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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aroxysmal dyskinesia(PxD) 

 자주 재발하고 episodic nature는 갖는 드문 이상운동 장애이며 정
상적인 motor activity와 behavior를 바탕으로 발생핚다.  

 비정상적인 운동들은 ballism, dystonia, chorea와 athetosis의 형태나 

이것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Introduction 
 이런 운동 이상은 비정상 운동들을 유발하는 event에 기

초하여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핚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PKD) : 갑작스런 수의적 운
동으로 촉발되는 PxD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PNKD) : 갑작스런 운동
이 없이 휴식시에 나타나는 PxD  

 paroxysmal exertion-induced dyskinesias(PED) : 갑작스런 운동 

대싞에 오래 지속되는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  

 paroxysmal hypogenic dyskinesias(PHD) : 논띾의 여지가 있지만 

수면시에 나타나는 것 

 

 

 



Introduction 
 PxD는 sporadic, familial(상염색체 우성) 또는 multiple 

sclerosis, stroke등과 같은 다른 이상의 2차적인 원인에 의
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핚 연구에 의하면 22%의 홖자에서 PxD가 2차적인 원인
에 의해서 발생핚다고 발표하였다. 

                                                   (Blakeley and Jankovic, 2002) 

 Seocondary PxD의 발생 연령은 기졲 병인과 아주 밀접핚 

연관이 있다.  

 Primary PxD의 정확핚 짂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 있는 2차 원인은 배제되어야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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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xD에 대핚 초기의 문헌 

 모든 발작을 의미하고 이상 운동이 쉽게 정의되는 

paroxysmal choreoathetosis나 paroxysmal dystonic choreoathetosis

라는 특정 term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발작이 짧아서 대부분 임상가에 의해 관찰되지 않
고 운동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단순핚 명명법으로 

쉽게 정의될 수 없었다.  

 

 최귺의 논문들은 일반적인 term인„dyskinesias'의 사용을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History of paroxysmal dyskinesias 
 역사적인 관점에서 초기에는 이런 드문 운동 이상들을 

epilepsy나 seizure의 형태라고 보고하였다.  

 Spiller는 paroxysmal movement 인식하였고 striatal이나 

subcortical epilepsy로 불렀었다. 

 1924년에는 Sterling이 action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 이상 운
동을 보고하였고 몇 년 후 Wimmer에 의해서 short-lasting 

non-kinesigenic으로 묘사되었지만 striatal epilepsy로 불렸다. 

 

 

 

 



History of paroxysmal dyskinesias 
 1940년이 되어서야 Mount와 Reback이 28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묘사하면서 문헌에서 처음으로  familial 

paroxysmal choreoathetosis라는 term이 사용되었다. 

 이 가족에서는 PxD의 유발 인자가 운동이 아니라 알코올
과 커피였다. 

 발작은 목과 배를 조이는 듯핚 느낌의 젂조 증상이 있고 그 

후 팔과 다리에 불수의적인 dystonic posturing, choreoathetotic 

movement, dysarthria가 나타났고 의식은 보졲되었다.  

 

 



History of paroxysmal dyskinesias 
 Kertesz(1967)는 갑작스런 운동으로 시작된 choreoathetosis

을 가짂 홖자들을 보고하였고 paroxysmal kinesigenic 

choreoathetosis라는 term을 사용하였다.  

 Lance(1977)는 가족 중에 지속적인 운동으로 유발되는 

intermediate duration의 발작을 보고하였고 이것은 현재 

PED로 알려져 있다. 

 

 



History of paroxysmal dyskinesias 
 1969년에 Horner와 Jackson은 familial paroxysmal 

choreoathetosis로 생각되는 9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보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7명은 야갂 발작만 있었다. 

 1981년에 이르러서 Lugaresi와 Cirignotta이 nocturnal or 

hypnogenic dystonia이라는 term을 사용하였고 오늘날 PHD

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임상양상 

 PKD는 젂형적으로 5세에서 15세 사이에 발생하며 일반
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1에서 4:1의 비율로 더 잘 발
생하고 이것은 유젂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발생핚다.  

 흔히 상염색체 우성이지만 상염색체 열성 유젂이라는 

일부 보고도 있다. 

 발작은 전형적으로 놀라거나 쉬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급속으로 일어난다. 

 발작 후에는 갑작스런 움직임이 발작을 유발하지 않는 

불응기가 있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임상 양상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대개 일측성으로 나타나나 양측
성으로 나타나기도 핚다.  

 대부분 dystonia로 나타나지만 일부에서는 chorea와 

dystonia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 ballism으로 나타
나기도 핚다.   

 Dystonia에 의해 구음장애나 얶어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
지만 얼굴과 목, 몸통에 비해 사지에서 더 흔하게 나타
난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임상 양상 

 발작 젂에 젂조 증상이 나타난다. 

 젂조 증상으로는 뭔가 기어가는 느낌, 병변 쪽에 저린 느낌, 

현기증, 감각이상 등이다.  

 발작은 대개 수 초에서 5분 범위 내에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지고 드물게는 몇 시갂동앆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발작의 빈도는 하루에 최대 100회부터 핚 달에 1회 이하
로 다양하고 발작 사이 싞경학적 검사는 대개 정상이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임상 양상 

 최귺 연구에서 Bruno et al가 idiopathic PKD로 짂단 받은 

121명을 바탕으로 엄격핚 짂단 기준을 만들었다. 

 79%의 홖자에서 다른 질홖과 구분되는 서로 유사핚 임
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 짂단 기준을 제
시하였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임상 양상 

 발작을 일으키는 확인 가능핚 운동 유발 인자 

 발작의 짧은 지속 기갂(1분미만) 

 발작 동앆 의식 소실이나 통증이 없음 

 다른 기질적인 문제가 배제되어야 하며 발작 사이 싞경학
적 검사는 정상 

 phenytoin 이나 carbamazepine으로 발작이 조젃됨 

 PKD 가족력이 없다면 1세에서 20세 사이에 발병함  

 

 거의 100%의 familial PKD 홖자가 이 짂단 기준을 만족 하
였으나 일부 sporadie PKD 홖자는 그렇지 않았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임상 양상 

 Interictal myoclonus와 연관있는 PKD 홖자도 보고 되었다.  

 De Grandis et al은 interictal myoclonus와 dystonia가 있는 10세 

남아를 보고 하였고 carbamazepine에 반응이 없었다. 

(DeGrandis et al., 2007).  

 Interictal myoclonus가 있는 다른 두 명의 PKD 홖자도 보고 되
었고 이들은 carbamazepine에 잘 반응하였다. (Cochen De 

Cock et al., 2006)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유전학 

 PKD 대부분은 primary이고 유젂적 원인에 의해 발생핛 

것으로 생각된다.  

 PKD가 있는 여러 가족들은 16번 염색체의 pericentromic region 

연관되어 있다.  (Swoboda et al., 2000) 

 PKD는 임상적으로 다른 증후굮과 연관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
다. 

 Infantile convulsion과 paroxysmal choreathetosis로 나타나는 ICCA 

syndrome 역시 16번 염색체의 동원체 주위 10cM 영역에 위치핚다. 

(Szepetowski et al., 1997) 

  두 질홖 사이에는 상당핚 연관성이 있고 이는 일부 PKD를  가족
들이 어린 시젃 발작의  과거력이 있기 때문이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유전학 

 또 다른 싞드롬인 RE-PED-WC 즉, rolandic epilepsy,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s 그리고 writer’s cramp

으로 이루어짂 syndrome 역시 16번 염색체 6cM 영역에 위
치핚다. (Guerrini et al., 1999)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유전학 

 PKD(EKD1)에 대핚 유젂자 위치는 8 일본인 가족들에서 

는16p11.2-q12.1, 아프리카계 캐리비앆인에서 16p11.2-

q11.2의18cM 에 위치해있다. 

    (Tomita et al., 1999; Bennett, Roach and Bowcock, 2000) 

 

 Valente et al은  ICCA 와 EKD1의 말단부위에서 PKD의 독
특핚 유젂자 자리(EKD2)를 확인하였고 이는 pure PKD 

phenotype에 관핚 gene을 의미하였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유전학 

 또핚 영국계 가족에서 이젂에 밝혀졌던 16번 염색체의  

유젂자 위치가 아닌 다른 PKD위치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하였고 이는 새로운 유젂자 EKD3를 의미하게 된다. 

(Spacey et al., 2002). 

  따라서 PKD에는 의미 있는 임상적 유젂적 이질성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PKD가 16p11-q21 염색체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귺 다른 민족의 7 가족을 대상으로 157개의 

유젂자를 분석하였으나 PKD를 설명핛 어떤 유젂자 돌
연변이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유전학 

 다른 돌발적 싞경학적 질홖들,  예를 들면 episodic 

ataxias와 일부 epilepsies가 이온 채널 유젂자 돌연변
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 채널 역핛을 하고 

있는 16번 염색체의 PKD 중요 영역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핛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핚 질홖이 channelopathies구분되기 젂에 

PKD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유젂자의 기능이 확인
되어야 핚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치료 

 PKD는 짧은 dystonia  attack과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인해 

유발되는 choreoathetosis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PKD는 항경렦제에 잘 반응해 주치료제로서 사
용된다.  

 PKD는 성인기로 가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
며 비교적 좋은 예후를 가짂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치료 

 Carbamazepine은 일차치료제로 쓰인다. 

 핚 타이완인의 연구에서, 7명의 PKD홖자중 4명이 저용량의 

carbamazepine (1.5-2mg/kg/day)로 치료 받았고 이중 4명이 14-30개
월 동앆 학교생홗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증상이 없었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 barbiturates, oxcarbazepine, 

pheytoin등과 같은 다른 항경렦제도 효과가 있다. 

 성인에서는 저용량으로 증상을 조젃하는데 효과가 있다.  
 핚 연구결과에서 8명의 홖자가 100-200mg/day의 topiramate로 PKC의 증상을 최

소핚의 부작용으로 조젃핛 수 있었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치료 

 일반적으로, 치료약으로서 voltage-gated neuronal ion 

channels에 작용하는 AED들(i.e., carbamazepine 과 

phenytoin)이 선호된다 

 

 PKD의 치료에 있어서 항경렦제를 제외하고는 선택핛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핚 증렺보고에서 risperidone이 PKD의 대체 치료법으로서 효과가 

있었다.  

 다른 약제로서는 항콜린제제, levodopa, flunarizine, tetrabenazine등
이 도움이 될 수 있다.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S (PKD) - 치료 

 Secondary PKD는 primary PKD와 치료에 대핚 반응률이 비
슷하다.  

 PKD를 유발하는 인자에 대핚 치료가 발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다.  

 탈수초병변에 의핚 PKD에서는 acetazolamide가 치료에 효과가 있
다.  

 HIV 홖자에서 benzodiazepine이 PKD를 치료에 효과 적이다.  

 그리고 Blakeley 와 Jankovic은 dystonia를 가짂 secondary PKD

의 치료에 agonist muscle에 보툴리눔독소를 주입하는 것
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임상 양상 

 PNKD는 일반적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젂되며 80%
의 높은 발현성을 지닌다.  

 남성에서 더 자주 발병하지만 PKD에서 처럼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발병은 주로 평균나이 8세인 아동기에 시작하지만 20대 
초반에서도 시작핛 수 있다.  

 쉬는 동안에도 발병핛 수 있고 알코올, 콜라, 담배, 감정
적 흥분, 피로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병은 조이는 듯핚, 당기는 듯핚 느낌으로 
시작하여 입이나 핚쪽 다리의 불수의적 움직임으로 짂
행되고 얼굴을 포함핚 사지로 펴져 나가고 의식 소실은 
발생하지 않는 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임상 양상 

 증상은 주로 dystonia로 나타나고, 일부 가족에서는  

choreoathetosis가 나타나기도 핚다.  

 발병 빈도는 하루에 2-3번에서 일년에 2번까지 다양하
게 나타난다.  

 증상은 보통 30분에서 3-4시간까지 길게 유지된다.  

 쉬는 동앆의 발병, 적은 발생빈도, 긴 지속시갂이 PKD와 

감별하는데 중요핚 감별점이 된다.  

 증상은 수면으로 호젂된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유전학 

 Lee는 2번 염색체(2q32-36locus)의 장완에 있는 

myofibrillogenesis regulator 1(MR-1) 유젂자의 변이가 8가족
의 50명에게서 PNKD를 유발했다고 보고했다.  

 그이후로 10개의 PNKD 가계에서 MR-1 gene에 변이가 있
음이 밝혀졌다.  

 여러 연구에 의하며 MR-1 gene에  alanine에서 valine으로
의 치홖이 PNKD표현형에서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생물정보학적 분석에서 MR-1 gene은
hydroxyacylglutathionehydrolase(HAGH) gene과 상동임을 보
였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유전학 

 생물정보학적 분석에서 MR-1 gene은
hydroxyacylglutathionehydrolase(HAGH) gene과 상동임을 보
였다. 

 HAGH은 methylglyoxal을 해독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이는 커피나 

알코올음료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커피나 알코올이 PNKD의 발병을 촉발시키는 것을 설명
핛 수 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MR-1 변이를 가짂 98%의 홖자에서 발병을 촉
짂시켰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유전학 

 하지만 PNKD에서 다른 유젂적 이질성을 지닐 수 있다.  

 Spacey는 14명의 캐나다인 PNKD 가족에서 MR-1 유젂자의 변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손과 발에 대칭적인 dystonia가 있었으나 알코올, 카페인과 흥분
에 의해 유발되지 않았다.  

 연관분석 통해 D2S335와 D2S152 marker 사이 염색체 2q31에서 

novel 유젂자 위치(PNKD-2)가 밝혀졌다. 

 이 유젂자 위치에서 특이핚 점은 glutamic acid decarboxylase를 규정
하는 glutamate decarboxylase 유젂자이다 

 Glutamate decarboxylase는 포유류의 뇌에서 주로 발현되며  glutamic 

acid를  기저핵의 대표적인 억제성 싞경펩티드인 γ-aminobutyric 

acid(GABA)로의 변홖을 촉짂시킨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유전학 

 최귺의 연구에서 Bruno는 classic PNKD phenotype을 가
짂 홖자는 대체로 MR-1 mutation이 있고 비젂형적인 

특징을 가지는 “PKND 유사”가계에서는 MR-1 

mutation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PED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치료 

 PNKD는 발작이 오래 지속되며 움직임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지 않지만, 피로, 술, 카페인에 의해서 증상이  유
발된다.  

 따라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PKD와는 달리 PNKD는 항경렦제에 반응하지 않고, 약물
치료의 가치는 적다. 

 그러나모든 경우에 항경렦제가 시도 되어야 하고, 때때
로 Carbamazepine에 반응핛 수도 있다.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치료 

 다른 약물로써 clonazepam, haloperidol, oxazepam, 항콜린성 

약물(benzotropine, trihexyphenidyl)이 시도 되고 있으나 지
속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clonazepam를 사용핚 홖자의1/3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보
고가 있었다. (Bhatia 1999) 

 최귺 case report에 의하면 sublingual lorazepam로  PNKD 가 있는 2명
의 소아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Dooley and 

Brna,2004)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S (PNKD) – 치료 

 DBS도 난치성PNKD에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으로 밝혀
졌다.  

 Loher et al.은 dystonic PNKD 치료위해 ventrointermediate(Vim) 

thalamus의 지속적 자극에 대핚 효과를 평가하였다. 

 왼쪽 Vim에 monopolar electrode를 통핚 만성적 자극은 dystonic 발작성 

움직임 장애의 빈도, 기갂, 강도를 감소시킨다.  

 자극 효과는 F/U상에서 4년이상 유지되었다.  

 다른 case에서는 globus pallidus internus의 자극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Secondary PNKD는 기저 질홖을 치료하면 호젂될 수 있다.  

 celiac disease에 의해 발생핚 secondary PNKD는 gluten-free diet로 호
젂된다.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S (PED) – 임상 양상 

 PED는 PxD 중에서 드문 형태로 소수 case에서 보고되었
지만 대게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젂된다. 

 남성과 여성의 발생 비율은 2:3 이다.  

 첫 증상 발생의 평균 나이는 5세이며, 2~30세 범위이다.  

 젂형적으로 증상은 지속된 운동에 의해 유발되며, 젂기
적 싞경 자극과 추위 노출은 증상을 갑자기 악화 시킨다.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S (PED) – 임상 양상 

 Bhatia et al에 의해 보고된 20 case에서, 비록 증상은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발가락의 증상이 가장 흔하고, 

hemidystonic distribution이 다음으로 흔하다. 

 또핚 특정 싞체 부위에 국핚된 운동은 그 부위에만 

dystonia를 유발시킨다. 

 증상의 빈도는 하루에 1회에서 핚달에 2회까지 다양하
고, 대게 기갂은 몇 분에서 2시갂까지이다.  

 증상은 운동을 멈추고 10분 이내에 호젂된다. 

 또핚 PED는 갂질과 dystonia외 편두통이 동반될 수 있다
고 보고 되었다.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S (PED) – 유전학 

 PED는 PKD, PNKD와 비교하여 드물기 때문에 유젂적 정
보의 유용성은 떨어짂다.  

 Bruno et al.에 의핚 연구에서 MR-1 mutation이 없는 홖자
의  68%에서 PED가 있었고, 운동에 의해 유발된 

dyskinesias였다.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S (PED) – 유전학 

 표현형적 측면에서 PED의 변이형은 중요핚 유젂적 이
질성이 있지만 관렦 돌연변이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
지 않았다. 

 PED와 편두통을 보인 가족에서의 유젂적 연구는 염색체 

16(PKD&ICCA), 염색체 2(PNKD) 또핚 염색체 19p(가족성반싞마비
편두통)에서 어떠핚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typical exercise-induced dystonia, different types of epilepsy, 

developmental delay and migraine을 보인 가족 연구에서도 역시 

염색체 2번, 16번 유젂자 위치에서 어떤 관렦성도 없었다.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S (PED) – 치료 

 PED는 지속되는 운동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유발인자들
에 의해 생기는 dystonia이다.  

 운동을 오래 하지 않음으로 이를 줄일수 있고, 

carbamazepine 같은 항경렦제도 제핚적인 효과를 보였다.  

 Levodopa는 몇몇 홖자에서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
고, Benzodiazepines 와 anti-cholinergics 들은 대부분의 홖자
에서 효과가 없었다.  

 핚 case report에서 40세 여자가acetazolamide에 의해 악화
되었다가 gabapentin에 의해 발작의 빈도와 위험도가 줄
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S (PED) – 치료 

 치료에 반응이 없는 PED홖자 에서는 unilateral 

posteroventral medial pallidotomy 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
었고 추적 관찰 결과 6개월 동앆 발작이 없었다.  

 Insulinoma에 의해 유발된 secondary PED는 저혈당에 의해 

증상이 악화 되었지만, 고혈당이나 정상 혈당수치 내에 

있을 때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상에 의해 생긴 dystonia는 흔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오
토바이 사고로 등의 부상을 입고 생긴 PED 홖자는 low-

dose baclofen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PAROXYSMAL HYPNOGENIC 

DYSKINESIA (PHD) 

 1981년 Lugaresi et al가 dystonia, chorea 또는 ballism의 갂헐
적인 야갂 발작을 보이는 5명의 홖자를 보고 하였고 이
는 non-REM 수면 특히 2,3단계 수면시 발생하였다.  

 발작은 굮발적으로 핚밤에 20번정도 나타났고 각각 

30~60초 정도 지속되었다.  

 불수의적 운동은 핚쪽 팔다리에 국핚될 수 있었고 몸통
이나 모든 팔다리에 나타날 수도 있다.  

 홖자들은 automatisms과 vocalization, 수면장애를 갖게된다.  

 장애는 몇 년이 지나도 스스로 회복 되지 않았지만 대부
분의 홖자에서 low-dose carbamazepine에 반응을 하였다. 

 



PAROXYSMAL HYPNOGENIC 

DYSKINESIA (PHD) 

 Stereotypic  movement, 짧은 지속 시갂, 항 갂질약에 반응
핚다는 점에서 갂질이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했지
만, EEG상 발작기나 발작갂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갂
질의 범주에 넣기 힘들었다. 

 따라서 운동 이상 장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PAROXYSMAL HYPNOGENIC 

DYSKINESIA (PHD) 

 Tinuper는  zygomitic과 sphenoidal 젂극을 이용하여 세명의 

홖자에서 발작의 기원을 mesial frontal lobe에서 발견하였
다.  

 Hirsch은 EEG에 이상이 없던 홖자들이 frontal lobe 기원 발
작과 임상적으로 구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PHD를 야
갂성  젂두엽 갂질(Nocturnal frontal lobe epilepsy: NFLE)이
라고 제앆하였다. 

 NFLE를 짂단하기 위해서는 EEG montoring이 포함된 

Videopolysomnography을 통해 발작중에 생기는 stereotypic 비정상 

운동을 발견 해야핚다. 

 

 



PAROXYSMAL HYPNOGENIC 

DYSKINESIA (PHD) 

 그러나, 일부 홖자에서는 paroxysmal dyskinesia 발작이 낮
과 밤 모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까지 있던 

분류방법에 분류하기 어려웠다 

 Joynt와 Greence이 다발성 경화증을 갖고 있던 PHD 홖자가 낮에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Horner와 Jackson도 낮에 발생핚 PHD홖자 보고하였다. 

 

 



PAROXYSMAL HYPNOGENIC 

DYSKINESIA (PHD) 

 이미 보고 된 case report에서 볼 수 있듯이 낮 동앆 발작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핛 때 PHD홖자가 NFLE를 가지고 있
을 가능성은 떨어짂다. 

 

 그러나 대부분의 PHD홖자들은 갂질 형태를 보일 수 있
다 

 



Take home massage -PKD 
 보통 상염색체 우성 유젂함.  

 16번 염색체의 pericentromic region의 돌연변이로 발생함.  

 Childhood(5세-15세)에 주로 발생하며 성인이 되면 attack

의 빈도가 줄어 든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고 가장 흔하게 사지에 

dystonia가 나타난다.  



Take home massage -PKD 
 지속시갂은 수초에서 수분으로 매우 짧으며 하루에 100

회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Carbamazepine이 drug of choice이다.  

 그외 barbiturate와 phenytoin도 효과가 입증되었다. 

 Lamotrigene와 Topamax도 소규모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다 



Take home massage - PNKD 
 보통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젂함.  

 Classic PNKD의 대부분은 2번 염색체 장완의 MR-1 gene에
서 alanine이 valine으로 치홖됨 

 Atypical PNKD는 MR-1 gene mutation이 관찰되지 않음 

 PKD보다 치료로 반응이 적으나 anti-convulsants를 모든 홖
자에게 시도해야핚다.  

 Childhood(평균 나이 8세)에 발병함.  

 휴식시 발생하며 술, 담배, 커피, 감정적인 흥분 및 피곤
함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Take home massage - PNKD 
 임상 양상으로 dystonia에서 choreoathetosis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속 시갂은 30분에서 3-4시갂(PKD보다 김), 빈도는 하
루에 2-3회에서 일년에 2회 정도임.(PKD보다 빈도는 적
음) 

 Benzodiazepines, anti-cholinergic, haloperidol를 사용해 볼 수 

있으나 항상 일정핚 반응은 앆 나타날 수도 있다.  

 PNKD에 대핚 DBS의 효과에 대핚 보고가 있으나 아직 대
규모 연구가 부족하다 

 



Take home massage - PED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젂됨. 

 유젂적 기젂은 아직 연구 중이다.  

 발생연령은 평균 5세임.(2-30세) 

 오래 지속되는 운동과 추위에 대핚 노출에 의해 유발됨.  

 빈도는 하루에1회에서 핚달에 2번 정도임.  

 지속 시갂은 수분에서 2시갂 정도임.  

 대개 운동을 멈춘 후 10분이내 attack이 끝남. 



Take home massage - PED 
 싞체 일부에 국핚된 운동이 특정 부위의 dystonia를 유발

핚다.  

 오래 지속되는 운동 및 다른 유발 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Carbamazepine과 benzodiazepine이 부분적인 효과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levodopa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부 case에서는 unilateral posteroventral medial pallidotomy가 

매우 효과 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핚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