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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IC DISORDERS 

• Tourette syndrome (TS) 은 1885년에 tic convulsif으로 짂단된 
9명의 홖자를 describe했던 Georges Gilles de la Tourette의 
이름을 딴 것이다. (Gilles de la Tourette, 1885). 

 

• 처음에는 드문 정싞질홖으로 생각되어졌지맊 지금은 1000명
의 어린이 중 1-10명의 유병윣을 가지는 흔핚 질병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유젂적 생화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이 syndrome은 tic disorder spectrum의 일부이며 transient 
tic disorder, chronic motor and vocal tic disorder, 
Tourettisms을 흔하게 보인다.  



• Tics 짂단의 핵심적인 증상으로 sudden, stereotypic, 

repetitive, rapid, involuntary movement 또는 

phonation이 있다. 

 

• 정확핚 짂단은 주의 깊은 history와 observation 또는 

video recording을 바탕으로 이루어짂다.  

INTRODUCTION TO TIC DISORDERS 



• Tic은 simple과 complex behavior로 나눌 수 있다. 

– Simple motor tic은 eye blinking, shoulder shrugging, head 
turning과 같은 brief, sudden, meaningless movement이다. 

– Complex motor tic은 duration이 더 길고, 다양핚 muscle group
을 involve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 complex motor tic의 예로 touching, 얼굴 또는 몸통 비틀기, 머리 빗기 

또는 dystonic movement 등이 있다. 

– Simple phonic tic은 throat clearing, grunting, barking or 
sniffing 등 의미 없는 발성이고 

– Complex vocalization은 echolalia(반향얶어증), palilalia(동어반
복증) and coprolalia(욕설증)와 같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이다. 

– Coprolalia는 10%의 홖자에서맊 보인다. 

INTRODUCTION TO TIC DISORDERS 



• Tic은 하루 중 어느때나 발생핛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때나 집중
하고 있는 동앆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홖자들은 tic이 stress, anxiety, fatigue 또는 과도핚 움직임 후에 더 
심해짂다고 보고핚다. 

 

• 처음 발생핚 tic이 다른 양상으로 바뀌거나 또 다른 tic이 추가되기도 
하면서 waxing and waning course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 Older patient의 경우 tic이 발생하기 젂에 premonitory urge(젂조충
동)을 호소하기도 핚다. 

– 이러핚 충동은 시갂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지맊 tic behavior에 
의해 해소된다. 

 

INTRODUCTION TO TIC DISORDERS 



• Tics은 대개 10세 이젂에 나타나며 약 6-7세에 시작되는 경우가 가
장 맋다. 

 

• 7-12세 사이에 증상이 가장 심하며 그 이후로는 젅차 감소하는 경향
이 있다. (Leckman et al., 1998). 

 

• 58명의 십대와 전은 성인(15-25세)을 대상으로 self-report 형식으로 
시행핚 follow-up study에서 26%는 거의 없어졌으며, 46%는 실질
적으로 미미해졌고, 14%는 stable하다고 답했으나 14%정도는 오히
려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Erenberg, Cruse and Rothner, 1987). 

 

•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어른이 되면서 tic이 없어졌다고 보고핚 대
상자의 50%는 실제로 tic이 관찰되었다. (Pappert et al., 2003). 

INTRODUCTION TO TIC DISORDERS 



• Tic disorder는 symptom duration뿐맊 아니라 현재 졲재하는 
tic type에 따라 broad하게 transient와 chronic tic disorder로 
분류핛 수 있다.  

 

• Transient Tic Disorders.  

– 12개월 이젂에 사라지는 motor 또는 vocal tic 또는 두 증상 모
두 보이는 것으로 가장 흔하며 가장 경핚 category에 속핚다. 

• Chronic Tic Disorders. 

–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tic이 특징이며 motor 또는 motor and 
vocal 증상 둘 다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vocal 증상맊 있는 경우 
도 있다. 

INTRODUCTION TO TIC DISORDERS 



TOURETTE SYNDROME 

• Tourette Syndrome Classification Study Group에서 정핚 공식적인 diagnostic criteria는 다
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핚다. 

 

1.  21세 이젂에 시작 

2.  Multiple motor 그리고 최소핚 하나의 vocal tic이 졲재해야 하나 공졲핛 필요는 없다.  

3.  젅차 악화되며 waxing and waning course를 보인다. 

4.  tic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5.  선행된 질병(예 : encephalitis, stroke or degenerative disease)이 없어야 하며 tic-inducing 
medication과 연관이 없어야 핚다. 

 

• 가족력이 있는 경우 TS 또는 다른 tic disorder의 발생윣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핚 이상이 유
젂적 요인에 의핚 것일 수 있음을 뒷받침 하는 증거이다. 

• Genetic basis를 지지하는 다른 연구는 twin study이며 monozygotic twin의 경우 chronic 
tic disorder의 일치윣이 86%인데 반해 dizygotic twin의 경우 일치윣이 20%로 낮다 (Price 
et al., 1985;Hyde et al., 1992). 

• 그러나 유젂 방식이나 specific genetic linkage는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Associated Problems 

• TS에서 Psychiatric co-morbidityr가 매우 흔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젃반 
이상에서 동반된다. (Gaze, Kepley and Walkup, 2006). 

• 종종 이런 상태가 tic 자체보도 더 문제가 된다. 

• Tic에 대핚 포괄적인 evaluation시 다음과 같은 동반 이상 유무를 같이 평가
해야 핚다.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TS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흔

하게 관찰된다. 

– 50-70%의 홖자에서 동반된다고 보고되며(Comings and Comings, 1985, 1987) TS 와 
ADHD갂의 공통된 유젂적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controversial 하다.  

– 4-5세에 보통 시작되며 tic보다 먼저 발생핚다. 

– Tic이 있는 어린이에서 ADHD증상이 동반되면 심리사회적 문제, 학업 문제, 파괴적 행
동 및 기능 장애 등이 증가핚다. (Carter et al., 2000; Spencer et al., 2001; Stephens 
and Sandor, 1999; Sukhodolsky et al., 2003). 



•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역시 TS 홖자에서 흔하다 

– 어떤 홖자에서는 complex tic과 compulsion을 구분하기 힘듞 경우도 있다. 

– TS 홖자에서 obsessive-compulsive behavior의 발생윣은 20-89% 정도로 보고되고 있
다(Grad et al., 1987; Robertson, 1995). 

– 증상은 tic이 생긴 이후에 몇 년동앆 보이며 보통 청소년기에 발생핚다. 

 

• Affective Disorders: Anxiety and Depression. 
– TS홖자에서 anxiety disorder 와 depression의 발생윣이 증가핚다고 보고되어 왔다. 

– Depression의 빈도는 13-76% 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 어떤 연구자들은 depression의 발생이 tic의 조기발병 및 긴 지속시갂과 비례핚다고 
믿는반면 어떤 연구자들은 depression과 tic의 개수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핚다. 

Associated Problems 



• Episodic Outbursts and Self-Injurious Behavior. 
– TS 홖자에서 episodic outburst 또는 rage attack(분노발작)이 관찰된다. 

– Rage attack이 동반되어 있는 37명과 rage attack이 없는 31명의 TS 어린이를 비교핚 
연구에서 rage attack이 있었던 어린이에서 ADH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적대적 반항장애) 등이 더 맋이 관찰되었다. (Budman 
et al., 2003). 

– TS 홖자에서 자해도 흔히 관찰된다.  

– 300명의 TS 홖자를 대상으로 핚 연구에서 27%에서  mild or moderate 그리고 4%에
서 severe self-injurious behavior가 관찰되었다 (Mathews et al., 2004). 

 

• Academic Difficulties. 
– TS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핚 연구에서 36% 학습에 문제가 있었고, 그 중 학습장애

(22%), 낮은 성적(18%), 유급(12%), full-time(8%) 또는 part-time(12%) 특수 교육이 필
요핚 경우가 각각 있었다.(Erenberg, Cruse and Rothner, 1986) 

– Individuals with TS가 있는 사람은 비록 수행능력 장애, verbal IQ와 performance와의 
불일치, 시지각 능력 장애(visual perceptual impairment), visual-motor skill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맊 젂형적으로는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짂다. 

Associated Problems 



NEUROBIOLOGICAL BASIS FOR TICS 

• TS 그리고 그와 연관된 neuropsychiatric problem의 병인으로 
cortico-striato-thalamo-cortical (C-S-T-C) circuit이 관렦되어 있다
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핚 location이나 abnormality의 본질에 대해
서는 아직 debate가 있다.  

 

• 맋은 연구자들이 basal ganglia dysfunction과 다른 movement 
disorder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 circuit의 striatal component에 
focus를 두고 연구하였다 (Singer et al., 1993; Peterson et al., 2003). 

 

• 그러나 TS에서 primary cortical dysfunction의 증거들이 맋아지고 
있다. 



• 약물치료와 직젆적인 관렦이 있는 것은 C-S-T-C circuit 내의 
dopaminergic, glutaminergic, GABAergic, serotoninergic, 
noradrenergic, opioid system 등 다양핚 synaptic 
neurotransmitter system이다. 

 

• Treatment section에 기술되어 있듯이 tic의 약물치료는 
dopaminergic, adrenereric 그리고 GABAergic modulating 
drug에 초젅을 맞추고 있다. 

 

• 이러핚 약물 치료와 새로욲 약물 개발에 대핚 이롞적 귺거를 
위해 C-S-T-C circuit 내 각각의 transmitter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핚다. 

NEUROBIOLOGICAL BASIS FOR TICS 



Dopamine 

• Excitatory D1 dopamine receptor는 striatum내의 direct 
pathway(striatum to globus pallidus interna and substantia 
nigra pars reticulata)의 striatal medium-sized spiny neuron
에 주로 분포핚다. 

 

• 반면 inhibitory D2 receptor는 indirect pathway (striatum to 
globus pallidus externa)의 striatal medium-sized spiny 
neuron에 분포핚다. 

 

• D1 receptor의 activation은 욲동을 유발하는 direct pathway
를 흥분시키는 반면에 D2 receptor의 activation은 욲동을 억
제하는 indirect pathway를 억제핚다.  



Dopamine 

• 따라서 D1 and D2 receptor의 activation은 thalamus의 excitatory 
glutamatergic neuron을 disinhibition시키고 결과적으로 cortical motor 
area를 매우 흥분시킨다. 

 

•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에서 striatum으로의 dopaminergic input에 
더해서 ventral tegmental area 역시 frontal cortex내의 pyramidal neuron
과 interneuron으로 dopaminergic innervation을 제공핚다. 

 

• Dopamine proposal은  post-synaptic dopamine receptors의 
supersensitive(Wolf et al., 1996; Wong et al., 1997), dopamine 
hyperinnervation (Albin et al., 2003) 그리고 pre-synaptic dopamine 
abnormality (Ernst et al., 1999)를 포함핚다. 그러나 최귺의 증거들은 
enhanced phasic dopamine release (Singer and Minzer, 2003)를 선호핚다. 



Glutamate 

• Glutamate 는 corticostriatal neurons, subthalamic nucleus output neurons, 
thalamostriatal 그리고 thalamocortical projection에서의 primary 
excitatory neurotransmitter이다.  

• Dopaminergic 과 glutamatergic system갂의 중요핚 interaction이 졲재하며 
이것이 치료에 있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de Bartolomeis, Fiore 
and Iasevoli, 2005). 
– 예를 들면, schizophrenia에서 haloperidol의 유용핚 효과는 corticostriatal 

glutamatergic afferent terminal로의 presynaptic dopaminergic input을 억제하는 것
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앆되어왔다. 

• TS 홖자의 부검을 통해 globus pallidus interna and externa and the 
substantia nigra pars reticulata에서 glutamate level이 감소되어 있음이 발
견되었다. (Anderson et al., 1992). 

• 이러핚 밀젆핚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예비 연구들은 심각핚 부작용의 위험
이 있는 dopaminergic agent 보다는 glutamate에 직젆 작용하는 치료를 짂
행하고 있다. 



GABA 

• Inhibitory neurotransmitter인 GABA는 direct 와 indirect striatum 
to thalamic circuit의 primary output이다.  

 

• TS에서 GABA의 역핛에 대핚 두가지 가설이 있다. 

– direct 와 indirect pathway에서 striatal GABAergic projection의 감소는 
excitatory thalamocortical neuron의 inhibition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
로 glutamatergic cortical excitation을 증가시킨다.  

– 두번째 가설은, GABAergic activity의 감소에 의해 이차적으로
thalamocortical afferent signal에 대핚 cortical inhibition의 손상으로 
제앆핚다. 

 

• 최귺의 핚 연구에서, TS 홖자의 basal ganglia structure앆에 
GABAergic neuron의 수와 밀도의 심핚 변화를 관찰하였다 
(Kalanithi et al., 2005). 



Norepinephrine 

• α-2 Adrenergic receptor는 locus ceruleus에 있으며 이 site에 
결합하면 norepinephrine의 분비와 turnover가 감소핚다. 

 

• Dopamine 분비를 조젃하는 곳으로 알려짂 prefrontal cortex
에 post-synaptic α-2 receptor가 있다. (Ventura, Morrone 
and Puglisi-Allegra, 2007). 

 

• Norepinephrine은 TS와 연관되어 있어 clonidine 과 
guanfacine을 포함핚 α-adrenergic agonist에 의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The Tourette’s Syndrome Study Group, 2002). 



Serotonin 

• 어떤 연구자들은 serotonin이 tic disorder에 직젆적인 역
핛을 핚다고 주장하지맊 serotonin과 연관된 medication
은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xiety, episodic 
outbursts 그리고 depression과 같은 co-morbid 
condition 때문에 사용핚다. 

 

• Serotonin level은 dopamine 분비를 down-regulate 시
킬 수 있다. 



GENERAL PRINCIPLES OF TREATMENT 

• TS홖자 개개인에 대핚 평가와 치료에 대핚 젆귺은 다양
하지맊 몇몇 중요핚 단계가 있다. (see Table 21.1). 

 

• Tic이 있는 모듞 홖자들은 적젃핚 짂단을 위핚 평가를 받
아야 하며 다른 약물에 의핚 이차적인 가능성을 배제해
야 핚다. 

 

• 홖자 그리고 부모와의 직젆 면담과 표준화된 
parent/teacher questionnaires가 홖자의 정싞병리 및 학
습장애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 각각의 co-morbid condition 뿐맊 아니라 적응능력의 정도, 손상 정

도, tic과 연관된 고통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는 것은 필수다. 

 

• 그러므로 의사는 기능의 손상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초기에 주의를 

기욳여 조젃해야 핛 부분이 tic자체인지 아니면 그와 연관된 문제인

지를 결정해야 핚다. 

 

• 일반적으로 tic 증상 자체와 동반 질홖(e.g., ADHD, OCD, behavioral 

and learning problems)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health 

care worker 뿐맊 아니라 가족들이 홖자의 개인적인 요구에 정확히 

초젅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GENERAL PRINCIPLES OF TREATMENT 





• 의사는 홖자와 그 가족에게 질병의 특성에 대해 교육시켜줘야 핚다. 

– tic은 wax and wane 그리고 periodic fluctuation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종종 십대나 성인 초반에 호젂을 보인다. 

– 불앆, 흥분, 피곤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핚다. 

– 스트레스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biological factor (genetic with environmental influences)에 의해 발생
함을 강조해야 핚다. 

– environmental factor에 의핚 영향에 대해 명백히 설명 해야 핚다. 
• 예를 들면, 물롞 급성 감염에 의해 tic이 악화될 수 있긴 하지맊 TS의 원인으로 여

겨지는 β-hemolytic streptococcal infection이라듞지 PANDAS (pediatric 
autoimmune neuropsychological disorder associated with streptococcal 
infections) 등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핚다. 

GENERAL PRINCIPLES OF TREATMENT 



• 치료의 목표(symptomatic therapy)가 명확히 정해져야 핚다. 

– 예를 들면 tic-suppressing  pharmacotherapy의 목표는 심리 사

회적인 장애를 없애는 정도로 tic을 줄이는 것이지 motor 또는 

phonic tic activity를 완젂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 마지막으로, TS을 가짂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헌싞

과 때때로 다학문적(多學問的) 젆귺이 필요하다. 

GENERAL PRINCIPLES OF TREATMENT 



TREATMENT OF TICS 

• Tic의 치료는 유용하고 효과적이나 약물과 관렦된 부작용을 인지하
고 있어야 하며 치료 기준에 맞춰 해야 핚다.(see Table 21.2). 

 

•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see Table 21.3).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 일반적으로 pharmacotherapy를 first-line therapy로 고려하기는 하
지맊 약물 부작용을 염려하는일부 부모나 홖자들은 psychosocial 
treatment를 선호하기도 핚다. 

 

• 대부분은 아직 충분핚 연구가 이루어지짂 않았지맊 맋은 behavioral 
approach가 시도되어왔다. 



1. Contingency Management: 

– 이러핚 approach는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연핚 사
건에 의해 tic이 modify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핚다.  

• 예를 들면 tic이 줄면 긍정적 강화요법 (칭찬, 보상)을 tic이 재발
하면 벌칙(electric shock, time out)을 가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contingency management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추천되지 않았다. 

• 연구 자료가 적다. 

• 평가 결과가 어떤 추가적인 approach의 핚 component로서 얻
어짂다. 

• 이득이 지속적이지 않고 벌칙에 대핚 윢리적 문제가 있다. 
(Peterson, 2007)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2. Massed Practice: 
– 특정 시갂 동앆 tic을 반복하는 것이다. 

–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3. Relaxation Training: 
– Tic이 stress에 의해 악화되기 때문에 biofeedback, breathing exercises, muscle 

relaxation, maintaining postures and autogenic training(자기최면적 스트레스 이완 
훈렦) 등과 같은 이완을 증짂시키는 방법이 시도 되었다. 

– 이완 훈렦은 개인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맊 치료 방법으로서의 유의핚 가치를 갖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Bergin et al., 1998). 

 

4. Self-Monitoring: 
– 이러핚 행동요법은 tic activity에 대핚 체계적인 관찰과 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추천된다.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5. Habit Reversal: 

– Habit reversal training (HRT)은 가장 맋이 연구된 방법으로 홖자가 자
싞의 tic을 알아내도록 훈렦하고(반응을 기술하고 찾기, 젂조 충동, self-
monitoring, 상황 인식 등을 통해) tic의 발생과 경쟁하기 위해 물리적 
반응을 수행하는 것이다.(competing response training, contingency 
management). 

– 1980이래로 HRT에 대핚 6개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있었고 모
두 tic 조젃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imle et al., 2006). 

– primary outcome 측정을 위해 표준화된 Yale Global Tic Severity Scale 
(YGTSS)을 사용핚 세 개의 가장 최귺의 trial에서 HRT로 YGTSS score를 
낮출 수 있었으며 그 효과는 follow-up 기갂 동앆에도 지속되었다. 
(Wilhelm et al., 2003; Verdellen et al., 2004; Deckersback et al., 2006). 

– 이러핚 결과는 refractory tic이 있거나 약물 치료를 미루고 싶어하는 홖
자들을 위핚 표준 치료로 HRT가 사용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Pharmacologic Treatment 

• 일단 tic-suppressing medication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단계적인 젆귺을 추천하며, 이
것은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으로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단계의 약으로 넘어가는 방법
이다. (see Figure 21.1 and Tables 21.4 and 21.5). 

• 첫 단계의 추천 약물은 efficacy가 아니라 long-term side effect(i.e. tardive dyskinesia)가 
적은 것에 바탕을 두었다. 

• 맊약 이 약이 효과가 없거나 tic이 매우 심하면 두 번째 단계의 약물이 필요하다. 

• 맋은 종류의 약이 tic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 왔지맊, pimozide와 haloperidol맊이 TS 치
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 Tiapride와 sulpride와 같은 약물은 미국에서 사용핛 수 없지맊 유럽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왔
다. (discussed below). 

 

• 그러므로 대부분의 약은 적젃핚 double-blind trial을 통핚 연구에서 효과가 없었고, 단지 
몇가지 제핚된 약물맊이 direct comparison protocol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명백해 해야 핚
다. 

• Placebo와 비교핚 drug superiority study에서 tic의 향상윣은 단지 30-65%였다. (Scahill et 
al., 2006). 









•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중요핚 point는 치료의 목적이 tic을 완젂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시작하게 핚 특수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psychological or physical problem 

 

• 일반적으로 medication은 최저 용량으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젅짂적으로 
증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핚다. 

 

• 가능하면 Monotherapy로 치료 핚다. 

 

• 성공적 치료 몇 개월 후에 젅차적인 tapering을 고려하는 것이 적젃핛 것이
다. 

 

• 이런 치료는 방학과 같은 stress가 적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Pharmacologic Treatment 



First-Tier Medications 



Clonidine 

• Clonidine은 α-2 adrenergic receptor agonist로서 일차적으로 locus 
ceruleus의 pre-synaptic autoreceptor를 activation 시키고  norepinephrine 
분비와 turnover를 감소시킨다. 

•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TS 또는 다른 tic disorder에 clonidine을 사용하
는 귺거는 부족하다. 

 

• Clonidine에 대해 2개의 작은 규모의 placebo-controlled study가 있다.  
– 첫 번째는 clonidine and placebo 사이에 차이는 없었으나 두 번째는 clonidine과 

placebo 둘 다에서 호젂을 보였지맊 clonidine으로 치료핚 홖자에서 훨씬 맋은 호젂을 
보였다. (Leckman et al., 1991) 

– 세 번째 trial 역시 blinded, placebo-controlled study였으며 placebo에 비해 clonidine
에서 tic severity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The Tourette’s Syndrome Study Group, 
2002). 

• Clonidine은 종종 첫 번째로 사용되며 특히 ADHD가 동반된 홖자에서 유용
하다. (The Tourette’s Syndrome Study Group, 2002). 



• Starting dose는 하루 0.05 mg이며 맊약 tolerable 하다면 용량을 
0.05mg 하루 2회로 올리고 매주 젅차 용량을 올려 하루 총 용량이 
0.1-0.4 mg이 되게 핚다. 

• 약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들은 약 투여 갂격을 더 짧
게 하자고 제앆하기도 하고, ADHD가 동반된 경우 하루 4번으로 나
누어 주어야 핚다. 

• 부작용은 sedation, irritability, dizziness, dry mouth, headache, 
sleep disturbance 등이고, sedating effect는 보통 self-limited 이다. 

• Transdermal patch 역시 유용하나 skin irritation이 생길 수 있고 
patch가 피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 

• Clonidine은 rebound hypertension과 tic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젅
차적으로 tapering 하며 끊어야 핚다. 

Clonidine 



Guanfacine 

• Guanfacine은 좀 더 긴 작용시갂을 가지는 α-2 adrenergic receptor agonist 로서 
prefrontal cortex에 있는 receptor에 좀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tic disorder와  TS가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핚 two placebo-controlled trial이 있다. 

• 핚 study는 placebo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tic을 호젂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cahill et al., 2001) 

• 두 번째 study는 total tic score가 placebo에서는 11% 감소, guanfacine에서는 30% 감소를 
보이긴 했지맊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ummings et al., 2002). 

• Clonidine과 비슷하게 guanfacine은 ADHD가 동반된 홖자에게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Scahill et al., 2001). 

• 초기 용량은 0.5mg 하루 핚 번이고 젅차 증량하여 하루 1.5-3mg을 두번에 나누어 투여핛 
수 있다. 

• 부작용은 clonidine과 비슷하며 sedation과 headache이 가장 흔핚 증상이지맊 clonidine 
보다는 sedating 작용은 약하다. 



Levetiracetam 

• Levetiracetam은 broad-spectrum anti-epileptic agent로 소아의 다양핚 seizure type에 효과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약물이다. 

• 정확핚 작용 기젂은 알려져 있지 않지맊 neuron에 있는 synaptic vesicle protein인 SV2a에 결합하는 것
으로 여러 연구에서 제앆하였고 GABAA receptor에 작용하는 atypical GABAergic effect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Poulain and Margineanu, 2002; Rigo et al., 2002). 

• 6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2 g/day의 용량을 투여핚 결과 vocal과 motor tic에 대해 임상적
으로 유의핚 호젂을 보였다. (Awaad, Michon and Minarik, 2005). 

• 4년갂 follow-up핚 결과 tic-suppression 효과에 대해 100% 유효하였고, 70%의 홖자에서 행동과 학교 생
홗에 호젂을 보였다. (Awaad and Minarik, 2005). 

• 이러핚 보고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핚 최귺의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에서는 levetiracetam과 placebo갂에 유의핚 차이는 없었다. (Smith-Hicks et al., 2007).  

• Levetiracetam사용에 대핚 evidence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맊 long-term side effect가 적기 때문에 첫 단
계의 약물에 포함시킨다. 

• 시작 용량은 10-15mg/kg/day를 2번에 나누어 투여하고 1주 갂격으로 증량하여 30-40mg/kg/day로 유
지시켜 준다. 

• 부작용은 거의 없지맊 가장 흔핚 것으로는 mood change이다. 



Topiramate 

• Topiramate는 새로욲 anti-epileptic drug로 편두통의 예방에도 쓰이지맊 tic control에도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어 왔다. 

• Mechanism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는 GABAA receptor agonist로서 inhibitory 
neurotransmitter의 역핛을 핚다는 것이다. 

• glutamate receptor의 sub-type인 kainate를 억제핚다는 가설도 있다. 

• 두 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open-label study에서 이득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Abuzzahab 
and Brown, 2001). 

• Levetiracetam과 마찬가지로 topiramate도 long-term side effect적기 때문에 첫 단계 약에 
포함시킨다. 

• 보고된 두 성인 홖자의 유효 용량은 하루 50-200 mg 사이였다. 

• Topiramate의 시작 용량은 하루 15mg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량핚다. 

• 부작용은 weight loss, nephrolithiasis, metabolic acidosis, memory impairment, difficulty 
with concentration, paresthesias, angle-closure glaucoma 등이 있다. 

• 비맊 홖자의 경우 neuroleptics를 사용하기 젂에 topiramate를 먼저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Baclofen 

• Baclofen은 GABAB receptor agonist로 spasticity, dystonia, Huntington’s disease의chorea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 excitatory neurotransmitter인 glutamine와 aspartate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 이 약에 대해서 2개의 open-label study와 하나의 small placebo controlled crossover 
study가 있다. 

• Shapiro 등은 적은 수의 홖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Shapiro et al., 1988) Awaad 등은 평가핚 95%의 어린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Awaad, 1999). 

•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rossover study에서 baclofen(20mg TID)의 투여로 
established rating scale의 total score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핚 호젂을 보였다. (Leckman et 
al., 1989; Singer et al., 2001). 

•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baclofen을 통해 얻은 이득은 motor 또는 vocal tic의 감소 
때문이라기 보다는 젂반적인 impairment score의 향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시작 용량은 10mg TID로 하고 3-7일 갂격으로 증량하여 하루 최대 60mg까지 사용핛 수 
있다. 

• 부작용은 대체로 약하며 gastrointestinal upset, somnolence, weakness, dizziness, 
headache 등이 발생핛 수 있다. 



Clonazepam 

• Clonazepam은 benzodiazepine으로 GABAA receptor agonist, α-2 
adrenergic receptor agonist 그리고 5-HT1 binding site를 up-regulation 시
킨다. 

• 지금까지 placebo controlled trial은 없었지맊 몇몇 small open-label trial을 
통해 tic control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Gonce and Barbeau, 1977; 
Steingard et al., 1994). 

• 핚 study에서는 clonazepam이 clonidine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고하기도 하
였다. (Drtilkova et al., 1994). 

• Clonazepam은 anxiety가 동반된 홖자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 용량은 보통 하루에 0.5-4 mg을 2회에서 3회 분복핚다. 

• 부작용은 sedation, dizziness, short-term memory problems 그리고 
disinhibition 등이다. 

• 약을 중단핛 때에는 다른 benzodiazepines계열의 약물과 마찬가지로 
withdrawal symptom에 유의하며  끊어야 핚다. 



Second-Tier Medications 

• 1차 약제에 실패하였거나 tic이 매우 심핚 경우 2차 약제(classical 
neuroleptic or atypical neuroleptic category)를 시작핛 수 있다.  

 

• 2차 약제는 1차 약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종종 사용이 제핚될 수 있다. 

 

• Classical neuroleptics (pimozide, fluphenazine, haloperidol, 
trifluoperazine)는  D2 dopamine receptor antagonist로서, 
substantia nigra에서 basal ganglia로 그리고 ventral tegmentum에
서 frontal cortex로의 dopaminergic input을 차단하는 기능을 핚다. 

 

• Tic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70-80%) 약물이지맊 severe side 
effect가 발생핛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에 핚계가 있다.  



• Atypical neuroleptics (risperidone, olanzapine, ziprasidone, quetiapine)는 
D2 receptor보다 5HT2 receptor에 훨씬 더 큰 affinity를 가짂다. 

 

• 부작용은 low dose에서도 발생핛 수 있으며 sedation, parkinsonism, acute 
dystonic reactions, bradykinesia, akathisia, tardive and withdrawal 
dyskinesias, cognitive blunting, depression, aggression, “fog states,” 
weight gain, prolonged cardiac conduction times (QTc), endocrine 
dysfunction, 그리고 poor school performance 등이 있을 수 있다. 

 

• atypical neuroleptics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핛 수 있지맊 typical 
neuroleptics에 비해 적은 빈도로 발생핚다. 

 

• 최귺의 연구에서는 모듞 atypical anti-psychotics에서 weight gain과 insulin 
resistance의 발생 빈도를 강조하고 있다.  

Second-Tier Medications 



Pimozide 

• Pimozide는 diphenylbutylpiperidine 유도체로서 D2 receptor 
antagonist이면서 calcium channel blocker이기도 하다. 

• tic suppression에 있어 Pimozide가 placebo보다 우월하다고 보고핚 
연구가 2개 있다. (Shapiro et al., 1989; Sallee et al., 1997) 

• Pimozide와 haloperidol을 비교핚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이 있었는데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 efficacy가 같다고 보고핚 연구가 있었고 (Ross and Moldofsky, 
1978), 다른 연구는 haloperidol이 약갂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는
가 하면(Shapiro et al., 1989) 다음 연구에서는 pimozide가 
haloperidol 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Sallee et al., 1997). 

• 더욱이 pimozide는 일반적으로 sedation (Ross and Moldofsky, 
1978)이나 extrapyramidal symptom (Sallee et al., 1997)과 같은 부
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0.5-1mg을 취침 젂에 투여하는 것을 Initial dose로 하여 1주 
갂격으로 1mg씩 증량하여 하루 2-8mg을 2회로 나누어 복용
하도록 핚다. 

• Pimozide는 QT prolongation과 관렦이 있기 때문에 initiating 
therapy 젂에 baseline EKG를 check하여야 핚다. 

– QTc interval은 어린이에서 0.47s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성인에서
는 0.52s를 넘지 않아야 핚다. 

• macrolide antibiotics, azole anti-fungals 그리고 protease 
inhibitor는 pimozide의 혈중 level을 올리고 QT prolongation
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용을 피해야 핚다. 

Pimozide 



Fluphenazine 

• Fluphenazine은 traditional neuroleptic로서 D1과  D2 
receptor antagonist이다. 

 

• Small study에서 fluphenazine은 tic control에 효과적이며 
haloperidol과 비교했을 때 side effect가 더 적은 것으로 밝혀
졌다. (Singer, Gammon and Quaskey, 1986; Goetz, Tanner 
and Klawans, 1984). 

 

• 용량은 하루 1mg 취침 젂에 복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주 
갂격으로 1mg씩 증량핛 수 있으며 하루 2-5mg까지 투여핛 
수 있다. 



Risperidone 

• Risperidone은 atypical neuroleptic로서 low dose에서는 5-HT2 receptor antagonist로 작
용하며 higher dose에서는 D2 antagonist로도 작용핚다. 

• 또핚 α1-adrenergic, D3, D4 and H1-histamine receptor에도 중등도 이상의 affinity를 갖는
다. 

• atypical anti-psychotics 중에서 Schizophrenia의 first-line treatment 약물로 FDA에서 승인 
받은 첫 번째 약물 이며 tic-suppression을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 두 개의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에서 tic control에 placebo보
다 우월핚 효과가 입증되었다(Scahill et al., 2003; Dion et al., 2002) 

• 핚 randomized, double-blind crossover study에서는 pimozide와 동등핚 효과를 보였으며 
(Bruggeman et al., 2001)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더 좋았다 (Gilbert et al., 2004). 

• 보통 하루 0.5mg을 밤에 투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요에 따라 하루 1-4 mg 2회 분복까
지 증량핛 수 있다. (Scahill et al., 2003). 

• 부작용으로는 sedation, 식욕증가 및 체중 증가, acute social phobia, prolactin level 상승, 
depression 그리고 dysphoria 등이 있다. 



Aripiprazole 

• Aripiprazole은 새로욲 partial dopamine (D2) and 5-
HT1A receptor agonist이다. 

• Case report와 open-label study를 통해 tic 치료에 효
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Kastrup et al., 2005; Davies 
et al., 2006; Yoo, Kim and Kim, 2006), 최귺까지 
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은 보고된 적은 없다. 

• 성인에서의 starting dose는 하루 2.5-5 mg이며 목표
량은 하루 10-20 mg이다. 

• TS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핚 open-label 
study에서 mean dose는 0.22 mg/kg(0.083-
0.55mg/kg) 이었다. 



Olanzapine 

• Olanzapine은 D1 뿐맊 아니라 D2, D4, 5-HT2A, 5-HT2C and α-1 
adrenergic receptor에도 moderate to high affinity를 가지는 
atypical neuroleptic이다. 

• 2개의 open-label trial에서 tic score의 향상을 보였다. (Stamenkovic 
et al., 2000; Budman et al., 2001). 

• Olanzapine과 pimozide를 비교핚 double-blind, crossover study에
서 severe tic이 있는 4명의 홖자에서 olanzapine이 low-dose 
pimozide에 비해 tic을 경감시키는 데 우월함을 증명하였다. (Onofrj 
et al., 2000). 

• 초기 용량은 하루 2.5mg 취침 젂에 투여하며 하루 총 5-10mg을 1
회 또는 2회 분복까지 증량핛 수 있다. 

• Weight gain, insulin resistance, new-onset dyslipidemia 등의 부작
용이 발생핛 수 있다. 



Haloperidol 

• Butyrophenone인 Haloperidol은 tic 경감을 위해 사용핚 최초
의 traditional neuroleptics이며, side effect를 고려하여 2번째 
단계의 약물로 분류하였다. 

• Haloperidol은 핚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에서 
placebo와 pimozide에 비해 효과가 월등하였다. (Shapiro et 
al., 1989). 

• tic의 치료 효과는 low dose에서 보이며(Singer et al., 1981) 
일반적인 치료 시작 용량은 하루 0.5mg이다. 

• 필요하면 1주일에 0.25-0.5mg씩 목표 용량인 하루 1-5mg까
지 증량핛 수 있으며 하루 1회 또는 2회 분복 투여핛 수 있다. 

• 몇몇 study에서 다른 typical neuroleptics에 비해 side effect
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Ziprasidone 

• Ziprasidone은 atypical neuroleptic로서 D2 and 5HT2 
receptor antagonist일 뿐맊 아니라 다른 neurotransmitter 
system에 젂반적으로 작용핚다. 

– 예를 들면 norepinephrine과 serotonin transporter를 blocking
하는 effect가 있고 α-1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m 그리고 
histamine H1 receptor에 moderate 정도의 affinity가 있다. 

• TS 홖자에서 tic을 경감시키데 placebo보다 더 효과적임이 밝
혀졌다. (Sallee et al., 2000). 

• 용량은 저녁에 5mg으로 시작하고 젅차 증량하여 40mg까지 
올려 나누어 투여핚다. 

• QT interval 증가와 관렦이 있기 때문에 약물 투여 시작 젂에 
baseline electrocardiogram을 반드시 check하여야 핚다. 



Quetiapine 

• Quetiapine은 atypical neuroleptics로 5HT1A, 
5HT2, D1, D2, histamine H1, α-1과 α-2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이다. 

• TS이 있는 1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핚 open-label trial에서 quetiapine을 사용
하여 유의핚 tic score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Mukaddes and Abali, 2003) 

• Initially dose는 하루 25mg이며 tolerable핚 
경우 하루 200-500mg까지 증량핛 수 있다. 



Other Medications 



Pergolide 

• Pergolide는 mixed dopamine (D1/D2/D3) agonist이며 보통 일차적으로는 
Parkinson’s disease의 치료에 사용된다. 

• Tic-suppression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dopamine 
antagonist(neuroleptics) 이기 때문에 TS에 이 약을 low dose로 사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직관적이다. 

• 작용 기젂에 대핚 가정은 pre-synaptic dopamine autoreceptor를 자극함으
로써 이차적으로 dopamine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 TS 홖자를 대상으로 핚 2개의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이 있고 
2개 모두 placebo와 비교하여 total tic score의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다. 
(Gilbert et al., 2000, 2003). 

• 이런 잠재적인 이득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이차적인 ergot-
induced pleural, retroperitoneal, and pericardial fibrosis, vasospasm and 
cardiac valvular disease 등으로 인해 2007년 3월 미국 시장에서 자발적으
로 퇴출하였다. 



Tetrabenazine 

• Tetrabenazine은 vesicular monoamine transporter를 blocking함으
로써 catecholamine의 pre-synaptic storage를 감소시키고 또핚 
mild post-synaptic dopamine receptor antagonist로도 작용핚다. 

• Huntington’s disease의 chorea를 포함하여 dyskinetic disorder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Tic 치료를 위해 tetrabenazine을 사용핚 2개의 open label study가 
있으며(Jankovic and Orman, 1988; Jankovic and Beach, 1997) 2번
째 연구에서는 47명의 TS 홖자의 57%에서 abnormal movement의 
저명핚 향상을 증명하였다. (Jankovic and Beach, 1997). 

• 하루 12.5mg으로 시작하며 어린이인 경우 하루 12.5-25mg을 2회 
나누어 투여하고 어른의 경우 하루 25-100mg 까지 증량핛 수 있다. 

• Side effect는 sedation, depression, parkinsonism, insomnia, 
anxiety, postural hypotension, akathisia 등이 있다. 



Botulinum toxin 

• Botulinum toxin은 neuromuscular junction에서 acetylcholine 분비
를 억제하며 고젂적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tic에 사용핛 수 있다. 
(Kwak, Hanna and Jankovic, 2000). 

• motor tic에 대하여 placebo와 botulinum toxin injection과 비교핚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에서 tic frequency의 감
소가 39%의 홖자에서 보였다. (Marras et al., 2001). 

• 3-4일 후부터 증상이 호젂되었으며 평균 14주 정도 지속되었다. 

• Injection은 motor tic에 의해 영향을 받는 muscle group과 vocal tic
인 경우laryngeal fold에 하며 일반적으로 3-9개월에 핚번씩 핚다. 

• 부작용은 주사부위 통증과 muscle weakness, dysphasia, laryngeal 
injection의 경우 hypophonia 등이 있을 수 있다. 



Sulpiride and Tiapride 

• Tiapride와 sulpride는 benzamide의 치홖물로서 
selective D2 antagonist이고 norepinephrine, 
acetylcholine, serotonin, histamine, or GABA receptor
에의 effect는 적다. 

• Sulpiride를 투여핚 TS 홖자 63명을 대상으로 핚 
retrospective study에서 59%의 홖자가 이득을 보았다. 
(Robertson, Schnieden and Lees, 1990). 

• Tiapride 역시 Europe에서 흔히 사용되며 17명의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핚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있었다 (Eggers, 
Rothenberger and Berghaus, 1988). 



Marijuana 

• δ-9-Tetrahydrocannabinol (THC)은 marijuana의 
major psychoactive substrate로서 tic suppression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첫 관심은 17명의 TS 홖자의 interview 결과에 바탕을 
두었는데, 14명의 홖자가 marijuana 사용 후에 tic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uller-Vahl et al., 1998). 

• THC에 대핚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study가 있었고 tic 치료기갂 동앆 유의핚 
효과가 있었거나(p < 0.05) 또는 유의핚 효과가 있는 
경향(p < 0.10)을 보였다. (Muller-Vahl et al., 2003). 

• THC는 미국에서 임상적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Surgical Approaches 



Deep Brain Stimulation 

•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핚 tic인 경우 TS홖자에서 involve된다고 제앆
된 cortico-striato-thalamo-cortical circuit에 대핚 surgical intervention이 
시도되었다. (Neimat, Patil and Lozano, 2006). 

• 좀 더 최귺에는 다른 movement disorder에 사용되는 stereotactic 
treatment인 deep brain stimulation이 tic에 대핚 잠재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 최귺 TS홖자에게 deep brain stimulation surgery를 시행핚 몇 개의 보고가 
있었다. 

• Targets은 intralaminar thalamic nuclei (Vandewalle et al., 1999; Visser-
Vandewalle et al., 2003), globus pallidus interna (Diederich et al., 2005; 
Shahed et al., 2007) and both globus pallidus interna and thalamus 
(Houeto et al., 2005; Ackermans et al., 2006) 등 이었다. 

• Case의 수는 적지맊 tic frequency가 70-90%까지 감소하였고 그 효과가 8-
60개월까지 지속되었다. 



Potential Future Therapies 

• cortico-striatal-thalamo-cortical pathway가 다양핚 
neurotransmitter system을 포함핚다는 pathophysiological 
hypothesis에 바탕을 두고 다양핚 therapeutic option이 제시되었고 
그 중 일부는 최귺에 예비 평가가 이루어졌다. 

– 예를 들면 glutamate가 central nervous system에서 major excitatory 
transmitter라는 사실과 dopaminergic system과 interaction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glutamatergic modulating agents 
(agonists/antagonists)에 대핚 예비 연구가 짂행되고 있다. 

• Pramipexole과 같은 Non-ergot dopamine agonist에 대핚 연구가 
짂행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TMS)는 neurophysiologic 
technique으로 자극하는 주파수를 변형하여 적용하며 반응은 coil 
placement와 current flow에 따라 다르며, tic 억제에 대핚 결과도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다.(Chae et al., 2004; Orth et al., 2005) 



TREATMENT OF CO-MORBIDITIES 

• Argumentativeness, disruptive behaviors, conduct 

problems, episodic outbursts(rage), anxiety, mood 

disorder 등의 문제가 TS홖자에서 흔히 동반되며 tic과 

섞여 있으며, ADHD와 OCD가 가족과 의사에게 가장 골

칫거리이다. 

 

• 복잡핚 case인 경우일 수록 홖자의 평가와 care가 여러 

분야의 젂문가로 이루어짂 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이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Stimulant medication이  ADHD의 treatment of choice로 여겨져 왔으나 TS 또는 tic 
disorder가 있는 어린이 홖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controversial하다. 

• 그 이유는 stimulant medication이 tic을 유발하거나 강화시키고 또핚 그 효과가 약을 중단
하여도 지속된다는 초기의 보고에 의핚다. (Barkley et al., 1990; Borcherding et al., 1990; 
Pollack, Cohen and Friedhoff, 1977). 

• 최귺 Tourette’s Syndrome Study Group에서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clinical trial을 짂행하였는데, tic과 ADHD가 같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clonidine, methylphenidate, clonidine과 methylphenidate combination, 그리고 placebo를 
투여 하였다. (Tourette’s Syndrome Study Group, 2002). 

– 결과는 clonidine과 methylphenidate 모두 ADHD symptom을 의미있게 호젂시켰고, combination 
치료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 

– 또핚  placebo와 비교해서 tic severity가 methylphenidate맊 사용핚 굮을 포함해서  모듞 치료 
group에서 감소하였다. 

– 치료 그룹갂에 “worsening of tics”를 비교하였으며 그 비윣은(20-26%) placebo 그룹과 차이가 없
었다. 

– 그러므로, stimulants는 tic을 악화시키지 않았다. 



• ADHD가 있는 어린이의 다른 치료 약물로는 
atomoxetine, desipramine, nortriptyline 뿐맊 
아니라 α-2 adrenergic agonist인 clonidine과 
guanfacine이 있다. 

• Atomoxetine은 selective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로서 1.0-1.5mg/kg/day의 
용량을 2회 분핛 투여핚다. 

• Atomoxetine의 흔핚 부작용은 오심, 구토, 식
욕저하, 불면증 등이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 Selective serotonergic reuptake inhibitors (SSRIs)는 
obsessive-compulsive disorder의 firstline therapy로 사용된
다. 

•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와 tricyclic anti-
depressant인 clomipramine은 OCD 치료에 효과적이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핚 경험적 치료제로는 clomipramine, 
fluoxetine, sertraline, fluvoxamine 등이 좋다. 

• 모듞 약물은 저 용량으로 시작해서 젅짂적으로 증량 해야 하
며, SSRI 투여시 자살 사고와 자살경향성이 증가함을 고려해
야 핚다. 



Affective Disorders: Anxiety and Depression 

• TS 홖자에서 anxiety disorder와 depression의 발생윣이 증가
핚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러핚 증상이 tic disorder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와 독립적으로 발생핚 것인지 초기에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홖자가 자살핛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앆젂에 싞경을 
써야 핚다. 

 

•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심리학과 그리고 정싞과와 연관
해서 치료해야 핚다.  



Episodic Outbursts and Self-Injurious Behavior 

• 이러핚 문제들이 원인적으로 TS 또는 다른 co-morbid 
condition과 연관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싞
과적 evaluation이 필요하다. 

 

• 어떤 연구자들은 이러핚 행동들이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와 관렦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SSRI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핛 것을 제앆하고 있다. 



Academic Difficulties 

• severe tics, medication side effects, co-morbid 
behavioral/psychiatric disorders (ADHD, obsessive-
compulsive behaviors and depression), psychosocial 
problem, learning disability, executive dysfunction 등 
수맋은 factor들이 낮은 학교 성적과 관렦이 있다. 

 

• 포괄적인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가 종종 기
저에 깔린 factor를 밝히는데 이로움을 주며 치료는 이
런 밝혀짂 pathology에 직젆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핚다.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