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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범위의 movement disorder는 전통적인 증후군의 범주로 분류

하기 어려우며 이런 miscellaneous syndromes들은 신체부위에 따라 

4개의 그룹(face, neck, trunk, limb)으로 나뉘어진다. 

• 병인이 알려져 있다면 위험대비 효율을 따져 원인에 대한 treatment를 

할 수 있겠지만 원인은 종종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 환자의 수가 적고 분류의 어려움때문에 randomized, controlled 

therapeutic trial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증적

인치료는 open-labeled observation과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 Botulinum toxin은 hemifacial spasm, facial hemidystonia, tonic 

spasm등과 같은 facial disorder, 그리고 종종 geniospasm,bruxism, 

chronic myokymia, myoclonic dystonia, dystonic tics of the face

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이용된다. 



• Neck tongue syndrome과 bobble head syndrome은 추가적 조사를 

요구로 하고 수술적인 치료로 호전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Spinal and propriospinal myoclonus, belly dancing등과 같은 trunk

의 movement disorder에 대한 치료결과는 실망스럽지만 

benzodiazepines, AED, Botulinum toxin injection이 부분적인 효과

를 볼 수 있다. 

• Limb movement disorder에 대해서는 대증적인 치료가 병인에 대한 

치료에 대체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으며 Painful legs and moving toes

는 때때로 analgesic treatment에 대해 저항을 보이며 epidural block 

and epidural spinal cord stimulation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Stump dyskinesia는 baclofen, gabapentin or antidepressant 

treatment에 호전양상을 보이며 paroxysmal movement disorder는 

AED, benzodiazepine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 Causalgia dystonia 

syndrome의 치료는 physiotherapy와 psychotherapy를 같이 한다. 

 



Introduction 

• 다양한 movement disorder는 chorea, dystonia, myoclonus등과 같

은 고전적인 분류를 할 수 있을지라도 많은 수의 독립적인 movement 

disorder가 관찰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 miscellaneous disease와 syndrome을 쉽게 구분 짓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 신체 부위에 따른 분류 

• 유발 요인 및 동반 증상에 따른 분류 

• 이러한 질환들은 임상연구로 얻어진 치료 효과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

으므로 대부분은 open-labeled observation과 전문가의 의견, 임상 

경험과 개인적 조언들에 의존한다. 



Facial movement disorders 

• Jerky movements 

• 가장 흔한 movement disorder는 hemifacial spasm으로 안면신

경이 innervation하는 근육의 unilateral involuntary contraction 

으로 특징지어진다. 증상은 주로 눈 주위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데 턱과 입술의 syncinetic contraction과 같이 나타나고 

platismus muscle이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muscle bundle의 

prominent한 contraction을 보이며 involve된다. 대부분의 

hemifacial spasm은 편측으로 발생하나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

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서는 양측의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 이론적인 감별진단은 blepharospasm으로 hemifacial spasm과

는 달리 때때로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근수축은 양측으로 발생하

며 눈 주위 근육들과 동시에 수축하며 눈썹, 이마, 얼굴 아래부위

까지 퍼지는 양상(Meige syndrome)과 목으로 퍼지기도 한다

(Craniocervical dystonia) 

 

 

 



• epilepsia partialis continua는 더욱 감별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primary motor cortex의 얼굴에 해당하는 somatotopic 

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부위에 의존하며 clonic spasm은 얼

굴의 한쪽부위를 침범한다. 두개의 clue가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

다 

• clonic movement가 주로 얼굴의 아래쪽이나 아래쪽, 위쪽

에 동등하게 나타난다. 

• clonic movement는 반대측 눈썹과 이마 근육쪽으로 퍼져나

가며 이런 움직임은 절대로 hemifacial spasm에선 보이지 

않는다. 

• facial hemidystonia는 실제적이기 보단 이론적으로, 대부분은 

basal ganglia의 병변이나 경색에 2차성으로 나타난다. 



• lower face의 tonic spasm은 더욱 감별하기 어려우며 forced 

closure of the mouth or lateral deviations of the jaw를 특징으

로 한다. 대부분 심인성으로 나타나지만 brain stem lesion에 의

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MRI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 epilesia partialis continu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러한 

movement disorder는 얼굴의 일부에 국한된 쉽게 확인할수 있

는 muscle의 clonic or tonic spasm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갖는

다. 

• Botulinum toxin은 hemifacial spasm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

하지만 facial hemidystonia나 lower face의 tonic spasm은 

Botulinum toxin의 사용에 대한 data가 없다. 하지만 

blepharospasm과 meige syndrome에서의 효과에서 유추해봤을

때 facial dystonia에도 일부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된다. 

 



• myokimia는 지속적인 근육의 미세진동수축으로 정의되며 post 

paralytic facial syndrome에서 관찰된다. 덧붙여서 facial palsy

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초기에 마비된 쪽 muscle의 지속적인 

low-level contraction과 자발적인 깜빡임의 증가, contralateral 

facial spasm과 blepharospasm양상의 근육활동과 혼동을 보이

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post paralytic facial hemispasm (plus 

myokimia)와는 다르게 이런 초기증상들은 botox의 주입이 필요

하지 않으며 쉽게 자연회복된다.  

• 다양한 국소적인 myokymia의 원인 중 종양에 대한 방사선 조사 

또는 뇌간의 종양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 Superior oblique m'의 국소적인 myokimia는 episodic 하게 한

쪽눈의 oscillopsia로 특징지어지며 2/3의 환자에서는 저용량의 

carbamazepine, oxcarbazepine 또는 gabapentine이 부분적 효

과가 있다. valproate의 효과는 드물게 보고되지만 일부 케이스에

서 ;흥미롭게 사용될 수 있다.   



• Eyelid에 국한된 만성적인 myokimia는 benign condition이며 편

측으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지속된다. 매우 

드물게(1/15) 이 증상들이 ipsilateral hemifacial spasm으로 진

행하지만 다른 종류의 facial movement disorder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몇몇 경우에서 botulinum toxin이 증상을 개선시킨다. 

• Rhythmic Movements 

• Rhythmic movement의 발생빈도와 localization은 진단과 치료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아래턱에 국한된 빠르고 간헐적인 tremor를 chin tremor 혹은 

geniospasm이라 한다. 이 양성질환은 유아시절부터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하며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

지만 일부 환자들은 미용 목적으로 botox를 주입한다. 



• 느리고 rhythmic한 얼굴과 턱의 tremor와 함께 안구의 pendular 

vergence oscillation을 보이는 oculomotory myorhythmia는 

whipple's dz를 강력히 연상시킨다.   

• Whipple's dz에서는 Brain MRI, Lumbar puncture, Whipple's 

PCR, intestinal bx등의 검사등이 행해져야 하며 해부학적 혹은 

생물학적 진단이 부재하더라도 환자가 oculomasticatory 

myorhythmia를 가진다면 Whipple's dz에 준하여 적절한 항생제

로 치료하여야 한다. 몇몇의 Whipple's dz에서 bruxism, leg 

myoclonus같은 추가적인 movement disorder가 관찰된다. 



• Facial myoclonus의 드문 경우에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 

• 유아에서 볼수 있는tongue, face, pharynx 때때로 다리를 

포함한 myoclonus는 infantile cobalamine 결핍아에서의 신

경학적 증후군으로 Vit B12를 주게되면 증상은 좋아진다. 

• Rasmussen encephalitis와 관련된 3년 이상 지속되는 진행

성의 ipsilateral spastic hemiparesis를 동반한 얼굴의 

myoclonus는 zygomaticus muscle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

입하여 치료한다. 

• 얼굴의 Myoclonic dystonia는 드문 경우로 이는 진행성의 

multifocal한 leukoencephalopathy와 관련된 putaminal 

lesion을 가진 환자에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서는 

Botulinum toxin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된다. 



• Intermittent Tonic Contractions 

• Bruxism은 tooth의 grinding과 clenching을 특징으로 하는데 

masseter와 temporalis m'의 비대와 턱 근육의 열림과 닫힘의 불

균형이 특징적이다.  

• Bruxism은 대부분 밤 동안 관찰되며 이는 심각한 통증을 발생시

키고 temporomandibular joint를 변형시켜 치아를 손상시킨다. 

• Bruxism이 때때로 일차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peripheral 

lesion이나 더 나아가서는 두부 외상이나 방사선 조사등에 의한 

2차성의 뇌의 손상, Huntington's dz, 암페타민 중독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 Bruxism에서 botox에 대한 Randomized trial은 존재하지 않지만 

open-labeled study에선 masseter, temporalis m'에 대한 국소

적 주입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 Dystonic tics은 usual tics와는 대조적으로 느리고 일시적인 연

축이 지속되며 이는 blepharospasm과 spasmodic torticolis와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 진성 Gilles de la Tourette syndrome의 환자는 tardive dystonia 

혹은 tardive tic과 감별하기 어려우며 수의적인 tic의 조절이 최

소 1분정도 가능하다. tonic spasm과 관련된 근육에의 botox 

injection은 불수의적인 움직임과 tic과 관련된 premonitory 

sensory component에 효과적이라고 open-labeled study에서 

보고된바 있다. 

• dystonia와는 대조적으로 dystonic tic은 단지 몇번의 주사로 치

료가 된다.  





Neck and Trunk movement 
disorders 

• Neck 

– 대부분의 목의 movement disorder는 dystonia, tremor, tic으로 구
분된다. 

– Tremor는 parkinson’s dz에서 6Hz의 postural 혹은 resting hand 
tremor로 관찰되기도 하는데 L-dopa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 느린 2-4Hz의 tremor는 cerebellar pathway의 병변에서 관측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심각한 MS, leucodystrophies, midbrain 
lesions , severe heat injury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botox정도가 부분적인 완화에 있어서 
제안될 수 있다. 

 
 



– 세 종류의 movement disorder가 진단과 그에 따른 특별한 치료법
에 있어서 언급된다. 

• Neck tongue syndrome은 심한 목 통증과 사경, 그리고 혀의 
위축으로 특징지어진다. 

• 치료는 neck tongue syndrome의 원인에 맞게 이루어 진다. 

• 성인에서는 movement disorder 없이 목과 후두부의 통증이 동
측 혀의 저림과 함께 나타나고 이는 atlantoaxial space에 존재
하는 두번째 cervical root가 목의 회전시에 눌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 Bobble-head doll syndrome은 위아래로 2-3Hz로 머리를 흔
드는 movement disorder로 어린이에서 나타나고 제 3뇌실의 
병변 및 뇌실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 Dandy-Walker malformation, supra or intra sellar arachnoid 
cysts or third ventricular tumor with hydrocephalus에서 이런 
간헐적인 movement disorder를 나타낸다. 

• Bubble-head doll syndrome이 치료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MRI와 신경 내분비적 검사가 필요하다 

• Head banging이나 Body rocking과 같은 rhythmic movement 
disorder가 수면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고 수면 시작시 혹은 
수면 중(stage2 or REM sleep)에 나타난다. 

• 평균적인 발병연령은 9개월이고 10세가 되면 대부분은 더 이상 
head banging을 보이지 않는다.  

• 저용량의 benzodiazepines(0.5 to 2mg)이 효과적일 수 있다. 

• Head banging이나 다른 sterotypes는 정신 질환의 증상이거나 
스스로를 해하려는 행동의 증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진정제나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제안될 수 있다. 

 



• Trunk 

– Trunk movement disorder는 tonic-dystonic posture와 좀더 움직
임있는 rhythmic or arrhythmic movement disorder로 나뉜다. 

– 첫번째 그룹에서는 trunk의 dystonia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두번
째 그룹에서는 spinal myoclonus와 belly dancing이 가장 흔하다. 

– Spinal Myoclonus 

• Spinal myoclonus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척수 분절에 국한되고 
jerking은 경우에 따라선 일측성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측
성, 대칭성,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 수축속도는 3-5Hz이며 때때로 jerk는 누운 자세이거나 다리가 
굽힌 상태에서 더 증가된다. 

• Myoclonus는 수면 중 지속된다. 



• Spinal myoclonus는 다양한 국소적 혹은 광범위한 병변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Spinal cord lesion, myelitis, viral 
infections 그리고 parainfection원인들인 post-radiotherapy, 
AV malformation, syrinx, Hashimoto’s encephalopathy, 
interferon tx, vit B12 deficiency등이 있다. 

• Spinal myoclonus의 변형인 propriospinal myoclonus는 비 리
듬성의 axial jerk로 특징지어지는데 여러 metamere(목, 몸통 
사지 근위부의 flexion)을 포함한다. 

• Jerk는 자발성이거나 자극에 의해 유발되며 EMG study상에서 
myoclonus는 주로 thoracic level에서 시작하며 느리게 위, 아
래로 전파된다. 



• Spinal and propriospinal myoclonus의 치료는 대증적이며 
benzodiazepine은 병변에 의한 2차성 혹은 1차성 spinal 
myoclonus에서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 특히 
얕은 수면 혹은 휴식 시에 악화되는 경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만 하다. 

• Tetrabenazine, trihexyphenidyl, L-dopa, topiramate, 
piracetam들이 시험이 되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 Botox도 국소적인 myoclonus에 제안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하
였다. 

• 전체적으로 약물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었고 대조적으로 의인성 
spinal and propriospinal myoclonus의 원인인 intrathecal 
morphinic agents와 SSRI 같은 것을 아는것이 가치가 있었다. 

 



• Intrathecal anesthetics(diamorphine, fentanyl)은 주로 몸의 
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적인 myoclonic spasm을 야기한다.  

• 용량을 적응시키는 것이 implanted system을 이용해 통증을 조
절하는 환자에게 myoclonus의 발생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 Systemic tramadol도 한 case에서 spinal myoclonus를 일으켰
다. 

• SSRI 치료후 나타나는 serotonin syndrome은 confusion, 
agitation, headache, fever, hypertension and myoclonus를 
유발하고 약을 중단하면 사라진다. 

• 저용량의 SSRI는 이미 spinal lesion이 존재하는 환자에게서 
spinal myoclonus를 유발할 수 있다. 

• Hashimoto’s syndrome과 연관된 propriospinal myoclonus는 
steroid로 증상이 좋아진다. 



– Belly Dancing 

• 벨리 댄서를 연상시키는 국소적인 조절되지 않는 배의 움직임은 
복통과 반복성의 복부 수술에 대한 약물 사용과 연관되어 있다. 

• 최근, 무통성의 abdominal dyskinesia는 intramedullary tumor 
혹은 centropontine mylinolysis이후에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 Benzodiazepines, analgesic treatments, botox injections이 
일부 환자에게 사용되었지만 눈에띄는 증상 호전은 보이지 않았
다. 

•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은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 





Limb Movement Disorders 

• Hyperkinetic Movement disorders 

– 대부분의 hyperkinetic movement disorders는 말초성 혹은 중추성 
병변 또는 다양한 외상이나 수술 후에 유발된 movement disorder
이다. 

– Peripherally induced movement disorders 

• Painful legs and moving toes 

– Painful legs and moving toes는 침범된 다리의 통증과 함
께 자발적인 꿈뜰거리는 발가락의 움직임으로 구성된다. 

– 상지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며 통증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일지라도 painless legs and moving toes또한 기술된 적이 
있다. 

–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과 불편감에 대해 호소하고 움직임
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는다.  

– 불행히도 통증에 대한 치료는 불완전하고 효과가 거의 없다 

 

 
 



– 때때로 lumbar epidural block 또는 epidural spinal cord 
stimulation으로 pain과 movement disorder에 대한 치료효
과가 있기도 하다. 

– Movement disorder가 불편을 초래한다면 exterior and 
flexor muscle에 국소적 botox주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Focal myoclonus 

– 말초성 기원의 focal myoclonus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painful leg and moving toes의 감별진단으로 고려된다. 

– 말초성 myoclonus에서 jerk가 관측되는 근육은 그와 연관
된 신경이나 신경의 외상이나 종양 병변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서 movement는 femoral nerve를 유리시키
는 외과적 수술에 의해 호전된다. 



• Rippling Muscles 

– Rippling muscles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caveolin-3 
mutation에 의해 발생한다.  

– 증상은 근육의 경직과 운동으로 유발된 근육통, cramp like 
sensation이다. 

– 빠른 근육의 수축과 잔물결은 자발적이거나 근육을 두드렸
을때 발생한다. 

–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나 rippling muscle 
syndrome은 simvastatin에 의해 나타나고 이를 중단한 이
후에 증상이 호전된다. 

– 말초성 요인에 의해서도 국소적 dyskinesia가 나타날 수 있
다. 

– 사인파동, 반리듬성의 양상을 가진 국소적 혹은 분절성의 
movement가 long duration의 돌발파와 함께 나타난다. 

 



– 통증은 때때로 침범된 부위에서 나타나며 botox의 국소적 
주입은 근 수축과 통증의 부분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 

• Stump dyskinesia 

– 절단면 근위부의 북합성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절단 후에 나
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속되는 움직임은 통증과 phantom 
limb 현상과 연관된다.  

– Baclofen이 절단 후의 환자에서의 불수의적인 움직임에 도
움이 되며 한 예에서는 deep brain stimulation이 부적절한 
움직임과 통증 모두에 대해서 증상을 호전시켰다. 가끔은 
gabapentin이나 항우울 치료에 의해서도 자발성의 절단끝
의 움직임이 호전되었다 

 



– Hyperkinetic movement disorders related to central lesions 

• 몇몇 hyperkinetic movement는 척수의 병변이나 손상과 관련
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감각 장애가 나타난다. 

• Pseudo athetosis 

– Pseudo athetosis는 spinal cord lesion, syrinx or cervical 
disc herniation가 관련이 있으며 후자에서는 수술에 의해 
증상이 호전된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cervical dystonia
가 척수 병변과 연관된다면 수술에 의해 증상이 호전된다. 

• Paroxysmal movement disorders 

– 발작성의 movement disorder는 multiple sclerosis에서는 
드물고, 척수 혹은 뇌의 demyelinating plaque와 관련된다.  

– 유발요인으로는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으며 또는 자발적으
로 나타날 수 있다. 

– 발작성 움직임은 때때로 저용량의 carbamazepine, 
gabapentin, benzodiazepine에 의해 호전된다. 



• Tonic spasm and abnormal postures 

– 고통스런 사지의 tonic/dystonic spasm은 매우 드물다. 

– 자발성 혹은 자극에 의해 유발된 tonic spasm은  수초 혹은 수분간 
관측되며 이는 척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는 쇼그렌병
을 포함한 심각한 척수의 염증 병변등이 있다. 

– 통증이 있는 spasm은 phenytoin이나 baclofen에 반응한다. 

– Tonic spasm은 internal capsule이나 brainstem의 병변과 연관이 
될 수 있다. 

– 때때로 carbamazepine 또는 valproate tx에 의한 증상 호전이 보고
되기도 하였다. 

– Causalgia dystonia syndrome에서는 사지의 고정된 자세가 관측
되고 이는 말초성의 손상에 의해 유발된다. 

 



– Dystonia는 말초성 손상에 의해 나타나며 이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tremor와 같은 movement disorder와 연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통증에서 혈관운동성, 땀분비성 그리고 영양변화에 따
른 만발한 reflex sympathetic dystrophy까지의 다양한 증상과 연
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 Sympathetic block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치료
로 고려될 수는 없으며 교감신경 절단술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추
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botox를 비롯한 여러 약물 치료 또한 거
의 효과가 없다. 

– 많은 환자들이 somatoform disorder의 criteria를 충족시키고 몇 몇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정신치료의 조합으로 증상이 호전된다.  

– 최근  fixed dystonia에서  motor cortex자극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
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는 단 한차례뿐이었다. 





Conclusion 

• 이러한 드문 movement disorder에서 대부분의 치료는 척수병변과 같
이 원인에 맞춘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증상에 초점을 맞춘 대증적치료
로 specific한 치료가 없다. 

• Benzodiazepine이 가장 많이 제안되고 두번째로 botox가 국소적인 근
육의 이상수축에 제안이 된다.  

• 다양한 종류의 AED가 hyperkinetic 또는 paroxysmal movement 
disorder에 제안되는데 이는 특히 통증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