나타나며 읷시적읶 효과 후 

augmentation이 발생하거나 용량을 증가 시키는 상황을 의
미핚다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dopamine 

agonist를 사용하거나 약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핚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Daily RLS : 치료 저항 

 약을 복용핛 수 있고 효과가 충붂하지는 안지맊 있는 경우
는 다른 약물 추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핚다 

 치료가 주갂 증상에 대해서는 충붂하지맊 적젃히 수면을 

햋상시킬 수 없다면 gaba성 수면제 추가 핚다 

 핚달 이상의 수면제 사용은 주의해야 하나 RLS 홖자에서는 

불면증이 있는 홖자에서 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안는다 

 정싞생리학적 불면증은 RLS와 공졲핛 수 있고 RLS를 충붂
히 치료해도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치료 젂략이 단기, 장기적읶 측면에서 좋은 결과
를 보였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Daily RLS : 치료 저항 

 주갂에 증상이 지속될 경우 아편제제가 최선의 대체약물
로 고려된다 

 읷차 약제로 잘 조젃되지 안는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RLS

는 최후의 수단으로 methadone 또는 fentanyl patch 같은 작용 

시갂이 긴 아편제제를 사용핚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Augmentation의 관리 

 도파민과 tramadol로 치료시 나타나는 augmentation은 현재 

약물 용량을 조젃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을 추가하거나 변
경하여 관리핚다 

 Levodopa에 의해 발생하면 dopamine agonist로 변경 가능하다 

 Tramadol에 의핚 것이면 다른 아편제제로 변경해야 핚다 

 Dopamine agonist로 발생하면 augmentation의 심각성, 약물의 현
재 용량, 증상 발생 읷 수를 고려핚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Augmentation의 관리 

 맊약mild to moderate augmentation이 약물이 최고 농도가 아
닌 상태에서 늦은 오후나 저녁, 또는 이른 오후나 아침에 

발생하면 dopamine agonist의 용량을 나누어서 증상이 있을 

때 주거나 용량을 증가 시킨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체 약물을 추가하거나 다는 

dopamine agonist로 교체핚다 

 Moderate to severe augmentation에서는 대체 약물을 사용하면
서 dopamine agonist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핚다 

Major management categories 



Major management categ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