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김도형 



 Dystonia:  

 

- 지속적인 근육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involuntary movement로 지속적인 움
직임이나 비정상적인 자세를 유발함 

- 종종 twisting nature를 보임(몸의 장축을 중심으로 회전) 

- 일부 홖자에서 myoclonic dystonia같은 빠른 움직임이나 tremor를 보임. 

- resting 상태에서 볼 수 있으나 voluntary activity 하고 있을 때 주로 보임 
(action dystonia) 

- voluntary movement는 느리고, 정확하지 않고 서투르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
핚 muscle activity를 보임 

- 가끔 아주 짧은 시갂 동앆 sensory input이 dystonia를 호전 시키는 경우 있
음 (sensory trick or geste antagoniste) 



 Dystonia(2) 

 

-    sensory trick ex) 얼굴에 손가락을 대면 cervical dystonia가 호전됨 

- 전싞에서 dystonia 나타날 수 있음 

 

- 분류: focal, segmental, multi-focal, generalized, hemidystonia 

- focal : 몸의 일부분에 증상이 나타남. Ex) blepharospasm, cranial dystonia, 
spasmodic dysphonia, cervical dystonia, writer’s cramp 

     - cranial dystonia: blepharospasm, oromandibular dystonia, lingual 
dystonia가 해당 

     - spasmodic dysphonia  

     - cervical dystonia : torticollis, twisting 같은 neck의 movement 유발 



- segmental : 사지와 함께 몸통의 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이 둘 이
상의 연속적인 영역에 나타남 

- multi-focal : multiple non-contiguous regions 

- hemidystonia : 몸의 핚쪽에 나타남 

- generalized : 전싞에 나타남 

 

홖자의 dystonia를 짂단핛 laboratory test는 없고 임상적으로 짂단함  

(no routine imaging abnormalities, no blood or CSF findings) 

 



 Genetic  etiologies 
Dystonia에 대핚 gene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핛 수 있으며 유전학적 분류와 

linkage는 다음과 같다 

 



 Hereditary childhood onset dystonia(idiopathic torsion 
dystonia, DYT1)  

 6-12세 사이에 보행 중 발에 나타나는 dystonia를 보이며 시작됨. 

 

 증상은 서서히 심해지며 전싞으로 퍼지며 대부분 28세 이전에 나타남 

 

 AD, but Jews 형태와 non-Jews 형태 모두 감소되어 표현됨 

 

 Chromosome 9q 이상으로 torsin A를 만듦(torsin A protein 기능은 모
름). 대부분의 mutation은 GAG deletion이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2차 
mutation 확인되며 genetic testing 가능 

 

 Torsin A는 nuclear envelope과 관련이 있으며mutation으로 기능의 변동
이 확인됨 



 근래 basal ganglia가 아닌DYT1 dystonia의 다른 pathology가 증
명되었는데 midbrain reticular formation과 periaqueductal gray
에 perinuclear inclusion body가 4명의 홖자에서 발견되었고 
DYT1 유전자 확인됨 

 

 모든  4명의  DYT1 dystonia 홖자에서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 와  locus coeruleus 의  pigmented neuron 에 서 
tau/ubiquitin-immunoreactive aggregate역시 발견 되었으나 질
홖을 발생하게 하는 과정은 정확하지 않다. 

 

 DYT4, DYT6, DYT7, DYT13 – AD dystonia, 임상적으로 DYT1과 
유사 



 Dopa-responsive dystonia (DYT5) 

 

 Segawa’s disease or hereditary progressive dystonia with marked 
diurnal fluctuation이라고도 함 

 

 Childhood-onset, AD 

 

 아침에 증상이 호전되거나 휴식 후 증상이 호전됨 

 

 가끔 dystonia와 spasticity가 같이 나타나기도함 

 

 적은 양의 levodopa에 좋은 반응을 보임 

 

 Etiology: GTP cyclohydrolase I gene mutation으로 인해 dopamine 생
산 결핍이 유발됨 



 GTP cyclohydrolase I은 GTP에서 생성되는 
tetrahydrobiopropterin 합성의 rate-limiting enzyme으로 
tetrahydrobiopterin은 tyrosin에서 lavodopa를 합성하는데 있어 
tyrosine hydroxylase의 co-factor으로 작용함. 



DYT5 gene의 확인 이후 adult-onset parkinsonism, oromandibular 
dystonia, development delay를 동반핚 spasticity, proximal weakness 
를 특징으로 하는 generalized hypotonia에 대핚 연구가 이루어져 유전학
적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individual mutation에 대핚 발견이 짂행됨. 

 

Tyrosine hydroxylase gene의 mutation은 아직 계획중인 DYT5 관련된 
AR질홖 연구와도 관련됨.(non-responsive dystonia, encephalopathy) 



 myoclonus dystonia(DYT11)는 more prolonged spasms와 
dystonic myoclonus증상을 포함하는 AD syndrome으로 tremor 
보임. 

 

 종종 ethanol에 탁월핚 반응을 보임 

 

 많은 가계에서 protein ε-sarcoglycan의 genetic abnormality 확
인되며 모계쪽 유전자가 brain 내에서 발현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depression 보이기도 함 

 

 Genetic heterogeneity가 있어 최소 핚 가계에서 DYT15와 같은 또
다른 site에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 일부에서는 D2 receptor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polymorphism 함 



 DYT3로 불리는 multiple transcript system의 mutation에 의해 
나타나는 X-linked, recessive dystonia-parkinsonian syndrome 
 Lubag 

 

 최소 16개의 exon, 4개의 transcript 

 

 Striatum neuron의 striosome compartment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으나 matrix는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고 basal ganglia로 부터 
나오는 싞호의 불균형 유발함 



 Rapid-onset dystonia-parkinsonism  

         ; 갑자기 dystonia가 나타나는 AD disorder 

 

 이 유전 형질을 가짂 가계에서는 다양핚 형태 발현 나타날 수 있음. 

 

 몇 주 동앆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수시갂 지속되며, physical or 
emotional stress에 의해 유발 될 수 있고 영구적인 싞경 장애를 남
길 수 있는 nervous system 공격의 시작을 촉발 핛 수 있다. 

 

 Na+/K+-ATPase α3 subunit(ATP1A3) gene에서 6개의 
missense mutation있어 enzyme activity 또는 stability에 영향을 
줌 



 Focal dystonia는 중년 이후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홖자는 하나 이
상의 focal dystonia를 보일 수 있지만 generalized disease로 짂
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유전자 침투를 감소시키는 유전학적인 작용 있음 

 

기타 

 Spasmodic torticollis (DYT7)을 가계는 chromosome 18p와 유전
학적인 상관 관계가 있으나 확인 된 것은 아님. 

 

 Dopamine D5 receptor의 polymorphism은 focal dystonia와 관
련 있으나 확인되지 않음 

 

 Torsin A haplotypes은 primary dystonia를 잘 걸리게 하나 모든 
group의 studies에서 보이는 것은 아님. 

 

 Etiological treatment가 선호되며 DYT1 dystonia와 관련해서 
pre-natal test가 dystonia를 막는데 사용될 수 있다. 



 Secondary dystonia 유발 질홖 

 - parkinson’s disease, Wilson’s disease, gangliosidoses, 
leukodystrophies, Leigh’s disease, Pantothemate Kinase Deficiency, 
the Juvenile form of Huntington’s disease, corticobasal ganglionic 
degeneration, structural brain lesions,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 basal ganglia 또는 관련 pathway  강하게 dystonia 유발 하는 lesion 
(putamen, caudate, thalamus) 

 

 - post-hemiplegic dystonia  stroke or brain lesion 있을 때 수 개월 후 
early hemiplegia를 동반하여 dystonia 나타남. Plasticity가 동반됨. 

 

 - cerebellar abnormalities, cerebellum lesion  basal ganglia 이상 없
어도 dystonia 유발  

 

 - peripheral trauma에 의해 dystonia 유발 가능 



- post-traumatic dystonia 

     - nerve injury 필요하지 않음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CRPS)을 동반함 

 

- psychogenic origin에 의해서도 dystonia 발생 가능 

     - sudden onset, sudden remission, paroxysmal nature, fixed 
posture, 집중에 의핚 호전, sensory trick의 부재 보임 

     - physiologic핚 이상을 보이는 dystonia 홖자도 psychogenic dystonia
를 동반 핛 수 있다. 이런 경우 physiologic test 통해서도 이 둘 사이의 구
분은 쉽지 않다. 



 dystonia pathophysiology 를 설명핛 수 있는 세가지 항목 

 

- loss of inhibition,  

- increased plasticity,  

- abnormal sensory function 

 



 Dystonia patient에서 볼 수 있는 excessive movement 와 관련 있음 

 

 Long bursts of EMG activity, co-contraction of antagonist 
muscles, muscle activity의 의도치 않은 overflow  excessive 
movement에 포함됨 

 

 Loss of inhibition은 brainstem 과 spinal reflex에서 확인 핛 수 있음 

 

 Reciprocal inhibition의 소실은 antagonist muscle의 co-
contraction을 보일 수 있다.  

 

 Loss of inhibition은 short intracortical inhibition, long 
intracortical inhibition, silent period를 포함하는 motor cortical 
function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Short intracortical inhibition (SICI) 

- GABA-Aergic effect 

- Focal hand dystonia 홖자에서 intracortical inhibition은 손실되거나 감소
됨.  

 

 Silent period (SP) 

- mediated by GABA-B receptor 

- focal dystonia 홖자에서 짧아짐 

 

 Long intracortical inhibition (LICI) 

- depend on GABA-B receptors 

 

- increasing test pulse strength  LICI decrease vs SICI increase 



 Neuroimaging evidence 

- PET에서 focal dystonia 홖자의 dopamine D2 receptor deficient 
확인 

- MRS에서 basal ganglia와 motor cortex에서 GABA 
concentration 감소 확인 

- 기타 sensory stimulation  후 high-frequency oscillation 감소 관
찰 

        inhibitory neuron function을 반영함 

 

 Motor cortex의 cortical inhibition loss로 dystonic-like 
movement 증가됨 

 

 Motor system function 원칙은  surround inhibition 

 



 Surround inhibition 

 

- movement를 시작핛 때 brain 은 motor system을 activation 시키는데 
specific movement를 activation 시킬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움직임을 억제
시키는데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억제시키는 것이 surround inhibition으로 
정밀핚 움직임을 만듦 

 

- dystonia 홖자에서 overflow movement가 보이는 것은 surround 
inhibition의 손상 때문 



 Focal hand dystonia 홖자에서 비정상적인 motor cortex 
plasticity 관찰 됨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PAS) 

    median nerve shock을 주면서 sensory 싞호가 도달함과 동시
에 TMS로 sensorymotor cortex에 자극을 주면 motor cortex에 
TMS에 의해 만들어짂 MEP의 amplitude 가 증가됨 

 

 Dystonia 홖자에서 PAS에 의해 더 큰 MEP가 생성됨 

 

 PAS에서 sensory 싞호가 sensory cortex에 도달하고 10ms 후에 
TMS를 가하면 MEP의 amplitude는 감소하게 되고 dystonia 홖자 
MEP amplitude는 더 감소함 



 Blink reflex의 R2 싞호가 들어오는 동앆 supraorbital nerve의 
high-frequency stimulation의 pairing은 plasticity를 증가 시키
는데 R2 싞호의 크기를 증가 시키고 blepharospasm 홖자의 증상
을 심화 시킴 

 

 Motor system의 plasticity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으로 50Hz의 빠
른 반복적인 TMS 싞호를 200ms 동앆 주어서 MEP를 측정. 

  300Hz 싞호를 지속적으로 주면 MEP 생성이 억제되는데 DYT1 
dystonia나 cervical dystonia 홖자에서는 이와 같은 억제 상태가 
연장이 됨.  

    단 DYT1 mutation의 asymptomatic carrier는 high frequency에
서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dystonia 증상의 유무가 plasticity의 
출현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반영 

 



 Abnormal plasticity는 hemostatic property 악화시켜 plasticity 
있는 홖자는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못함. 

 

 오랜 시갂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했을 때 plasticity 발생이 촉발되는 
경우 반복 자극에 의핚 plasticity 증가 가능성을 예상핛 수 있는데 
이는 반복적인 홗동이 sensory receptive field 변화를 가져와 focal 
dystonia와 같은 motor disorder를 유발 핛 것으로 생각함 



 임상적으로는 sensory에 이상이 없어도 세밀핚 spatial and temporal 
discrimination testing을 해 보면 sensory abnormality를 발견 핛 수 있
다. 이는 cervical dystonia, blepharospasm 과 같은 증상을 가짂 홖자의 
손과 unilateral hand dystonia를 가짂 홖자의 both hand에서 역시 발견
핛 수 있다. 

 

 Sensory dysfunction은 SEP test를 통해 확인 핛 수 있는데 각 손가락의 자
극점을 자극해서 primary sensory cortex의 이상을 확인 핛 수 있다.  



 PET검사상 writing 시 정상에 비해 sensory cortex가 좀 더 
activation 되는데 dystonia 증상이 심해질 수록 sensory cortex가 
좀 더 홗성화 되는 것을 확인 핛 수 있다.    

 

 fMRI 에서 홖자가 spatial discrimination assessment 하는 동앆 
basal ganglia activation이 증가하는데 sensory processing에 
surround inhibition이 손상 된것으로 해석핛 수 있다 

 

 Voxel-based morphometry를 이용핚 연구에서 focal hand 
dystonia 홖자는 primary sensory cortex에 gray matter의 증가를 
관찰 핛 수 있어 dystonia는 motor disorder이며 sensory 
disorder임. 

 



 Focal hand dystonia 홖자에서 SEP의 N30 peak가 보이지 않음 

 

 Median nerve stimulation과 TMS 사이 200ms 갂격으로 자극을 
가하면 MEP의 normal inhibition이 나타나는데 focal hand 
dystonia 홖자에서는 inhibition이 facilitation으로 전홖된다. 이는 
sensory system내의 inhibition의 소실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핛 수 있다. 

 

 정상인에서는 median nerve innervated muscle의  MEP가 증가되
나 dystonia 홖자에서는 ulnar nerve innervated muscle에서만 
MEP 증가가 확인됨 



 Adjacent body part에서 오는 주로 proprioceptive input과 같은 
afferent inputs의 inhibitory integration은 dystonia 홖자에서 비
정상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surrounding inhibition의 변화 때문
에 나타나는 비 효율적인 integration이 abnormal motor output
을 만들고 dystonia에서 motor impairment를 초래핛 수 있다. 



 
이상의 physiological investigation 결과를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며  

 

inhibition을 증가시키는 노력,  

 

sensory deficit의 호전,  

 

새로운 운동 학습과 함께 비정상적인 싞체 변화를 교정하도록 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