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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병의 바이오 마커들에 대한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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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Biomarkers in Alzheimer Disease

Eun Joo Chung 

Department of Neurology,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Alzheimer’s disease (AD) is the most common cause of dementia and a progressive neurodegenerative disease including almost one-half 

of the population aged > 85 years (43%). Neuron loss and the pathologic changes in AD can be detected 15 years before dementia symp-

tom onset. The current clinical diagnosis of AD is applied to a patient to have dementia before a diagnosis can be made, and is largely 

based on the exclusion of other disorders.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the AD biomarkers is important in order to diagnose individuals 

who are in the early stages of AD, assess whether asymptomatic individuals have the condition, and predict the outcomes of such 

individuals. Traditional core AD biomarkers are usually divided into cerebrospinal fluid (CSF) (e.g. Aβ42, p-tau and t-tau) and neuroimaging 

(e.g.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This article presents updates on some of the recent advances in AD 

biomarkers that have demonstrated results and presents updates on some of the current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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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ince Alois Alzheimer had firstly reported the dementia, 

Alzheimer’s disease (AD) has been the most common 

form of dementia and accounts for 50-60% of all dementia 

cases.
1
 The flow of many studies in AD has been moving 

from the diagnosis when it shows clinical features to the 

diagnosis of early dementia
2
 or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3
 even its early preclinical stages.

4
 

Although a probable diagnosis of AD can be established 

with a confidence of >90%,
5
 based on clinical criteria, the 

addition of biomarkers to the diagnostic criteria for AD may 

facilitate an early diagnosis, and may increase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both the clinical diagnostic and prognostic 

capabilities.
6
 However, there are great challenges to discover 

novel biomarkers with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or 

AD.

Herein, this article review discussions of the newly updated 

biomarkers in AD as well as traditional core biomarkers 

as clinical and diagnostic tools.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biomarkers

Biomarkers, by definition, are objective, quantifiable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processes.
7

Many unique purposes of biomarkers include diagnosis 

confirmation of diagnoses, monitoring treatment effects or 

disease progression, and prediction of clinical outcomes.
8

An ideal biomarkers in AD would be as follows; first, 

they have clear cutoff values for biomarker positivity, 

second, they diagnose preclinical AD and reflect the different 

stages of the disease throughout its course; thir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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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 AD from other types of dementia, such as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or mixed forms of dementia, 

such as vascular dementia (VD), frontotemporal dementia 

(FTD), or dementia with Lewy bodies (DLB);
5
 and fourth, 

they are simple and not costly, such as might be afforded 

by a blood test.
6

Biomarkers can be classified into molecular biomarkers 

and imaging biomarkers (Computer Tomography, 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9
 In general, molecular biomarkers refer to nonimaging 

biomarkers with biophysical properties by a measurement 

of biological samples such as plasma, serum, cerebrospinal 

fluid (CSF), bronchoalveolar lavage and biopsy.
9
 

Imaging biomarkers capture broad changes of AD 

neuropathology, from brain size and structure to the 

presence of protein aggregation.
6
 Imaging biomarkers can 

be noninvasive (MRI) or moderately invasive (PET or 

SPECT) based on the modality used. A particular advantage 

for imaging biomarkers is the continual improvement of 

equipment/software and discovery of new radioimaging 

ligands, however, interlab standardization can be difficult 

because of the use of different makes and models of 

scanners, each with their own idiosyncrasies.
10

 

Molecular biomarkers in AD

1. CSF 

Although lumbar puncture (LP) is somewhat a more 

invasive procedure, CSF is considered as an ideal source 

for biomarkers in AD. It directly interacts with the 

extracellular space in the brain, thus potentially reflecting 

the associated biochemical/pathologic changes.
6

Three proteins (amyloid-β, Aβ42; total-tau, t-tau; phos-

phorylated forms of tau, p-tau), which are the major protein 

constituents of the hallmark pathological features of AD, 

are typically considered the gold standards for AD CSF 

biomarkers.
11

 These proteins are major components of 

amyloid plaques (APs) and neurofibrillary tangles (NFTs), 

respectively.
6
 

1.1 Amyloid-β (Aβ42)

Aβ42 is a 42 amino acid peptide cleaved from the large 

amyloid-precusor protein (APP) by the sequential activities 

of α-secretase and γ-secretase enzymes, and it aggregates 

in the brain through the processing of amyloidogenic 

pathways. The mean concentration of Aβ4
42 in the CSF is 

significantly reduced by about 50% in subjects with AD 

relative to age-matched controls.12 Low CSF Aβ42 is useful 

as a marker that predicts future clinical disease progression 

and rate of cognitive decline, especially in the early clinical 

stages of the disease.13 This phenomenon results from 

deposition of Aβ42 in APs, preventing its transit from the 

brain into the CSF.5 It has been proved in many studies, 

which CSF Aβ42 levels correlate inversely with APs load 

in the brain as determined by postmortem histology14 and 

concomitant in vivo plaque measurement using amyloid 

imaging.15 A cut-off value of internationally established CSF 

Aβ42 in AD compared to controls is less than 500 pg/ml.5 

CSF Aβ42 alone is less useful in differentiating AD from 

other dementias, because low levels have also been 

documented in patients with FTD, VD, and LBD.4 It 

possibly suggests the concomitant presence of fibrillar Aβ 
deposits in many of these patients.4 In addition, CSF Aβ42 

does not correlate well with disease duration or severity.4 

This is consistent with results from 11C-labeled Pittsburgh 

Compound B (11C-PIB) studies16 or the hypothetical model 

of dynamic biomarkers for AD pathology17 showing that 

amyloid retention does not change appreciably during the 

symptomatic stages of AD.18 

Unlike CSF Aβ42, CSF Aβ40 levels are not different in 

individuals with AD compared with controls.5 CSF Aβ40 

has recently been shown to be decreased in a subset of 

subjects with cerebral amyloid angiopathy (CAA).19 

However, because CSF Aβ42 alone is not a sufficient 

biomarker for AD diagnosis and prognosis,20 it has been 

proposed that measurement of the Aβ42/Aβ40 ratio might 

be superior to Aβ42 alone, even in the early stages of 

diseas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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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au

Tau is a intraneuronal inclusions of the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5 wherein its primary function seems to 

be regulation of microtubule stability within the axon.6 In 

AD, hyperphosphorylated tau (p-tau) is a major component 

of the paired helical filaments that constitutes neurofibrillary 

tangles (NFTs) that are present in neuronal cell bodies.4 

1.2.1 Total-tau (t-tau)

Tau is normally released by neurons in the absence of 

cell death.6 High levels of tau in CSF may reflect neuronal 

damage, and it can be transiently increased after acute 

neuronal injury such as with stroke and traumatic brain 

injuries.22 Levels of t-tau in the CSF can increase with age 

in healthy controls,5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total 

tau (t-tau) significantly increases approximately 2-3-fold in 

AD compared with nondemented elderly subjects with a 

cut off of >600 pg/ml.5,23 Elevation of CSF t-tau differ-

entiates AD from nondemented, age-matched elderly with 

a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approximately 90%.12 Tau 

levels might also be a prognostic marker with a good 

predictive validity for conversion from MCI to AD.24 If 

cognitively normal individuals show evidence of amyloid 

deposition and an elevation in t-tau, they are likely to 

have preclinical AD.25 However, because t-tau elevation 

can be seen in other neurodegenerative diseases,18 the 

utility of t-tau alone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D is 

potentially limited.26 Also tau levels remain relatively stable 

throughout the clinically symptomatic period of AD, thus 

they do not correlate well with dementia severity.18 

1.2.2 Phosphorylated tau (p-tau)

Abnormal tau phosphorylation is present in NFTs and 

has been investigated as a marker of

AD pathology.4 CSF p-tau results in a lack of function 

and axonal transport dysfunction.5 In contrast to t-tau, p-tau 

does not appear to be increased secondary to acute brain 

injury, further adding to its diagnostic specificity.4

The different phosphorylation sites of p-tau,27 p-tau181,
28 

p-tau231-235, or p-tau396-404
29 offer at least equivalent diagnostic 

utility for AD, especially in early diagnosis, as compared 

with total tau.
4
 Three different phosphorylation sites of tau 

such as p-tau181 and 231 are equally effective in differentiating 

AD from nondemented controls.
4
 CSF p-tau181 is significantly 

enhanced in AD and MCI,
30

 with a cut-off of >60 pg/ml,
5
 

and it improves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D and DLB.
31

 

Levels of p-tau231 in CSF are associated with disease pro-

gression in AD.
32
 CSF p-tau231 may also provide diagnostic 

specificity for AD and may improv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D and FTD.
33

 CSF p-tau396 - 404 and the ratio of 

p-tau396- 404/t-tau have been differentiated AD from VD in 

a study.
29

 CSF p-tau181 and p-tau231 can also be used to 

distinguish AD from controls and FTD, DLB, VD and major 

depression.
34
 Furthermore, the concentration of p-tau231 has 

shown longitudinal decline from mild to moderate AD.
30

1.3 Novel CSF Biomarkers 

Recently, 2 novel CSF biomarkers in AD have been 

proposed; visinin-like protein-1 (VILIP-1),
35

 and chitinase- 

3-like protein-1 (YKL-40).
36

 VILIP-1 is a neuron-specific 

intracellular calcium sensor protein.
37

 An increase in CSF 

VILIP-1 has been observed in AD, and VILIP-1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35

 VILIP-1 is 

a strong predictor of future cognitive decline in individuals 

with MCI/mild dementia and in cognitively normal control 

subjects.
35

 

YKL-40, which is another candidate of biomarkers in 

CSF, is an astrocytic protein that is up regulated in 

neuroinflammatory conditions.
38

 In two reports, YKL-40 

performed nearly as well as the core biomarkers for both 

diagnosis and prognosis in AD versus control subjects.
36

 

However these results were not replicated in a subsequent 

study.
11

  

2. Blood (plasma and serum)5,6 

As mentioned previously, there are several drawbacks 

of CSF biomarkers such as an invasive CSF collection by 

LP and potential side effects, such as intracranial hypotension.
5
 

In addition, patient screening and patient follow-up analy-

sis over several years is difficult and often problematic.
5
 

Therefore, there is much need for further research into the 



알츠하이머 병의 바이오 마커들에 대한 최신 정보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5

biomarkers of other body fluids in the diagnosis AD.
11

 

Plasma/serum analysis is the gold standard in clinics, be-

cause they are minimally invasive, as compared with CSF, 

and therefore easily screened, collected, processed and fol-

lowed up over several years.
5,11

 

Because of the complex and time-consuming processing 

of blood cells,
5
 identification of reliable biomarkers for 

AD in peripheral blood (plasma and serum) has been 

disappointing.
6,11

 It is still unknown how much the con-

centration of blood directly correlates with pathological 

changes of the brain in AD,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changes in the levels of blood biomarkers in each of 

study.
11

 Another limitation of plasma data is that changes 

are minimal and heterogeneous.
5
 Plasma changes reflect 

a broad spectrum, not all necessarily related to AD.
5
 

2.1 Plasma Aβ42

There are various inconsistent findings from the many 

published studies of plasma Aβ species.
39

 Most studies 

find no change of plasma Aβ species, whereas some 

groups report slightly higher plasma levels of either Aβ42 

or Aβ40 in AD, despite broad overlap between AD and 

control groups.
6
 Plasma Aβ are particularly increased in 

familial AD and Down syndrome, but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sporadic AD.
34

 Some studies report that 

a high level of plasma Aβ42, or a high Aβ42/Aβ40 ratio, is 

an indicator of increased risk for future AD, however, 

other studies have reported the contrary.
6
 

2.2 Plasma Tau

A report showed that plasma tau decreases in AD,
40

 

whereas another study found tau increases in AD.
41

 These 

differences probably result from the variability created by 

extremely low levels of tau in plasma.
6
 

2.3 Novel Blood Biomarkers

Novel serum candidates include C-reactive protein 

(CRP)
42

 and the presence of antibodies in serum that 

recognize selective peptid ligands in AD versus control 

samples.
43

 More work needs to be done before blood 

biomarkers can be considered useful for AD diagnosis and 

prognosis.
6
 

Imaging biomarkers

The dynamic model of the AD pathological cascade 

showed temporal ordering of biomarker abnormalities.
44
 In 

the analysis of CSF biomarkers and structural MRI in 

participants with cognitive normal, MCI or AD from the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ADNI), CSF Aβ
42 was abnormal more often than t-tau or hippocampal 

volume, and CSF t-tau was abnormal more often than 

hippocampal volume only in cognitively normal people.
18

 

These results from the ADNI mean that amyloid deposition 

is an early event and that hypometabolism or hippocampal 

atrophy precedes.
45

A longitudinal study of FDG PET and amyloid PET in 

mild AD noted little change in the anatomical extent of 

amyloid PET over time, whereas FDG PET hypometabolism 

expanded significantly.
46
 In other words, by the time patients 

became demented, amyloid deposition was static whereas 

the expansion of FDG hypometabolism was continuing.
46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amyloid deposition has an early 

and subclinical impact on cognition that precedes metabolic 

changes, and hypometabolism becomes more pronounced 

later in the course of the disease.
47

 

1. MRI Biomarkers

Volumetric MRI is one of the most studied imaging 

biomarkers. A marked decrease in normalized whole brain 

volume and in the hippocampus and entorhinal cortex 

volume is observed in AD.
48
 Volumetric MRI is able to be 

performed as good biomarkers for diagnosis and prognosis, 

however, it is especially useful in the more advanced clinical 

stages of AD compared to CSF biomarkers.
49

 

Both task-based and resting-state functional MRI (fMRI) 

detect changes in connectivity between areas of the brain 

while an individual is performing a task or resting.
6
 fMRI 

showed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with MCI versus 

control subjects on task based assessments.
50

 In AD, 

default mode network resting connectivity is weakened, 

whereas in some cases, other networks hav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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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51

 

Arterial spin labeling (ASL) MRI is an emerging biomarker 

for measuring functional change associated with neuro-

degenerative conditions.
52
 Results using ASL MRI in patients 

with clinical AD showed hypoperfusion to posterior cingulate, 

precunes, inferior parietal, and lateral prefrontal cortices.
53

 

ASL can also distinguish AD from FTD, and dissociated 

areas of hypoperfusion in AD and FTD are consistent with 

areas of significant histopathologic burden in these neuro-

degenerative diseases.
53

 Changes in cerebral blood flow 

(CBF) measured by ASL MRI appear to overlap consid-

erably with alterations of brain metabolism measured by 

FDG PET.
54

2. PET Biomarkers

FDG-PET is a highly studied radioligand that acts as an 

indicator of glucose metabolism and neuronal activity.
6
 

Reductions in FDG-PET are observed in AD in the posterior 

cingulate and medial temporal lobe early in the disease 

process and gradually expand to areas including the frontal 

association cortices, providing both diagnostic and pro-

gnostic capabilities.
55
 However, because these changes are 

not seen until the symptomatic phase of AD,
44

 amyloid 

PET with development of the first radioligand specific to 

fibrillar Aβ, Pittsburgh Compound B (PiB), has been used 

as biomarkers.
56

 In AD, levels of fibrillar Aβ are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measured by amyloid PET,
57

 

this finding inversely correlates with CSF Aβ42 levels and 

offer some value for diagnosis and prognosis in early stages 

of the disease, including the preclinical period.
58

 Other 

amyloid imaging radioligands such as florbetapir, fluteme-

tamol, florbetaben, and AZD4694 are also developed.
59

 

Florbetapir (also known as Amyvid) was recently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use in patients 

being evaluated for AD and other causes of cognitive 

decline.
60

 

Conclusion

There is no doubt that CSF and imaging biomarkers 

play a vital role in the early diagnosis of preclinical AD. 

In addition, novel biomarkers should be validated across 

large cohorts to diagnose preclinical and symptomatic AD 

and to exclude other dement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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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only used unofficial definition of epilepsy 

has been “two or more unprovoked seizures at least 24 

hours apart.” In 2014,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published a new diagnostic criteria to es-

tablish the beginning and end of epilepsy, introduced the 

paper by Fisher et al. A practical clinical definition of epi-

lepsy, which has provided rational basis for earlier diag-

nosis of epilepsy in patients presenting with a single 

seizure. The document also introduces the notion of 

‘resolved epilepsy’, when a person has outgrown an 

age-dependent syndrome or has been seizure-free for 10 

years, the last 5 off of anti-seizure medicines. The broad 

acceptance of the revised definition will provides a com-

mon framework for research studies, as well as for appli-

cation in clinical practice.

A widely accepted hypothesis in partial epilepsy holds 

that there is a seizure-free, pre-epileptic state, termed the 

“latent period”, between a brain in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longed febrile seizures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hippocampal sclerosis (HS) and temporal 

lobe epilepsy has been a matter of great controversy. A 

landmark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FEBSTAT) by 

Lewis et al. demonstrated that febrile status epilepticus 

can result in acute hippocampal injury, often evolving to 

hippocampal sclerosis that is visible on MRI. 

The etiology of epilepsy was formerly regarded as un-

known in about three-quarters of patients; Many forms of 

epilepsy have long been suspected to have a genetic 

background, and improvements in sequencing technology 

have now enabled detailed dissection of their genetic 

basis. A meta-analysis of larg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henotype-genotype data sets (ILAE Consortium on 

Complex Epilepsies) identified certain loci can broadly af-

fect susceptibility to the development of epilepsy. The ep-

ilepsies are a clinically heterogeneous group. The study in 

all-epilepsy cohort identified two risk loci; at 2q24.3, im-

plicating SCN1A, and at 4p15.1harbouring PCDH7, which 

encodes a protocadherin protein not previously implicated 

in epilepsy. Risk locus for genetic generalized epilepsy 

was at 2p16.1, implicating VRK2 or FANCL, but no sig-

nificant associations were found for focal epilepsy.

Another advance in genetics of epilepsy is related to 

the somatic mutations of brain cortical malformations. A 

genetic etiology is not synonymous with generalized epi-

lepsy, many focal epilepsies have a known genetic cause. 

Somatic mutation result in two or more populations of 

cells with distinct genotypes in the same individual. 

Recent examples include somatic mutations in MTOR, 

PICK3CA, DCX, LIS1, FLNA and TUBB2B in the patients 

with cortical malformation. 

With rapid progress of genetics and basic neuroscience 

in this field, there is increasing possibilities for develop-

ment of antiepileptogenic drugs and novel therapeutic 

challenges. These cases include individuals with KCNT1 

mutations treated with quinidine, KCNQ2 mutations treat-

ed with ezogabine (retigabine), GRIN2A mutations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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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emantine, mTORopathies treated with everolimus 

and cannabinoids(medical marijuanas) in children with se-

vere epilepsy. These drugs are increasingly tried in specif-

ic patient groups with severe refractory epilepsies for their 

relevant molecular mechanisms of action against epilepsy. 

Important paper in clinical practices is the study on the 

effects of breastfeeding in children of women taking anti-

epileptic drugs. Although strong evidence exists that fetal 

exposure to some AEDs is associated with reduced cognitive 

abilities in children, harmful effect of breastfeeding during 

maternal AED therapy to child remains controversial. Meador 

et al. noted breastfed children exhibited higher IQ and en-

hanced verbal abilities at age 6 years compared with 

non-breastfed children. 

Recent advance in conventional AED treatment is the 

development of IV formulation of carbamazepine solubi-

lized in a cycldextrin matrix. Pooled analysis of two 

open-label studies (phase I and phase III) with epilepsy 

on stable dosage of oral CBZ (1200-2000mg/day) showed 

that tolerability profile of IV carbamazepine (70% of oral 

daily dose, every 6hr) was similar among the different in-

fusion durations (2- to 5-, 15-, or 30-min), and no clin-

ically relevant concerns were identified. An IV carbamaze-

pine formulation would fulfill an important treatment need 

for patients who have achieved seizure control with oral 

carbamazepine but for whom oral administration is tem-

porarily not feasible. The New Drug Application (NDA) 

for this product is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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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Gon Kim,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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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al cells have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playing only supportive rol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Recent studies provide growing 

evidence that glial cell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odulation of neural transmission exerting influence on normal and abnormal physiology of 

nervous system more heavily than previously thought. More recent researches on glial cells have identified a kind of a brain sink, so called 

“glymphatic system”, that functions to remove metabolic intermediates and toxic molecules generated from neural activity. Disruption of the 

glymphatic system is now thought to be at least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progression of neurodegenerative diseases or to 

lingering dysfunction after neural injury. Further studies are expected to reveal complex heterogeneity of glial cells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spatially and temporally fine-tuned coding of neural information. 

Repurposing the drugs already used in the market has proved to be a highly efficient way to develop new drugs for intractable diseases. Several 

approaches have been taken to screen novel therapeutic effects of existing drugs, and there are several candidate drugs for neurological 

diseases awaiting approval of which novel applications are identified by the drug repositioning approach. Ongoing clinical trial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for retinal degeneration was halted for fear of developing cancerous mutations, being a blow for stem cell therapeutics. 

However, ever-refined gene-editing technologies (for example, Crispr/Cas-9) hold promise for correcting diseased genes in patients suffering 

from hereditary disorders and replacing damaged cells or tissues generated by stem cells with corrected genetic components. These 

technologies are also renewing hopes for gene therapies of which progress has been hampered by viral vector associated problems. 

This lecture will briefly introduce some of recent breakthroughs in glial cell biology and therapeutics in relations to intractable neurologic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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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of Brain Science and Neurolog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EL: +82-31-219-4495   FAX: +82-31-2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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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ache

Jong Hee Sohna, Soo-Jin Ch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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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igraine patients and researchers, year 2015 may be the start of new hope. Although lack of new abortive agents for migraine, new 

drug delivery devices have been recently proven its efficacy. Preventive treatment with monoclonal antibody of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for frequent episodic migraineurs showed good clinical outcome in several phase II studies. Non-invasive neurostimulation 

on supraorbital nerve also showed some efficacy in prevention for the patients with migraine without aura. Blockage of sphenopalatine 

ganglion with anesthetic agents can be an option for chronic migraine.

Key Words: Migraine, Chronic migraine,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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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은 흔하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트립

탄 이후로 편두통에 특화된 새로운 급성기 혹은 예방치료제

가 FDA의 승인을 얻은 바는 없다.
1
 편두통 환자의 40-70%는 

트립탄 사용 2시간 후 치료효과를 평가할 때 비반응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
 따라서 편두통의 새로운 치

료가 필요하고, 다양한 임상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15년 두통 분야의 중요한 변화는 첫째, 1월 미국두통학

회에서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고 둘

째, 5-6월 국제두통학회에서 고빈도삽화(성)편두통환자에 대

한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alcitonin gene-related pep-

tide, CGRP) 단세포군항체(monoclonal antibody)의 치료효

과의 발표와 신경자극치료의 효과, 셋째, 만성편두통의 진

단 및 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결과 등이다. 

1.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 및 새로운 치료

미국두통학회에서 발표한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3 아스피린, 아세트아미

노펜, 4종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 외에 트립탄 제제가 경구를 

포함하여 주사, 코흡입제 등이 레벨 A의 증거수준으로 추천

되었고, sumatriptan과 naproxen복합제가 레벨 A로 권고되

었다. 에르고타민과 카페인 복합제인 cafergot가 레벨 B로 

낮아졌으며, tramadol 고용량(75 mg)과 아세트아미노펜 복

합제가 레벨 B로 인정받았다. 그에 비하여 스테로이드나 

valproate 주사는 레벨 C로 분류되었고, celecoxib나 리도카

인 정주는 레벨U로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

간헐적 편두통 치료의 중요한 원칙은 두통 발생 조기에 적

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AVP-825는 본인의 호흡을 이

용하여 비강으로 저용량의 약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시

스템이다. 수마트립탄 100 mg 경구 복용에 비하여 비강 22 

mg이 15분부터 더 많은 환자에서 증상 관해 및 증상 개선을 

보였고, 2시간 이후 효과는 비슷하였다.4 따라서 효율적인 

투여 경로는 조기 효과 및 용량 감소에 따른 부작용 감소에

도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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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단세포군항체(monoclonal antibody, 

mAb)와 신경자극(Neurostimulation)의 치료효과

CGRP mAb는 현재 Tev48125, ALD403, AMG334, 

LY2951742 등이 2상을 마치고, 3상을 시작하였거나, 준비 

중이다. 주 대상은 월 4-14회 이상의 고빈도 편두통 환자이

고, ALD403은 한 번 주사하여 6개월까지 효과가 발표되었

고, 나머지는 4주마다 주사하며, TEV-48125은 만성편두통

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2,5,6

트립탄제에 비하여 CGRP mAb제제는 혈관수축 등의 위험

이 적어서 금기대상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방치료에 대

한 우수한 효과가 보고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100% 두통 개

선이 보고되어 큰 기대를 받고 있다.7

만성편두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Tev48125 연구는 4주간의 

두통시간 비교를 일차종말목표로 삼았는데 위약군이 37시간 

감소한 것에 비하여 675/225 mg 군은 60시간, 675/90 0mg

군은 68시간 감소하여 30시간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차목

표인 4주간의 중등도 혹은 심한 두통일은 위약군이 4.2일 감

소된 것에 비하여 675/225 mg군은 6.04일, 900 mg군은 

6.16일 감소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6 이러한 결과는 

만성편두통 환자에 대한 토파맥스(-3.5일 vs. -0.2일)나 보툴

리눔독소(-7.8일 vs -6.4일)의 효과와 비교할 만하여, 향후 

연구결과가 기대된다.8,9

고빈도삽화(성)편두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Tev48125 연구

는 4주마다 위약, 225 mg, 625 mg 을 주사하고 4주간 두통

일을 비교하였다. 위약군이 3.5일 감소한 것에 비하여 225 

mg군은 6.3일, 625 mg군은 6.1일 감소하여 의미 있는 차이

가 있었다.5 2014년에 발표된 ALD403 연구는 baseline과 5-8

주 결과를 비교하여, 위약군은 4주간 편두통일이 4.6일, 실

험군은 5.6-5.8일 감소하였고, AMG334 연구는 baseline과 

9-12주의 위약군의 편두통일이 3.0일 감소하였고, 실험군은 

4.2일 감소하였다.10,11 편두통 예방치료의 효과가 증명되어 

있지만, 삽화(성)편두통환자들은 예방약물을 매일 먹는 것보

다,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2-4주 1회 주사로 두통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면 더 많은 환자가 기꺼이 예방치료를 선택할 것이다. 

신경자극치료는 자가치료기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Cephalyⓡ는 경피적 상안신경자극(transcuta-

neous supraorbital nerve stimulation)를 집에서 매일 20분

씩 시행하는 기구로 단일군 연구에서 치료 전에 비하여 2달 

후 75%의 환자에서 50% 이상의 두통일의 감소가 있다고 보

고된다.
12

3. 만성편두통 환자의 진단 및 치료

ID-CM은 만성편두통 환자의 발견을 위해 만들어진 진단

방법으로 민감도는 83.5%이고 특이성은 88.5%이다.
13

 국제

두통질환분류 3판 베타판에 의하면 만성편두통은 편두통 진

단이 되고, 3개월 이상 15일 이상의 두통이 있고, 8일 이상이 

편두통이거나 트립탄 등 편두통약물에 반응이 있어야 진단

된다. 이에 비하여 ID-CM은 2-3가지 질문으로 편두통을 진

단하고 (심하고, 구역감이 있거나 빛공포와 소리공포가 있는

지), 2가지 질문으로 두통횟수를 확인하면 (3개월 동안 45일 

이상, 1달동안 15일이상) 만성편두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다. 그리고, 지난 1달동안 진통제 사용, 일상생활의 장애일, 

계획설정에 대한 두통의 영향이 모두 기준을 만족하면 만성

편두통의 고위험군으로 판정한다. 

만성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소규모 연구결과

가 보고되었다. 접형신경절차단연구는 26명을 대상으로 

Tx360
ⓡ

을 이용하여 0.5% bupivacaine을 실리콘 튜브를 이

용하여 비강내 중비갑개(middle turbinate) 밑에 주 2회 6주

간 분무하여 치료하였고, 식염수를 분무한 대조군 12명에 비

하여 두통강도 및 두통 영향이 모두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14

 

대후두신경차단술의 치료 효과가 삽화(성)편두통 혹은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 연구되었고, 실험군은 0.5% bupivacaine 

2.5 ml와 methylprednisolone 20 mg(0.5 ml)을 후두신경 주

사부위에, 대조군은 생리식염수 2.75 ml와 1% lidocaine 

0.25 ml을 주사하였고, 양 군의 치료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15

결 론

2015년 편두통에 대한 증거기반 권고사항이 출판되었다. 

편두통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시도가 FDA의 승인을 받고, 

환자의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환자

를 위한 다양한 치료가 가능해 지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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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감소성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임상적 접근

박 정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Hypokinetic Movement Disorders

Jeong-Ho Park,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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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diagnostic approach to movement disorders dose not follow the diagnostic steps in general neurology. To arrive at the correct diag-

nosis of movement disorders, the following steps are recommended: (1) Identifying types of movement disorder, (2) Determine the dominant 

movement type, (3) Associated features, (4) Making the list of differential diagnosis. Types of movement disorder can be classified into hypo-

kinetic (i.e., “move too little”) and hyperkinetic (i.e., “move too much). This article describes variable types of hypokinesias in order to make 

it easy to understand the presented video clips regarding hypokinetic movement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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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동질환에 있어서 임상적 접근법은 일반 신경학적 

질환에서 이용되는 진단과정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상운동질환에 있

어서의 진단적 접근방법은 먼저, 이상운동증의 종류를 확인

하고, 주된 이상운동증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동반된 임

상특징을 고려하여 감별 진단을 시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1
 편의상, 모든 이상운동증은 운동감소성(hypokinetic 

movement disorders)과 운동과다성(hyperkinetic movement 

disorders)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킨슨병, 

비전형파킨슨증후군과 같은 운동감소성 이상운동질환에 대

한 동영상 강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운동감소증의 

종류와 임상적 특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운동완만/운동감소/운동불능 (Bradykinesia/ 
Hypokinesia/ Akinesia)

운동완만, 운동불능, 운동감소는 문헌상에서 서로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의미상 차이

가 있다. 운동완만은 느린 동작(움직임)을, 운동불능은 움직

임이 전혀 없는 상태를, 운동감소는 움직임의 빈도가 적거나 

동작의 크기가 적어진 경우를 각각 지칭한다. 운동완만은 파

킨슨병 진단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추체로 또는 소뇌를 침

범하는 질환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 

자발적 반복 운동시에 피로현상이나 진폭 감소현상이 함께 

동반된 경우 추제외로 질환(특히, 흑질-선조체 기능이상)에 

보다 특이적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행증 (Apraxia)

피질기저핵변성(corticobasal degeneration) 및 진행성핵

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에서 흔히 볼 수있는 

실행증은 근력 저하, 강직, 경축, 운동불능, 감각이상, 인지기

능장애 등의 일차적 원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운동 장

애의 일종으로 학습된 능숙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증상으

로, 아래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3
 관념실행증 (ideational 

apraxia)은 동작 수행의 개념(concept)적 손상으로 인해 계

획이 필요한 순차적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두정엽 

병변과 관련된다. 관념운동실행증 (ideomotor apraxia)은 동

작 수행의 개념 자체는 정상이지만 개별 운동에 대한 잠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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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individual motor engram)이 손상되어 나타나며 흔히 간

단한 동작에 대한 구두 명령을 실행하지 못한다 (예, 머리빗

기, 경례 등의 동작). 사지운동실행증(limb-kinetic apraxia)

은 전두엽 특히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이 

침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손가락 및 손의 능숙성

이 떨어져 손모양 따라하기와 같은 동작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동결 (Freezing)

동결 현상은 수초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지속

되는 운동 정지 상태로 보행시 나타나는 보행 동결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파킨슨증 환자에서 주로 나타난다.
4
 한편, 파

킨슨증이 거의 없고 동결 현상이 주된 증상인 경우, 순수 운

동불능증(pure akinesia) 또는 보행 개시 장애(gait ignition 

failur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5
   

갑상샘저하증

갑상샘저하증이 심한 경우 대사율 감소, 체온 저하, 서맥, 

점액부종, 탈모, 애성, 근긴장증 등의 전형적 전신증상과 함

께 파킨슨증에서와 유사한 운동완만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경축과 같은 다른 파킨슨증상이 없다는 점이 다

르다.   

근(육)경축 (Rigidity)

근경축은 수동 관절 운동에 대하여 근육 긴장도가 증가되

어 있는 상태로 증가된 긴장도가 일정한 납굴양 근경축

(lead-pipe rigidity)과 톱니바퀴양 근경축(cogwheel rigidity)

으로 구분되는데, 흑질 병변에 의한 파킨슨증에서는 톱니바

퀴양 근경축이 더 흔하다. 근경축은 운동완만과는 구별되는 

증상이지만,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에서처럼 근경축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운동불능

(akinesia)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근(육)강직 (Stiff muscle)

근강직은 근경축(rigidity) 또는 근경직(spasticity)과는 다

르며 지속적인 근세포 활동전위 방출에 의해 발생하는데 근

강직 증후군(stiff muscle syndrome)은 임상적으로 크게 신

경근육긴장증(neuromyotonia), 근경축성 뇌척수염

(encephalomyelitis with rigidity), 사지강직 증후군(the stiff-limb 

syndrome) 그리고 강직증후군(stiff-person syndrome)으로 

분류된다. 신경근육긴장증은 근육잔떨림(myokymia)과 근섬

유다발수축(fasciculation)이 근이완 불능증과 함께 동반되어 

근강직 및 근경련(cramp)을 일으키며 대표적인 질환으로 

Isaacs 증후군이 있다.
6
 근경축성 뇌척수염은 척수의 억제성 

사이신경원의 염증성 기능손상으로 인해 척수 전각 운동신

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후

술될 강직증후군의 심한 형태로도 인식되는데 스테로이드가 

치료로 이용될 수 있다.
7
 강직 증후군은 체근육의 지속적인 

등척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으로 인해 강력한 수축과 

통증을 유발하여 마치 만성 테타누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

다고 하며, 주로 체간 및 경부 근육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이

다.
8
 검사실 검사를 통한 GABA 합성 효소, GAD(glutamic 

acid decarboxylase) 및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검사가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9

끝으로, 운동감소성 이상운동증의 다양한 현상학적 특징

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 증후

군과 같은 다양한 운동감소성 질환들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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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다(hyperkinesias)/과다운동증(hyperkinetic 

movements)은 의도하지 않은 운동이 과다한 상태로 정의

할 수 있으며,1 떨림(tremor), 근긴장이상(dystonia), 근간대

경련(myoclonus), 무도증(chorea), 도리깨질(ballism), 틱

(tic), 자동반복증(stereotypy) 등이 속한다.2 일부에서는 과

다운동증을 발작적(jerky)인 양상과 비-발작적(non-jerky) 양

상으로 나누어 근간대경련, 무도증 및 틱은 발작적 과다운동

증으로, 떨림 및 근긴장이상은 비발작적 운동과다로 분류하

기도 한다.3 그러나, 실제 진료에서는 여러 이상운동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도식적인 분류를 그

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간대경련-근긴

장이상(myoclonic-dystonia)이나 근긴장이상떨림(dystonic 

tremor) 같은 현상이나, 헌팅턴병에서 무도증과 근긴장이상

이 윌슨병에 떨림과 근긴장이상이 같이 나타나는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4 여기서는 다양한 과다운동증 중 성인에서 흔

히 관찰되는 증상들의 정의 및 임상적인 특징, 감별점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떨림(Tremor)

떨림은 몸의 일부분 혹은 여러 부분에서 작용근과 대항근

이 교대로 또는 동시에 수축하여 발생하는, 규칙적으로 일정

한 빈도를 가지는 신체의 불수의적 율동적 진동운동(“an in-

voluntary rhythmic sinusoidal oscillation of a body part”)

으로,2,5 이를 세분하기 위해 떨림이 유발되는 상황, 떨림의 

빈도와 진폭, 떨림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 동반된 신경학적 

이상 및 가족력 등 떨림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떨림은 유발되는 상태에 따라 안정시떨림(resting 

tremor)과 활동떨림(action tremor)으로 분류되며, 활동떨림

은 체위떨림(postural tremor) 및 의도떨림(intention tremor)

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떨림의 빈도에 따라 저빈도(<4Hz), 

중빈도(4-7Hz) 및 고빈도(>7Hz)로 분류하며, 의도적인 움직

임으로는 7 Hz를 초과하는 고빈도 떨림을 따라 할 수 없다.6

 안정시떨림은 침범된 신체부위가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

고 의도적인 근육수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찰되지만, 수

면상태처럼 완전히 쉬고 있을 때는 소실된다. 안정시떨림은 

파킨슨병에서 주로 관찰되나, 적핵떨림(rubral tremor 또는 

Holmes떨림)이나 본태떨림(essential tremor) 및 근긴장이상

떨림(dystonic tremor)에서도 보일 수 있다.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떨림은 전형적으로 4~6 Hz의 떨림으로 보행,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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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보행 중 손에서 환약말이떨림(pill-rolling) 형태로 가장 

잘 관찰되며, 자세를 취할 때는 없어졌다가 자세를 고정하고 

약 4-9초 후에 다시 나타나는 양상(re-emergent tremor)을 

볼 수 있다.
7
 활동떨림에 속하는 체위떨림은 본태떨림에서 

주로 발생하며, 본태떨림 환자에서는 다른 소뇌기능 이상 증

상을 잘 동반하지 않는다. 의도떨림은 손가락-코 검사에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 가장 잘 관찰되며, 소뇌신호 유출에 이

상이 있는 환자들에서 더 뚜렷하고, 이 경우 소뇌실조증이나 

측정이상(dysmetria)이 동반된다. 

1998년 세계운동질환협회의 합의(consensus statement of 

the Movement Disorder Society from 1998)에 따르면 본태

떨림은 양측성이며 대부분 대칭적인 체위떨림으로 활동떨림

이 동반될 수 있으며 손과 상지에서 눈으로 보이며 지속적이

며 (Bilateral postural tremor with or without kinetic trem-

or, involving hands and forearms, that is visible and per-

sistent),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나 떨림의 원인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5
 독립된 머리떨림(isolated head tremor)

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파킨슨이나 근긴장이상과 같은 다

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3년에서 5년의 유병기간 동안 비

정상 자세가 없는 머리떨림을 본태떨림에 포함시켰다.
5,8

 본

태떨림의 빈도는 나이 듦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젊

은 환자에서는 8-12 Hz의 빈도임에 반해 노인 환자에서는 

4-6 Hz의 빈도로 관찰될 수 있다. 최근에는 본태떨림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임상양상(인지기능 변화, 성격 변화, 후각 및 

청력 저하, 파킨슨병과 연관성) 및 병리소견들(소뇌 조롱박

세포(Purkinje cell) 감소 및 세포축삭(axonal torpedo)수 증

가, basket cell 변성, 루이체 존재)이 보고되어,
9
 본태떨림의 

새로운 정의와 분류가 논의되고 있다.
10

 

근긴장이상떨림은 주로 체위/활동떨림으로 대부분 7 Hz 

미만의 다양한 주기로 다소 불규칙한 진폭을 갖는다. 근긴장

이상이 있는 신체부위에 발생하는 국소떨림으로 안정시 소

실되고 계교(trick maneuver)로 떨림의 진폭이 감소되어 본

태떨림과 구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11

 실제로 전형

적인 파킨슨병의 양상인 안정시 환약말이떨림과 재출현떨림

(re-emergent tremor)을 보이거나,
12

 근긴장이상의 유전자

(ANO3 mutation)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상적으로는 근긴

장이상이 없고, 떨림만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어,
13

 임상적

으로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도파민운반체 양전자방출단층

촬영에서 정상 도파민 분비를 보이는 환자(scans without 

evidence of dopaminergic deficit, SWEDDs)의 많은 경우가 

근긴장이상 및 근긴장이상떨림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4

흔하지는 않으나 특징적인 떨림으로 기립떨림(orthostatic 

tremor)이 있으며, 이는 자세특이성 떨림(a position-specific 

tremor)으로, 일어나서 수초 지나서부터 하지 및 몸통에서 

떨림이 발생하여 걷기 시작하면 소실된다.
15
 빠른 빈도(14-16 

Hz)를 보이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촉진이나 근전도 검

사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sympathomimetics나 항우울

제의 복용으로 과장된 생리적떨림(exaggerated physiologic 

tremor)이 발생한다.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떨림도 대부분 6 

Hz이상으로 과장된 생리적 떨림의 특징을 갖는다. 도파민수

용체 억제제는 휴식성 떨림을 발생시킬 수 있고 리튬 중독은 

소뇌성 떨림의 증후를 보일 수 있다.
11

근긴장이상(Dystonia) 

2013년에 현상학에 근거한 새로운 근긴장이상의 분류 및 

용어 정의가 권고되었다(표 1). 이번 권고에서는 근긴장이상

을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불수의적인 근육 수

축으로 인해 비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이상운동 및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특징적으로 정형화되거나 비틀림 또는 떨

림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주로 수의적인 활동을 할 때 시작되

거나 악화되는 과다유출(overflow)과 연관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Dystonia is a movement disorder characterized 

by sustained or intermittent muscle contractions causing 

abnormal, often repetitive, movements, postures, or both. 

Dystonic movements are typically patterned, twisting, and 

may be tremulous. Dystonia is often initiated or worsened 

by voluntary action and associated with overflow muscle 

activation.” ) 이전에 근긴장이상을 원인(axia I), 발생나이

(axis II) 및 침범된 신체부위(axis III)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면, 이번 권고에서는 임상 양상(axis I)과 원인(axis II)으로 

나누고, 임상양상으로는 근긴장이상의 발생나이, 침범된 신

체부위, 시간적 변화양상 및 동반증상을 기준으로, 원인으로 

신경계 병리소견 및 유전성-후천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

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고립근긴장이상(‘isolated dystonia’)

는 원발성(‘primary’)을 대체하는 용어로 떨림이 없으면서 근

긴장이상이 유일한 운동 증상일 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전에 유전변성 근긴장이상(heredodegenerative dystonia) 및 

근긴장이상 플러스 증후군(dystonia plus syndrome)이라고 

했던 것을 복합근긴장이상(‘combined dystonia’)으로 통칭하

도록 하였다.
16

근긴장이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느리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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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I. Clinical characteristics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ystonia
Age at onset
 Infancy (birth to 2 years)
 Childhood (3-12 years)
 Adolescence (13-20 years)
 Early adulthood (21-40 years)
 Late adulthood (>40 years)
Body distribution
 Focal
 Segmental
 Multifocal
 Generalized (with or without leg involvement)
 Hemidystonia
Temporal pattern
 Disease course
 Static
 Progressive
 Variability
 Persistent
 Action-specific
 Diurnal
 Paroxysmal
Associated features
Isolated dystonia or combined with another movement disorder
 Isolated dystonia
 Combined dystonia
Occurrence of other neurological or systemic manifestations
 List of co-occurring neurological manifestations
Axis II. Etiology
Nervous system pathology
 Evidence of degeneration

Evidence of structural (often static) lesions
No evidence of degeneration or structural lesion

Inherited or acquired
Inherited
 Autosomal dominant
 Autosomal recessive
 X-linked recessive
 Mitochondrial
Acquired
 Perinatal brain injury
 Infection
 Drug
 Toxic
 Vascular
 Neoplastic
 Brain injury
 Psychogenic
Idiopathic
 Sporadic
 Familial

Table 1. Proposed classification of dystonia (Consensus Update 

from 2013)

되어 비정상적 자세를 보이거나 근수축이 빠르게 일어나는 

발작적 움직임(jerk-like movements)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한 비정상적인 기저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빠르

게 움직이는 근긴장이상떨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는 완전히 긴장을 풀거나 정지자세(null position)를 취하면 

소실된다.
17

 전형적으로는 근육이 꼬이거나, 특정 방향성을 

보이면서 반복적, 지속적, 정형화된 수축을 하는 경우가 많

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일부 환자에서 활동떨림만 수년간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진료 중에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종

류는 성인기에 발생하는 특발성 근긴장이상으로 대개 국소

적으로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해도 국소(focal) 또는 신체 분

절(segmental)로 지속된다. 얼굴에 발생하는 눈꺼풀연축(ble-

pharospasm)이나 입턱(oromandibular) 또는 혀(lingual) 근

긴장이상, 목에 발생하는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 

후두근긴장이상(laryngeal dystonia), 연축발성장애(spasmodic 

dysphonia) 및 쓰기경련(writer’s cramp)이 대표적이다. 반

면에 어린이에서 발생하는 근긴장이상은 대게 신체 원위부

에서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결국 전신형 근긴장이

상이 된다.

최근 발견된 anoctamin 3 유전자(ANO3, DYT24
18
와 GNAL 

유전자(DYT25)
 19

는 주로 고립근긴장이상을 일으키며, 유병

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Cip1-interacting 

zinc finger protein 1 (CIZ1, DYT23)이나 TUBB4A 유전자 

이상도 근긴장이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추

후 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
20
 또한 철축척신경퇴행증(neuro-

degeneration with brain iron accumulation, NBIA)이 근긴

장이상과 다른 과다운동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21,22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근간대경련(Myoclonus)

근간대경련은 갑작스런 불수의적 근수축(positive) 또는 

근이완(negatives)에 의해 발작적으로 짧고, 전기 충격과 같

은(shock-like) 비율동성 반복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동시

적(synchronous), 확산성(spreading) 또는 비동기성(asyn-

chronous)으로 발생할 수 있다.
1
 근간대경련은 발생부위(국

소성, 다촛점성, 분절성, 전신성), 발생원인(생리적, 본태, 뇌

전증, 증상성), 발생기원(피질, 피질하-본태근간대경련 및 뇌

간근간대경련, 척수, 말초) 및 유발 요인(자발성, 활동성, 감

각자극유발성)에 의해 분류된다.
4
 정상인에서도 입면시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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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며(수면움찔, hypnic jerk), 임상적으로는 간성 또는 요독

성 뇌병증에 동반되는 자세고정불능증(asterixis)이 가장 흔

하고 대부분 일시적으로 지속된다.
2
 근간대경련은 눈에 띄는 

자세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 근긴장이상과, 절박(urge to move)

이 없으며 자발적억제가 불가능한(non-suppressible) 것이 

틱과는 다르다. 또한 근간대경련은 물 흘러가듯 이동하는

(flowing) 양상이 없는 빠르고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느린비틀림운동증을 감별할 수 있으나, 비동기성 다

촛점성 근간대경련의 경우에는 무도증과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하고 빠르며 한쪽방향으로 이상운동이 발생

하면 근간대경련에 더 합당하다. 근간대경련은 발작적 움직

임이 비대칭적인 속도로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떨

림과 구별되나, 특징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빠른 경련(jerking)

과 느린 회복기가 교대로 반복되어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근

간대경련떨림(myoclonic tremor)라고 할 수 있다.
1

본태근간대경련(essential myoclonus) 또는 근간대경련-근

긴장이상(myoclonus-dyatonia)은 상지에 근간대경련이 경증 

또는 중등도의 근긴장이상과 같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20세 이전에 발병하여 움직임에 따라 악화되고 술을 먹으면 

완화된다. 인지기능 저하는 동반되지 않으나 우울증, 불안증 

또는 강박증이 자주 동반되며, 환자의 30%에서는 상염색체 

우성유전양상의 epsiolon-sarcoglycan 유전자 이상(DYT11)이 

확인된다.
4
 뇌전증근간대경련(epileptic myoclonus)은 뇌전

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근간대경련으로 뇌파검사에서 뇌전증

파가 발견된다. 가족성 피질 근간대경련떨림과 뇌전증 (familial 

cortical myoclonic tremor and epilepsy, FCMTE)는 본태떨

림과 반드시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로 떨림으로 보여지는 근

간대경련과 뇌전증이 동반되는 상염색체 우성유전질환으로 

아직 국내에 보고된 바는 없다. 전체 근간대경련의 70%이상

을 차지하는 증상성근간대경련에서 특히 대뇌피질에 발생하

는 진행성근간대뇌전증(progressive myoclonic epilepsy, PME)

은 뇌전증과 활동성(action-induced), 감각자극성(stimulus- 

sensitive), 다초점(multifocal) 및 전신성 근간대경련이 진행

하는 것이 특징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며 어린나이에 

발병하는 경우 다양한 질환들(라포라소체병(Lafora body 

disease), 머프(myoclonic epilepsy with ragged red fibres, 

MERRF), 지방갈색소증(lipofuscinosis), 시알산증(sialidosis), 

치아적핵창백루이체위축증(dentatorubral-pallidoluysian 

atrophy, DRPLA)을 감별해야 한다.
2
 또한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뇌전증을 동반하는 PME

는 운베리히트-룬드보그병(Unverricht-Lundborg)을 고려해야 

하며,
23

 활동성, 다초점 근간대경련과 실조증을 보이는 진행

성 근간대경련실조증(progressive myoclonic ataxia, PMA)의 

양상이 관찰되면 Ramsay-Hunt 증후군, 사립체질환, 비타민 

E 결핍증, 복강증후군(coeliac disease)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무도증(Chorea), 무도느린비틀림운동(Cchoreoathetosis), 
도리깨질(Ballism)

무도증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불규칙적이고, 무목적적인, 

급작스럽고, 빠르고, 짧고, 발작적이며, 지속적이지 않은 움

직임이 신체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물 흘러가듯 이동하

는 이상운동(“irregular, purposeless, abrupt, rapid, brief, 

jerky, unsustained movements that flow randomly from 

one body part to another” )을 말한다. 주로 원위부에 불수

의적 운동으로 나타나서 꼼지락거리는(‘fidgety’) 듯 한 양상

을 보이며, 아주 경미할 수 있고, 가끔은 환자가 무도증을 감

추기 위해 무도증 동작 후 의도적인 행동(parakinesia)을 할 

수 있는데, 팔의 무도증을 팔목시계를 보는 동작이나 물건을 

만지는 동작으로 가장하는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움직임 지

속불능증(motor impersistence)를 보여, 검사자의 손을 동일

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잡고 있지 못하거나(‘milk-maid grip’) 

혀를 입 밖으로 계속 내 고 있지 못하고 날름거리는 증상

(‘trombone tongue’)이 관찰된다.
17

무도증은 유전질환에 의한 것과 비유전질환에 의한 것으

로 나눌 수 있다. 헌팅턴병은 유전질환에 의한 무도증으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상염색체 우성 유전양상을 보

이며 이 외 다양한 헌팅턴양 질환들(Huntington disease like 

disorder, Huntington phenocopies)이 알려져 있다. 헌팅턴

양 질환에서도 헌팅턴병과 마찬가지로 무도증, 근긴장이상, 

파킨슨증을 보일 수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나 정신병적 증상

까지도 보일 수 있어 임상양상만으로는 감별진단이 쉽지 않

다. 비유전성(후천성) 무도증의 원인으로 혈관성(혈관염, 모

야모야병), 감염성, 감염 후/자가면역성(뇌성마비, 전신홍반

루푸스, 시덴함무도병, 임신성무도증,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및 약물이나 대사질환 유발성 무도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4

헌팅턴양 질환은 임상적으로 헌팅턴병이 의심되나 헌팅턴

병 유전검사에서 음성인 경우로 유전성 무도증의 약 1%로 

알려져 있다.
25

 이 경우 유전적 진단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헌팅턴병 유사질환 1 (HDL1, prion disease), 헌팅턴

병 유사질환 2(HDL2, triplet repeat expansion in 

junctophilin-3 gene), 척수소뇌실조증 17(SCA17, HD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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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t repeat expansion in TBP), 척수소뇌실조증 2-3 (SCA 

2-3), 치아적핵창백루이체위축증(DRPLA), 신경가지세포증가

증(neueroacanthocytosis), neuroferritinopathy (페리틴 가벼

운 사슬 변이), 철축척신경퇴행증(NBIA) 등이 있으며 최근 

영국 및 그리스 등 국가에서 C9orf72가 헌팅턴양 증상을 보

이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26,27

 이 외에 헌팅턴병과는 다르나 무도증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으로 윌슨병, 양성유전성무도증(benign hereditary chorea, 

BHC), Friedreich실조 (Friedreich’s ataxia, triplet expansion 

in frataxin gene), 사립체질환(mitochondrial disease) 및 모

세혈관확장실조(ataxia-telangiectasia)를 들 수 있다.

양성유전성무도증은 소아기에 발생하는 과다운동질환으

로 대개 성인기까지 운동증상이 악화되지 않으며, 최근 

NKX2.1 (TITF1) 유전자 이상과 연관성이 알려졌다. 폐와 갑

상선의 발달 저하를 동반하는 ‘‘brain-lung-thyroid syndrome’’

를 일으키며, 이외에 요도 및 근골격계의 발달장애가 동반될 

수 있어 NKX2.1이 정상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시사된다. NKX2.1 유전자 양성인 BHC는 근긴장저하, 운동

발달 지연, 무도증, 갑상선 저하증, 호흡장애증후군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및 재발성 상기도 감염을 특

징으로 하나, 이 모든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유전자 양성 환

자에서도 30% 정도로 알려져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전

자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질환에서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일부 환자들에

서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28

 무도느린비틀림

운동은 무도증과 느린비틀림운동(athetosis)이 혼합되어 나

타나는 것을 말하며, 느린비틀림운동은 안정적인 자세를 취

하지 못하고 불수의적인 느린 움직임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1
 

결국 무도증의 느린 형태가 주로 원위부 팔-다리에 꾸물꾸물

하거나 몸부림치는(writhing)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

다. 반대로 도리깨질은 무도증의 심한 형태로 진폭이 크며 

팔매질(flinging)하는 듯한 모양으로 주로 근위부 팔-다리에 

발생하며 반신에 발생하는 경우(hemiballism)가 많다. 이는 

전형적으로 반대쪽 시상하핵에 혈관성 병변으로 유발되기 

때문이나, 다른 피질하부 병변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편

측도리깨운동증(hemiballism)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회복되면서 주로 편측무도증(hemichorea)으로 바뀌며, 반신

근긴장이상(hemidystonia)으로 변할 수도 있다. 양측도리깨

운동증(biballism, paraballism)은 드물며 주로 고혈당증 같

은 대사성 이상에 의해 유발된다.
17

 

자동반복증(Stereotypy), 좌불안석/정좌불능증
(Akathisia) 

자동반복증은 정형화된 움직임을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

로 반복하는 것으로 목적이 없는 의례화된 움직임이나 자세 

또는 언어표현을 말한다. 간단하게는 반복적으로 혀를 내

거나, 씹는 행동,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며, 복잡한 

형태로 자기 스스로를 어루만지거나(self-caressing),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는 행동, 일정 공간에서 행진(marching)이

나 서성거리는(pacing) 행동으로 나타난다.
17

 틱(tic)과는 달

리 전신에 나타나며, 덜 발작적인 특징을 보인다.
4
 이는 가만

히 있지 못하면서 초조한 마음이 함께 나타나는 좌불안석의 

한 증상이기도 하다. 원인으로는 도파민 차단제에 의한 약물 

부작용, 정신지체, 자폐증, 렛트 증후군(Rett syndrome), 정

신분열병 및 간질 환자에서 자동증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9,30

Conclusions

많은 운동질환에서 임상적인 진단 및 대증적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상적인 진단을 정확히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과다운동질환을 감별진단하기 위해서는 각 질환

의 정의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정확히 파악

하고 동반되는 신경학적 혹은 신경계 외의 이상소견을 확인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다운동증의 임상양상에 

익숙해야 하며, 면 한 병력 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새로운 유전자들과 영상기법 및 다양한 신경생리학적 검

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전보다 진단 및 감별진단에 도

움을 주고 있어 최신지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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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성 이상운동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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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상운동 질환(movement disorders) 불수의적이고 과도

한 운동의 발생 혹은 미약한 자발적 혹은 자율적 운동(automatic 

movement)이 마비나 강직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신경학적 

질환들을 일컫는다. 전자의 경우는 hyperkinesia, dyski-

nesia, 혹은 abnormal movement로 혼용되어 불려지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hypokinesia 또는 akinesia 등으로 불린다.1

이상운동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기저핵(basal ganglia) 혹

은 관련된 연결로의 병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신경계의 기능적 역할에 따라 전두엽과 기저핵 

간의 연결과 관련된 5가지 circuit이 있다: motor, oculomo-

tor, dorsolateral prefrontal, lateral orbitofrontal, and ante-

rior cingulate circuit이 기능적 신경해부학적 측면에서 구

분 된다.2-5 그러나 모든 이상운동 질환들이 기저핵의 병태

생리적 변화와 관련관련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협조운동

(coordination), 운동측정장해(dysmetria), intension tremor 

등은 소뇌의 병리현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근간대(myoclonus)

나 떨림(tremor)은 일차적 원인이 기저핵이나 관련 연결로가 

아니다: 원인에 따라 대뇌피질, 뇌간, 척수 혹은 소뇌가 관련

되어 있다.6-9

일반적으로 이상운동 질환은 원인에 따라 일차성(primary), 

유전성(hereditary) 혹은 이차성(secondar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차성 이상운동 질환은 원인이 되는 요인이 명확하게 

밝혀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러나 선행되는 이차성 원인이 이

상운동 질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는지, 아

니면 선행되는 기질적 요인을 단지 악화시킨 것인지에 대해

서는 아직은 명확한 결론이 있지는 않다.10

본 글에서는 이상운동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차성 요인

들 중에서 비교적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뇌의 국소병변

(localized cerebral lesions), 전신적 질환(systemic illness), 

약물(drug) 등에 대해서 문헌 고찰을 한다.

2. Common types of Secondary Movement 

2.1 이차성 근긴장이상증(dystonia)

근긴장이상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혈관성(vascular: 

VAS), 저산소증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외상(trauma), 

감염(infection), 핵황달(kernicterus), 대사성(metabolic)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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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space-occupying lesion (SOL) 등이다. 순수하게 근긴장

이상증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이상운동 증

상과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11

2.2 이차성 떨림(tremor)

뇌종양, 혈종, 낭종과 같은 SOL, 외상, VAS 등이 보고되어 

있다.
12,13

 많은 경우에 안정시(resting)와 동작(action)과 관련

되어 발생한다. 그러나 이차성 원인에 의한 순수한 안정시 

떨림(pure resting tremor)의 보고는 없다. 많은 예에서 떨림

이 근긴장이상과 같이 발생하기도 한다.
7,12

 

2.3 이차성 무도증(Chorea/hemiballisms/hemichorea)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내분비계 이상에서 드물게 무

도증(chorea)이 관찰될 수 있다.
14

 그러나, 빈도에 있어서는 

hemiballism/hemichorea를 임상적으로 더 흔하게 볼 수 있

는데,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나, 뇌의 기저핵이나 관련 

연결구조물에 혈관성 질환에 의한 병변이 발생한 경우 나타

난다.
15,16

2.4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parkinsonism)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에서는 특발성 파킨슨병(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D)에서 나타나는 안정시 떨림, 강직, 

운동서동 등 여러 증상들 중 한 가지만 단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감염, 약

물, 독성물질(예: 망간, MPTP), 일산화탄소중독(CO poison-

ing), Creutzfeldt-Jakob disease, 외상, 종양, 정상압 수두증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그리고 VA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것들이 정상적인 도파민 생성

이나 전달 기전에 영향을 끼쳐 파킨슨증후군의 임상 양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감염

20세기 초에 발생한 encephalitis lethargica가 파킨슨증후

군을 일으키는 감염원으로 알려져 왔다.
17

 당시에 감염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약 50%가 5년 이내에 이상운동증이 발생

했고, 10년 이내에 80%가 발병했다. 급성기 병리적 기전은 

중뇌(midbrain)와 게실주변(periventricular)의 염증성 반응

이었으며, 이후에 파킨슨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병리소견은 

흑질의 도파민 세포의 소실이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에서도 흑질이 침범되는 

일부 환자에게서 PD와 임상적으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예가 보고 되어 있다.
18

 그 외에도 국외에서 발병하는 West 

Nile virus 감염에서 유사 증상이 발생한 예가 보고되고 있

다.
19

 그 외 바이러스로는 HIV가 알려져 있다.
20

(2) 혈관질환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파킨슨증후군이 꾸준히 기술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혈관성 파킨슨증후군(vascular parkinson-

ism)과 관련된 특징적 임상적 소견은 정해진 것은 없다. 혈

관성 파킨슨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PD환자들

보다 나이가 더 많으며 L-dopa에 반응이 적고, 떨림보다는 

보행장애를 나타낸다. 또한 상지보다는 하지에 더 많은 증상

을 나타내며, 자세불안정(postural instability), 빈번한 넘어

짐, 치매, incontinence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혈관성 파킨

슨 증후군은 다발성 미만성 뇌경색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

다.
21

 L-dopa의 치료에서 오직 1/3 정도의 환자가 약물에 반

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3) 약물(Drugs)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후군(drug-induced parkinsonism: 

DIP)의 정확한 빈도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흔하게 임상에

서 접할 수 있는 파킨슨증후군의 한 형태이다. DIP의 증상만

으로는 PD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많은 예에서 항

정신병 약물(neuroleptics)에 노출되고 처음 몇 일 이내에 나

타나며 거의 대부분 환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발병 한다.
23

 

항정신병 약물 복용 이후 DIP 발병을 연구한 보고에서는 

10%에서 60%까지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 고령, 여성, 본태

성 진전과 같은 기저요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잠재적인 위험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dopamine receptor-block-

ing 기전이 있는 G-I regulators나 reserpine, tetrabenazine, 

methy-dopa, lithium, flunarizine, cinnarizine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DIP환자에게 원인이 되는 약제를 중단한 경우에도 

파킨슨 증후군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전 이후 다시 발생하는 

예가 있는데, 이유는 잠재적으로 PD인 환자의 subclinical 

parkinsonian features가 약제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

다. 임상에서 DIP와 PD감별 진단을 위해 PET이나 SPECT와 

같은 핵의학 검사를 할 수도 있다.
24

(4) 독성물질(Toxins)  

 신경독성물질로 1-methy-4-phenly-1,2,3,6-tetrahydropyr-

idine (MPTP)가 동물과 인간에게 파킨슨증후군을 일으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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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밝혀진 이후로, MPTP은 동물모델에 이용되고 있다. 

MPTP에 의해 유발된 파킨슨증후군은 PD와 구분이 임상적

으로 어려우나 병리적으로는 caudate와 putamen의 도파민 

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26

     

일산화탄소 또한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Progressive 

akinetic mutism을 유발하거나 delayed encephalopathy를 

야기하기도 한다.
27

 Delayed encephalopathy의 경우는 임상

적으로 좁은 보폭의 걸음(short-stepped gait), start hesi-

tation, 동결현상(freezing), 운동서동 그리고 강직(rigidity)를 

유발하지만 떨림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L-dopa 치료

에 반응이 미비하다. Delayed onset parkinsonism은 일산화

탄소 중독 이외에도 저산소증, 외상 그리고 다른 뇌손상에서

도 발생한다.
28,29

철, 구리, 망간 같은 금속 물질은 산화작용을 더 항진 시킬 

수 있어,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기전과 관련되어 관심을 받

아오고 있다. 망간의 경우 중독에 의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

생하고 몇 개월 시간이 흐른 뒤, 운동 증상이 발생한다. 운동

증상은 근긴장이상이나 보행장애 또는 파킨슨 증상을 보이

게 되지만 L-dopa에 반응은 미비하다. 

망간의 중독의 경우 광부, 제련공, 용접공, 배터리 공장 노

동장 등과 같이 만성적으로 망간에 폭로된 사람들이 보고되

어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들이 PD가 발생하는 나이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그러나, 망간과 관련된 파킨슨증

후군의 보고가 있지만, 망간이 직접적으로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외의 독성물

질로는 hydrocarbon이나 유기인제(organophosphat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1

 

(5) 외상(trauma)

외상과 파킨슨증후군과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보고에서 외상 이후 발생한 파킨슨 

증후군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32
 한 번의 외상이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권투선수에게 보이

는 “punch-drunk” 증후군과 같이 반복적인 뇌의 물리적 손

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파킨슨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전형적인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임상증상 이외에

도 치매, 망상, 억제 기능의 소실(loss of inhibition), brady-

phrenia와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이 동반된다. 권투선수에게

서 보이는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증상은 잠복기가 수십 년에 

달할 수도 있어, 발견하기가 어렵다. 파킨슨증후군이 발생

한 운동선수의 흑질에서 심한 신경퇴행변화, 색소소실(de-

pigmentation), gliosis, neurofibrillary tangle이 확인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알쯔하이머병에서 보이는 아 로이드 침착

이 발견되었다.
33

 

(6) 기타

뇌종양과 gliomatosis cerebri는 기저핵 침범이 없는 상태

에서도 파킨슨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외에도 paraneo-

plastic disease, central pontine myelinolysis, extra pontine 

myelinolysis 등의 보고가 있다.
34-36

3. Common etiologies of secondary movement 
disorders

3.1 Vascular disease

흔하게 이차성 이상운동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다. 

다양한 형태의 hyperkinetic 혹은 hypokinetic movement 

disorder를 보일 수 있다. 근긴장이상, 무도증c, 떨림, 파킨슨

증후군, 근간대 등의 다양한 이상운동증을 단독 혹은 복합적

으로 보일 수 있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성 이상운동증

의 정확한 빈도는 알려지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병

률을 1% 정도로 보고했다. 이상운동증의 발생과 뇌혈관질환

의 시간적 연관성이 있어, 발생시점이 동일한 경우 혹은 잠

복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37

3.2. Systemic illness

이상운동증상이 전신적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으며, 원인 질환 보다 먼저 이상운동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뇌병증(encephalopathy), 

감염, 신생물, 내분비질환, 면역, 혈액학적 이상 등과 관련되

어 나타난다. 

(1) 내분비계 이상

- Hyperthyroidism

내분비계 이상은 hyperkinetic movement disorder와 관

련되어 임상 증상을 나타낸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생리적 

진전(physiologic tremor)을 더 악화시킨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떨림이 나타나며, frequency는 생리적 진전의 그

것과 일치한다. 임상적으로 주로 양쪽 손에 떨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외에도 다리, 혀, 눈꺼풀에도 나타날 수 있다.
38

 베

타 차단제가 떨림의 양상을 호전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떨림의 발생 기전은 말초의 adrenergic tone을 증가시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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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central gen-

erator가 관계되는 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다.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 떨림 역시 호전된다. 무도증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데, 약 2%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무도증의 발

생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저핵의 도파민 수용체의 감

수성(sensitivity) 변화와 같은 도파민 대사과정의 변화가 갑

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무도증의 기전으로 제

시되고 있다.
38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해 발생하는 무도증

은 haloperidol과 같은 도파민 차단제에 효과가 있다. 

- Hypothyroidism

Myxedema의 일부 환자에게서 소뇌의 기능이상이 나타난

다. 주로 보행장해, 불안정, 운동 실조를 보인다.
38
 Myxedema 

환자의 소뇌 피질의 신경세포에 inclusion이 포함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환자들의 경우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

되면 소뇌 기능도 정상화 된다. 

- 당뇨

고혈당, 저혈당 모두 choreoathethosis를 유발한다.
15,39

 

SPECT연구에서는 고혈당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hemi-

chorea/hemiballism이 있는 환자의 반대측 striatum과 시상

에 뇌혈류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

았다.
40

 환자의 고혈당이 교정되면 이상운동증상은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고령의 환자의 경우 수개

월 지속되거나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2) 대사성 이상

- Hepatic failure

간부전은 asterixis, 진전 혹은 다른 이상운동증상을 일으

키는 흔한 질환이다. Asterixis는 기저적인 뇌병증이 있는 상

태에서 발생하며, 간부전 이외에도 요독증, 알코올금단, 폐

혈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41
 뇌병증에 의한 asterixis의 경

우 뇌의 구조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나, 뇌파에서 전반적인 

뇌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근간대, 운동실조증 그리고 무도증

은 간이나 신부전에서 관찰 될 수 있다.
42

- Alcoholism

떨림은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다. 

떨림은 주로 자세를 취하는 경우 떨림 형태다. 환자들의 떨

림은 주로 비대칭적이며, 완전히 알코올 복용을 중단한 이후

에도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베타 차단제를 떨림 치료에 

쓸 수 있다.

알코올에 의한 이상운동증상의 다른 한 형태는 알코올성 

소뇌 위축증(alcoholic cerebellar degeneration)이다. 알코올

에 의한 독성작용보다는 영양 결핍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

다. MRI연구에서는 소뇌의 vermis와 소뇌 반구(hemisphere)

에 퇴행 변화가 일어난다.
43
 소뇌의 Purkinje cell을 포함하여 

여러 세포의 소실이 일어난다.

(3) 감염

- Sydenham’s Chorea (SC)

SC는 group A streptococcus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

분 감염 이후 1-6개월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

자에게서 인후염의 병력이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운동증상에 선행해서 정신이

상증상이나 의식의 혼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self- 

limiting하여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dopamine blocking 

agent 치료를 하지 않는다. SC와 관련되어 뇌세포와 car-

diolipin에 대한 자가 항체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특징적인 조직학적 변화는 밝혀진 것은 없다. 

- HIV

안정시 떨림을 HIV감염과 관련된 인지기능 이상 환자에게

서 확인할 수 있다. 인지기능저하와 파킨슨증후군 증상을 동

반하며, 초기에 caudate, putamen 그리고 pons의 퇴행변화

가 발생하고 이후에 대뇌피질도 나타난다.
43
 HIV감염과 관련

되어 toxoplasmosis와 같은 양상의 기회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침범된 뇌의 상태에 따라 이상운동증상을 보일 수 있

다. 

Paroxysmal dyskinesia와 관련된 HIV감염의 보고가 있으

며, 이외에도 근간대, 무도증 발생의 보고가 있다.

(4) 자가면역에 의한 이상운동증

자가면역에 의한 근긴장이상증상의 보고가 있다. Cranio-

cervical dystonia가 rheumatoid arthritis와 Sjogren syn-

drome (SS)과 관련된 보고가 있다. SS에 의한 소뇌위축증과 

파킨슨증후군의 보고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L-dopa치료에 

반응은 없지만, corticosteroid에 반응이 있다.
44

전신홍반성낭창(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이 있

는 환자에게서 무도증 발병의 보고가 있으나 기전을 설명할

만한 뇌의 구조적 병변이 확인된 것은 없다.
45
 이외에도 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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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blepharospasm)이나 사경(torticollis)이 이차적으로 나

타날 수 있으며, 혈관염에 의한 뇌간의 침범이 기전으로 제

시되고 있다.

종양의 의한 paraneoplastic syndrome의 한 형태로 이상

운동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뇌의 퇴행변화가 small cell 

lung cancer, ovarian cancer, 혹은 lymphoma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관련되는 자가 항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

외 종양과 관련된 이상운동증상으로는 opsoclonus-my-

oclonus나 Stiff-man syndrome 등이 있다.
45,46

 

3.3 Hypoxia

출생시 저산소증, 유기인제 중독, 간질중첩증 혹은 자살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뇌손상 이후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어 1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근진장이상이나 근간대

가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3.4 외상

뇌손상 이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날 수 있다. 떨림, 근간대, 

근긴장이상이 복합적 또는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다.

4. 결 론

이차성 이상운동질환의 원인으로는 국소적 뇌병변, 약물, 

감염, 전신질환, 독성물질, 외상 등이 있다. 이차성 이상운동

질환을 일차성과 구분은 임상적으로 치료와 예후 판단에 매

우 중요하다. 환자의 임상증상과 자세한 병력 청취 그리고 

감별진단을 위한 뇌영상을 포함한 실험실적 검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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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ure-mimicking Nonepileptic Spells

구 대 림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Dae Lim Koo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Hospital, Seoul, Korea

Epileptic seizures are characterized by spontaneous, highly synchronized abnormal electrical discharges from the brain. On the other hand, 

non-epileptic spells or seizures are not caused by abnormal brain electrical activit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epi-

leptic and non-epileptic spells. The best way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se conditions is video recording of the spell and simultaneous EEG 

recordings during the spell. In most epilepsy centers, about 15 to 25 percent of the patients who undergo video-EEG monitoring for evalua-

tion of seizures were diagnosed to non-epileptic spells.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optimal decision for epileptic seizures or 

non-epileptic spells is important to lower the prescription rate of antiepileptic drugs in patients with non-epileptic spells. 

Key Words: Epileptic seizures, Non-epileptic spells, Video-EEG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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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간병변에서 관찰되는 안구운동장애: 교뇌

박 지 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전주예수병원 신경과학교실

Supranuclear-internuclear Ocular Motility Disorders

Ji-Yun Park, MD

Department of Neurology, University of Seonam College of Medicin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The pons contains nuclei and tracts that are important in the control of horizontal eye movements, including the abducens nucleus, 

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MLF), paramedian pontine reticular formation (PPRF) and omnipause neuron. Lesions of the abducens 

nucleus cause an ipsilateral palsy of horizontal conjugate gaze because the abducens nucleus contains two groups of neurons: abdu-

cens motoneurons that innervate the ipsilateral lateral rectus muscle, and abducens internuclear neurons that innervate the con-

tralateral medial rectus motor neurons via the MLF.

Among the fibers that make up the MLF, many carry a conjugate horizontal eye movement command from abducens internuclear 

neurons in the pons to the medial rectus subvision of the contralateral oculomotor nuclear complex in the midbrain. Lesions of the 

MLF produce internuclear ophthalmoplegia (INO). PPRF is thought as a generator of the ipsilateral horizontal saccade. Omnipause 

neuron in the nucleus raphe interpositus inhibits all horizontal and vertical burst neuron except during saccades. Dorsolateral pontine 

nucleus (DLPN) or nucleus reticularis tegmenti pontis (NRTP) lesions cause impairment of smooth pursuit and vergence eye 

movement. 

Pontine hemorrhage usually causes a pinpoint but reactive pupils, ocular bobbing, and horizontal gaze palsy. Inferior olivary pseudo-

hypertrophy and oculopalatal tremor may develop as delayed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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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또는 핵하 병변에 의한 눈운동장애

박 재 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Nuclear & Infranuclear Ocular Motility Disorders

Jae Han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ye movement commands are carried from the cerebral cortex and higher brainstem structures to the ocular motor nerve nuclei. 

These commands are then sent to the individual extraocular muscles by cranial nerves III, IV, and VI. Eye movement abnormalities re-

sulting from damage to the structures that carry commands to the ocular motor nerve nuclei are considered supranuclear disorder. 

Abnormalities resulting from damage to the ocular motor nuclei and their respective cranial nerves are considered infranuclear 

disorder. In this paper, the clinical symptoms and cause of nuclear and infranuclear ocular motility disorder are reviewed and 

discussed.

Key Words: Ocular motility disorder, Supranuclear disorder, Infranuclea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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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눈운동은 대뇌피질에서 발생한 신호가 뇌간에 위치한 각

각의 눈운동핵을 거쳐 외안근(extraocular muscle)을 지배하

는 3번 뇌신경인 눈돌림신경(oculomotor nerve), 4번 뇌신

경인 도르래신경(trochlear nerve), 6번 뇌신경인 외전신경

(abducens nerve)으로 전달되어 일어난다. 눈운동을 담당하

는 외안근은 외직근(lateral rectus muscle), 내직근(medial 

rectus muscle), 상직근(superior rectus muscle) 및 하직근

(inferior rectus muscle)으로 구성된 4개의 직근(rectus mus-

cle)과 상사근(superior oblique muscle) 및 하사근(inferior 

oblique muscle)으로 구성된 2개의 사근(oblique muscle)으

로 되어 있는데, 상사근은 도르래신경이, 외직근은 외전신경

이 지배하며, 나머지 외안근들은 눈돌림신경의 지배를 받는

다. 따라서 대뇌피질에서 외안근에 이르는 주행경로의 어떤 

위치에서의 손상도 눈운동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뇌

피질에서 눈운동핵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경로를 핵상

(supranuclear), 눈운동핵에서 외안근까지의 경로를 핵하

(infranuclear)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핵하경로 중에서 

핵에서 뇌간을 나와 거미막하공간(subarachnoid space)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경로에서 병변이 생기면 신경다발병변

(fascicular lesion)이라고 한다. 본문에서는 특히 각각의 눈

운동핵과 핵하경로의 병변에서 발생한 눈운동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눈운동핵과 핵하경로의 병변

눈돌림신경(Oculomotor nerve)

1. 눈돌림신경핵의 병변(Nuclear oculomotor nerve lesions)

눈돌림신경핵은 위둔덕(superior colliculus) 앞 중뇌에 위

치하며, 눈돌림신경의 지배를 받는 각 구조물에 상응하는 신

경아핵(subnucleus)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안근을 지배하는 

신경아핵은 양쪽이 쌍을 이루고 있지만 동공수축과 관련된 

신경아핵인 에딩거-베스트팔핵(Edinger-Westphal nucleus)

과 눈꺼풀올림근(levator palpebral muscle)을 지배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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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ory Lesions
Unilateral third nerve palsy with contralateral superior rectus paresis and bilateral partial ptosis
Bilateral third nerve palsy associated with spared levator function (internal ophthalmoplegia may be present or absent)
Possible Nuclear Lesions
Bilateral total third nerve palsy 
Bilateral ptosis 
An isolated weakness of any single muscle except the levator, superior rectus, and medial rectus muscles 
Conditions that are Unlikely to be due to Nuclear Lesions
Unilateral third nerve palsy, with or without internal involvement, associated with normal contralateral superior rectus function 
Unilateral internal ophthalmoplegia 
Unilateral ptosis 
Isolated unilateral or bilateral medial rectus weakness

Table 1. Diagnosis of nuclear oculomotor nerve palsy 

Location Eponym Findings

Red nucleus Benedikt's
Intention tremor
Ataxia
Contralateral sensation loss

Crus cerebri Weber's Contralateral hemiparesis

Table 2. Syndromes of the fascicular oculomotor nerve lesions 경아핵인 중심꼬리핵(central caudal nucleus)은 쌍을 이루

지 않고 눈돌림신경핵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양쪽의 동공조

임근(sphincter pupillae)과 눈꺼풀올림근을 지배한다. 또한 

신경아핵에서 나오는 신경은 대부분 교차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지만, 상직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신경아핵에서 교차

하여 반대편의 상직근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눈돌림신경

핵의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소견이 있을 때 눈

돌림신경핵의 병변을 의심할 수 있다(Table 1). 

2. 눈돌림신경다발의 병변(Fascicular oculomotor nerve 

lesions)

눈돌림신경은 눈돌림신경핵에서 거미막하공간으로 나오

기 전 중뇌에서 두가지의 중요한 구조물을  통과하는데 적색

핵(red nucleus)과 대뇌다리(crus cerebri)이다. 보통 중뇌에 

병변이 생기면 단독의 눈돌림신경마비로 나타나지 않고 다

른 구조물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색핵이 같

이 손상받으면 병변 반대측의 의도떨림(intention tremor)과 

운동실조가 발생할 수 있고 내측섬유대(medial lemniscus)

가 같이 손상 받으면 병변 반대측의 촉각과 고유감각

(proprioception)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대뇌다리는 피질

척수로(corticospinal tract)를 포함하므로 대뇌다리의 손상은 

병변 반대측의 마비를 동반한다. 이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

상소견을 동반한 눈돌림신경다발의 병변을 특정한 증후군으

로 지칭하기도 한다(Table 2). 일반적으로 눈돌림신경다발의 

병변은 완전한 눈돌림신경마비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왔으

나 단독외안근마비의 형태를 보이거나 눈돌림신경분지마비

(divisional oculomotor nerve palsy)를 보이기도 하는 등 여

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눈돌림신경다발

의 병변은 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며, 그 외에 종양의 전이나 

탈수초성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그 외의 눈돌림신경 핵하병변(Infranuclear oculomotor 

nerve palsy)

눈돌림신경은 뇌간에서 나와 거미막하공간으로 들어가고 

해면정맥동(cavernous sinus)을 거쳐 각각의 구조물로 분지

하여 그 역할을 한다. 지주막하 공간에서는 수막의 감염이나 

종양 또는 동맥류에 의해 마비를 보일 수 있다. 후교통동맥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의 동맥류가 가장 흔한 형

태인데 동공만 침범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눈꺼풀

처짐이나 외안근마비를 같이 동반한다. 임상적으로 동맥류

에 의한 압박성 눈돌림신경마비와 당뇨 또는 고혈압과 관련

된 허혈성 눈돌림신경마비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공

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에 압박성병변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압박성병변인 경우라도 초기에는 동공이 정상일 수 있고, 허

혈성병변의 경우에서도 1/3 정도에서는 동공부등(anisocoria)

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면정맥동에서도 수

막종, 뇌하수체 선종, 림프종 같은 다양한 종양과 동맥류, 경

동맥해면정맥동루(carotid cavernous fistula), Tolosa-Hunt 

증후군 등의 다양한 질환에 의해 눈돌림신경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며, 도르래신경, 외전신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

발성의 신경마비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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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abducens nerve palsies
One-and-a-half syndrome
Foville's syndrome
Gaze palsy
Peripheral facial palsy
Nuclear abducens nerve palsies
With contralateral hemiplegia(Raymond's syndrome)
Facial weakness(Millard-Gubler syndrome)

Table 3. Nuclear and fascicular syndromes of the abducens nerve 

도르래신경(Trochlear nerve)

1. 도르래신경핵과 도르래신경다발의 병변(Nuclear and 

fascicular trochlear nerve lesions)

도르래신경핵은 아래둔덕(inferior colliculus) 앞 중뇌에 

위치하며 눈돌림신경핵의 아래부분에 있다. 도르래신경다발

(fascicular trochlear nerve)은 도르래신경핵에서 나와 아래

둔덕의 뒤쪽으로 돌아나가 중심부를 교차하여 반대측의 상

사근을 지배하기 때문에, 도르래신경핵과 신경다발에 병변

이 있는 경우에는 병변 반대측의 도르래신경마비를 보인다. 

하지만 도르래신경핵과 신경다발은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

에 병변을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도르래심경마비를 

보이는 반대편에 호너증후군이 같이 나타난다면 해부학적으

로 교차되기 전의 위치에 병변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눈돌림신경핵이나 눈돌림신경다발 병변과 마찬가

지로 주변 구조물이 같이 손상되어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소

견을 보일 수 있다. 

2. 그 외의 도르래신경 핵하병변(Infranuclear trochlear 

nerve palsy)

도르래신경은 중뇌에 위치한 도르래신경핵의 바깥 뒤쪽으

로 나와 거미막하공간에서 동안신경과 함께 후대뇌동맥과 

상소뇌동맥(superior cerebellar artery) 사이를 통과하여 해

면정맥동으로 들어가고, 위눈확틈새(superior orbital fissure)

를 통해 안와로 들어온다. 이러한 주행경로에 여러 가지 질

환이 동반되면 도르래신경마비가 발생한다. 가장 흔한 후천

적 도르래신경마비의 원인은 외상으로 눈운동과 관련된 신

경 중에서 외상에 가장 취약하며, 거미막하공간의 감염이나 

염증, 송과체종양(pinealoma)이나 천막종양(tentorial tu-

mor)같은 종양도 도르래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선천성

의 도르래신경마비도 흔하게 나타나는데 40대 이후 노안

(presbyopia)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후천적 도르래신

경마비와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과거의 사진이나 머리기울

임(head tilt)의 지속된 기간이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선천성일 때 상사근 힘줄(tendon)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

아 강제눈돌림검사(forced duction test)에서 상사근의 이완

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외전신경(Abducens nerve)

1. 외전신경핵의 병변(Nuclear abducens nerve lesions)

외전신경핵은 교뇌(pons)에서 4번 뇌실(fourth ventricle)

의 배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얼굴신경(facial nerve)의 신경

다발이 외전신경핵을 둘러싸면서 뇌간을 주행한다. 외전신

경핵은 두 가지 형태의 신경세포(neuron)를 가지는데 대부

분의 신경세포는 바로 외직근과 연결되고 40%는 사이신경세

포(interneuron)를 통해 안쪽세로다발(medial longitudial 

fasciculus, MLF)로 연결되어 반대측의 내직근을 지배한다. 

따라서 외전신경핵은 정중곁교뇌망상체(paramedian pon-

tine reticular formation, PPRF)와 마찬가지로 수평주시에 중

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전신경핵의 병변은 동측의 동

향주시마비를 일으키며 전정안구반사(vestibulo-ocular re-

flex, VOR)에 의해 극복되지 않는다. PPRF 병변과의 차이는 

PPRF 병변에서는 반대편 주시 상태에서 정면으로 돌아오는 

신속보기(saccade)의 속도가 감소하는데 반해, 외전신경핵 

병변에서는 비교적 정상인 것이 하나의 감별점이다. 또한 외

전신경핵은 MLF 가 인접해 있고, 특히 얼굴신경이 외전신경

핵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나가므로, 핵병변에서는 동

측의 핵간안근마비(internuclear ophthalmoplegia, INO) 와 

말초얼굴마비(peripheral facial palsy)가 흔히 동반된다. 특

히 배쪽교뇌와 피라미드로(pyramidal tract)를 포함하는 큰 

병변에서 동측의 동향주시장애, 얼굴마비 그리고 반대측의 

반신불완전마비(hemiparesis)를 보일 때 Forville's 증후군이

라고 하고 외전신경핵과 동측의 MLF가 같이 손상되어 반대

측 눈의 외전만 가능한 경우를 하나반증후군(one-and-a-half 

syndrome)이라고 한다(Table 3).

2. 외전신경다발의 병변(Fascicular abducens nerve lesions)  

대분분의 외전신경다발의 병변은 교뇌의 신경학적 구조물

의 동반손상으로 인해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을 같이 동반한

다. 배쪽교뇌의 병변에서 동측의 외전장애와 얼굴마비, 반대

측의 반신불완전 마비가 있는 경우에 Millard-Gubler's 증후

군이라고 하며 동측의 외전장애와 반대측의 반신불완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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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보이는 경우에 Raymond's증후군이라고 한다. 외전신

경다발의 병변은 주로 혈관의 경색, 종양에 의한 압박, 침윤, 

탈수초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다양한 연령에서 생긴다. 

3. 그 외의 외전신경 핵하병변(Infranuclear abducens nerve 

palsy)

외전신경은 교뇌와 연수(medulla) 사이를 빠져나와 Dorello

관을 통해 해면정맥동으로 들어가며, 내경동맥에 인접해 주

행하다 위눈확틈새를 통해 안와로 들어간다. 이러한 긴 주행

으로 인해 외전신경은 다른 눈운동신경에 비해 두개기저부

골절이나 코인두 악성종양에 의한 침윤 등에 쉽게 영향을 받

는다. 또한 외전신경은 거의 수직으로 경사대(clivus)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사대종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두개와종양

(posterior fossa tumor)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있으며, 양측

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외전신경은 해면정맥동으로 들어가

기 전, 측두골의 추체첨부(petrosal apex)를 지나는데, 이 부

위에서 외전신경은 측두골 골절과 같은 외상에 의해 쉽게 손

상을 받으며 주변 구조물, 특히 유돌기(mastoid process) 부

위의 염증이 추체첨부로 파급되어 외전신경뿐만 아니라 근

처의 삼차신경 안분지가 함께 손상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 

Gradenigo's 증후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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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tagmus and Related Disorders

최 광 동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Kwang-Dong Choi.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Nystagmus is an involuntary, to-and-fro movement of the eyes that can result in a reduction in visual acuity and oscillopsia. 

Nystagmus may be physiologic when occurring normally and serving its normal function or pathologic when occurring abnormally. 

The presence of Nystagmus can be benign, or it can indicate an underlying visual or otorhino-neurological problem. Nystagmus can 

have either a jerk (slow and quick phase) or a pendular waveform. Each type of nystagmus is attributable to instability or an in-

adequacy of specific ocular motor systems, including vestibular, optokinetic, smooth pursuit, fixation and the neural integrator. 

Through more and more sophisticated video oculagraphy, video oculoscophy and electronystagmography is possible to stud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accadi such as: amplitude and frequency. Mechanisms that cause nystagmus are better understood in some 

forms, such as acquired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than in others, for example acquired pendular nystagmus, for which there is 

limited knowledge. Pharmacologic, optical, and surgical treatments are available, with the choice of treat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ystagmus and the severity of the associated visual symptoms. Effective pharmacological treatment exists to re-

duce nystagmus, particularly in acquired nystagmus and, more recently, infantile nystagmus. However, as there are very few random-

ized controlled trials in the area, most pharmacological treatment options in nystagmus remain empirical. 

Key Words: Nystagmus, Stability of ocular motor system, Video ocu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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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Silencing Therapy in ALS, Spinal Muscular 
Atrophy, Huntington's Disease and Beyond

Don W. Cleveland

Ludwi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and Department of Cellular and Molecular Medicine,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La Jolla, CA

The genes whose expression causes human neurodegenerative disease are widely expressed, producing damage not only within the 

most vulnerable neurons but also within their partner neurons and glia. This is certainly true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some instances of which are caused by mutation in the ubiquitously expressed superoxide dismutase (SOD1). Despite absence of 

consensus on the mechanism(s) of toxicity, slowed disease progression has been achieved by a clinically feasible infusion into the 

nervous system of antisense oligonucleotides (ASOs) that direct RNase H-dependent destruction of SOD1 mRNA within the nervous 

system. A trial initiated in 2010 demonstrated the safety of an SOD1 targeting ASO and a follow up trial with an improved ASO with 

is anticipated to initiate in fall, 2015. 

Huntington’s disease is caused by toxicity from CAG-repeat expansions in the widely expressed Huntington gene. In multiple rodent 

examples, ASO infusion to catalyze rapid degradation of huntingtin mRNA mediates partial, sustained reversal of disease that per-

sists much longer than the mRNA knockdown. These findings establish transient ASO-mediated silencing as a feasible therapy for 

Huntington’s disease. A clinical trial with this approach was initiated in July 2015. 

The most frequent genetic cause of ALS and the second most common dementia (frontal temporal dementia - FTD) is hexanucleotide 

expansion in a non-coding region of the C9orf72 gene. Sense and antisense strand repeat-containing RNAs have been found to accu-

mulate in nuclear RNA foci, the hallmark feature of repeat expansion RNA-mediated toxicity. ASOs have been developed that se-

lectively target sense strand repeat-containing RNAs and reduce sense-oriented foci and AUG-independent translation of dipeptide 

repeat polypeptides encoded by the repeat containing RNA, without affecting overall C9orf72 expression. These findings establish 

ASO-mediated degradation of repeat-containing RNAs as an attractive therapeutic approach in C9orf72-mediated ALS/FTD.

Overall, ASO infusion into the nervous system to target degradation or alter splicing of pre-mRNAs is widely applicable for therapy in 

neurodegenerative diseases, with trials ongoing to correct splicing of the SMN2 pre-mRNA in spinal muscular atrophy or reduce mu-

tant huntingtin RNA in Huntington’s disease. Other trials are expected to initiate in 2015 or 2016, respectively, for SOD1 and 

C9orf72-mediated ALS/FTD. Future applications may include targeting α-synuclein, APP, presenilin or tau RNAs to reduce their ex-

pression or altering splicing of tau pre-mRNA as therapies for Parkinson’s disease, Alzheimer’s disease, or chron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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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Headache

Alan M. Rapoport

The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Cluster headache is the most common TAC (Trigeminal Autonomic Cephalgia) occurring in fewer than 0.1% of most populations, 2-4 

times more commonly in men. The most common type is episodic cluster, which presents in cluster periods lasting 4-8 weeks on aver-

age, whereas the chronic form has no remission for more than a month per year and continues for many years. About 20% of cluster 

patients have the chronic form which is often harder to treat. In a cluster cycle, patients have about 1-3 attacks per day, one begin-

ning often 90 minutes after sleep onset, coexistent with the start of the first REM cycle. 

For many years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hypothalamus was abnormal in cluster as there is a circadian and circannual periodicity 

to the attacks. May and Goadsby demonstrated an abnormality in the posterior hypothalamus on PET scanning over 10 years ago 

and that was followed by effective deep brain stimulation into that area by Bussone, Leone and Franzini in Milan. CGRP and VIP are 

released during cluster and there is an increase in parasympathetic and a decrease in sympathetic activity.

The diagnosis is made in patients who have excruciating pain in and around one eye lasting for about 60 minutes, with ipsilateral 

cranial autonomic symptoms, and or agitation, and /or a fullness in one ear. The pain can also be felt in the second division of V or at 

the back of the head. Cluster must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TACS, including the paroxysmal hemicranias and SUNCT and SUNA, 

usually by length of the attack and response to medications.

There are many acute care treatments for cluster, but the most commonly used are either breathing 100% oxygen via mask at a rate 

of 7-15 Liters per minute for 15 minutes or taking an injection of sumatriptan 6 mg. The best preventive agent out of many is verapa-

mil, often at 160 mg tid dose or higher. One must be cautious about heart block, fluid retention and constipation.

The differential diagnosis for chronic cluster must include other primary headache disorders with autonomic features, such as chronic 

migraine and other TACs.  In addition, various secondary headache conditions can mimic symptoms of chronic CH, especially lesions 

in the parasellar area or dissection of a cervical artery. Appropriate evaluation should always be done.

C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chronic migraine by the unilateral pain which does not switch sides and ipsilateral nature of its ac-

companying autonomic symptoms and especially by its timing (short duration and frequent episodes daily).  In comparison, migraine 

patients are much more likely to describe bilateral lacrimation, conjunctival injection, periorbital edema, ptosis, and rhinorrhea, al-

though unilateral symptoms can occur.  Migraineurs also have a much longer duration of attacks (greater than 4 hours except for 

children) with more associated symptoms such as nausea, photo- and phonophobia and worsening with exertion. 

Cluster headache may be the most severe type of headache we know, which fortunately is often effectively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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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Apnea and Stoke

H. Klar Yaggi, M.D.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rospective observational cohort studies demonstrate that sleep apnea i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stoke. 

These independent associations imply that there are mechanisms, specific to sleep apnea, that confer this risk. Such mechanisms may 

include intermittent hypoxic vascular inflammation, sympathetic hyperactivity, alterations in hemodynamics, metabolic dysfunction, 

and endothelial dysfunction. In the short-term, positive airway pressure (PAP) safely and effectively treats sleep apnea, and attenu-

ates these aberrant physiologic sequelae. Increased CPAP compliance, (i.e. longer duration of effective CPAP use) appears to be di-

rectly related to these short-term improvements. Long-term observational cohort studies examining cardiovascular outcomes in the 

context of CPAP compliance suggest that compliance with CPAP therapy may attenuate cerebrovascular risk, but these studies could 

be confounded by a variety factors (e.g., CPAP adherence may be a surrogate for adherence with recommended medical inter-

ventions, leading healthier lifestyles, etc.) which precludes definitive conclusions. To date, no long-term randomized trials have dem-

onstrated reduction in cardiovascular risk associated with CPAP therapy, and, important ethical/safety considera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onduct of such trials (whereby patients with known symptomatic sleep apnea would be randomized to a con-

trol group over the longer term that does not receive therapeutic CPAP). The high prevalence of sleep apnea in the general pop-

ulation confers a high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for these adverse cardiovascular health outcomes, and whether CPAP may reduce 

these outcomes has enormous public health implications both for reducing a leading cause of mortality in the and possible initiation 

of larger scale screening. A central question persists, in the context of an existing patient’s cerebrovascular risk profile and associated 

treatment: Does diagnosing and treating sleep apnea over the long- term confer cerebrovascular benefit? Target populations at high 

risk for sleep apnea and high risk for cerebrovascular outcome events are well suited for such randomized trials evaluating diagnosis 

and treatment interventions.

The objectives of this talk are to:

1. Describe the relation between sleep apnea and cerebrovascular disease in populations and in clinic cohorts;

2. Review the variety of potential mechanisms underlying the association of sleep apnea and cardiovascular disease;

3. Examine what is known from randomized clinical trials about the cerebrovascular benefits of sleep apne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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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oid Imaging in VCI 

Dr Vincent C.T. Mok 

MD (CUHK), FRCP (Edinburgh), FHKAM (Med), FHKCP, MRCP, MBBS 

Cognitive impairment in the context of stroke or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is a prototype of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VCI). 

Our recent in vivo study using carbon-11-labeled Pittsburgh compound B (11C-PiB)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found that ≈
30% of subjects with poststroke/TIA cognitive impairment harbored Alzheimer’s pathology.Although some studies suggested that in 

patients with clinical Alzheimer’s disease (AD), comorbid cerebrovascular disease was associated with a more rapid cognitive decline, 

it is still unknown whether concurrent presence of Alzheimer’s pathology is associated with a faster cognitive deterioration in pa-

tients with poststroke/TIA cognitive impairment. In this lecture, latest findings on longitudinal cognitive changes between VCI pa-

tients with and without AD-like amyloid-beta (Aβ) deposition measured using 11C-PiB PET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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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 인지장애 환자에서 아밀로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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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Impact of Amyloid and Cerebrovascular Disease in SVCI 
Patients: Korean Studies

Sang Won Seo, Hee Jin Kim, Duk L. Na

Departmen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Subcortical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SVCI), consisting of vascular dementia and MCI of subcortical types, is characterized by 

extensive cerebral small vessel disease (CSVD) such as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WMH) and lacunes in white matter regions. 

Alzheimer’s disease (AD) and CSVD are the two major causes of cognitive impairment in the elderly. Recent pathological and in vivo 

amyloid PET studies showed that many patients had both Aβ and CSVD burdens. However, the underlying mechanisms regarding 

how Aβ and CSVD burdens affect cognitive impairments remain unsettled. In our initial studies, we fou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europsychological results, cortical thinning, hippocampal shape, structural and functional connectivities between pure SVCI pa-

tients and pure AD patients. Direct comparison of two groups showed that AD had more temporoparietal abnormalities and memory 

dysfunction while SVaD had more frontal abnormalities and dysfunctions. Compared to SVCI patients with amyloid burdens (mixed 

dementia), pure SVCI patients revealed younger onset age, more lacunes, and less hippocampal atrophy. Several cross-sectional neu-

roimaging studies suggested that there are downstream changes for Aβ or CSVD burdens. That is, Aβ and CSVD burdens, re-

spectively, affected thinning in the medial temporal and frontal regions, which were further associated with corresponding cognitive 

impairments. Also, a previous study from our group reported that structural network is disrupted by CSVD, but not Aβ, which can fur-

ther influence frontal-executive dysfunction.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AD and SVaD may lie on opposite ends of a single 

disease spectrum.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they have common risk factors, such as age, hypertension, diabetes etc. Another 

reason is that preclinical studies suggested that CSVD and Aβ burden have a strong association. This association leads to the possi-

bilities of CSVD causing or accelerating AD through decreased clearance of amyloid, or cerebral amyloid angiopathy possibly accel-

erating CSVD. In particular cases,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Aβ & CSVD & their synergistic effects on cognition or lobar 

microb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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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Amyloid Angiopathy and V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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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erebral amyloid angiopathy (CAA) is frequently found in the brain with Alzheimer’s disease and known to contribute 

cognitive decline. Amyloid deposition in the cerebral small vessels may result in microhemorrhage and ischemic changes in the eld-

erly; i.e. cortical superficial siderosis (cSS), lobar microbleeds (MBs) and cortical microinfarct (CMI). Recent advance of MR imaging 

has enabled us to reveal these microvascular lesions in high prevalence rates in the brains with dementia. However,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SS, lobar MBs and CMI, and their contribution to cognitive impairment. 

Subjects and methods: Consecutive 215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86 male, mean age 75.8y, mean MMSE 22.2) visited our 

memory clinic between 2009-2013. These patients were examined with3 Tesla MRI (Achieva, Philips Medical System) and have been 

retrospectively analyzed in terms of prevalence and their distribution of cSS, lobar MBs and CMI. Each of these microvascular lesions 

were defined as follows; cSS is gyriform pattern of low signal on susceptibility weighted images (SWI) in the superficial layers of the 

cerebral cortex. MBs are small round foci (≤ 5mm) of low signal on SWI. CMI is intracortical high signal foci (≤ 5mm) on double in-

version recovery (DIR) and 3D-FLAIR, gapless imaging (according to the protocol by Ii et al, J Neuroimaging, 2013). In another cohort 

of 109 patients from the same clinic, cognitive burden of each type of microvascular lesions was assessed by a panel of neuro-

psychological tests including trail making test (TMT) and Raven color matrices (RCPM).   

Results: A total of 36 cSS was detected with prevalence rate of 15 of 215 patients (7%). cSS was observed in 7 of 15 (43%) patients 

with subcortical hemorrhage and 11 of 15 (73%) with strictly lobar MBs. Distribution of cSS was concordant with the lobes with the 

most dense accumulation of MBs in 10 of 15 patients with cSS, indicating that both cSS and strictly lobar MBs are attributable to 

common etiology. CMI with cSS was associated with strictly lobar MBs, and therefore, indicates amyloid-related mechanism, whereas 

CMI without cSS was with hypertensive small vessel disease (SVD). Out of the 109 patients, MBs and CMI were found in 68 (62%) 

and 17 (16%), respectively, and worsened cognitive function in the frontal lobe. 

Conclusion: In the elderly, cSS and strictly lobar MBs were amyloid-related, while CMIs may be attributable to either CAA or hyper-

tensive SVD. These microvascular lesions may additively worsen cognitive function, especially in the frontal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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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and Efficient Clearing of Brain Tissues for 
3D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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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and exploration of detailed organization of organs or whole body at cellular level are fundamental challenges in 

biology. Conventionally this task has been approached by serial sections, labeling of specific targets,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m 

into 3-dimensional structures. These are labor- and time-consuming process, and the accuracy is highly limited. Advent of tissue 

clearing techniques, such as CLARITY, PACT, CUBIC and iDISCO, has revolutionarily improved the efficacy of volume imaging mainly 

by elimination of tissue sectioning and reconstitution steps. However, currently available protocols for organ clearing require consid-

erably long process time, making it difficult to implement tissue clearing techniques to the lab. Here, we present a rapid and highly 

reproducible ACT-PRESTO (active clarity technique-pressure related efficient and stable transfer of macromolecules into organs) 

method that renders tissue or whole-body clearing within a day while preserving tissue architecture and protein-based signals de-

rived from endogenous fluorescent proteins. Moreover, ACT-PRESTO is compatible with conventional immunolabeling methods and 

expedites antibody penetration into thick specimens by applying pressure. Speed and consistency of this method will allow high-con-

tent mapping and analysis of normal and pathological features in intact organs and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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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ase report of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1959년에 Sussman과 Fitch가 보고한 혈전용해제 치료 9례 

중 한 환자에서 경동맥으로 fibrinolysin을 투여하였는데, 이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된 intra-arterial thrombolysis 증례일 

것이다. 허혈뇌졸중으로 입원한 다음 날 carotid angiogram

으로 우측 middle cerebral artery (MCA) frontal branch oc-

clusion을 확인한 후 경동맥으로 fibrinolysin 150,000 unit를 

투여하여 혈관을 재개통시켰다. 이후 2일에 걸쳐 12시간마

다 fibrinolysin 100,000 unit 정맥투여 하면서 환자의 신경학

적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항응고요법을 실시하던 중 7일째 

반대측 대뇌혈관에 embolization으로 의심되는 신경학적 악

화가 발생하였고, 이후 사망하였다.1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trials

Trials comparing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and non-thrombolysis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ERT)의 효과와 안

전성을 평가한 첫 임상시험은 1998년에 발표된 Prolyse in 

Acute Cerebral Thromboembolism (PROACT) phase II 임

상시험이다. 6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혈관조영술로 확인

된 MCA의 M1 또는 M2 occlusion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26

명의 환자는 pro-UK (6 mg)를, 14명은 placebo를 2시간에 

걸쳐 폐색동맥 부위에 투여하였는데,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

적 혈전파괴를 허용하지 않았다. Partial or complete recan-

alization은 pro-UK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57.7% vs. 

14.3%; 2p=0.017), 신경학적 악화를 동반한 뇌출혈은 pro- 

UK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5.4% 

vs. 7.1%, 2p=0.64). 90일째 임상적 예후와 사망률에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이 연구는 임상적 결과변수의 차이를 보

기 위해 설계된 연구는 아니었다. 이 phase II 연구는 MCA 

occlusion 부위에 직접 pro-UK를 투여하면 뇌출혈 증가의 

우려는 있으나 혈관재개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2 

PROACT II는 phase I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phase 

III 임상시험이었다. 6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MCA occlu-

sion이 확인된 180명 (pro-UK 9 mg 치료군 121명; placebo

군 59명)을 대상으로 일차결과변수는 90일째 modified 

Rankin Scale (mRS) 점수 0-2점이었다. 이 연구도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파괴를 허용하지 않았다. Pro-UK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치료 2시간 후 혈관재개통률이 유의하게 높

았고 (66% vs. 18%; p<0.001), 일차결과변수인 90일 mRS 

0-2 outcome도 유의하게 높았다 (40% vs. 25%, p=0.04). 이

차결과변수인 mRS 0-1 outcome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26% vs. 17%, p=0.16). 치료 24시간 이내 증상성 뇌출혈

은 pro-UK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0% vs. 2%, 

p=0.06), 90일 사망률은 비슷하였다 (25% vs. 27%, p=0.80). 

PROACT II 임상시험은 pro-UK를 이용한 ERT가 mRS 0-2 

outcome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입증하였다.3 그러나 미국 식

약청은 추가적인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할 것

을 요구하였고, 제조사는 임상시험을 포기하고 pro-UK 개발

을 철수하였다. 

PROACT II 이후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ERT를 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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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술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3개 임상시험이 진

행되었다. Keris등은 6시간 이내 internal carotid artery 

(ICA) 또는 MCA occlusion 환자 45명으로 대상으로,
4
 

Macleod 등은 24시간 이내 basilar artery 또는 vertebral ar-

tery occlusion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ERT의 효과를 평가하

였다.
5
 두 연구 모두 소규모 연구로 ERT가 mRS 0-2 out-

come 또는 mRS 0-1 outcome을 증가시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Middle cerebral artery Embolism Local fibrinolytic 

intervention Trial (MELT)는 일본에서 실시한 비교적 대규모 

연구로 원래는 2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에서 2005

년에 intravenou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IV-TPA) 사

용이 승인되어 114명 (intra-arterial urokinase군 57명과 위

약군 57명)을 모집한 상태에서 연구를 조기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6
 MELT의 대상환자는 6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MCA occlusion 환자였으며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파

괴를 허용하였다. MELT는 일차결과변수인 mRS 0-2 out-

come에 대한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 (49.1% vs. 38.6%; 

p=0.345). 그러나 mRS 0-1 outcome (42.1% vs. 22.8%, p= 

0.045)과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0-1 outcome은 intra-arterial urokinase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35.1% vs. 14.0%; p=0.017).

199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발표된 ERT와 비혈전용해술치

료를 비교한 5개 임상시험 (395명 환자) 메타분석에서 ERT

는 혈관재개통률을 증가시킴으로써 (TIMI grade 2-3: odds 

ratio [95% CI], 6.42 [3.67-11.24]; P<0.00001), mRS 0-2 out-

come (2.05 [1.33 to 3.14]; P=0.001)과 mRS 0-1 outcome 

(2.14 [1.31 to 3.51]; P=0.003)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minimal neurologic deficit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score 0 to 1)과 Barthel Index (90 to 

100 or 95 to 100)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ERT는 혈전

용해술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증상성 두개내출

혈의 위험을 증가시켰지만 (2.87 [1.21-6.83]; P=0.02) 사망

률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0.83 [0.48-1.39]; P=0.46).
7

Trials comparing 1st generation embolectomy 

recanalization therapy and standard therapy including 

IV-TPA

Large artery occlusion의 경우 IV-TPA의 혈관재개통 효과

는 낮다. ERT는 혈관재개통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치료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IV-TPA를 실시하고 ERT

를 하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혈관재개통률을 향상시키려

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IV-TPA를 위주로 하는 표준치료

와 ERT를 비교한 3개의 주요 3상 임상시험인 Interventional 

Management of Stroke (IMS) III, Mechanical Retrieval and 

Recanalization of Stroke Clots Using Embolectomy (MR 

RESCUE), 그리고 SYNTHESIS Expansion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가 2013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되

었는데 실망스럽게도 모두 ERT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

였다.
8-10

 

가장 대표적인 임상시험인 IMS III는 2001년과 2006년 사

이에 진행된 IMS I/I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8
 IMS 

I/II는 single arm trial로 과거 NINDS-TPA trials
11

 환자 자료

와 비교하여 IV-TPA와 ERT의 병합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

성을 탐색하였는데, 병합치료가 IV-TPA로만 치료하는 것에 

비해 증상성 뇌출혈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으면서 예

후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2,13

 IMS III는 3시간 이

내 내원한 moderate-to-severe neurological deficit를 보이는 

(NIHSS 점수 10점 이상 또는 CTA로 M1, ICA, 또는 BA oc-

clusion 확인) 656명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인 IV-TPA와 

IV-TPA와 ERT 병합치료를 비교하였다. 일차결과변수인 90

일 mRS 0-2 outcome이 병합치료군 40.8%, IV-TPA군 38.7% 

(absolute risk reduction, 1.5% [−6.1 to 9.1])로 차이가 없었

다. NIHSS 점수 중증도, 연령, 폐색부위 그리고 치료시작 시

간 등 사전에 계획한 subgroup analysis에서도 두 치료 효과

는 차이가 없었다. 증상성 뇌출혈 (6.2% vs. 5.9%, P=0.83)과 

사망률(19.1% vs. 21.6%, P=0.52)도 차이가 없었다.
8

MR RESCUE는 MRI에서 perfusion-diffusion mismatch 

(penumbra)가 있는 환자에서 표준치료에 Merci device를 이

용한 ERT를 추가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는 효과

가 있는지 보기 위한 연구였다. 8시간 이내 내원한 large ar-

tery occlusion과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환자

를 penumbra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로 나누어 표준치료

와 ERT를 비교하였다. 전체 118명의 환자 중 44명(37%) 환

자는 IV-TPA 치료를 받았다. Merci를 이용한 embolectomy

는 표준치료와 비교하여 penumbra가 있는 환자나 없는 환

자 모두에서 예후를 개선시키지 못했고, 증상성 뇌출혈과 사

망률도 차이가 없었다.
9
 

SYNTHESIS-Expansion은 SYNTHESIS-pilot 연구에서 (54

명) ERT가 IV-TPA에 비해 증상성 뇌출혈을 증가시키지 않으

면서 예후를 개선시키는 경향을 관찰하여 계획된 3상 임상

시험이다.
10,14

 증상 발생 4.5시간 이내 환자 362명를 ER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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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TPA로 무작위 배정하였는데 ERT군으로 배정된 경우에는 

IV-TPA 치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ERT군에서 약 1시간 늦

게 치료가 시작되었다. 일차결과변수인 90일 mRS 0-1 out-

come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었고, SYNTHESIS-pilot 연구

결과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mRS 0-1 out-

come이 ERT군에서 IV-TPA군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30.4% 

vs. 34.8%; OR [95% CI], 0.71 [0.44-1.14]; P=0.16). 7일 이

내 증상성 뇌출혈과 사망률도 차이가 없었다.
10

실패한 IMS III, MR RESCUE, 그리고 SYNTHESIS-Expansion

의 공통점은 대부분 환자를 old device를 사용해서 ERT를 

시행했기 때문에 재개통률이 낮았을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IMS III와 SYNTHESIS-Expansion

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large artery occlusion을 확인하지 않

고 무작위배정을 한 단점도 있었고, MR RESCUE는 뇌졸중 

발생 5.5시간이 지난 후 무작위배정이 되었으므로 치료시작 

시간이 늦었으며 혈관재개통의 효과가 낮을 큰 diffusion le-

sion을 가지는 환자도 포함한 단점이 있다. 

Stent-retriever thrombectomy trials

이전 임상시험의 실패 요인을 보완하여 2010년에서 2013

년 사이에 5개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anterior circu-

lation의 acute large artery occlusion에서 ERT의 효과를 증

명하여 2014년과 2015년에 주요학회와 논문에 발표하였다 

(Table 1).
15-19

 이 연구들의 특징은 1) 대부분의 환자에서 재

개통률의 효과가 개선된 stent-retriever thrombectomy de-

vice를 사용하였고, 2) 모든 환자에서 무작위배정 전에 large 

artery occlusion을 확인하였으며, 3)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infarct core, penumbra, 또는 collateral circulation을 평가

하여 혈관재개통의 이득이 클 환자를 선별했다는 점이다.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Endovascular 

treatment for Acute ischemic stroke in the Netherlands 

(MR CLEAN)은 처음으로 ERT의 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이

었다.
15

 다른 임상시험에 비해 MR CLEAN은 infarct core, 

penumbra, 또는 collateral circulation을 선정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며, NIHSS score도 2점 이상으로 폭 넒은 환자들을 대

상으로 가장 많은 환자인 500명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상진료상황에 가장 부합되는 연구였다. Shift analysis에서 

ERT가 mRS outcome distribution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으며 

(OR 1.67 [1.21-2.30]), 90일 mRS 0-2 outcome도 ERT군에서 

standard therapy에 비해 높았다 (32.6% vs. 19.1%; 2.16 

[1.39, 3.38]). 증상성 뇌출혈과 90일 사망률은 두 군에 차이

가 없었다. 

Endovascular Treatment for Small Core and Anterior 

Circulation Proximal Occlusion With Emphasis on 

Minimizing CT to Recanalization Times (ESCAPE)는 원래 

500명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MR CLEAN 결과가 나온 후 환

자모집을 중단하고 분석한 결과, ERT효과가 뚜렷하여 315명

을 모집한 후 조기종료하였다. 84.5% 환자는 6시간 이내에 

15.5% 환자는 6-12시간 사이에 치료를 하였다. Shift analy-

sis에서 ERT가 mRS outcome distribution을 유의하게 개선

시켰으며 (adjusted OR 3.1 [2.0-4.7]; P<0.001), 90일 mRS 

0-2 outcome 비율도 ERT군에서 standard therapy에 비해 높

았다 (53.0% vs. 29.3%; 1.7 [1.3-2.2]; P<0.001) 증상성 뇌출

혈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90일 사망률이 ERT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10.4% vs. 19.0%; 0.5 [0.3-0.8]; P=0.04). 

ESCAPE은 ERT가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일

한 연구이다. ESCAPE의 특징은 multiphase CT를 이용하여 

ERT 효과가 좋을 small ischemic core와 good collateral cir-

culation을 가진 환자를 선별하였으며, 병원 도착 후 치료시

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CT 검사 

후 first reperfusion까지 단 84분 (중앙값)만이 소요되었다.

Extending the Time for Thrombolysis in Emergency 

Neurological Deficits-Intra-Arterial (EXTEND-IA)는 6시간 

이내 ERT를 시작할 수 있는 환자 중 RAPID software를 이용

하여 small infarct core와 penumbra를 가진 환자를 선별하

여 등록하였다. EXTEND-IA는 ERT가 일차결과변수가 24시

간 reperfusion(100% vs. 37%; 4.7 [2.5-9.0]; P<0.001)과 

NIHSS score 8점 이상 개선 또는 0-1점이 되는 분율 (80% 

vs. 37%; 6.0 [2.0-18.0]: P=0.002)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ERT는 90일 mRS distribution (2.0 [1.2- 3.8]; P=0.006)과 

mRS 0-2 분율 (71% vs. 40%; 4.2 [1.4-12]; P=0.01)도 유의

하게 향상시켰다. 증상성 뇌출혈 (0% vs. 5.7%; P=0.49)과 

사망률 (8.6% vs. 20.0%; 0.45 [0.1, 2.1]; P=0.31)이 ERT군

에서 낮았으나 환자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EXTEND-IA는 다른 연구에 비해 환자들의 예후가 가장 좋았

는데, 이는 ERT의 효과가 아주 좋을 환자를 까다롭게 선별

하였기 때문이고, 70명이라는 적은 환자수를 모집하고도 

ERT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좁은 

기준을 택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진료에서 EXTEND-IA 기

준으로 치료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얻을 가능성

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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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MR CLEAN ESCAPE EXTEND-IA SWIFT PRIME REVASCAT
Publication year 2015 2015 2015 2015 2015
Participants (n) 500 315 70 196 206
Age, year 65.7 71.5 69.4 65.6 66.5
Baseline NIHSS (active/control) 17/18 16/17 17/13 17/17 17/17
Time window, h 6.0 12.0 6.0 6.0 8.0
ICA/M1 occlusion, % 27.6/63.8 26.7/68.6 31.4/54.3 16.3/68.4 26.2/63.6
Infarct core/penumbra selection None ASPECTS ≥6 and 

moderate-to-good 
collaterals

Infarct core ≤70 ml 
and Mismatch on 

CT

CT/MRI ASPECTS 
≥6*

CT ASPECTS ≥7 or 
DWI ASPECTS ≥6

Onset to groin puncture, min 260 185 210 224 269
Onset to first reperfusion, min 341 241 248 252 355
Active arm ERT with standard 

care
ERT with standard 

care
ERT with IV-TPA ERT with IV-TPA ERT with standard 

care
Control arm standard care standard care IV-TPA IV-TPA standard care
IV-TPA (active/control), % 87.1/90.6 72.7/78.7 100/100 100/100 68.0/77.0
mTICI 2b-3 in active arm, % 58.7 72.4 86.2 88.0 65.7
90-day mRS 0-2: active vs control 
(%), OR (95% CI) or p-value

32.6 vs 19.1
2.16 (1.39, 3.38)

53.0 vs 29.3
1.7 (1.3, 2.2), 

p<0.001

71.4 vs 40.0
4.2 (1.4, 12), 

p=0.01

60.2 vs 35.5
1.70 (1.23, 2.33), 

p< 0.001

43.7 vs 28.2
2.1 (1.1, 4.0)

Shift analysis, OR (95% CI) or 
p-value

1.67 (1.21, 2.30) 3.1 (2.0, 4.7), 
p<0.001

2.0 (1.2, 3.8), 
p=0.006

2.63 (1.57, 4.40), 
p<0.001

1.7 (1.05, 2.8)

90-day Mortality: active vs control 
(%), OR (95% CI) or p-value

21.0 vs 22.1
No difference, 

p-value not provided

10.4 vs 19.0
0.5 (0.3, 0.8), 

p=0.04

8.6 vs 20.0
0.45 (0.1, 2.1), 

p=0.31

9.2 vs 12.4
0.74 (0.33, 1.68), 

p=0.50

18.4 vs 15.5
1.2 (0.6, 2.2), 

p=0.6
90-day mRS 5-6: active vs control 
(%), OR (95% CI) or p-value

27.0 vs 34.1
NR

17.1 vs 31.3
NR

8.6 vs 31.4
NR

12.2 vs 24.7
NR

30.1 vs 35.9
NR

SICH: active vs control (%), 
OR (95% CI) or p-value

7.7 vs 6.4
No difference, 

p-value not provided

3.6 vs 2.7
1.2 (0.3 to 4.6) 
p=non-significant

0.0 vs 5.7
Absolute difference: 
−6% (−13, 2), 

p=0.49

0.0 vs 3.1
p=0.12

1.9 vs 1.9
1.0 (0.1, 7.0), 

p=1.00

NIHS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ICA: internal carotid artery, M1: M1 portion of middle cerebral artery, ASPECT: 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omputed Tomography Score, ERT: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NR: not reported, IV-TPA: intravenou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mTICI: modified Thrombolysis in Cerebral Infarction, mRS: modified Rankin Scal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ICH: symptomatic intracranial hemorrhage. *Imaging entry criteria were changed from original criteria (Infarct core ≤50 ml, severe 
hypoperfusion ≤100 ml, ischemic penumbra <15cc and mismatch ratio≤1.8).

Table 1. Five randomized trials comparing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versus standard therapy

Solitaire With the Intention for Thrombectomy as 

Primary Endovascular Treatment Trial (SWIFT PRIME)는 6

시간 이내 ERT 치료가 가능한 환자 중 ASPECT 점수나 CT 

perfusion을 이용하여 ischemic score가 적은 환자들을 선별

하였다. MR CLEAN과 ESCAPE결과가 발표되어 196명 환자

를 모집하고 중단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조기종료하였다. 

Shift analysis에서 ERT가 mRS outcome distribution을 유의

하게 개선시켰으며 (2.63 [1.57-4.40]; P<0.001), 90일 mRS 

0-2 outcome 분율도 ERT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60.2% 

vs. 35.5%; 1.70 [1.23-2.33]; P<0.001). 증상성 뇌출혈 (0% 

vs. 3.1%; P=0.12)과 90일 사망률 (9.2% vs. 12.4%; 0.74 

[0.33-1.68]; P=0.50)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SWIFT- 

PRIME도 치료과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는데, 병원 도착 

후 groin puncture까지 걸린 시간이 90분이었다.

Revascularization With the Solitaire FR Device Versus 

Best Medical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cute Stroke Due 

to Anterior Circulation Large Vessel Occlusion Presenting 

Within Eight Hours of Symptom Onset (REVASCAT)은 690

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연구에서 ERT효과가 뚜렷하

여 206명만 모집하고 조기종료하였다. 8시간 이내 환자를 모

집하였고, small infarct core 기준은 CT/MRI에서 ASPECT 

score가 7/6 이하 그리고 IV-TPA 치료를 시작 후 3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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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erfusion rate and Good outcome (mRS 0-2) B. Onset-to-reperfusion and Good outcome (mRS 0-2)

Figure 1. Outcome according to reperfusion rate and time-to-reperfusion.

호전이 없는 경우 무작위배정을 하였다. Shift analysis에서 

ERT가 mRS outcome distribution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으며 

(1.7 [1.05-2.8]), 90일 mRS 0-2 outcome도 ERT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 (43.7% vs. 28.2%; 2.1 [1.1-4.0]). 증상성 뇌출

혈 (1.9% vs. 1.9%; P=1.00)과 90일 사망률 (18.4% vs. 

15.5%; P=0.60)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Stent-retriever를 주로 이용한 5개 임상시험은 선정기준, 

치료시작 시간, 그리고 reperfusion rate 등에 따라 환자들의 

예후가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ERT의 효과를 입증하

였다(Figure 1). 5개 임상시험 (ERT군 633명; standard ther-

apy군 645명)을 메타분석한 결과, ERT 치료로 예후가 개선

될 odds ratio는 shift analysis에서 2.14 (1.65-2.77) 

(P<0.00001), mRS 0-2 outcome의 경우는 2.39 (1.88-3.04) 

(P<0.00001), 그리고 mRS 0-1 outcome의 경우는 2.49 

(1.85-3.36) (P<0.00001)이었다. IV-TPA에 ERT를 추가하였

을 때 mortality는 유의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0.78 

[0.54-1.12]; P=0.18), mRS 5-6 outcome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0.57 [0.41-0.78]; P=0.0006). Number-needed-to-treat 

(NNT)로 평가한 ERT 효과는 매우 커서, mRS 0-2 outcome

의 NNT=5, mRS 0-1의 NNT=7, mRS 5-6를 줄이기 위한 

NNT=9, 그리고 mortality를 줄이기 위한 NNT=29였다.
20

 현

재 미국은 진료지침을 개정하였고,
21
 우리나라도 ERT 치료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향후 과제

ERT 효과는 매우 크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심한 장

애를 가지게 된다. 5개 ERT 임상시험에서 ERT군 환자의 

30-67%는 mRS 3-6 outcome을, 12-30%는 mRS 5-6 outcome

을 보였다.
15-19

 ERT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은 time-to-reperfusion이다.
22,23

 따라서 각 센터들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 후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개선해야 하며,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빨리 병원에 도착

하도록 public awareness를 향상시키고 pre-hospital man-

agement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ERT를 시행할 수 없는 

병원과 ERT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의 연계시스템 구축도 필

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acute ischemic stroke 

환자에서 ERT 시행빈도를 보면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5 Registry 에 참여하는 14개 센터의 경우에는 평

균 4.6%,
24

 권역심뇌혈관센터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평균 

6.0%였다.
25

 그러나 large artery occlusion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NIHSS 점수 10점 이상의 환자는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5 Registry 연구에 의하면 전체 환자의 약 

20%였다.
24

 따라서 많은 환자들에서 늦게 병원에 오거나 다

양한 이유로 ERT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

년 적어도 약 75,000명의 ischemic stroke이 발생하고 있으

므로,
26

 2-3%가 ERT를 받을 것으로 가정하면 현재 매년 

1,500-2,250명이 ERT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활발한 임상시험도 필요하다. 임상시험마다 환자를 선

별하는 신경영상법에 차이가 있었다. 어떤 선별기준이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늦게 도

착하는 환자 중 신경영상으로 적절한 대상을 선별하여 ERT 

효과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 ERT로 혈관이 재개통된 환자는 

계속 실패하였던 neuroprotective agent 임상시험의 가장 좋

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좋은 ERT device 개발을 위해 de-

vice간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는 임상시험도 필요하다. 



Endovascular Trials in Acute Ischemic Stroke Since 1998: What we have Achieved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83

그리고 현재의 임상시험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IV-TPA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IV-TPA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ERT를 

하는 것이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 증상성 뇌출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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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 시술을 위한 환자 선택방법: 시간 의존적과 
영상 의존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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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elect Patients for Endovascular Therapy: Time-based and 
Imaging-based Selection

Sung-Il Sohn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Dongsan Medical Center, Keimyung University School Medicine

Reperfusion therapy is the only proven treatment for acute ischemic stroke. Recen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show added 

clinical benefit of endovascular treatment (EVT) compared with intravenou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and standard medical 

management. We are entering a new era of stroke therapy for major acute ischemic stroke. EVT will become a new standard of care 

for large vessel acute ischemic stroke. We will need to adapt triage rules and process, and train new and existing personnel. New 

successful EVT trials showed onset-to-reperfusion time affects mortality and favorable outcome and is especially a key modifier of 

treatment benefit. Much has been learned about workflow for time from the EVT trials. The five recent EVT trials focused on quick 

and efficient reperfusion in patients with large intracranial thrombi and small to moderate baseline infarcts. The EVT trials have 

shown that patients selected using quick and effective imaging may be treated safely with comparable good outcome and mortality 

rates. In addition, neuroimaging will play a major role in further advancing the indications for EVT. This article begins with stroke 

process time metrics, discusses the available neuroimaging tools based on successful EVT trials and reviews the evidence supporting 

the use of imaging to predict the response to EVT for patient exploring the edges of evidence and speci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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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힌 혈관을 재

관류시켜 주는 것이다. 1995년 발표된 NINDS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rt-PA) 연구에서 급성 뇌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맥내 rt-PA 혈전용해술 효과를 입증하

였다.1 이후 많은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20년간 rt-PA가 급

성기 뇌졸중에서 유일하게 효과를 입증 받은 치료였다. 최근 

2014년 MR CLEAN 연구를 통해 혈관내 시술이 효과를 입증

하였고,2 2015년 추가적으로 발표된 ESCAPE, SWIFT 

PRIME, EXTEND-IA, REVASCAT 연구를 통해 혈관내 시술

의 유효성이 확인되면서 급성기 치료에 체계의 혁신적인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3-6 정맥내 혈전용해술은 환자 선정에서 

증상발생 3시간 또는 4.5시간이라는 시간적 요인이 중요하

였다. 혈관내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간적 및 영상 의존적 선

택이 병행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혈관내 시술을 받을 환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알아

보고자 한다. 

본  론 

1. 시간 의존적 환자 선택 (Time-based patient selection)

1995년 NINDS rt-PA 연구에서 증상발생 3시간 이내 약제

를 투여하여 효과를 입증한 반 반면 1998년 발표된 E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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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timing of alteplase treatment on good stroke 
outcome (mRS 0-1) (Emberson J et al. Lancet 2014: 384: 
1929-35)

II는 6시간 이내 환자를, 1999년 ATLANTIS 연구에서는 증상

발생 3-5시간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혈전용해제의 효과

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7,8

 그 후 2008년 ECASS III 연구가 발

표되어
9
 정맥내 rt-PA 사용이 발병 4.5시간으로 연장되기 전

까지는 급성이 뇌졸중 환자에서 3시간 이내 rt-PA 사용이 유

일하게 입증 받아 왔다. 동맥내 혈전용해제 사용은 1999년 

PROACT 연구에서 pro-urokinase를 증상발생 6시간 이내 사

용이 3개월째 수정랭킨지수를 호전을 보여주었다.
10

 이후 급

성기 치료의 시간의 연장 및 새로운 약제를 가지고 시도된 

연구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장시간 급성

기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대한 진료치침에서 정맥내 치료는 

3시간, 동맥내 치료는 6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구호가 우리에

게 학습되어 왔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여 뇌 CT를 촬영하

여 뇌출혈과 뇌경색의 중심부(core)가 큰 병변을 가졌거나, 

병력 및 혈액검사를 통해 출혈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배제한 

뒤 즉시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혈전용해

제를 주기 전까지 병원 내에서 검사나 절차가 간단하므로, 

환자가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치료의 결과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메타분석에서 3시간 이내 치료를 할 경우 

교차비(odd ratio) 1.75, 4-4.5시간에 치료할 경우 교차비 

1.25, 4.5시간에 치료할 경우 교차비 1.15로였다(Figure 1). 

즉 기존에 알려진 대로 4.5시간 내로 치료할 경우 혈전용해

제제 사용이 유용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고, 빨리 치료하

면 할수록 이득이 더 커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1

 그러므로 

정맥내 혈전용해제 사용에서 환자선택 및 결과는 영상보다

는 시간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2013년도 발표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내시

술의 효과를 증명하려던 IMS-III, MR RESCURE, SYNTHESIS 

Expansion 연구들은 혈관내시술이 정맥내 rt-PA보다 유효하

지 않았다. 이들 연구에서 실패 요인들을 분석을 통해서 시

간의 기준, 환자선정, 영상적 기준, 치료기구의 단일화를 통

해 성공적인 혈관내시술 치료연구를 디자인하였다. IMS-III, 

MR RESCURE, SYNTHESIS Expansion 연구들은 모든 환자

에서 뇌혈관 촬영을 하지 않아 혈관이 막혀 있지 않은 환자

가 포함되었고, 혈관내 시술에서 모두 stent retriever를 사용

하지 않았고, 시술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12-14

 이러한 

것을 개선한 프로토콜을 기반과 새로운 영상기법, 기구의 도

입으로 MR CLEAN, ESCAPE, SWIFT PRIME, EXTEND-IA, 

REVASCAT 연구에서 혈관내시술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이

들 연구의 결과들은 임상에 바로 적용되고 있고, 진료지침에 

반영되고 있다. 즉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

린 것이다. 

뇌졸중 치료의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할려면 성공적인 임

상연구를 분석하고, 제시한 프로토콜을 따라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성공적인 혈관내치료에서 주요 핵심사항은 허혈

중심변이 작고, 목동맥 또는 중대뇌동맥 폐쇄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스텐트혈전제거기 사용, 영상촬영시간의 단축을 

포함하는 병원 도착에서 재관류까지의 시간의 단축이다. 영

상프로토콜이나 새로운 시술기구의 도입은 뇌졸중 담당의사

들만의 결정으로 쉽게 변경 및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

다. 그러나 응급실 도착하여 혈관내시술을 받고 재관류까지

의 시간의 단축은 의사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시간의 단축은 시간을 고려한 뇌영상 검사프로토콜, 뇌졸중 

센터를 통한 팀워크, 훈련 및 질향상 회의를 통한 개선이 동

반되어야 한다. 특히 ESCAPE 연구에서는 이런 절차에 시간

적 제한을 두었는데 CT촬영에서 서혜부 천공까지 60분, CT

촬영에서 재관류까지 90분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시간적 기

준의 설정이 실제 연구결과에서 CT에서 천공까지의 평균 시

간이 51분이였고, 증상발생에서 재 관류까지 평균시간이 

241분으로 매우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

다(Table 1). 이러한 시간의 단축이 3월째 수정랭킨지수를 

뿐만 아니라 혈관내시술 연구들 중 유일하게 사망률을 유의

하게 감소시켰다. 즉 증상발생에서 재관류까지의 시간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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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time metric (min) MR CLEAN ESCAPE EXTEND-IA SWIFT PRIME REVASCAT
Time from stroke onset to first reperfusion, 
Mins-median (IQR)

332(279-394) 241(176-359) 248(204-277) 252(192-300) 355(269-430)

Time from stroke onset to groin puncture, 
 Mins-median (IQR)

260(210-313) 200 210(166-251) 224 269(201-340)

Time from CT to groin puncture∮ NR 51(39-68) 93(71-138) 57(40-80) 67(47-84)
Time from groin puncture to reperfusion NR 30(27.5) 43(24-53) NR 59(36-95)
Improvement in mRS 0-2 at 90 days (%)
(endovascular/control group)

13.5*

(32.6/19.1)
23.7*

(53.0/29.3)
31.4*

(71.4/40.0)
24.7*

(60.2/35.5)
15.5*

(43.7/28.2)
Decrease in mortality at 90 days (%)
(endovascular/control group)

1.1
(21.0/22.1)

8.6*
(10.4/19.0)

11.4
(8.6/20.0)

3.2
(9.2/12.4)

-2.9
(18.4/15.5)

Symptomatic ICH (%)
(endovascular/control group)

7.7/6.4 3.6/2.7 0/5.7 0/3.1 1.9/1.9

Note — Unless otherwise indicated, data are median, and data in parentheses are the interquartile range. ESCAPE: Evaluation Study of 
Congestive Heart Failure and Pulmonary Artery Catheterization Effectiveness. EXTEND-IA: Extending the Time for Thrombolysis in Emergency 
Neurologic Deficits-Intra-Arterial, MR CLEAN: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Endovascular Treatment for Acute Ischemic Stroke in 
the Netherlands, NA: not applicable, NR: data not reported, REVASCAT: Endovascular Revascularization with Solitaire Device versus Best 
Medical Therapy in Anterior Circulation Stroke within 8 Hours, SWIFT PRIME: Solitaire with the Intention for Thrombectomy as Primary 
Endovascular Treatment.
*: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mortality with endovascular therapy

Table 1. Workflow Time Metrics and outcome in the Five Recent Endovascular Treatment Trials

Action Time(min)† SNIS ‘ideal’ time‡

Door to physician
Door to NCCT/CTA
Door to stroke team
Door to NCCT interpretation
Door to CTA interpretation

Door to IV tPA
Door to CTP/MRI (optional)
CSC Door to puncture
CSC Door to recanalization
PSC picture to CSC puncture

<10
<25
<15
<45
N/A

<60
N/A
N/A
N/A
N/A

On arrival
On arrival
<10 min
<15 min
<20 min
(or 10 min after 
acquisition)
<30 min
<30 min
<60 min
<90 min
<90 min

†AHA 2013 standard. ‡SNIS ideal.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 CTA, CT angiography; CTP, CT 
perfusion; CSC, Comprehensive Stroke Center; NCCT, non-contrast 
CT scan; PSC, Primary Stroke Center, SNIS, Society of 
NeuroInterventional Surgery;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able 2. Society of Neurointerventional Surgery suggested stroke
process time metrics

*

Figure 2. Time to reperfusion compared with percentage of 
good outcomes in 6 recent endovascular treatment trials. 
(Prabhakaran S et al. JAMA 2015; 313: 1451-1462)

축이 정맥내 rt-PA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예후와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Figure 2).

요약하면 혈관내시술의 시대에도 ‘Time is Brain’란 구호는 

지속된다. 혈관내시술이 성공적인 예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는 환자의 응급실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내

에서 작업흐름(workflow) 개선을 통해 재관류까지 시간의 

단축이 중요하다. 최근 성공적인 혈관내시술 연구들에서 보

여준 증상발생에서 재관류까지의 도달시간에 맞추거나 더 

빨리 하여야 한다. 최근 ‘Society of neurointerventional sur-

gery’에서 급성기 뇌졸중의 치료의 작업흐름에서 도달하여야 

할 이상적인 시간기준을 제시하였고, 우리들의 목표치 설정

에 참고치가 될 수 있다(Table 2).
15

2. 영상 의존적 환자 선택 (time-based patient selection)

허혈성 뇌경색의 급성기에는 혈전(thrombosis) 및 색전

(embolism)에 의해 혈관이 막힘으로써 허혈 조직의 중심부

위(ischemic core)에는 뇌경색이, 그 주변 부위에는 허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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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ischemic penumbra)이 존재하게 된다. 허혈성 뇌경색

의 치료 목표는 막힌 혈관을 개통함으로써 이러한 허혈성 반

음영 조직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이며,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혈관내시술은 막힌 혈관의 개통을 돕는 적극적 치료이다.

시간 의존적 환자선택의 중요 제한 점은 환자 개개인의 특

수한 생리학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뇌혈관 폐쇄 후 시간당 

죽어가는 신경세포의 수량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

이다. 주요 이유는 측부순환 발달, 혈전의 위치 및 다발성이

다. 측부순환의 발달에는 나이,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

혈압, 당뇨, 대사성 증후군, 요산 등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진 환자에서 혈관내시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영상 의존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최근 성공적인 혈관내시술 연구들을 통해 증상발생 6시간 

이내 앞순환계 폐쇄를 가진 환자의 치료의 프로토콜은 확립

시켰다. 그 프로토콜에 따라 시간 내에서 영상획득, 치료결

정 및 재관류를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기준에 포

함되지 않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에서는 아직 모험적 치료

가 필요하다. 즉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증상이 경하지만

(NIHSS 점수 4점 이하) 혈관이 막힌 환자, 기저동맥 폐쇄를 

가진 환자, 발병시기를 알 수 없는 ‘wake-up or unclear-onset 

stroke’ 환자에서는 아직 확립된 치료 지침이 없다. 이들 환

자에서는 아직 영상을 통한 혈관상태 중심부, 반응영 지역을 

확인하고 치료의 선택이 현재로는 최선이다. 즉 이들 영역에

서 치료에서는 영상의존적 환자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급성 뇌경색에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영상

을 통해, 허혈중심병변, 혈전의 위치(폐쇄 위치), 측부순환 

및 관류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우선 성공적인 혈관내

시술 연구들에서 적용된 영상기법에 대해 살펴보고(Table 

3), 응급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기법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자. 

1) 비조영증강CT

비조영증강CT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전세계 널리 보

급되어 있어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영상도구이다. 또한 early CT sign 중 hyperdense sign은 혈

관이 막힌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ASPECTS 점수

화하면 허혈 중심부위의 크기를 추정하여 이를 통해 치료할 

환자의 선택에서 유용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

명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증상발생 90분이

내에 조기에 CT를 촬영한 경우 ASPECTS 상의 평가에 신빙

성이 감소한다. 또한 ASPECTS 점수에서 검사자간의 일치도

가 낮고, ASPECTS 점수화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는 경우 

더욱 차이는 심하다. CT 기계와 파라미터에 따른 차이가 있

을 수 있고, 뇌위축, 백질변성이나 과거 및 아급성기 뇌경색

이 있는 경우 판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 CT 혈관조영술

CT 혈관조영술은 최근 성공적인 혈관내시술 연구들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CT 혈관조영술은 혈관이 막힌 위치와 더

불어 혈전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 또한 대동맥 궁이나, 

목동맥의 굴곡정도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혈관내시술

을 준비에 도움을 준다. CT 혈관조영술을 통해 얻은 영상은 

측부순환에 대한 정보를 준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치료환자의 선택에서 측부순환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16
 특히 90분 이내 CT를 촬영한 경우 CT

는 허혈중심부위를 잘 보여 주지 못하므로 CTA 영상을 통한 

측부순환을 기반으로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조영제 투여 후 한번의 CTA 영상의 획득하는 방법

은 환자의 심장 상태, 혈관의 굴곡, 영상 파라미터의 차이에 

따라 측부순환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ESCAPE 연구에서는 multiphase CTA를 적용하여 측부순환 

영상을 평가하였다. 조영제를 주고 처음에는 대동맥궁에서 

두정부까지 촬영을 하고, 두 번째는 4.5-5초 뒤에 기저두개

골에서 두정부까지, 세 번째는 다시 4.5-5초 후에 뒤에 기저

두개골에서 두정부까지 촬영하였다 (Figure 3).
17
 multiphase 

CTA는 측부순환뿐만 아니라 뇌경색 중심부위, 혈전의 위치, 

크기, 동맥궁에서 대뇌혈관의 전반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대

한 정보를 빠르고 자세하게 주므로 혈관내시술의 환자 결정

에 적절한 영상기법이다. 

3) 관류 CT  

SWIFT-PRIME 연구와 EXTEND-IA 연구에서 환자 선택에 

CT perfusion이 이용되었다. CT perfusion이 중심병변이 큰 

환자 및 살릴 수 있는 병변이 좁은 환자를 제외하는데 효과

적이었다. 그러나 CT perfusion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우

선 촬영영역(대부분 기기에서 8 cm)이 좁고, motion artifact

에 취약하고, 영상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분석을 

위해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SWIFT-PRIME 연구와 EXTEND-IA 연구도 특수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perfusion을 분석하였다. 즉 이와 같은 소프트

웨어가 없이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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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Test vs control Imaging Techniques Select clinical/imaging criteria
MR CLEAN IAT vs standard 

care
NCCT
Single phase CTA

NIHSS score ≥2; occlusion of the distal ICA or M1/M2 MCA or A1/A2 
ACA, demonstrated with CTA, MRA, DSA or TCD; possibility to start 
treatment within 6h from LSW

EXTEND IA Combined IV tPA 
+ IAT vs IV tPA

NCCT
CTA
CT perfusion

Eligible for IV tPA therapy within 4.5 h; arterial occlusion (ICA, M1 of M2) 
on CTA or MRA; mismatch* ratio>1.2 with absolute mismatch volume >10 
cm3 and infarct core lesion volume 70cm3; groin puncture within 6 h of 
stroke onset

ESCAPE IAT vs standard 
care

NCCT
Multiphase CTA

NIHSS >5 at time of randomization; intracranial occlusion, evidenced by 
CTA, at one or more or the following locations: ICA, M1 MCA, or 
M1-MCA equivalent (2 or more M2-MCAs); ASPECTS score on NCCT >5†; 
LSW to randomization time <12h; groin puncture within 60 min of CT/CTA 
with target CTA to first recanalization of 90 min

SWIFT PRIME Combined IV tPA 
+ IAT vs IV tPA

NCCT
Single phase CTA
CT perfusion or
Multimodal MR 

Eligible for IV tPA therapy within 4.5h; NIHSS 8-30; TICI 0-1 flow in the 
ICA and M1 MCA confirmed by CTA or MRA; baseline CTP or DWI/PWI; 
treatment within 1.5h from imaging to groin puncture

REVACAT IAT vs standard 
care

NCCT
Single phase CT

Patients ineligible for IV tPA or without recanalization after a minimum of 
30 min from start of the IV tPA infusion; NIHSS score ≥6; Occlusion of the 
ICA and/or M1 MCA, as evidenced by CTA or, MRA ASPECTS >6 on 
NCCT, CTP-CBV or CTA-SI, or >5 on DWI; treatable within 8 h from LSW

*Using CT or MRI with a Tmax >6s delay perfusion volume and either CT-rCBF of DWI infarct core volume.
LSW, last seen well; NCCT, non-contrast 

Figure 3. Multiphase CT angiography image, with each phase represented by an arrow. The first phase (long solid arrow) is conven-
tional arch-to-vertex CT angiography. The next two phases (short solid arrows) are sequential skull base-to-vertex acquisitions per-
formed in the midvenous and late venous phases. Dashed arrows indicate movement of the scanner in between image acquisitions. 
(Bijoy K. M et al. Radiology 2015; 275; 510-520.)

Table 3. Imaging criteria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for mechanical thrombectomy 

4) MR 영상

확산강조영상 (diffusion-weight imaging, DWI)는 뇌경색

의 중심부위를 가장 빨리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이

다. 관류-확산불일치는 허혈반음영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박동기와 같은 금속물을 이식한 경우 촬영을 할 

수 없고, 영상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

이 들고, 촬영 동안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어렵고, 이

동 인공물(motion artifact)로 인해 영상의 판독이 어려운 경

우가 있다 가장 문제점은 MR 영상을 통한 환자의 선택으로 

혈관내시술의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질이 우수하고 판독자간에 일치

도가 높기에 급성기 뇌졸중에서 활용도는 높다. 단 혈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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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받은 환자를 선택하기 위해 MR을 이용할 때는 CT에 

견주어도 속도가 뒤쳐지지 않을 만큼, 작업흐름도 개선 및 

MR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MR 의존적 환자

선택을 통해 혈관내 시술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 의존적 환자선택의 중요 제한점은 환자 개개인의 특

수한 생리학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점

진적으로 죽지만, 시간당 죽어가는 신경세포의 수는 개개인

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주요 이유는 측부순환 발달, 혈

전의 위치 및 다발성이다. 측부순환의 발달에는 나이, 유전

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대사성 증후군, 요산 등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뇌혈관의 폐쇄가 발생하

였을 때 신경세포의 손상의 정도와 진행속도는 매우 다양하

다. 이런 다양성을 가진 환자에서 허혈반음영을 이해하고 치

료하기 위해서는 뇌영상 의존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실제 및 임상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상프로토콜 조합들은 다음과 같다. 

A. 비조영증강CT와 single phase CTA

B. 비조영증강CT와 multiphase CTA

C. 비조영증강CT, CTA, 및 CT perfusion 

D. 비조영증강CT 및 multimodal MRI

시간적 허용범위 내에서 이들 조합을 통해 혈관내치료를 

받을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 

최근 성공적인 혈관내치료 임상연구들은 대뇌혈관이 막혀 

있으나 작은 중심병변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고 효과

적인 재관류를 강조하였다. 대뇌혈관이 막힌 뒤 살릴 수 있

는 뇌병변은 시간에 따라 급속하게 줄어든다. 특히 측부순환

이 나쁜 경우에는 더욱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그러므로 환

자가 증상발생 후 매우 조기(60-90분 이내)에 방문한 경우는 

치료로 이익이 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증상발생 조기에 방

문한 환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기에 재관류하

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개통이 출혈이 높아지거나 이

미 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

므로 환자의 응급실 도착이 늦어질수록 치료받을 환자의 선

택에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이들 환자에서는 충분한 뇌영상 

소견을 통해 치료를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명심하여야 할 

점은 multimodal 뇌영상 검사를 할수록 뇌에 관한 정보는 

더 많이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환자의 

수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시간과 영상으로 부터의 정보의 양

에 관한 조절이 잘 맞추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최선 성

공한 혈관내치료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뇌영상 기준을 잘 이

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흐름도의 개선을 통해 

검사 및 재관류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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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뇌경색 환자 혈관재개통 시술을 위한 
효과적인 이송시스템 구축

김대현･차재관
동아대학교병원 뇌졸중센터

Treatment Faster and Treatment More: System Implementation for 
Endovascular Therapy

Dae-Hyun Kim･Jae-Kwan Cha

Stroke Center, Dong-A University Hospital

After releasing five new trials regarding on efficacies of mechanical thrombectomy after acute ischemic stroke (AIS), the paradigm of 

stroke care system has been shifting from using IV t-PA into efficient using mechanical thrombectomy. Through 5 recent trials we should 

learn several lessons. Among them, it has been more focused on efficient the intra-hospital processing and pre-hospital notification system 

for AIS. Although most stroke centers in Korea already have equipped with a delicate intra-hospital stroke code system, it just remained 

one for using IV t-PA. Therefore, our stroke code system should extend into rapid preforming of mechanical thrombectomy. For this pur-

pose, we consider more advanced brain images such as CT Angiography (CTA) or MRI including diffusion weighted imaging (DWI) as basic 

brain images instead of routine brain CT for stroke code system. Because, these advanced brain images might be shortened door to punc-

ture time in mechanical thrombectomy. Also, we should set up detailed plans of pre-hospital transportation for suspected AIS patients. It 

should be needed to building up comprehensive stroke centers. Comprehensive stroke centers should make efficient stroke networks to re-

lay suspected AIS patients from EMS into primary stroke centers and finally to transport to a comprehensive stroke center in cases of those 

patients needed to perform mechanical thrombectomy.

 In conclusion, stroke neurologists should be a coordinated role not only to set up effective intra-hospital stroke code system including me-

chanical thrombectomy but also unique pre-hospital transportation system in regional comprehensive stroke centers.

Key Words: Stroke Code, t-PA, Thromb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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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4년12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발표된 5개의 동맥혈

전기계적제거술의 결과는 향후 급성기 뇌졸중 치료시스템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1-5

MR CLEAN, ESCAPE, EXTEND IA, SWIFT PRIME, 

REVASCAT 등 5개의 연구들은 이전에 보여준 연구들과 달

리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 동맥혈전제거술을 이용해 혈관

재개통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임상적 예후도 호

전시켰다.

위 5가지 임상적 양상 및 치료 결과를 간략히 보면 Table 

1과 같다. 이런 최근 연구결과들이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뛰

어난 연구 성과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된

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omputer tomography, B-CT)이 아닌 뇌혈관조영검사(CT 

angiography, CTA) 혹은 관류전산화단층 촬영(CT perfu-

sion, CTP)을 이용하여 동맥혈전제거술에 적합한 환자를 빠

르게 선별하여 door to puncture time을 단축시켰다. 둘째로 

정맥혈전용 용해술과 달리 동맥혈전제거술의 경우 포괄적인 

뇌졸중 센터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효과적인 혈전용해술 사용에 국한된 

뇌졸중 치료 시스템을 동맥혈전제거술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형식의 병원내 치료시스템의 개발과 포괄적인 뇌졸중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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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l
N
IAT+/CTL

NIHSS Range

r-tPA
TICI
2B/3

LSN  to 
Groin 
Mdn

mRS 0-2 at 90d sICH
Device 

Complications

Mortality

CTL IAT CTL IAT+ CTL IAT+ CTL IAT+
MR CLEAN12

500
233/267

18
(14-21)

17
(14-22)

90% 59% 260 19% 33% 6.4% 7.7% Embol.13 22% 21%

ESCAPE13

315
165/150

17
(12-20)

16
(13-20)

76% 72% 200 29% 53% 2.7% 3.6% Perfor.1 19% 10%

EXTEND IA14

70
35/35

13
(9-19)

17
(13-20

100% 86% 210 40% 71% 6% 0% Perfor.1
Embol.2

20% 9%

SWIFT PRIME15

196
98/98

17
(13-19)

17
(13-20)

98% 88% 224 36% 60% 3% 0% SAH4 12% 9%

REVASCAT16

206
103/103

17
(12-19)

17
(14-20)

73% 66% 269 28% 44% 1.9% 1.9% Perfor.5
Embol.5

16% 18%

CTL indicates control group; Embol, distal embolization; IAT+, intra-arterial thrombectomy on top of standard treatment including r-tPA; 
LSN, time(minutes) from last seen normal to groin puncture in IAT+ group; Mdn, median; mRS 0-2 at 90d, modified Rankin Scale of 0-2 
at 90days after randomization; NIHSS, baselin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Perfor, vessel perforation; r-tPA, patients in trial 
treated with recombinant tissue-type plasminogen activator; REVASCAT, Randomized Trial of Revascularization With the Solitaire FR Device 
Versus Best Medical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cute Stroke Due to Anterior Circulation Large Vessel Occlusion Presenting Within Eight 
Hours of Symptom Onset; SAH, subarachnoid hemorrhage; sICH(SITS), sympto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based on safe implementation 
of treatments in stroke criteria; and TICI 2b/3, patients in IAT+ group achieving thrombolysis in cerebral infarction grade 2b or 
3reperfusion.

Table 1. Summary of Data From the 5 Trials

에서 가능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이송 시스템의 개발이 더

욱 요구된다.

본  론

1. 병원내 치료단계 변화

위의 언급한 5개 연구들은 이전 연구들에 비해 증상 발현 

후 동맥혈전제거술 시작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다. 특별히 

ESCAPE와 SWIFT PRIME연구에서는 뇌 영상 촬영 후 시술 

시작에 걸리는 시간이 60분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정맥용해

술에서 적용된  stroke code의 적용을 동맥혈전제거술까지 

확장 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1) Stroke code적용을 통한 기존의 뇌졸중 치료시스템

현재까지 stroke code를 이용한 뇌졸중 치료 시스템은 기

본적으로 B-CT를 이용해 급성기 뇌경색 환자를 빠르게 진단

하여 시간지체를 최대한 막으며, 관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서 혈전용해제를 빠르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치료시스템의 도움으로 미국뇌졸중학회에서 권고하는 Door 

to Needle time(DNT)을 60분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물론이

고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최근 연구에는 DNT을 25분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6

Stroke code의 적용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뇌졸중 치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2010년 보고된 전향적 

다기관 임상에서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시스

템을 이용한 stroke code 사용시 치료시간을 의미 있게 단축

함을 보여주었다.7 또한 stroke code의 적용이 기존의 정맥

혈전용해제 사용에서 보여준 혈전용해제 주입시간이 뇌졸중

발생과 도착에 따른 역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점도 보

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stroke code의 사용은 전체 뇌졸중 치료의 일

부에 국한되고 과연 뇌졸중 진단 초기영상을 B-CT로 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최근 임상연구들에 따른 뇌졸중 치료시스템 개선 방향

IMS III 연구에 의하면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 정맥혈전

용해술과 마찬가지로 막힌 혈관이 동맥혈전 제거술에 의한 

재관류 시간이 빠를수록 90일째 기능적 예후가 좋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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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8
 이는 정맥혈전용해술뿐 아니라 동맥혈전제거술에

서도 “Time is a brain”이라는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최근 5개의 임상연구들에서 onset to puncture time 

185분에서 269분 사이로 상당히 시술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빠른 시술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

구자들이 시술까지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

음을 알 수 있다.
9

5개의 연구에서 기존연구들에 비해 빠른 시술시간이 가능

한 것은 응급실에서 B-CT대신 CTA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

에 혈관상태를 알 수 있었다. 특히  ESCAPE와  SWIFT PRIME

연구에서는 뇌영상 촬영 후 60분 이내에 시술이 시작되었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loading dose의 t-PA를 투여하는 도중에 

동맥혈전제거술이 시작되었다. 결국 빠른 혈관상태의 확보

가 빠른 시술팀의 호출을 가능하게 했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서 기본 뇌영상으로 단순 B-CT, 

CTA나 확산강조영상(diffusion weighted imaging, DWI)을 

기본으로 하는 MRI가 더 적합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즉 시간의 낭비를 최대로 줄인 B-CT냐 뇌허혈 손상의 정도 

혹은 혈관상태를 빨리 알 수 있는 영상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세하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IMS III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한 이 연구에서는 207명의 환자가 CTA를 211명에서 B-CT로 

뇌영상을 촬영하였다. 예상대로 CTA군이 B-CT군에 비해 6

분 정도 지연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정맥 혈전용해제 사용 

시간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특히 혈관재관류에 걸리

는 시간은 CTA군에서 더 의미 있게 단축되었다. 이런 사실

은 CTA를 촬영함으로 의료진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하

므로 보다 빠른 판단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시술을 담담할 

의료진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다.

정맥혈전 용해제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뇌영상으로 단

순 B-CT와 MRI의 사용을 놓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MRI를 이용한 혈전용해제 사용은 B-CT를 사용한 것보다 20

분 정도 늦어지나, 예후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뇌출혈 발

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그러나 이에 대

한 전향적 임상결과가 없어 현재까지 치료지침은 다른 뇌영

상보다 B-CT를 빠르게 찍는 것을 권장한다.

최근 들어 stroke code를 이용한 치료시스템의 개발은 

MRI를 이용한 혈전용해제 사용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있다. 2014년  손 등의 연구에 의하면 CPOE시스템을 효과적

으로 적용한 경우 MRI에 의한 DNT를 평균 34분정도 유지하

였고 B-CT에 비해 9분 정도의 차이만을 보였다(Table 2 and 

3)
11
. 그리고 예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뇌출혈

의 빈도를 MRI를 사용한 군에서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들은 MRI 혹은 CTA를 사용한 급성기 뇌졸중 

시스템 사용의 경우 치료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

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빨리하게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MR CLEAN연구의 경우 ASPECT Score와 혈관촬영

의 결과를 통해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해 환자를 등록하는 

pragmatic design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연

구에 참여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도 동맥혈전제거술에 큰 이

득이 없을 거라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상당수의 환자들이 제

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의 판단은 이 연구가 정맥혈

전용해제 투입 후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동맥혈전제거술 시

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며 그 밑바탕에는 연구자에게 충분한 정보

들을 제공한 CTA와 같은 보다 앞선 뇌영상의 덕분이다.

그러나 CTA 등과 뇌영상기법을 B-CT대신 뇌졸중 치료의 

기본적인 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전문성과 보다 정

교한 치료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작은 규모의 병원

보다는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뇌졸중센터에서만 가능해진다.

2. 포괄적 뇌졸중센터의 역할

IMS III연구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에 바로 정맥혈전용해제

를 맞고 동맥혈전제거술을 받은 환자들과 중소병원에서 정

맥혈전용해제를 사용 후 시술을 위해 센터로 이송한 경우, 

그리고 중소병원 바로 센터로 이송하여 정맥혈전용해제와 

시술을 받은 경우에 걸리는 시간 손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혈전용해제 사용에 있어서는 3군 간의 큰 차이가 없으

나, 동맥혈전제거술의 경우 drip and ship형태의 치료가 가

장 늦었다. 이런 결과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기 뇌졸중 즉 동

맥혈전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빠른 시간 내의 정맥혈전용해

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일차 뇌졸중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환자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뇌졸

중센터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 이에 대한 국내에 적절한 이

송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2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외국에서 보고된 drip and ship의 특성과 국내에

서의 그것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외국의 보고에서는 

drip and ship의 치료결과가 포괄적 뇌졸중센터에서 직접 치

료한 경우가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지만, 국내의 경우는 drip 

and ship의 경우 센터자체에서 치료경우보다 예후가 안 좋

은 걸로 나타난다(Table 4).
12

 이러한 차이는 이송단계의 안

정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외국의 경우 정맥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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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stroke code (n=53) Post stroke code (n=208) p
Age (yrs, IQR) 64.0 (53.0-73.0) 67.0 (58.0-76.0) 0.16
Men (%) 36 (67.9) 123 (59.1) 0.24
Baseline NIHSS (IQR) 12.0 (8.0-14.0) 10.0 (6.0-15.0) 0.34
+ Intral arterial thrombolysis (%) 12 (22.6) 46 (22.1) 0.93
OTA (min, IQR) 98.0 (67.0-113.0) 85.0 (47.5-118.0) 0.25
OTA (min, mean ± SD) 92.8 ± 35.6 85.9 ± 40.6
DTI (min, IQR) 28.0 (16.0-36.0) 14.0 (9.0-21.5) <0.01
DTI (min, mean ± SD) 27.0 ± 12.8 16.3 ± 11.1
DTN (min, IQR) 51.0 (32.0-67.0) 33.0 (25.0-41.5) <0.01
DTN (min, mean ± SD) 52.1 ± 24.0 34.3 ± 15.2
OTN (min) 150.0 (130.0-170.0) 124.5 (90.0-151.5) <0.01
OTN (min, mean ± SD) 144.8 ± 29.2 120.2 ± 38.6
SICH (%) 3 (5.7) 4 (1.9) 0.15
Favorable mRS (%) 22 (41.5) 125 (60.1) 0.02

NIHS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s;OTA- Onset to arrival time; DTI- Door to imaging time; DTN- Door to needle time; OTN- 
Onset to needle time; SICH- Sympto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mRS- modified Rankin Scores; IQR- Interquartile range.

Table 3. Comparisons of time intervals and outcomes in CT screening for thrombolysis between pre-and post-stroke code periods 

Pre stroke code (n=18) Post stroke code (n=44) p
Age (yrs, IQR) 62.5 (49.0-72.0) 69.0 (56.0-75.0) 0.10 
Men (%) 12 (66.7) 22 (50.0) 0.23
Baseline NIHSS (IQR) 11.5 (8.0-16.0) 11.0 (7.0-17.0) 0.98
+ Intral arterial thrombolysis (%) 3 (16.7) 9 (20.5) 0.73
OTA (min, IQR) 91.5 (62.0-118.0) 91.0 (52.5-131.5) 0.86
OTA (min, mean ± SD) 88.4 ± 33.9 89.5 ± 41.9
DTI (min, IQR) 23.5 (17.0-31.0) 10.5 (7.0-16.0) <0.01
DTI (min, mean ± SD) 24.8 ± 10.2 13.1 ± 10.4
DTN (min, IQR) 40.0 (32.0-55.0) 22.0 (18.5-29.5) <0.01
DTN (min, mean ± SD) 41.1 ± 14.2 25.2 ± 10.5
OTN (min, IQR) 127.0 (100.0-163.0) 117.0 (82.5-153.5) 0.21
OTN (min, mean ± SD) 128.9 ± 33.6 114.7 ± 42.6
SICH (%) 2 (11.1) 3 (6.8) 0.62
Favorable mRS (%) 8 (44.4) 21 (47.7) 0.81

NIHS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s; OTA- Onset to arrival time; DTI- Door to imaging time; DTN- Door to needle time; OTN- 
Onset to needle time; SICH- Sympto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mRS- modified Rankin Scores; IQR- Interquartile range.

Table 2. Comparisons of time intervals and outcomes in MRI screening for thrombolysis between the pre-and post-stroke code periods

용해제를 맞은 후 거의 모든 환자들을 집중적인 치료나 동맥

혈전제거술 등의 목적으로 이송을 하나, 국내의 경우는 중중

도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을 선별적으로 후송한다(Table 5). 

그러므로 병원과 병원사이에 후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

송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동맥혈전제거술이 예상이 되는 경

우 후송을 하는 병원의 뇌영상에 의존한 시술팀 출동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포괄적 뇌졸중센터에서 병원 전 단계 과정에 대

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즉,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치료시간 단축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중증 뇌졸중 환자들의 

바른 이송을 위해서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뇌졸중 인지에 

대한 교육의 강화와 그리고 병원 도착 전 사전 고지의 중요

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산 지역의 경우 2009년 당시 뇌

졸중 인지도는 47%에 지나지 않았으나, 5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로 2015년 현재 92% 정도를 향상되어 

미국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뇌졸중 인지도의 향상은 병원 전 단계 고지의 비율을 

35%까지 증가시켜 치료시간 단축을 꾀할 수 있다. 또한 향

후 중증뇌졸중 의심환자를 선별적으로 치료에 적합한 센터

로 이송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안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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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stroke center Drip and ship paradigm P
Men (%) 141 (59.0) 49 (62.8) 0.60
Age 66.5 ± 11.7 65.3 ± 11.9 0.46
Hypertension (%) 118 (49.4) 37 (47.4) 0.79
DM (%) 51 (21.3) 11 (14.1) 0.19
Previous stroke (%) 34 (14.2) 7 (9.0) 0.33
Previous CHD (%) 29 (12.1) 8 (10.3) 0.84
NIHSS 10.7± 5.3 12.4 ± 6.5 0.03
Size of ischemic lesion on DWI (CC) 20.2 ± 28.7 32.2 ± 37.7 <0.01
IA thrombolysis (%) 51 (21.3) 14 (17.9) 0.63
Craniectomy (%) 7 (2.9) 4 (5.1) 0.47

CHD- Coronary heart disease;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DWI- Diffusion-weighted MRI; IA thrombolysis- Intra-arterial 
thrombolysis.

Table 5. Outcome and complications after IV thrombolysis

Comprehensive stroke center Drip and ship paradigm P
SICH (%) 9 (3.8) 4(5.1) 0.53
Poor outcome (%) 108 (45.2) 51 (65.4) <0.01

SICH- sympto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Table 4. Baseline characteristics

3. 뇌졸중 이송시스템의 미래

현재 국내 뇌졸중센터들이 병원 내 치료시간 단축에 한계

에 다다른 상황에서 병원 전단계의 치료 전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마다 인원과 장비들이 집중된 포괄적 뇌졸

중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포괄적 뇌졸중센터

는 뇌졸중 환자 이송의 지역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뇌졸중 이송에 대책이 수립되리라 생

각된다. 특별히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mobile stroke unit
14
의 

정착도 이러한 단계를 통해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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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섬유신경병의 임상적 접근

배 종 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Introduction of Small Fiber Neuropathy

Jong Seok Ba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mall fiber neuropathy (SFN) is classically defined as a structural abnormality of small fibers characterized pathologically by degener-

ation of the distal terminations of small fiber nerve endings. Recent research has identified inheritable SFN developed by mutation of 

voltage-gated sodium channel (Nav 1.7 and 1.8). This fact suggests that SFN can even develop without structural abnormalities. 

Clinically main manifestation of SFN is pain and complicate various diseases, such as diabetes mellitus, prediabetes, human im-

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or other rare diseases. Diagnosis of SFN is still challenging because clinical features of SFN can often 

vague and the conventional studies for peripheral nerve may show normal results. Therefore, approach to the diagnosis of SFN is 

mainly clinical evaluation, however this approach should not attempt replace the objective results of various laboratory parameters. 

Main focus on management of SFN is to identify any correctable or modifiable factors. There have been sev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ain mainly originated from SFN. This review will briefly summarize the recent update regarding the clinical, and 

objective diagnosis of SFN and try to conceptualize this unique and relatively less defined disease entity.

Key Words: Small fiber neuropathy, Diagnosi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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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섬유신경병증(small fiber neuropathy, SFN)은 병리학적

으로 원위부 말단의 퇴행을 특징으로 세섬유의 구조적 이상

으로 정의한다.1,2 SFN은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 또

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uman immune-deficiency 

virus, HIV) 감염과 같이 흔한 질환들의 합병증 또는 몇몇 희

귀한 질환의 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이와 연관된 대표적인 증

상인 통증은 각 질환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근래의 연구 결과들은 전압작동 이온 통로(voltage gated 

ion channel)를 구성하는 구조의 변이를 일으키는 몇몇 유전

성 질환들은 이들 이온 통로의 변이를 통한 기능획득 돌연변

이(gain of function)를 통해 세섬유의 구조는 정상으로 유지

하지만, 신경섬유의 과흥분성(hyperexcitability)으로 인해 통

증을 주증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3,4 본고는 위

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SFN의 일반적인 개념과 임상

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역학

SFN의 정확한 발생률과 유병률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1,5,6 

그 이유는 현재까지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SFN의 정의나 분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역

학적인 정보 외에도 SFN의 위험인자나 유발인자들에 대한 보

고도 적다. 한 가지 흥미로운 보고는 원인불명의 SFN에서 

처음 SFN의 증상을 발현한 후 1-5년 사이에 당뇨병이나 당

뇨병 전단계가 진단되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SFN의 위험인자 또는 유발인자로서 포도당 대사 이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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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econdary
Idiopathic
▸Idiopathic small fiber 

neuropathy
▸Burning mouth syndrome

Metabolic
▸Impaired glucose tolerance
▸Diabetes mellitus
▸Rapid glycaemic control
▸Vitamin B12 deficiency
▸Dyslipidaemia
▸Hypothyroidism
▸Chronic kidney disease

Hereditary/genetic
▸Nav1.7 mutations
▸Nav1.8 mutations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
▸Fabry’s disease
▸Tangier’s disease

Infections
▸HIV
▸Hepatitis C
▸Influenza

Toxins and drugs
▸Anti-retrovirals
▸Antibiotics—metronidazole, 

nitrofurantoin, linezolid
▸Chemotherapy—bortezomib
▸Flecainide
▸Statin
▸Alcohol
▸Vitamin B6 toxicity
Immune mediated
▸Coeliac disease
▸Sarcoidosis
▸Sjögren’s syndrome
▸Rheumatoid arthriti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Vasculitis
▸Inflammatory bowel disease
▸Paraneoplastic
▸Monoclonal gammopathy/amyloid

Note that a number of these conditions may present as a 
small fiber neuropathy and then evolve to include large fibers.

Table 1. Causes of small fiber neuropathy

• Possible—length-dependent symptoms and/or clinical signs 
(pinprick and thermal sensory loss and/or allodynia/ hyperalgesia).

• Probable—length-dependent symptoms, clinical signs of small 
fiber damage and normal nerve conduction studies.

• Definite—length-dependent symptoms, clinical signs of small fiber 
damage, normal nerve conduction studies, and altered 
intra-epidermal nerve fiber density at the ankle and/or abnormal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of thermal thresholds at the foot.

Table 2. Diagnostic criteria for small fiber neuropathy.

이 빈도 면에서 중요한 인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SFN의 원인들

기존의 잘 알려진 질환들 이외에, 근래에는 특정 전압작동 

이온 통로 변이에 의한 SFN에 대한 보고가 있어 SFN의 병태

생리에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SFN

의 원인 질환들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임상양상

SFN의 증상은 병의 중증도와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

하다.
1,7

 대표적인 증상인 통증과 감각 증상은 발바닥에서 시

작하여 무릎으로 상행하고, 이후 손도 침범하는 길이 의존적 

양상(length-dependent manner)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양말 

장갑 양상(stocking and glove pattern)의 감각 증상을 나타

낼 수 있다. 통증은 거의 모든 경우의 SFN에서 주된 증상이

고 심한 경우, 환자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증상이 된다. 특징

적으로, 온도 상승이나 운동 후에 유발되는 통증 발작은 통

증성 채널병(painful channelopathies [Nav 1.7 변이])이나 

파브리병(Fabry’s disease)의 진단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 단

서가 될 수 있다. 

SFN은 길이-의존성 양상이 아닌 국소적으로도 증상이 나

타날 수 있는데, 특히, 얼굴, 체간 등에 감각 이상이 부분적

으로 나타날 때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나 염증성 원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감각 증상 이외에도 세섬유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의 이

상 소견들이 SFN의 임상 소견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 위장관계 이상, 성적 이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증후적 기립성 저혈압은 아 로이드 신경병증의 대표적인 

동반 증상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진단기준 및 진단적 접근

SFN의 진단기준은 현재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교

적 간단하고 자주 활용되는 기준을 소개한다(Table 2). 

SFN이 의심되는 환자는 상기 진단기준에 맞추어 진단적 

확실성을 가늠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DM이나 HIV감염처럼 

잘 알려진 원인인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이 들 기존의 

인자들이 악화시키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세한 조

사가 필수적이지는 않다. 만약, 다른 원인인자나 위험인자들

이 없는 경우는 다양한 진단적 검사들을 통해서 SFN의 원인

인자를 규명하여야 한다(Table 3.) 특히, 40세 이전의 증상

시작과 가족력이 있는 원인 불명성의 SFN 의심 환자에게는 

SCN9A 변이검사를 통한 통증성 채널병의 감별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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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vestigations to determine etiology of small fiber 
neuropathy. First line tests are determined by patient population 
and clinical suspicion.

Blood tests HgbA1C, oral glucose tolerance test, urea and 
electrolytes, thyroid stimulating hormone, HIV 
serology, hepatitis C serology/viral load, ESR, ACE 
level, ANA, anti-Ro/La antibodies, rheumatoid 
factor/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antibodies, 
antitissue transglutaminase antibody, serum 
electrophoresis, vitamin B12 levels, leucocyte α
-galactosidase A activity (Fabry’s disease), lipid 
profile

Genetic testing SCN9A/SCN10A mutations, transthyretin mutations 
(familial amyloid)

Imaging If malignancy or sarcoidosis suspected chest 
X-ray/CT chest with contrast, SAP scan (amyloid)

Tissue biopsy Abdominal fat biopsy (amyloid), small bowel 
biopsy (coeliac disease), biopsy of suspicious lesion 
to confirm malignancy, lip biopsy (Sjögren’s
syndrome), nerve biopsy is generally not performed 
unless there is large fiber
Involvement 

진단적 검사들

통상적 신경전도검사는 굵은 신경섬유만을 반영하므로 

SFN에 있어서는 정상 결과를 보인다. 다만, SFN 이외에 굵

은 신경섬유를 침범하는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

능성이나 다른 말초신경병의 감별 진단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량적감각검사는 근래에 대규모의 정상치가 확립되

었으며, 감각말초신경병증,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단에 이용

되고 있다.8,9 하지만 검사 기술상, 검사자간의 재현성 문제, 

피검자의 집중력, 인지력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점이 제한점으로 잘 알려져 있어 아직까지는 보조적 검사

로 고려되고 있다. 그 외 자율신경계검사 역시 심혈관계나 

땀샘분비 기능 측면의 이상을 감지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술기 및 해석에 대한 권고 사항이 제시된 바 

있다.10,11

치료

SFN 특이적 치료에 대한 확고한 권고사항은 없으나, 근래

에 SFN에서 발생하는 통증 치료에 대한 consensus가 보고된 

바 있다.2 자세한 내용은 문헌 인용으로 대신하며,12-14 일반

적인 원칙은 약물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용량

을 단계적으로 증량하여야 하며,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

아서 발생하는 불만족스러운 약물 효과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간략하게 SFN의 임상적 접근에 도움이 될 만한 

역학적, 임상적, 및 검사적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근래에 추

가된 SFN연구의 최신 지견들에도 불구하고 SFN은 현재까지

도 여전히 명확한 규정 및 개념화가 어려운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SFN의 발견과 진단

이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경과의사들은 

이러한 점들을 숙지해야 하며, 보다 적정한 SFN의 진단과 체

계적 분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향후, SFN의 발병기전 규명

이나 치료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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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and Uncommon Small Fiber Neuropathy

오 지 영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학교실

Jeeyoung Oh,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Peripheral neuropathies selectively or predominantly involving small caliber nerve fibers, Aδ and C fibers, are classified as small fiber 

neuropathy (SFN). The causes of SFN are numerous, encompassing from relatively common to extremely rare conditions. Clinical fea-

tures of SFN are typically burning pain and impaired thermal and pinprick sense while deep sensory is preserved. Though it is not 

common condition, it may provide important clue to differential diagnosis of peripheral neuropathy, even leading to discover treat-

able neuropathy. In this lecture, I will describe clinical manifestation and diagnosis of common and uncommon S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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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섬유신경병(small fiber neuropathy, SFN)은 감각 신경 

중 직경이 가는 Aδ섬유와 C 섬유를 선택적으로 침범하거나 

주로 침범되는 말초신경병을 총칭한다. 일반적인 다발신경

병증과 같이 길이-의존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국소적 혹은 

전신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이거나 발작적이기

도 하고 통증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SFN은 

비교적 드문 질환군에 속하고 여러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지

만(표 1) 특징적인 임상증상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의 감별 

진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본고에서는 여러 원인 중 비

교적 흔한 경우라 할 수 있는 내당능장애와 연관된 SFN과 

홍색사지통증, 또 드문 질환이지만 최근 진단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파브리병, 아 로이드신경병증에 대해 다루

고자 한다.

Neuropathy in prediabetes

당뇨전단계(prediabetes)는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

뇨병의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공복고혈당

(impaired fasting glucose, IFG)과 내당능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IGT)가 있다. 양자 모두 신경계 합병증

을 유발할 수 있으나 주로 내당능장애가 소혈관을 침범하여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 임상 양상

원인 미상의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약 40~50%에서 내당

능장애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에

서 내당능장애 유병률이 약 15%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

은 비율이다.2 일반적으로 내당능장애에서 보이는 신경병증

은 당뇨신경병증에서 보이는 신경병증보다 덜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진폭감소나 신경전

달속도 감소 폭이 적기 때문이며, 증상 자체가 경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오히려 내당능장애에 의한 신경병증은 소신경

섬유가 주로 손상되기 때문에 화끈거리고 타는 듯한 느낌과 

통증이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자율신경섬유가 침

범되면 기립못견딤증, 기립저혈압, 눈부심, 배뇨장애 등 여

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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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병 기전

당뇨병신경병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

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당능장애에 의한 신경병증도 여

러 원인들이 상호 작용을 하며 복잡하게 얽혀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후 고혈당에 의해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고 

protein kinase C와 polyol pathway가 활성화됨으로써 ad-

vanced glycation end product가 축적되고 이것이 직접적

으로 신경독성을 유발하게 된다. 동물 실험에서도 식후 고

혈당을 반복적으로 유발시키면 후근절신경원세포와 슈반세

포가 고사하는 것이 입증되었다.3

한편 내당능장애 환자들 중 비만,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

는 환자들에서 신경병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고혈당 자체보다는 이에 동반된 대사증후군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비만 환자에서 혈중 

tumor necrosis factor-alpha가 증가되어 있어 산화스트레스

와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 LDL-

콜레스테롤은 동물 실험에서 신경세포 고사를 초래하는 산

화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고혈당에 의한 스트레스를 배가시

켰다.4

3. 진단

경구당부하검사로 내당능장애 존재를 진단한다. 공복 혈

당과 75 g 설탕물을 마시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데, 

기준은 약간씩 상이하다. WHO는 140~200 mg/dL인 경우

로, 미국당뇨병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는 

140~200 mg/dL 사이면서 당화혈색소가 5.7~6.4%인 경우

로 정의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와 IFG

나 IGT 사이의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므로5 경구당

부하검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상의 SFN과 마찬가지로 신경전도검사는 정상 소견을 보

일 수 있으며, 정량적땀분비축삭반사검사(quantitative sudo-

motor axon reflex test, QSART)에서 땀분비반사가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생검으로 intraepidermal nerve 

fiber density (IENFD)를 측정하거나 모양 변화를 볼 수도 

있으나 아직은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는 아니다. 최근 

각막동일초점현미경(corneal confocal microscopy)으로 각

막신경섬유 도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초기 신경병진단과 추적 진료에 유용함이 보고되었다.6 그

러나 고가의 검사 장비로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인 만큼 상업적인 이용은 요원하다.

4. 치료

SFN에서 내당능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뿐더러 적극적인 혈당관리로 실제 신경병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paired Glucose Tolerance Neuropathy 

Study에서는 2년 간 엄격한 혈당관리와 체중감소, 운동요법

을 통해 신경병 증상과 신경전도검사결과, QSART결과가 

모두 호전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피부생검을 통해 IENFD가 

증가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 Steno-2 연구에서는 적극적

인 혈당, 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받은 내당능장애 환자에서 

심장 자율신경병증이나 관상동맥, 뇌혈관 합병증 발생이 현

저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다.1

당뇨병신경병증은 발생하면 진행이 멈추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당능장애와 연관된 신경병증은 

치료 가능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경

병 통증에 대한 대증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생활습관을 교정

하고 정기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비만, 고지혈증을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rythromelalgia

홍색사지통증(erythromelalgia, 이하 EM)은 erythro (red), 

melos (extremity), algos (pain)의 복합어로, 간헐적으로 사

지의 열감과 홍색 피부색 변화, 통증의 세가지 증상을 보이

는 드문 증후군이다. 1834년 처음 기술된 이래 erythralgia, 

erythermalgia, ‘angry, backfiring, C-nociceptor (ABC)’ syn-

drom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1878년 Mitchell에 의

해 erythromelalgia로 명명되었다. 일부에서는 EM을 피부과 

질환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밝혀지고 있

는 사실들을 보면, EM이 세신경섬유(small fiber) 이상에 의

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임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7

EM은 그 자체로서도 심한 통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떨

어뜨리지만, 이환된 환자들에서 혈관질환, 악성 종양이나 

원인 미상에 의한 사망률이 일반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기저 질환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임상양상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사지 말단의 통증과 피부의 홍색 

변화,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데, 귀(홍색귀증후군)와 얼굴을 

선택적으로 침범하기도 한다. 운동, 주위 온도 상승, 매운 

음식이나 술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침범 부위를 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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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소섬유신경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과 질환

Common Uncommon
Glucose dysmetabolism (impaired 
glucose tolerance)
Erythromelalgia
polyneuropathy
Chronic alcohol abuse
Toxic (chemotherapeutics)
HIV infection

Fabry disease

Familial amyloidotic 
Acute intermittent porphyria
Guillain-Barre syndrome
Heavy metal toxicity

하면 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환자들은 수시로 침

범된 사지를 얼음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물건에 대고 있으려 

해서 이로 인해 동상에 걸리기도 하며, 심하면 피부궤양과 

이양성 변화가 동반된다. 피부홍조가 심해질수록 통증도 심

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증상이 없는 경우 사지의 피부색이 

정상이기도 하나 레이노증후군과 유사하게 차갑고 청백색

을 띠는 경우도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

al pain syndrome, CRPS)의 warm stage에서도 이환 부위

의 국소 혈류 증가로 피부의 홍조변화와 부종, 통증이 나타

나 EM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로 감별이 필요한데, EM의 

경우 차갑게 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 CRPS에서는 통증

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EM과 달리 CRPS는 주로 일측

성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2. 분류 및 발생기전

(1) 특발성 홍색사지통증

기저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로, 최근 가족성 홍색사

지통증 환자들에게서 chromosome 2q에 위치한 SCN9A 유

전자 변이가 발견됨으로써 channelopathy의 일종임이 밝혀

졌다.
8 

SCN9A 유전자는 전압작동소디움통로의 하나인 

Nav1.7을 부호화(encoding)하는데 뒤뿌리신경절과 교감신

경절 신경세포에 선택적으로 분포한다. Nav1.7은 활동전위

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과오돌연변이(missense mu-

tation)에 의해 toxic gain of function이 일어나면 뒤뿌리신

경절이 과흥분상태가 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반

해 교감신경절 신경세포는 활동이 억제되어 피부에 분포하

는 교감성 혈관운동에 장애가 일어나 혈관이 확장된다. 최

근 같은 유전자 과오돌연변이에 의해 간헐적으로 극심한 통

증과 홍조, 자율신경이상 증상을 보이는 paroxysmal ex-

treme pain disorder가, 기능상실에 의해서는 선천적으로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가족들이 보고되어 Nav1.7이 신경병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지고 있다.

(2) 이차성 홍색사지통증

EM 환자들에서 골수증식질환(myeloproliferative disorders), 

특히 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의 유병률이 일반

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피부혈관염, 전신홍반루푸스,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성 

신경병증, Fabry병, 수은 중독, 신생물딸림증후군이 있다.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verapamil, nifedi-

pine, nicardipine, pergolide, bromocriptine 등이 EM을 유

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3) 발생 기전

초창기 EM 환자들의 피부조직검사에서 혈관주위 임파구 

침윤과 세동맥 내벽의 부종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피

부 혈관의 내피 손상과 부종으로 인해 국소 혈류장애가 유

발되고 이는 이차적인 보상성 피부혈관 확장을 초래함으로

써 피부색 변화를 보이고, 부수적으로 통각수용기의 감작화

를 일으켜 만성통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

나 이어 보고된 다수의 피부조직검사에서 이런 변화들이 

EM에 비특이적인 소견임이 밝혀져 현재는 EM이 혈관병증

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10

반면, 후향적 연구를 통해 다수의 EM 환자들이 신경전도

검사 혹은 thermoregulatory sweat test (TST) 나 quantita-

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 (QSART)에서 중등도의 발

한기능 장애를 보임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자율신경검사에

서 심장미주기능이나 전신 교감기능은 정상 소견을 보여 콜

린성 발한기능 장애만 보이는 제한된 자율신경병증의 일종

임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말초신경의 축삭 표지자인 pro-

tein gene product (PGP) 9.5로 피부조직을 면역염색한 결

과 표피신경과 혈관주위신경 도가 모두 정상인에 비해 감

소된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EM은 체신경과 교감신경

을 함께 침범하는 국소성 세섬유병증(small fiber neuro-

pathy)임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3. 진단

병력과 진찰에 의존한다. 진찰 중 증상이 유발된다면 이

환된 사지의 열감과 피부색 변화 등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

하다. 

이차성 EM은 기저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증상을 완화 혹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EM이 의심되면 원인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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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표 1). CBC, 적혈구침강속도, 단백

전기영동검사가 필요하며 혈당, 혈중 지질농도를 확인한다. 

세심한 신경학진찰로 전신성 세섬유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경전도검사와 자율신경기능검사가 도움

을 줄 수 있다. 피부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골수증식

질환에서 혈전이 발견되는 것 외에는 그 결과가 비특이적이

기 때문에 진단 목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한편 가족력

이 있는 경우나 여러 검사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SCN9A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예후 판정이나 유전상

담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치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심한 운동이나 따뜻한 환경을 피

하도록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이환된 부위를 차갑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약물 요법과 중재적 

시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는 만족스럽

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신경병통증 약물인 carbamazepine, pheny-

toin, gabapentin, 삼환계 항우울제나 SNRI계 약물을 투여

할 수 있으며, 고용량의 당질코르티코이드를 단기간 투약해 

볼 수 있다. 베타 차단제나 칼슘길항제와 같은 혈관작용성 

약물에 대한 효과는 개인마다 다양해, 효과가 있기도 하지

만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경구 마그네슘에 효

과를 보인 경우도 보고되며, 오히려 혈관확장제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적혈구증가증에 의한 경우는 aspirin을 

투약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저용량 아스피린(100 

mg/day)이 추천된다. 이외에 5% 리도카인 패취가 도움이 

된 보고가 있다.
7

약물 요법에 불응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교감신

경차단술이나 양측 시상자극을 시도할 수 있다.

Fabry disease

1. 발병기전

파브리병은 Xq22에 위치한 GLA 유전자 변이로 lysoso-

mal glycohydrolase인 α-galactosidase 가 결핍되어 발생하

는 X-연관 유전질환이다. 이로 인해 globotriaosylceramide 

(GL-3)이 혈관내피세포, 신장과 심장세포에 축적되며, 신경

계에는 후근신경절에 주로 축적되는데 초기에는 통증을 동

반한 SFN 양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11

유병률은 약 4~12만 명당 1명으로 매우 드문 질환이다. 

약 600여개의 GLA 유전자 변이가 보고되었는데 정도에 따

라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는 ‘classic pattern’에서 일부 장기

만 선택적으로 침범되거나 경증의 증상을 보이는 ‘non- 

classical or atypical pattern’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늦어지는 원인이 된다.
12

2. 임상 양상

X-염색체 유전질환으로 이제까지는 남아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여성 heterozygote에서도 

광범위한 정도의 증상이 발현된다.  첫 증상은 남아의 경우 

6~8세에, 여아의 경우 9세 경에 시작된다.

SFN은 파브리병의 hallmark로 간주될 만큼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약 80%에서 발생한다. 통

각과 온도감각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소견을 보이며 길이의

존 양상을 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손발 끝의 타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보이고, 간헐적으로 ‘Fabry crisis’라고 불리는 

극심한 통증이 발작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지에서 시

작해 체간으로 뻗치는 듯한 타는 듯한 통증 양상을 보인다. 

유아기에는 성장통이나 류마티스질환으로 오진되기도 한

다.
13

자율신경병증도 나타나는데, 땀분비가 감소하거나 무한

증을 보이며 부정맥, 침이나 눈물분비 저하, 장운동 감소를 

보인다. 위장관 침범도 흔하지만 잘 인식되지 못한 증상으

로 식후 복부통, 설사, 구토, 위장관 운동마비등이 나타난

다.
14

파브리병은 고전적으로 피부와 각막이상이 잘 알려져 있

는데 주로 배꼽 주변, 엉덩이 혹은 입술에 작고 붉은 혈관종

(angiokeratoma)이 군집되어 나타나며, 각막 혼탁(cornea 

verticillata)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약년기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하며 T1강조 

MRI에서 pulvinar의 signal이 증강된 ‘pulvinar sign’이나 미

만성 백질변성, dolicoectasia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신 장기에도 Gb3가 축적되어 다장기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 신장침범에 의한 단백뇨, 심장 침범

에 의한 좌심실비대, 부정맥, 협심증이 흔히 동반된다. 이들 

증상은 단독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3. 진단 

통증발작을 동반한 SFN로 자율신경이상 증상을 동반한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전형적인 피부 병변이나 각막혼탁

이 동반된 경우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보다 쉽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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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홍색사지통증의 분류 및 원인질환과 진단검사

Erythromeralgia classification and cause Diagnostic test
Primary erythromeralgia
Juvernile onset familial
Juvernile onset sporadic
Adult onset familial
Adult onset sporadic
Secondary erythromeralgia
Myeloproliferative disease
Cholesterol emboli, hypercholesterolemia
Autoimmune disease (SLE, RA, ITP)
Diabetic neuropathy
Fabry’s disease

Small fiber neuropathy
Inorganic mercury poisoning
Paraneoplastic syndrome
Medication;verapamil, nifedipine
HIV-1 positive/AIDS
Sciatica

Assess for Nav1.7 mutations
Assess for Nav1.7 mutations
Assess for Nav1.7 mutations
None

Complete blood count, platelet count, aspirin response
Blood lipid, MR angiography
Antinuclear antibody, ESR, RF, C-reactive protein, ANCA
Fasting glucose, 2h oral glucose tolerance test
α-galactosidase A enzyme assay in males;
DNA testing is more reliable in females
Nerve conduction study, skin biopsy
Serum mercury level
CT scanning for primary neoplasm
NA
HIV-1 screening
Neurologic examination, electromyography, neuroimaging

Abbreviatio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RF, rheumatoid factor; ANCA, antineurtrophil cytoplasmic antibodies; NA, not applicable 
(modified from Nat Clin Pract Neurol 2007)

할 수 있으나 초기에 신경병증만 나타나거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생화학적 진단으로는 백혈

구 내 α-galactosidase 활성도나 혈장이나 뇨중 Gb3를 측정

할 수 있다. 혈장 lyso-Gb3 농도가 질병의 중등도와 비레한

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에는 혈액을 필터에 떨어뜨려 말린 

후 효소 활성도를 검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선별검사에 이

용된다. 여성 환자의 경우는 효소 활성도나 Gb-3가 정상 범

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병리조직검사를 위해서는 침범된 장기나 피부조직검사가 

도움이 된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겹겹이 쌓인 지질 봉입체

가 세포질 내에 축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치료

2001년 유전자재조합 인간 α-galactosidase이 도입되면

서 효소대체요법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agalsidase beta 

(Fabrazyme®)과 agalsidase alpga (Replagal®)이 투약 가능

하다. 16세 미만 환아의 경우는 의미있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16세 이상의 남성 환자에서는 진단 시점부터 약물 투여

가 권장되며, 여성 환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장기 침

범 증상이 증상이 있거나 진행되는 경우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장된다.15

Familial amyloidotic polyneuropathy

1. 발병기전

가족성아 로이드신경병증(familial amyloidotic poly-

neuropathy, FAP) 체성우성 유전하는 질환으로 아 로이드 

전구단백질인 transthyretin (TTR), apolipoprotein A-1, gel-

solin의 변이로 발생한다. 이 중 TTR-FAP이 비교적 흔하다. 

TTR 유전자는 염색체 18q11.2-12에 위치하며 TTR은 간에

서 합성되어 혈액과 뇌척수액 내에 존재하면서 타이록신

(T4)와 레티놀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정상 TTR은 4량체

(tetrameric)로 안정화되어 있으나 변이 TTR은 구조가 깨지

면서 서로 엉키고 뭉쳐 조직에 축적되는데 신경계에서는 신

경내막(endoneurium)과 주위 혈관, 후근신경절과 자율신경

절이 주 타겟이 된다.16

주로 포르투갈, 브라질, 스웨덴에서 환자집단이 보고되었

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 일본에서도 전 열도에 걸쳐 환자

군이 군집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제까지 약 110여개의 유

전자 변이가 보고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발견되면서 

더 이상은 풍토병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2. 임상 양상

길이-의존성 다발신경병증 양상으로 발끝의 타는 듯한 통

증과 저린감이 증상이 시작된다. 국소적으로 아 로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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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하는 경우에는 손목굴증후군, 단일뇌신경병증, 신경뿌

리나 신경총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드물다. 자율신경병증

은 후기 발현형보다 조기 발현형 환자에서 더 흔하고, 기립

저혈압, 시야혼탁, 설사, 변비, 배뇨 장애를 보인다. 드물지

만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기도 하는데 뇌수막에 아 로이드

가 침착되거나 치매, 뇌졸중, 지주막하출혈, 운동실조, 경련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신경계 외 증상으로는 심장 침범에 의한 증상이 가장 많

다. 약 80% 환자에서 심장이상이 동반되며 제한심근병증

(restrictive cardiomyopathy), 부정맥, 전도장애가 나타나 

인공심박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급사의 원인이 된다.

3. 진단 

초기 통각과 온도감각 소실을 보이는 길이의존성 신경병

증이 있으면서 자율신경병증이나 손목굴 증후군 혹은 심근

병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의심할 수 있다.
17

 후기 발현형의 

경우 가족력이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SFN

과 감별이 어렵다. 더구나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라면 진단

을 쉽게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는 원인 미상의 축삭성 다발신경병에서는 조직검사

를 시행하여 congo red 염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Congo red 염색은 굳이 신경생검이 아니더라도 복부 지방

조직이나 침샘, 대장조직에서 시행해도 유사한 정도의 진단 

특이도와 민감도를 보인다.
18

4. 치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TTR-FAP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

다. TTR Val30Met 이외의 유전변이, 영양불량 상태, 자율신

경병증이 동반된 경우, 중증의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예후

가 더 나쁘다. 이제까지는 초기에 간이식을 받는 것이 유일

하게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었으나 장기 추적 연

구에서 다시 말초신경병증이 재발함이 확인되었다.
19

 결국 

침범된 장기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장기를 이식하

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었으나, 최근 diflunisal과 

tafamidis와 같은 약물치료가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20
 이 외에 small interfering RNA 기

법을 이용해 원인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치료도 임상 시

험 중이다.

맺음말

SFN은 드물지만 그 중에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각 질환의 임상특징과 진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내당능장애와 연관된 SFN의 경우는 원인 미상

의 만성축삭성신경병증의 다수가 이에 해당되며, 엄격한 관

리로 신경병증의 회복은 물론 진성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

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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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조직검사와 세섬유신경병

손 은 희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Skin Biopsy and Small Fiber Neuropathy

Eun Hee Soh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Neurology

Small nerve fibers, C-and Aδ-nerve fibers, transmit the signals of pain and temperature and the signal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Routine nerve conduction study which is vital to diagnose the neuropathy could not show the function of small nerve fibers, so it has 

been hard to diagnose small fiber neuropathy. Skin biopsy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he nerve fibers with anti-Protein Gene 

Product 9.5 (PGP 9.5) antibody is new emerging method to diagnose small fiber neuropathy by quantifying epidermal nerve fiber 

density. This method also could be used to quantify the innervation of the dermal autonom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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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피부조직검사법은 인간의 피부에 존재하는 신경을 관찰함

으로써 일반적인 신경전도검사로는 알 수 없는 세신경섬유

(small nerve fiber)의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법이

다. 따라서 다발성말초신경병을 포함한 여러 말초신경병증

(peripheral neuropathy)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이용되고 있

다.
1-7

 피부조직은 피부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

법인 펀치를 이용하여 얻고, 얻은 조직을 여러 항체를 이용

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cal stain)으로 

염색하여 피부에 존재하는 신경을 관찰한다.
8,9

 피부조직을 

모든 축삭의 표지자인 Protein gene product-9.5 (PGP9.5) 

항체로 염색하여 표피내신경(intraepidermal nerve fiber, 

IENF) 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시행하는 방법과 임상적 적용

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고, 다발성말초신경병증과 세섬유

신경병증(small fiber neuropathy, SFN)의 진단에 유용한 방

법으로 추천되고 있다.
1,7

 본고에서는 피부조직검사의 방법과 

이의 다양한 임상적 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피부의 정상해부

1.1. 표피의 신경섬유

피부는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경계로 표피와 진

피로 나뉜다. 표피에 존재하는 신경섬유는 표피의 표면으로

부터 1-2 mm 이내의 표층(superficial)진피에서 표피하신경

얼기(sub-epidermal neural plexus)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심부진피의 신경얼기를 지나 등신경신경절(dorsal root gan-

glia)을 통해 척수로 들어간다(Figure 1). 표피와 표층진피에 

있는 신경섬유는 대부분 민말이집(unmyelinated) C-신경섬

유이거나 직경이 작은 말이집 Aδ-신경섬유로 통각과 온도감

각을 전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표피에는 자율신경신호

를 전달하는 신경섬유는 존재하지 않고, 통각과 온도감각을 

전달하는 C-신경섬유가 주로 존재한다.

1.2. 진피의 구조물

진피에는 땀샘(sweat gland), 모낭(hair follicle), 털운동근

육(arrector pili muscle), 혈관 등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여러 구조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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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dermal vasculature and nerve 
fibers. Epidermal C fibers are connected with sub-epidermal 
neural plexuses and deep dermal nerves. Capillaries orient verti-
cal to the epidermal surface from the upper blood vessel 
plexuses. Lower blood vessel plexuses are located within 3~5 
mm from the epidermal surface and supply adjacent sweat 
glands or hair follicles (nerve fibers in green, arteries in red, 
veins in blue).

Figure 2. Sample of hair follicle, sweat gland and blood vessels. 
Epidermal C fiber, sub-epidermal neural plexus and upper blood 
vessel plexus are located at the superficial dermis. Hair follicle 
and sweat gland are located near the lower blood vessel plexus. 
(nerve fibers in green, endotheliums in red).

Figure 3. Sample of hair follicle, arrector pili muscle and blood 
vessels. Epidermal C fiber, sub-epidermal neural plexus, hair fol-
licle and upper blood vessel plexus are located at superficial 
dermis. Arrector pili muscles are usually located near the hair 
follicle. (nerve fibers in green, endotheliums in red).

표층진피에는 상부혈관얼기(upper blood vessel plexus)

가, 심부진피에는 하부혈관얼기(lower blood vessel plexus)

가 있고 이 사이에 이들을 연결하는 혈관이 있다. 혈관에 분

포하는 신경들이 혈관과 함께 신경혈관다발(neurovascular 

bundle)을 이루어 같이 주행하고 있다(Figure 1). 모세관

(capillary)은 상부혈관얼기에서부터 나와 표피에 대해 수직

으로 진피유두(dermal papilla)내에 존재한다.
10

 표피로부터 

3-5 mm 깊이에 하부혈관얼기가 있으며, 주위에 있는 땀샘과 

모낭에 혈액을 공급한다(Figure 2,3). 땀샘을 지배하는 신경

은 땀샘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으며, 땀샘을 지배하는 신경

의 대부분이 교감신경계 콜린성섬유이다(Figure 2). 털운동

근육과 혈관은 주로 교감신경계 아드레날린성섬유에 의해 

지배되고 일부 콜린성섬유가 발견된다(Figure 2,3). 따라서 

진피 내 구조물의 신경지배 정도를 정량화하는 방법은 자율

신경이상이 동반된 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

다.

2. 표피내신경(IENF) 정량화 

2.1. 피부조직검사와 염색방법

조직검사는 검사부위를 국소마취 후 3mm 펀치를 이용하

여 시행한다. 합병증은 없으나, 출혈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항응고제 복용 등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주의를 요

한다. 상처는 대부분의 경우 7-10일 이내에 호전된다. 다발

성말초신경병증이나 SFN과 같이 길이가 긴 신경이 먼저 침

범되는 경우는 원위부만을 검사해도 충분하지만, 비대칭적

이면서 길이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경우 원위부와 근위부를 모

두 검사해야 한다. 원위부 검사 부위는 가쪽 복사뼈(lateral 

malleolus)로부터 상방으로 10 cm 부위를, 근위부 검사 부위

는 전장골가시(anterior iliac spine)로부터 하방으로 20 cm

의 허벅지 부위를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고정액은 일반적인 조직검사와 달리 2% paraformalde-

hyde-lysine-periodate (2% PLP) 용액이나 Zamboni 용액

(2% paraformaldehyde, picric acid)을 사용하며, 고정액에 

조직을 넣어 4℃에서 18~24시간 동안 고정한다. 포르말린 

용액을 고정액으로 사용하면 신경섬유가 잘라져 보이는 단

점이 있어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연구에 의하면 IENF

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1,12

 조직은 고정 

후 cryoprotective 용액에 넣어 4℃에서 하룻밤 동안 보관 

후, 냉동미세절단기(cryostat)를 이용하여 50 um 두께로 절

단한다. 절단된 절편은 PGP9.5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화학염

색법으로 염색한다. 염색방법에 따라 광학현미경(bright-field 

microscope)이나 confocal 현미경을 이용하여 신경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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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traepidermal nerve fibers with anti-PGP 9.5 
antibodies. (A) Bright-field microscopy findings. Intraepidermal 
nerve fibers are stained with anti-PGP 9.5 antibodies (arrow) 
and sunepidermal neural plexus are indicated with arrow head. 
(B) Nerve fibers and blood vessels are shown by confocal 
microscopy. Nerve fibers are stained in green (arrow) and base-
ment membrane and blood vessels are stained in red (arrow 
head). 

Figure 5. Counting rule of intraepidermal nerve fibers. Diagram 
of skin innervations shows nerve fibers (green) and basement 
membrane (dark blue). Nerve fibers which cross the basement 
membrane are only counted as one nerve fiber. Nerve fibers 
which branches after crossing the basement membrane or 
which resides only in the epidermis should be excluded when 
count the nerve fibers. The epidermal nerve fiber which branch-
es before crossing the basement membrane should be counted 
as two fibers.

할 수 있다(Figure 4). 광학현미경을 이용하면 신경섬유만을 

관찰할 수 있고 다른 구조물과 감별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

만, 검사과정과 판독과정이 더 쉽기 때문에 임상적인 목적으

로는 광학현미경법을 주로 사용한다. Confocal 현미경을 이

용하면 신경 외에도 다른 구조물을 같이 관찰할 수 있고, 사

용하는 항체의 종류에 따라 신경섬유의 종류도 구별할 수 있

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13,14

2.2. 표피내신경(IENF)밀도 분석

IENF 도는 IENF 개수를 IENF가 분포한 전체 표피의 길

이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1,7

 절단한 절편 중 양끝은 길이가 

짧고 신경분포 관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가

운데 부분의 절편 중 적어도 3개의 절편을 염색하고 분석하

여 평균을 구한다.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IENF 개수를 셀 

때는 40배의 고배율을 사용하며, 표피와 진피경계선을 지나

가는 신경섬유만을 센다(Figure 5). 신경섬유가 표피 내에서 

나뉘거나 표피 내에만 있는 경우에는 IENF 개수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 계산된 IENF 도는 IENF/mm 로 표현된다. 

표피의 길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사용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부조직검사를 위하여 3 mm 

펀치를 이용하므로,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표피의 길이를 3 

mm로 추정하여 IENF 도를 계산한 값도 표피의 길이를 측

정하여 계산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2

 

IENF 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으며,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에서 주로 사

용하고 있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한 IENF 도의 정

상 범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7,15

2.3. 표피내신경밀도분석법의 적용 및 제한점

IENF 도분석법은 신경병증성 통증을 동반하는 SFN의 진

단에 중요한 검사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7,11,16-21

 최근에는 축

삭성말초신경병증 외에도 혈관염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이나 

유전성질환의 진단에도 IENF 도분석법이 사용되고 있

다.
22-24

 또한 길이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비대칭성말초

신경병증에서도 건측과 환측의 IENF 도를 비교하여 진단할 

수 있다.
25

 또한 반복적으로 조직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 판정이나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

할 수 있고, 정량적감각검사(quantitative sensory testing) 등 

세섬유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한 부위의 조직을 얻어 

IENF 도를 분석함으로써 두 검사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사

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IENF 도분석법은 SFN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도 

정상인 경우가 있으며,
16

 말초신경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3. 진피 구조물 신경분포 정량화

진피의 구조물인 땀샘, 털운동근육 등은 절단된 절편 중 

일부에만 존재하고 모든 절편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IENF 도분석법보다 

더 많은 절편을 염색할 필요가 있다.
26-28

 

진피의 자율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물들의 신경분포를 

정량화함으로써 SFN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을 침범하는 유전

성말초신경병증, 염증성 말초신경병증 등 다른 질환의 진단

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자율신경침

범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1. 땀샘 신경분포의 정량화

땀샘은 진피의 구조물 중 가장 복잡하게 신경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물이다(Figure 6).
29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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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ep dermal structures stained with anti-PGP 9.5 anti-
body for nerve fiber and anti-CD31 antibody for blood vessel. 
(A) Sweat glands are innervated densely and complicatedly. 
Capillaries are intervened within the sweat glands. (B) Pilomotor 
nerves innervate the muscle linearly according to the muscle 
fiber. (nerve fibers in red and blood vessels in green).

Table 1. Normal values of intraepidermal nerve fiber (IENF) den-
sity at the ankle

Age
(years)

Females (n = 97) Males (n = 91)

0.05 Quantile 
values per 
age span

Median 
values per 
age span

0.05 Quantile 
values per 
age span

Median 
values per 
age span

20-29 6.7 11.2 5.4 9.0

30-39 6.1 10.7 4.7 8.4

40-49 5.2 9.9 4.0 7.8

50-59 4.1 8.7 3.2 7.1

60-69 3.3 7.9 2.4 6.3

≥70 2.7 7.2 2.0 5.9

의 신경분포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기에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반정량적분석법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나 신뢰

도와 재현성이 떨어졌다.27,30,31 이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수기입체분석법(manual unbiased stereological 

method)과 자동분석법(automated technique)이 개발되었

다.26,27 두 가지 방법 모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땀샘의 신경지배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고 신뢰도와 재현

성이 높아 땀샘 분석에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당뇨병성말

초신경병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수기입체분석법

의 유용성과 신뢰도가 증명되었으며,26 최근 발표된 당뇨병

성말초신경병 진단기준에서 당뇨병성 SFN의 진단을 위해 새

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32

3.2. 털운동근육 신경분포의 정량화

털운동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은 근육의 축을 따라 길게 선

형으로 분포되어 있다(Figure 6). 털운동근육의 신경분포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지나가는 신경의 개수와 근육

의 넓이간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보고되었고 신뢰도가 

입증되어33 피부의 아드레날린성 신경지배를 정량화하는 데

에 사용되고 있다.

3.3. α-synuclein 염색

파킨슨병은 초기부터 말초신경계에서도 α-synuclein 병변

이 관찰되면서 이를 이용한 임상표지자를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다. 최근의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

를 α-synuclein에 대한 항체로 염색하여 땀샘과 털운동근육

의 신경에 α-synuclein이 침착됨을 발견함으로써, 피부조직

검사가 신경계퇴행성질환의 임상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4 

결  론

피부는 자율신경과 함께 세섬유신경을 관찰할 수 있는 주

요한 구조물이며, 조직을 얻기가 용이하여 반복적으로 검사

가 가능한 비교적 비침습적 검사법이다. 축삭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염색법뿐만 아니라 콜린성과 아드레날린성 신경을 

구별할 수 있고, 특정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그에 

대한 항체를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피부조직검사는 향후 현재까지 밝혀지

지 않았던 병의 진행과정을 밝히거나 치료효과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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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ies Against CGRP in Migraine Treatment

Alan M. Rapoport 

The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The status of small molecule CGRP receptor antagonists will be discussed. None have come to market in the last 10 years although 

all have been found to be effective acute care treatments for migraine.

About 3 years ago work began on monoclonal antibodies to CGRP and 4 companies are already in phase 3 trials. All 4 have shown 

positive results for migraine prevention. Three of them target the CGRP ligand and one the CGRP receptor. One has already been 

studied for chronic migraine with a novel endpoint of reduced hours of headache at month 3 when compared with baseline. This is a 

positive study which shows very early efficacy. 

Three are given by subcutaneous injection one or two times per month. One was studied only as an intravenous injection which ap-

pears to work for up to 6 months. There are few side effects caused by any of the preparations and no liver toxicity. One exciting 

finding is the 100% responder rate in higher than 15% when it has been evaluated.

There will be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ndpoints as well as adve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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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bular Mig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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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log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a,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b,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pproximately 1%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10% of the migraineurs suffers from vestibular migraine (VM). However, it remains 

unknown and often under diagnosed although the recently internationally accepted diagnostic criteria for VM. The diagnosis for VM is 

based on symptom type, severity and duration, a history of migraine, temporal association of migraine symptoms with vertigo attacks, 

and exclusion of other causes. Physical examination and laboratory testing are usually normal in VM but can be used to rule out other 

vestibular disorders with overlapping syndromes. The pathophysiology of VM is incompletely understood, but several mechanisms link 

the trigeminal system, which as activated during migraine attacks, and vestibular system. In the absence of controlled trials, treatment 

options for patients with VM largely similar to those for migraine headache. Treatment includes antiemetics for severe acute attacks, 

pharmacologic migraine prophylaxis, and lifestyl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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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편두통과 현훈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처음 보고된 

이후로,
1
 30여 년간 많은 연구들에 의해 전정편두통은 반복

적인 삽화성 현훈의 흔한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 

전정편두통의 진단 기준이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 베타버

전(ICHD-3β)의 부록(appendix)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인

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전정편두통의 진단

과 역학, 임상양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까지 예측되는 

발병기전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전정편두통의 진단기준 

최근까지 편두통과 전정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기술하는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편두통성 현훈(migrainous 

vertigo), 편두통과 연관된 현훈 또는 어지럼(migraine-associated 

vertigo or dizziness), 편두통과 연관된 전정병증(migraine-re-

lated vestibulopathy), 기저형 편두통(basilar type migraine) 

그리고 양성반복현훈(benign recurrent vertigo)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연구자마다 같은 의미로 때로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전정편두통의 진단 기준은 Neuhauser 등

에 의해 편두통성 현훈(migrainous vertigo)이라는 용어로 

처음 제안되었고, 이 기준은 반복적인 중등도 이상의 전정 

증상과 편두통의 병력, 적어도 두 번의 전정 발작시에 편두

통 증상(편두통성 두통,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시각 또는 그

외 조짐) 중의 한 가지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편두통성 현

훈이라고 진단하였다.
2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 확정

적과 개연적 편두통성 현훈의 두 가지 진단 기준을 포함하였

고, 이런 진단 기준은 후발 연구들에 의해 그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3,4 

이후에 국제두통학회(International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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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A. At least five episodes fulfilling criteria C and D
B. A current or past history of 1.1 Migraine without aura or 1.2 Migraine with aura
C. Vestibular symptoms of moderate or severe intensity, lasting between 5 minutes and 72 hours
D. At least 50% of episodes are associated with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hree migrainous features:

headache with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unilateral headache, pulsating quality, moderate to severe intensity, 
aggravation by routine physical activity
photophobia and phonophobia
visual aura

E.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ICHD-3 diagnosis or by another vestibular disorder
Probable VM
A. At least five episodes with vestibular symptoms of moderate or severe intensity, lasting between 5 minutes and 72 hours
B. Only one of the criteria B and D for VM is fulfilled (migraine history or migraine features during the episode)
C.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ICHD-3 diagnosis or by another vestibular disorder

VM, vestibular migraine.

Table 1. Diagnostic criteria for VM.

Society)의 편두통 분류 소위원회와 바라니학회(Barany soci-

ety, International Society for Neuro-Otology)의 전정질환 

분류 소위원회가 협의한 합의 진단 기준(consensus criteria)

이 제안되었다.
5
 이는 이전에 제안된 진단 기준보다 좀 더 엄

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전정편두통과 개연 전정편두통

(probable VM)의 진단 기준을 모두 포함하였다(Table 1). 

이중 전정편두통의 진단 기준이 최근에 개정된 ICHD-3β의 

부록에 포함되었고,
6
 이런 국제적으로 합의된 진단 기준으로 

전정편두통의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실제 임상에서 

전정편두통의 진단평가와 임상적인 치료의 타당성을 정립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전정편두통은 무조짐편두통 또는 조

짐편두통의 병력이 현재 또는 과거에 존재하며 5분에서 72

시간동안 지속되는 중등도 또는 심도 정도의 전정 삽화가 있

으며, 이들 삽화의 최소한 50%에서 세 가지 편두통 증상 중 

최소한 한가지와 동반되며 이들을 만족하는 최소한 5번의 

삽화가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개연 전정편두통은 ICHD-3

β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연 전정편두통 환자의 반수 정

도에서 결국 전정편두통으로 진행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

어서 추후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이후 개정판에

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5,8

 

전정편두통의 역학 

전정편두통의 유병률은 사용한 진단 기준에 따라 서로 다

른 빈도를 보인다. 연구에서 사용된 진단 기준에 따라 

6-29.3% 사이의 전정편두통의 유병률이 보고되었고, 개연 

전정편두통의 빈도는 4-5.7%로 보고되었다.
3,9-12

 최근에 국제

두통학회와 바라니학회의 합의진단 기준에 따라 3차병원 이

비인후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정편두통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정편두통은 4.2%, 개연 전정편두통

은 5.7%로 보고되었다.
9
 또한, 연구 대상 집단에 따라서도 

전정편두통은 다양한 유병률을 보인다. 이비인후과 클리닉

에서는 4.2-29.3%, 전문 어지럼 클리닉에서는 6-25.1%의 빈

도를 보였고,
3,9-13

 200-327명의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두통 

클리닉에서 시행한 연구들에서는 9-11.9%의 유병률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14

 전정편두통은 일반 인구 집단에서

의 전생애 유병률이 1%, 1년 유병률이 0.9%로 조사되어,
15,24

 

전정신경염,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 메니에르병과 같은 다른 

신경이과 질환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흔

한 질환군이며,
12,13

 특히 40-5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년 유병률이 5%로 높게 보고되었다.
16,25

 우리나

라에서 9개의 병원이 참여하여 신경과 외래에 두통을 주증

상으로 내원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CHD-3β
에 근거한 전정편두통의 빈도는 10.3%이며, 국제두통학회와 

바라니학회의 합의 진단 기준에 의한 개연 전정편두통의 빈

도는 2.5%이다
17

. 전정편두통은 높은 유병률을 보이나 여전

히 과소 진단되는 질환군으로 이는 어지럼 클리닉에서 시행

한 연구에서 전원한 의사의 전정편두통 의심 진단율이 1.8%

인데 비해, 실제 전정편두통의 진단율이 20.2%를 보인 결과

를 의해서도 알 수 있다.
13

전정편두통의 임상 양상

전정편두통은 여성이 남성보다 1.5~5배 정도 더 높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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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niere’s disease
2.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3. Transient ischemia of the posterior circulation (TIA)
4. Syncope and orthostatic hypotension
5. Vestibular paroxysmia
6. Episodic ataxia type 2
7. Somatoform vertigo (primary or secondary that develops after 

vestibular vertigo)

Modified from Stolte et al.7

Table 2. Differential diagnosis of Vestibular Migraine

도를 보이며,
3,12,18,19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평균 

발병 나이는 여자가 37.7세, 남자는 42.4세로 보고되었

다.
3,12,18,20

 편두통과 동반되는 양성반복현훈증의 가족성 발

생이 보고되며 이는 남자에서 낮은 침투도(penetrance)를 보

이는 상염색체 우성유전을 따른다.
21

 전정편두통 환자의 대

부분은 병이 진행된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

정편두통 보다 편두통 발작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

다.
3,12

 조짐편두통과의 관련은 명확하지 않으며,
1,3,12,22,23

 일

부 연구에서는 무조짐편두통 환자들이 더 흔하게 전정편두

통을 동반하거나 조짐편두통 환자와 동일한 정도로 발생하

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12,19

 노인 환자들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전형적인 편두통 발작이 때때로 독립된 현훈, 어지

럼 또는 순간적인 균형 이상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4

 

또한 소아기 양성돌발현훈은 전정편두통의 초기 증상 발현

으로 생각되며, 이들 소아의 상당수가 종종 현훈 발작이 멈

춘 후 몇 년 후에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25

전정편두통에서 회전성 또는 비회전성 현훈이 자발적으로 

또는 체위 변화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다. 대규모 인구 기

반 연구에서 가장 흔한 현훈 증상은 자발적 회전성 현훈이 

67%, 위치성 현훈이 24%로 보고되었다.
15
 또한 움직임, 특히 

두부 움직임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18,26

 

발작의 기간은 수초부터(10%), 수분(30%), 수시간(30%), 심

지어 수일까지(30%) 다양하다.
1,12,19,20

 오직 10-30% 정도의 

환자만이 5분에서 60분 사이의 기간을 가지는 전형적인 전

정 조짐 현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3,12

 어지럼 또는 

현훈은 편두통 발작에 선행할 수도 있고 두통과 함께 또는 

두통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3,19,20

 환자의 4분의 1 미만에

서만 각 두통 삽화가 어지럼 또는 현훈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15

 모든 전정편두통 발작의 30% 정도에서는 두통

을 동반하지 않으며, 일부 환자들은 현훈과 두통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3,19,20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편두통

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냄새 공포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진단에 중요하다. 전정편두통은 월

경, 스트레스, 수면제한, 음식과 같은 전형적인 편두통과 같

은 유발요인을 가지며, 온도안진 검사(caloric test) 또는 전

정계 자극이 편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27

 청력소실, 이

명, 귀 압박감과 같은 이과 증상도 전정편두통 환자의 38%

에서 보고되었다. 청력 소실은 경하고 일시적이며 병의 진행

에 따라 진행하기도 하며,
19

 20% 정도에서는 수년이 경과함

에 따라 점차 진행하는 경도의 양측성 청력소실이 보고되기

도 한다.
8

전정편두통 환자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우울 지수가 

높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다.
15,28

 전정편두통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이들의 증상으로 

임상의를 방문하나, 이들 환자의 20% 정도에서만 전정편두

통이 진단된다.
15

 또한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전문의들 사이

에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며, 특히 

신경과 전문의 14,5%, 이비인후과 전문의 19%에서는 전정편

두통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29

 따라서, 실제 임

상에서 전정편두통이 과소 진단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적

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두통과 전정 

증상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전정편두통의 가능성을 항상 고

려하여 자세한 병력청취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정편두통의 감별진단

전정편두통의 감별 진단에는 반복되는 현훈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된다(Table 2).
7
 전정편두통의 증

상은 특히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에 의한 증상들

과 유사하다.
30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은 두통과 함께 체위성 

현훈을 동반하는 전정편두통의 감별진단으로 고려해야 하

며, 급성기 현훈 삽화 동안의 유발 진단 검사가 유일한 임상

적 감별 기준이다. 전정편두통은 안구 진탕이 환자의 위치에 

따르며 지속적이지 않고 특정 세반고리관에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수시간부터 며칠까지 지속되는 위치성 현훈

이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여러차례 발생하나, 양성 돌발성 두

위현훈은 짧게 지속되는 현훈이 수주부터 수개월까지 반복

된다.
8
 또한 전정편두통 환자들의 증상이 메니에르병 환자들

의 증상과 중복되어 이런 점들이 진단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31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 환자를 비교한 연구에 의

하면 전정편두통 환자의 38%가 이과 증상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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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에르병을 가진 환자의 49%가 두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8
 이런 결과로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이 일부

분 병태생리학적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메니에르

병을 가진 환자에서 편두통의 유병률이 높고, 메니에르병 환

자가 편두통을 동반할 때 증상의 조기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8,22

 따라서 두 질환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추적 관찰이 유일하며, 가장 믿을만한 분별 가

능한 임상 양상은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보이는 저주파

(low-frequency) 청력 소실로 보고된다.
31

전정편두통은 신체검사 또는 검사실 검사에서 질병특이적

인 소견이 없기 때문에, 제외 진단이 필수적이다. 전정편두

통은 Table 1에 기술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 진단 할 수 있으

며. 진단은 주된 전정 증상, 강도(중등도 또는 심도), 지속기

간(5분에서 72시간), 빈도(5회 이상), 편두통 병력, 편두통 

증상과 전정 발작의 시간적인 연관성, 다른 질환의 배제를 

기본에 두고 순서대로 병력청취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전정 증상

은 바라니학회의 전정증상분류(Barany Society’s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system)에 의해 정의된 5가지의 주된 증상을 

포함하며, 특이성을 높이기 위해 어지럼 단독 증상은 포함되

지 않는다. 전정편두통의 진단을 위한 전정 증상은 자발현훈

(spontaneous vertigo), 머리의 위치 변화 시 발생하는 체위

현훈(positional vertigo), 복잡하거나 움직이는 커다란 시각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시각유발현훈(visually induced verti-

go), 머리를 움직일 때 느끼는 머리동작유발현훈(head mo-

tion-induced vertigo), 머리동작유발어지럼과 동반된 오심

(head motion-induced dizziness with nausea)의 5가지 증

상이 포함된다. 삽화의 지속기간은 전정 증상 발작 동안의 

시간이며 시각자극 또는 머리 위치 변화 뒤에 유발되는 삽화

의 지속 기간은 짧은 발작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총 기간으로 

정의된다.
5,6

 종종 전정 발작 기간 동안에 두통 증상이 동반

되지 않거나 보통의 편두통 강도보다 약한 두통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12

 특히 빛공포증 또는 조짐과 같은 두통 외의 

편두통 증상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하다. 전정편두통은 

병력에 근거한 진단으로 검사에서 나타나는 진단적 소견이 

없으므로 편두통 환자에서 반복적인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

는 동반 또는 유발 질환들을 감별하고 순서적으로 배제하여 

진단하여야 한다. 

전정편두통의 발병기전

전정편두통의 발병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발작사

이 시기와 발작 동안에 발생하는 임상양상의 다양성은 다양

한 수준에서의 전정 신경계와 편두통의 상호작용을 의미한

다
33

. 조짐 편두통의 발병기전으로 생각되는 피질확산억제

(cortical spreading depression)는 짧은 발작 시간을 가지는 

전정편두통 환자의 발병기전으로 생각되며, 이런 피질확산

억제가 전정피질인 뇌섬엽(insular)와 측두정엽 겅계부에 도

달하면 전정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

 하지

만 전정편두통의 급성기 시기에 동반되는 반고리관마비

(canal paresis)나 복합두위안진(complex positional nys-

tagmus) 같은 몇몇 임상적인 소견들은 피질의 기능이상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34

 편두통의 발병기전에 관여하는 몇

몇 신경전달물질(calcitonin-gene related peptide, seroto-

nin, noradrenaline, dopamine)들은 중추성과 말초성 전정 

신경의 활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전정

편두통의 발병기전에 관여할 수 있다.
18-20,33

 또한 편두통의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생각되는 경막 혈관으로부터의 혈장 

혈관외유출에 의해 일시적인 뇌수막의 염증을 유발하는 기

전이, 쥐실험연구에서 세로토닌에 의해 유도된 혈장 혈관외 

유출이 경막뿐 아니라 내이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

어 말초성 기전에 의한 전정편두통 발병 기전도 보고되었

다.
35

 가족성 편마비편두통(familial hemiplegic migraine)과 

삽화성 실조(episodic ataxia) 2형에서 전압작동 칼슘통로

(voltage-gated calcium channel)의 유전적 결함이 보고되며 

이런 두 가지 발작성 질환들은 주증상으로 현훈과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36

 이런 이유로 같은 부위의 유전자 결함이  

전졍편두통과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 이런 유전

자 결함은 증명되지 않았다.
37,38

 전정경로와 통증 경로는 신

경화학적 유사성을 보이며, 감각 지각 등을 위한 중추 경로

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33

 전정편두통의 인간 실험 모

델에 기본을 두었을 때 유일한 가설은 삼차신경계와 전정신

경계의 상호연결이다. 이마 부위에 통증성 전기 자극으로 삼

차 신경을 자극했을 때 정상군에서는 반응이 없으나 편두통 

환자군에서는 자발성 안진 소견이 유발되었다는 임상실험은 

편두통을 가진 환자군이 주변의 뇌간 구조와의 연결에 있어

서 낮은 역치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9

전정편두통의 치료

전정편두통의 치료 권고는 아직 무작위대조군 연구가 거

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의한 권고에 기본을 두고 있

다(table 3). 전정편두통의 급성기 시기에 트립탄의 치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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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Daily Dose Trial reference
Acute treatment
zolmitriptan 2.5 mg oral RCT40

rizatriptan 10 mg oral RCT41, motion sickness
Prophylactic treatment
propranolol 160 mg oral, 40-160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46,47,50

metoprolol 150 mg oral, 100-200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46,50

amitriptyline 100 mg oral, 10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46,50

nortriptyline 27-75 mg oral open-label, chart review51

Valproic acid 600 mg oral
600 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31

cohort study, vestibule-ocular reflex49

topiramate 50 mg oral, 
50-100 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46

open-label chart review51

lamotrigine 75 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46

flunarizine 5 mg oral
5-10 mg oral
5-10 mg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46

retrospective, open-label50

open-label, post-marketing48

cinnarizine 37.5-75 mg oral retrospective, open-label52

magnesium 400 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46

clonazepam 0.25-1 mg oral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50

Non-medical treatment
vestibular rehabilitation 5 therapy sessions over 9wks uncontrolled, observational trial45

caffeine cessation 4-6 weeks retrospective observational trial51

Table 3. Treatment options in vestibular migraine

과에 관한 두 가지 연구가 보고되었다. 전정편두통 발작을 

가진 환자의 38%가 zolmitriptan 5 mg에 호전되고, 위약군

에서 22%의 환자가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40

 편두통 

환자에서 전정자극에 의해 유발된 동요병(motion sickness)

이 rizatriptan 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41

 또한 급성기 발작시기에는 일반적인 항구토

방지제(antiemetic drug, ex> dimenhydrinate, benzodiaze-

pine)가 사용될 수 있으며 메틸프레디졸론 주사제(1000 mg/

일, 1-3일)가 지속적인 발작 또는 날마다 재발되는 환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42

전정편두통의 예방치료에 관한 8가지의 후향연구를 비교

한 문헌에서는 편두통 예방약제에 의해 미미한 임상적 호전

을 보이며,
43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유로 특정한 편두통 예방

약제가 선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약제의 부작용이 예방

약제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방약제의 반응은 3개

월 이후 판정하여야 하며 발작의 빈도를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또한 편두통 예방약제에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카르보안하이드라아제 억제제(carboanhydrase 

inhibitor)인 acetazolamide와 dichlorphenamide가 전정편두

통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44

 그외 전정편두통의 비

약물적 치료도 고려해야하며 유발요인을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식사 그리고 운동이 일반적인 편두통 치료에서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정재활 운동치료가 약물요법과 

동반하여 또는 단독으로 시행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5

결  론

전정편두통은 반복되는 삽화성 어지럼의 흔한 원인으로 

통일된 진단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무시되어 

온 질환군이다. 하지만 최근에 ICHD-3β 부록에 진단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계기로 향후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특히 편두통 환자에서 전정

편두통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정 증상에 대한 자세

한 문진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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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epsy is one of the most common neurological disease and anti-epileptic drugs (AEDs) are main treatment option. Since last dec-

ade several new AED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field of epilepsy treatment, but the successful response rate to AEDs has not been 

changed. We are discussing the pharmacology of AEDs as follows; 1) pharmacokinetics of AEDs, 2) pharmacodynamics of AEDs, 3) 

clinical pharmacology of AEDs. The pharmacokinetics of AEDs can be explained about the absorption, bioavailability,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limination of AEDs. The transport of AEDs into the brain is also discussed. The pharmacodynamics of AEDs are han-

dling the mechanisms of actions, especially from treatment aspects. Finally, the significance of clinical pharmacology is made a point 

in prediction of response or adverse effects from AEDs in individ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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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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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log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ore than 150 years after bromide was introduced as the first antiepileptic drug, adverse effects remain a leading cause of treat-

ment failure and a major determinant of impair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epilepsy. Adverse effects can develop 

acutely or many years after starting treatment and can affect any organ or structure. In the past two decades,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reduce the burden of antiepileptic drug toxicity. Several methods to screen and quantify adverse effects have been 

developed. Patient profile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specific adverse effects have been uncovered through advances in the 

areas of epidemiology and pharmacogenomics. Several new-generation antiepileptic drugs with improved tolerability profiles and re-

duce potential for drug interaction have been added to the therapeutic option. Overall, these advances have been expanded the op-

portunities to tailor treatment with antiepileptic drugs,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minimize the risk of tox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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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은 항뇌전증약물 치료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항뇌전증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의 약 25%는 부작용으로 약물을 중단하고, 많은 환자들

이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원

인이 되며, 또한 약물 순응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 약물 부작

용은 뇌전증 환자의 약물 치료가 시작된 직후부터 알려져 왔

으나 약물 부작용을 적절히 분류하고 치료를 시작하려는 시

도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최근 항뇌전증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

으며 이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한 항뇌전증약물의 발견, 약

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물 사용법의 개발에 대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약물 치료

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1,2

부작용의 정의, 평가 및 유병률

WHO는 약물 사용의 부작용을 “약물에 대한 의도되지 않

은 해로운 반응, 예방적, 진단적, 혹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부작용(adverse effect)은 이상반응(adverse event)과 구분되

어 사용되어야 하며, 이상반응은 약물 사용시 발생하는 의도

되지 않은 모든 반응을 뜻하며 반드시 사용된 약물과 관련성

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반응은 무작위배정연구 등

을 비롯한 임상연구에서 위약군과의 대조를 위해 흔히 사용

된다.

특정 항뇌전증약물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의 빈도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 분석방법에 따라 다르다.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한 빈도연구는 항뇌전증약물 사용과 관련된 부작

용의 빈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설문지 등을 통

한 스크리닝 방법은 부작용의 빈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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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Form of
administration

Description Estimated
time of
completion

Children
Hague Side Effects 
Scale
(HASES)

To measure parents’ 
perception of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epilepsy

Parent
completed

20 items assessing the frequency of the most common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during the previous 3 months, using a four-point 
Likert scale; item ratings can be summarized into two subscales 
and a total score; total scores range from 20 to 80, 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a greater burden of adverse effects

5 min

Pediatric Epilepsy
Side-Effects
Questionnaire (PESQ)

To measure patients’ or 
parents’
perception of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epilepsy

Patient
completed or
parent
completed

44 items assessing frequency of the most common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using a six-point Likert scale; item ratings 
can be added to obtain a total score of 0-220, higher scores indicating 
more toxic effects

10 min

Adults
Veterans 
Administration
systemic toxicity 
rating
scale

To quantify impairment or 
change in physical status in 
patients starting an 
antiepileptic drug, exclusively 
in the setting of a clinical trial

Clinician
completed

Eight major items assessing presence or absence of systemic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in four items, a positive answer requires 
completion of additional items investigating the severity of specific 
signs or symptoms; all items are assigned a score (0-50) that is 
weighted on the importance of the adverse effects and the likelihood 
that the drug regimen would be discontinued; item ratings are added 
to calculate a total score, with scores ≥50 indicating that adverse 
effects are sufficiently serious to warrant discontinuation
of the antiepileptic drug

10 min

Veterans 
Administration
neurotoxicity rating
scale

To quantify impairment or 
change in neurological status 
in patients starting an 
antiepileptic drug, exclusively 
in the setting of a clinical trial

Clinician
completed

11 items assessing severity of common neurotoxic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items are assigned a score (0-50) that is weighted 
on the importance of the adverse effects and the likelihood that 
the drug regimen would be discontinued; item ratings are added 
to calculate a total score, with scores ≥50 indicating that adverse 
effects are sufficiently serious to warrant discontinuation of the 
antiepileptic drug

10 min

Adverse Event Profile
(AEP)

To measure patients’ 
perception of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Self-completed 19 items assessing the frequency of the most common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during the previous 4 weeks, using a four-point 
Likert scale; item ratings can be added to obtain a total score of 
19-76, higher scores indicating a greater burden of adverse effects

5 min

A-B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Scale
(ABNAS)

To measure patients’ 
perception of cognitive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Self-completed 24 items assessing severity of common cognitive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using a four-point Likert scale; item ratings can 
be summarized into six subscales and a total score; total scores 
range from 0 to 72, higher scores indicating more severe drug-related 
cognitive dysfunction

5 min

Portland 
Neurotoxicity
Scale (PNS)

To measure neurotoxicity 
complaints in patients on 
antiepileptic treatment

Self-completed 15 items investigating the severity of common neurotoxic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during the past few weeks, using a 
nine-point line scale; individual ratings can be summarized into two 
subscales or a total score; total scores range from 15 to 135, higher 
scores indicating more severe neurotoxicity

5 min

SIDe effects in AED
treatment (SIDAED)

To measure patients’ 
complaints
possibly related to 
antiepileptic
treatment

Self-completed 46 items assessing severity of complaints possibly related to 
antiepileptic treatment, using a four-point Likert scale; the duration 
of every complaint is also scored; severity ratings can be summarized 
into ten categories and a total score; total scores are between 0 
and 230, higher scores indicating more severe toxic effects

10 min

Table 1. Methods for screening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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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크리닝 방법을 통하였을 때 개방형 질문을 통한 경우보

다 3배가량 높은 약물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의 빈도가 보고

되었다.
3
 일반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연구에서는 부작

용의 빈도가 10-40% 정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연구에

서는 60-90% 정도로 부작용이 보고된다.

현재 임상에서 이용가능한 구조화된 설문지는 Table 1 에 

정리되어 있고, 일부 설문지는 소아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다. 이러한 설문지는 연구의 주안점, 설문에 소요되는 시

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설문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작용의 분류

약물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은 빈도, 부작용의 심한 정도, 

병태생리학적 기전, 영향을 받는 장기의 종류 등에 따라 분

류할 수 있으나, 이 종설에서는 WHO 방식으로 약물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5가지로 분류법에 따라 부작용을 분류하기

로 한다(Table 2).
4
 WHO 분류법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은 급

성, 알려진 약물의 효과와 관련된 부작용(A형), 특발성 

(idiopathic) 부작용(B형), 만성 부작용(C형), 지연성 부작용

(D형), 약물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작용(E형)으로 나눌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topiramate 사용과 관련된 단어-선택 어려움

(word-finding difficulty) 같은 경우 A형 부작용으로 분류되

어 있으나, 약물 사용과 관련되어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도 있다.

A형 부작용

A형 부작용은 약물의 알려진 기전에 의한 부작용이며, 일

반적으로 약물 사용 초기 혹은 약물 용량을 증량함에 따라 

발생하여 약물을 감량하거나 중단하면 사라진다. 항뇌전증

약물 사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A형 부작용은 졸림, 피로감, 

어지러움증, 실조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이며,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대부분의 항뇌전증 약물이 A형 부작용이 있다 

(Table 2). 

졸림의 부작용은 phenobarbital, primidone, benzodiaze-

pine 과 같은 고전적 항뇌전증약물에서 흔하고 중요한 부작

용이었으며, 현훈, 실조, 보행장애 같은 평형기관에 대한 부

작용　또한 고전적 항뇌전증약물 중 carbamazepine, pheny-

toin, phenobarbital, primidone, benzodizapeine 등에서 흔

한 부작용이다. 새로운 항뇌전증약물도 중추신경계 부작용

이 발생하여, gabapentin, lamotrigine, levetiracetam, oxcar-

bazepine, pregabalin, tiagabine, topiramate, zonisamide등

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위약대조군연구의 매타분석에서는 용

량에 상관없이 새로운 항뇌전증약물 사용 시에도 위약군에 

비해 3배 정도의 A형 부작용의 빈도가 보도되었다.
5

기억력저하와 같은 인지기능저하 문제는 항뇌전증약물 단

일치료 환자의 48%까지 보고되었다.
6
 하지만 이러한 인지기

능저하는 항뇌전증약물과의 관련성 혹은 기저질환의 종류, 

뇌전증의 지속기간, 종류, 경련의 빈도나 강도 등과 관련될 

수 있다. 고전적 항뇌전증약물중 barbiturate 계열과 benzo-

diazepine 계통의 약물이 이러한 부작용이 심하며 특히 항뇌

전증약물의 복합치료시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7

B형 부작용

특발성 부작용으로 불리는 B형 부작용은 알려진 약물의 

작용기전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감수성이 있는 개인에게서 약

물의 용량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약물 차제　혹은　약물의 대사체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공격　혹
은 면역작용과 관련된 과민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B형 부작용은 A형 부작용에 비해 드물게 발생하며 

대게 약물 사용 후 초기 몇 주　내에 발생하여 약물 중단시 

회복된다. 그러나 부작용의 인지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질병

의 이환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항뇌전증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B형부작용은 피

부발진이며 carbamazepine, phenytoin, phenobarbital, la-

motrigine 과 같은 약물을 사용한 환자의 5-17%에서 보고된

다. 이러한 부작용은 간혹 DRESS (drug rash with eosino-

philia and systemic symptom) 증후군이나 Stevens-Johnson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발진이 

생기는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소인, 소아이거나 노인, 이전에 

피부발진의 병력, 초기 높은 용량 및 빠른 약물 증량, 동반된 

면역질환 증이 있다.
8

유전적 소인과 관련하여서 HLA-B*1502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carbamazepine과 관련된 Stevens-Johnson 

증후군이나 독성진피괴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유전적 아형은 특히 중국 한족을 비롯한 아시

아인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9
 또한 최근 HLA-A*3101 유

전적 아형을 가진 경우에도 carbamazepine과 관련된 다양한 

피부발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10

 일부 항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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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Examples Prevention Management
Type A Related to the known 

mechanism of action of the 
drug; common (1-10%) or very 
common (>10%); acute; 
dependent on dose or serum 
concentration; predictable; 
reversible

Drowsiness, lethargy, tiredness, 
fatigue, insomnia; dizziness, 
unsteadiness, vertigo, imbalance, 
ataxia, diplopia, tremor; 
cognitive impairment; irritability, 
aggressive behavior, depression; 
gastrointestinal symptoms; 
hyponatremia; paresthesias

Select an antiepileptic drug with 
a profile of tolerability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the patient; start 
at low doses; up-titrate 
gradually; target the lowest 
effective maintenance dose

Reduce dose; modify the dosing 
scheme; discontinue antiepileptic 
drug if measures to prevent or 
ameliorate toxicity are ineffective

Type B Related to the individual 
vulnerability (immunological, 
genetic, or other mechanism); 
uncommon (0.1-1%) or rare 
(<0.1%); develop during the 
first few weeks of treatment; 
unpredictable;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reversible

Skin rashes, severe 
mucocutaneous reactions (drug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toxic 
epidermal necrolysis, 
Stevens-Johnson syndrome); 
aplastic anemia, agranulocytosis; 
hepatotoxic effects, pancreatitis; 
angle closure glaucoma; aseptic 
meningitis

Avoid (or use very cautiously) 
specific antiepileptic drugs in 
high-risk groups; start at low 
doses; up-titrate gradually

Discontinue antiepileptic drug 
promptly; symptomatic or 
supportive management; 
substitute antiepileptic drug with 
least risk for cross-reactivity 
reactions or worsening of 
underlying condition

Type C Related to the cumulative dose 
of the drug; common (1-10%); 
chronic; mostly reversible

Decreased bone mineral density; 
weight gain, weight loss; folate 
deficiency; connective tissue 
disorders; hirsutism, gingival 
hypertrophy; alopecia; visual 
field loss

Select an antiepileptic drug with 
a tolerability profile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the patient

Symptomatic or replacement 
treatment (eg, calcium, vitamin 
D, folic acid) as needed;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 if required

Type D Related to prenatal exposure 
to the drug (eg, teratogenesis) 
or carcinogenesis; uncommon 
(0.1-1%); delayed; dose 
dependent; irreversible

Birth defects; 
neurodevelopmental delay in the 
off spring; pseudolymphoma

If possible, avoid valproate, 
phenobarbital, and polytherapy 
in women of childbearing 
potential; aim at low-risk 
monotherapies at the lowest 
effective dose before pregnancy; 
avoid discontinuation or major 
treatment changes during 
pregnancy

..

Type E Adverse drug interactions; 
common (1-10%); predictable; 
reversible

Increased risk of skin rash after 
adding lamotrigine to valproate; 
reduced seizure control after 
adding the combined 
contraceptive pill to lamotrigine; 
reduced effectiveness of warfarin 
after adding carbamazepine; 
increased risk for CNS 
neurotoxicity after combination 
of sodium-channel-blocking 
antiepileptic drugs

Avoid unnecessary polytherapy; 
choose concurrent drugs with 
low potential for adverse drug 
interactions

Adjust doses according to 
clinical response and, if 
necessary, drug concentrations 
in serum

Table 2.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based on a modified version of the WHO classification

전증약물은 치명적인 혈액학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Felbamate인 경우 100만 명당 127명의 빈도로 재생불량성빈

혈과 관련되며, 100만 명당 2명의 빈도인 일반인에 비해 유

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felbamate 관련 재생불량

성빈혈의 위험인자로는 이전의 혈구감소증의 병력, 자가면

역성질환의 병력, 과거 ANA (anti-nuclear antibody) 양성의 

병력 등이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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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부작용

C형 부작용은 약물의 축적된 효과에 의한 만성반응이다 

(Table 2). C형 부작용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발생이 점진적인 경우가 많다. 일부 부작용은 약물 중단시 

호전되지만, 일부 부작용은 비가역적인 경우가 있다.

항뇌전증약물 사용과 관련된 체중 증가가 가장 대표적인 

C형 부작용이며, 체중 증가는 자존감의 저하와 관련되며 약

물 순응도 감소 및 약물 복용 중단의 위험성이 있다. 체중 

증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약물로는 valproic acid, gaba-

pentin, pregabalin, vigabatrin, retigabine 이 있으며 carba-

mazepine 도 간혹 체중 증가와 연관된다. 이와 반대로 top-

iramate, zonisamide, felbamate, stiripentol, rufinamide 는 

체중 감소와 연관된다.
12

 일부 항뇌전증약물은 간대사유도효

과에 의해 여러 대사성 부작용과 연관되며 이러한 효과는 심

혈관 부작용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13

 또한 간대사유도효

과가 있는 항뇌전증약물은 골대사를 촉진시키며, 골절의 위

험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여성에서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

할 수 있다.
14

 

D형 부작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기형발생 및 종양발생이 D형 부작용에 

해당된다(Table 2). 임신 중 특히 임신 후 첫 3개월 내에 항뇌

전증약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주요선천성기형의 위험률이 2-3

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되는 항뇌전증약물의 

복합치료는 선천성기형의 위험을 높이며 valproic acid 및 

phenobarbital은 carbamazepine, phenytoin, lamotrigine에 

비해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15
 Valproic acid인 경우 

선천성 기형의 위험도가 확실히 약물의 높은 용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태아의 지능저하와도 관련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16

항뇌전증약물의 종양발생에 대한 연구는 초기 동물연구에

서는 진행되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결론을 

내기엔 결과가 불충분하다.
17

E형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E형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뇌전증 환자에서 흔하다. 첫째, 대부분의 항뇌전증약물은 약

물의 치료유효농도가 낮아 약물대사의 미세한 차이도 약효

의 변화나 부작용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많은 항뇌

전증약물이 간에서의 대사유도제로 작용한다. 셋째, 상당수

의 항뇌전증약물이 간에서 같은 효소에 의해 대사되어 각각

의 약물이 다른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항뇌전증약물 사용과 관련된 E형 부작용은 특히 고전적 항

뇌전증약물 사용에서 흔하며 이는 대사유소나 억제효과가 

고전적 항뇌전증약물에서 강하기 때문이다. 대사 유도효과

가 있는 항뇌전증 약물은 carbamazepine, phenytoin, phe-

nobarbital, primidone이 있으며 이러한 약물은 항생제, 면

역억제제, 경구피임약, 정신과약물 그리고 다른 항뇌전증약

물의 약물 농도에 영향을 준다. 새로운 항뇌전증약물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oxcarba-

zepine이나 topiramate의 경우 다른 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특정 환자에서의 부작용

소아 환자, 특히 지적 장애를 동반한 소아 환자의 경우 부

작용 발생을 평가하기가 힘들지만, 소아 환자들이 항뇌전증

약물의 부작용에 더욱 취약하며 부작용의 양상이 어른에서

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소아 환자에서는 barbitu-

rate와 benzodiazepine계의 약물에 의해 과행동 장애, 불면

증, 공격성 등의 행동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19
 항뇌

전증약물에 의한 B형 과민반응의 빈도가 소아에서 흔하며 

valproic aid 제제의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심한 간

독성은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며 특히 2세 미만의 소아에서 

흔하다.
20

노인 환자 또한 항뇌전증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흔히 발생

한다. 이는 나이에 따라 저하되는 신장이나 대사기능의 저

하, 신체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는 기능의 저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등

의 약력학적 혹은 약동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인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다른 질환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다. 노인 환

자도 소아 환자처럼 항뇌전증약물에 의한 B형 과민반응이 

더욱 흔히 발생하며, 인지기능저하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에서는 약물에 의한 인지기능저하가 더욱 잘 나타나게 되며, 

실조의 부작용으로 인해 넘어짐이나 골절과 같은 근골격계 

부작용도 더욱 잘 나타나게 된다.
21

예방과 치료

항뇌전증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접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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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간중의 적극적인 관찰, 발생시 신속한 치료 등이 복합적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부작용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방이며, 이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항뇌전증약물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적

극적인 과거 병력의 청취가 중요하며, 정신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topiramate나 levetiracetam 같은 항뇌전증

약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시안계 환자는 carmaze-

pine을 피하거나 가능하면 HLA-B*1502 유전자 검사를 시행

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물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량의 약물로 시작하여 

천천히 증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추신경계부작

용은 약물 증량 속도를 낮추면 부작용의 발생빈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특별성 부작용 또한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천

천히 증량하는 경우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항

뇌전증약물 부작용이 용량 의존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최소량의 항뇌전증약물을 선택하여 사용하려는 노력이 지속

되어야 하며, 특히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부작용을 줄이는 두 번째 단계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환

자 평가이다. 환자에게 항뇌전증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

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지속

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항뇌

전증약물의 혈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항

뇌전증약물의 부작용을 평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

며, 이는 평가가 어려운 소아나 노인 환자에서 더욱 유용하

다. 그러나 항뇌전증약물의 혈중 농도는 참고치로서의 의미

가 있으며 부작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항뇌전증약물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경우 

치료는 부작용의 유형에 의해서가 아니고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약물의 혈중 농도의 변화에 따른 중

추신경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소량의 약물을 자

주 복용하게 하거나 서방형제제를 복용하게 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으며, 부작용의 성향이 다른 약물로 교체하여 사

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련이 완전히 조절이 되는 

경과 중에 약간의 견딜만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의 

항뇌전증약물의 용량을 감량해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러나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경련의 조절

을 위해 항뇌전증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정 부분 감

안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B형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이 

되는 약물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요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약물 중단으로 인한 심한 경련이 예방

을 위해 다른 항뇌전증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약물

은 빠른 증량이 가능한 약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방향계 

(aromatic) 항뇌전증약물 (Phenobarbital, primidone, carba-

mazpine, phenytoin)계통의 약물은 하나의 약물에 과민성인

경우 다른 약물에도 과민성인 경우가 많으며 방향계 항뇌전

증약물에 과민성인 경우 lamotrigine에도 과민성일 가능성이 

높다.

C형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질환을 

가역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골 도의 감소는 비타민 D의 공급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서 식이 조절이 효과가 불

충분할 경우 다른 항뇌전증약물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결  론

최근 수십년 동안 임상기술의 발달과 약물 감시체계의 발

달, 그리고 병태생리학적 지식을 발달로 개개인 뇌전증 환자

에서의 항뇌전증약물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의 특성과 기전에 

대한 지식을 증가되었다. 임상의사는 이러한 부작용이 환자

의 장기적 치료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하고 개개인

의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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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에서 항뇌전증약 선택

권 오 영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학교실

AED Selection in Newly Diagnosed Epilepsies

Oh-Young Kwon,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tiepileptic drug (AED) with perfect efficacy and no side effects may be ideal for the treatment of epilepsy. Efforts to develop the 

ideal AED have been for long time despite that the ideal AED is unrealistic. The efforts resulted in plenty options when we select first 

AED to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epilepsy (PNDEs). To select proper AEDs to PNDEs is not straightforward. We need to figure 

out the clinical profile of each patient for the selection. The profile should include various factors of three aspects: disease aspect, 

drug aspect and patient aspect. In the disease aspect, seizure pattern and epilepsy syndrome have to be comprehended. In the drug 

aspect, mechanism, side effects, interaction, dosing schedules and preparation have to be considered. Age, sex and comorbidity 

should be assessed in the patient aspect. The lacks of efficacy and/or drug side effects by inadequate selection may disrupt the keep-

ing of the firstly selected AEDs.

For the selection of AEDs in PNDEs, firstly we have to make adequate diagnosis of epilepsy syndro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ag-

nose epilepsy syndrome adequately in all PNDEs. In the cases that the diagnosis of epilepsy syndrome is vague, the presence of my-

oclonic or absence seizures should be inquired. That is because myoclonic and absence seizures can be aggravated by phenytoin, car-

bamazepine, oxcarbazepine, eslicarbazepine, gabapentin, pregabalin and vigabatrin. If the classifying epileptic syndrome is impos-

sible, the broad spectrum AEDs such as valproic acid, levetiracetam, lamotrigine and topiramate are recommended. 

Valproic acid is an effective first-line AED for the treatment of 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However there are some clinical 

limitations. Avoidance of valproic acid is recommended in young women, because the drug is associated with major congenital mal-

formation, menstrual irregularity, and weight gain. Carbamazepine is a first-line AED for the treatment of focal epilepsy. There are 

several drugs to be approved as drugs for monotherapy among new generation AEDs. Those drugs are lamotrigine, topiramate, ox-

carbazepine and levetiracetam. Lamotrigine and topiramate are approved for partial seizures and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Oxcarbazepine is approved for partial seizures and secondary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In the European Union, levetiracetam 

is also approved for partial seizures in adults with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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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새로이 진단되는 뇌전증 환자에게는 항뇌전증약 치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약으로 발작이 조절된 가

능성이 높다, 2) 치료를 시작하면 앞으로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 3) 진단을 부정하여 약을 잘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항뇌전증약으로 뇌전증 환자의 

60-70%가 항뇌전증약으로 발작이 잘 조절된다.
1
 따라서 처

음 선택하는 항뇌전증약은 다음의 요건에 만족하는 것이 좋

다: 1) 전통적인 항뇌전증약과 동일한 효능이 있어야 한다, 

2) 장기간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독요법으로 효

과가 있어야 한다, 3) 발작을 조절하는 적절한 용량에 도달

하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
2
 대개의 뇌전증 환자는 처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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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뇌전증약을 오랫동안 복용한다.
3
 그러나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처음 선택한 항뇌전증약을 중단하게 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4,5

 따라서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를 

위해 처음으로 복용할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 환자의 개인

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항뇌전증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고

려하고 환자가 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옷을 맞출 때 몸에 잘 맞고 맵시도 좋게 재단을 하는 것처럼, 

항뇌전증약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단하듯이 선택해야 

한다.  

이상적인 항뇌전증약은 효과가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이지만 그런 약물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항뇌전증약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수의 항뇌전증약이 개발되어 선택

의 폭이 넓어졌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 고민도 많아 졌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가

이드라인들도 제시되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대

학간가이드라인네트워크(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이 2003년도에 제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car-

bamazepine (CBZ), valproic acid (VPA), lamotrigine 

(LTG), oxcarbazepine (OXC)을 부분발작과 이차전신발작에 

일차선택약으로 제시하였다. 일차전신발작의 치료에 선택약

으로는 VPA 와 LTG를 제시하였다. 발작 형태와 뇌전증증후

군이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도 VPA이나 LTG를 선택하도

록 권장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덧붙여서 환자 각 개인에게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에는 약의 부작용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한다고 하였다.
6

본  론

1. 임상정보의 한계

새로 진단한 뇌전증 환자에게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에

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항뇌전

증약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연구들은 과학적 근

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상이 되는 환자의 선택이 

잘못되어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고, 약물을 사용하면서 관찰

하는 기간이 짧아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 는 부족할 수

도 있다. 비교적 잘 구성된 임상연구인 경우에도 결과를 평

가하는 기준이 적절하지 않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새로 개발된 항뇌전증약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부분발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 따라서 새로 뇌전증이 진단이 되는 환자에 해당하는 적

절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어려움

을 줄이기 위해 뇌전증 환자 중의 중요한 소집단이 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

는 젊은 여성과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노인이 그 예이

다. 임상시험에서는 대개 항뇌전증약을 투여하여 4-6개월의 

경과를 관찰한다. 그러나 실제의 임상에서 항뇌전증약을 사

용할 때에는 임상시험의 기간보다는 현저하게 긴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한다. 임상시험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관찰한 부

작용에 대한 정보는 많은 해 동안 항뇌전증약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로는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고 실용화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부작용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Felbamate에 의해 유발되는 골수이형성과 vigabatrin (VGB) 

에 의해 발생하는 시각감소도 임상시험에서는 파악되지 않았

고 약이 시판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 

삼상임상시험 자체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삼상임상시험

을 통해서 단독요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이 된다

고 여겨지는 항뇌전증약과 비교하여 약의 효능이 비슷하거

나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다. 삼상임상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이미 다른 항뇌전증

약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항뇌전증약을 부

가요법으로 시험하거나, 이미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과 

효능을 비교하는 비교효과평가(head-to-head comparison)

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약동학적-약역학적인 측면에서 이

미 사용하는 항뇌전증약과 약물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방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CBZ과 LTG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CBZ를 사용한 환자에서 용량을 빠르게 

증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초기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

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였다.
7
 그러나 이 임상연구의 후반

부에서는 약물치료를 유지하는 비율이 약물 간에 차이가 없

었다. 현재는 CBZ의 서방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서방

정을 사용하면 약용량과 관련 있는 부작용이 적게 발생한다.
8
 

CBZ과 LTG을 비교한 이전의 임상연구
7
에서도 CBZ 대신에 

CBZ서방정을 사용하였다면 약을 중단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평가기준의 다양성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임상시

험 결과의 판단기준은 발작이 완전하게 조절되는 환자의 숫

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 숫자가 환자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에서 항뇌전증약 선택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137

의 삶의 질의 증진시키는 것과 가장 상관성이 높기 때문이

다. 그러나 주로 약물저항뇌전증 환자가 대상이 되는 임상시

험에서는 발작이 완전하게 조절되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은 낮기 때문에 이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 따라서 50% 발작감소, 다음 발작까지 걸리는 시간, 12

개월-무발작기간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의 평가기

준을 임상시험에서 사용한다. 최근에는 임상연구의 자료가 

생존곡선이라는 형태로 제공된다. 이 곡선에는 임상시험에

서 약을 사용하고 나서 약을 중단하지 않고 임상시험기간을 

무사히 마친 환자들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 숫자에는 약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을 중단하는 환자를 제

외하는 것이다. 이 결과의 기준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

만 실제적이고 유용성이 높다. 치료 효능과 약을 유지하는 

정도는 오드비를 신뢰구간과 같이 제공하여 이해도를 더욱 

높이기도 한다. 

2. 표준 항뇌전증약

의사들은 특발전신뇌전증 치료에는 VPA를 국소뇌전증 치

료에는 CBZ를 선호한다. 그러나 Cochrane보고서(Cochrane 

review)는 이견을 제시한다.
9
 전신발작에서 VPA를 CBZ과 

비교한 분석에서 치료를 중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VPA가 약간 이점이 있었으나 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렇다고 

메타분석의 결과가 전신발작에서 VPA를 사용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CBZ도 일차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원래의 연구들에서 환자의 

분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차전신발작을 일

차전신발작에 포함시킨 연구들 때문에 혼선을 초래했을 가

능성이 있다. 원래의 연구 중 중 일부는 전신강직간대발작만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근간대발작이나 결신발작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였다. 따라서 특발전신뇌전증에서 발생하는 

전신강직간대발작을 조절하는데 CBZ도 도움이 되지만, VPA

가 첫 번째 선택약으로 선호되는 것이다. 

복합부분발작의 조절에는 CBZ이 VPA보다 좋다는 증거를 

제시한 연구가 있기는 하다.
10

 그러나 부분뇌전증에서 CBZ

과 VPA를 비교한 비교효과평가 연구 다섯 개를 분석한 

Cochrane보고서에서는 1년후에 무발작상태에 도달하는 비

율이나 이차전신강직간대발작에 대한 효과를 비교했을 때 

CBZ과 VPA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단지 12개월 완해에 도

달하는 시간이 CBZ이 VPA보다 빨랐다.
9
 부분발작과 전신강

직간대발작을 대상으로 phenytoin (PHT)과 VPA를 비교한 

Cochrane보고서
11

와 PHT과 CBZ를 비교한 Cochrane보고서
11

에서도 비교하는 약물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찾아낼 수 가 

없었다. 이런 Cochrane보고서들에 근거를 두면 전신뇌전증

에서는 VPA가 첫 번째 선택약이고 국소뇌전증에서는 CBZ

가 첫 번째 선택약이라는 증거는 미약하다. 그러나 이는 결

점이 있는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뇌전증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소뇌전증에는 

CBZ를 선호하고 특발전신발작에는 VPA를 선호하고 이 경

향은 항뇌전증약 선택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되

어 있다. 

3. 신세대 항뇌전증약

신세대 항뇌전증약 중에서도 단일요법으로 허가를 받은 

약들이 있다. 여기에는 LTG, topiramate (TPM), OXC 그리

고 levetiracetam (LEV)이 포함되어 있다. LTG와 TPM은 부

분발작과 전신강직간대발작에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

는 전신강직간대발작은 일차성과 이차성을 모두 포함한다. 

OXC는 부분발작와 이차전신강직간대발작에 인정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성인의 부분발작의 치료에 LEV도 단일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신세대 항뇌전증약은 표준 항뇌전증약에 비

해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이러한 약들을 뇌전증 환자에게 

첫 번째 항뇌전증약으로 선택할 때 이들이 CBZ이나 VPA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감수하고도 사용해야 할 장점

이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국민건강보험(UK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한 연구

인 Standard and New Antiepileptic Drugs 연구(SANAD연

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SANAD연구는 항뇌전증약에 대한 무작위연구이고 많은 

수의 환자를 연구에 참여시켰다.
12,13

 이 연구는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이미 진단된 뇌전증 

환자 중에서도 항뇌전증약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경우를 포

함시켰다: 1) 이전의 단일요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인

데 치료에 실패한 약이 이 연구에서 무작위로 배정할 약물이 

아닌 경우, 2) 상당 기간 동안 관해가 와서 약을 중단하였다

가 발작이 재발한 경우.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을 위해 첫 번

째 항뇌전증약으로 CBZ 혹은 VPA를 선택하게 하였다. CBZ

이 선택된 환자군을 CBZ-가지(CBZ arm)이라고 하였고 여기

에 포함된 환자들에게 CBZ, gabapentin (GBP), LTG, OXC, 

혹은 TPM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12

 VPA가 선택된 환자군

을 VPA-가지(VPA arm)이라고 하였고 여기에 포함된 환자들

에게는 VPA, LTG, 혹은 TPM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13

 

SANAD연구의 결과는 LTG과 VPA의 이점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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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패에 이르는 시간을 평가기준으로 했을 때 CBZ-가지

에서 LTG이 표준 항뇌전증약인 CBZ보다 우수하였다. 따라

서 LTG은 가격이 CBZ보다는 비싸지만, 효능을 고려해 보면 

부분발작의 선택약으로 CBZ의 대안이 될 수 있다. VPA-가

지에서는 TPM보다 VPA에서 환자들이 적응하는 정도가 좋

았고, VPA가 LTG보다 효능이 좋았다. 따라서 1세대 항뇌전

증약인 VPA는 전신뇌전증이나 미분류뇌전증에서 첫 번째 

선택약으로 가치를 다시 인정받았다. 그러나 VPA를 임신 중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기형성의 위험성이 있고 여성의 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신가능연령의 여성에

게는 VPA의 사용을 가능한 피하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른 항뇌전증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영국국립임상증진기구(the UK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도 신세대 항뇌전증약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

이 권고하였다. CBZ과 VPA는
14 

첫 번째 선택되는 항뇌전증

약으로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세대 항뇌전증약이 첫 번째 선택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CBZ과 VPA에 대한 금기, 2)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약

이 CBZ이나 VPA와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환자가 CBZ이나 VPA를 잘 견디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 4) 임신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 

4. 국제뇌전증퇴치연맹의 메타분석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에서도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첫 번째 단일요법으로

서 항뇌전증약들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2006년도

에 보고하였고
15
 2013년도에 내용을 갱신하여 다시 보고하였

다.
16

 2006년도 조사에는 50개의 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와 7개의 메타분석이 

포함되었고, 2013년도 조사에는 64개의 무작위대조군임상연

구와 11개의 메타분석이 포함되었다. 성인에서 부분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CBZ과 PHT이 첫번째 단일요법으로 A수준

(level A)의 증거가 있었고, LEV과 ZNS도 2013년의 보고에

서 A수준의 증거가 있는 약으로 추가되었다. VPA는 B수준

(level B)의 증거가 있었다. 

A수준 증거의 기준은 1개 이상의 1급 연구(class I study)

가 있거나 연구의 질이 1급에 해당하는 메타분석이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2급연구가 있어도 A수준에 해당한다. A수

준의 증거가 있으면 항뇌전증약의 효능이 첫 번째 단일요법

으로 확립된 것으로 해석한다. 연구가 1급에 해당하려면 전

향무작위대조임상연구(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거나 무작위대조군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이면

서, 다음 6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효능과 같은 1차결

과변수(primary outcome variable)가 있어야 한다. 2) 치료

기간은 48주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중맹검(double blind)이

어야 한다. 4) 우월성시험(superiority trial), 동등성시험

(noninferiority trial)과 같은 연구디자인에 따른 통계적 적절

성이 있어야 한다. 5) 치료하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 이미 정

해진 발작의 횟수에 의해 피험자연구종결(study exit)이 강제

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급연구는 1급연구에 기준에 

다른 기준은 합당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치료기간이 24주이상이면서 48주 미만인 

경우, 2) 동등성시험(noninferiority trial)이나 실패한 우월성

시험(failed superiority trial)의 경우에 연구디자인에 따른 통

계적 적절성이 약간 못 미치는 경우. B수준 증거의 기준은 

1개의 2급연구(class II study)가 있거나 2급연구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메타분석이 있는 경우이다. B수준의 증거가 있

으면 항뇌전증약이 첫 번째 단일요법으로 효과가 있을 개연

성이 높은 것(probably)으로 해석한다.

ILAE의 메타분석
15,16

의 결과에서 소아의 부분발작의 첫 번

째 단일요법에 대해서는 OXC이 A수준의 증거가 있었다. 노

인의 부분발작에는 GBP과 LTG이 첫 번째 단일요법으로 A

수준의 증거가 있었다. 중심측두부극파양성소아뇌전증(benign 

childhood epilepsy with centro-temporal spikes)에는 첫 번

째 단일요법의 효과에 대해서 A수준이나 B수준의 증거가 있

는 약은 없었고, CBZ과 VPA가 C수준(level C)의 증거가 있

었다. C수준의 증거가 있으려면 3급연구(class III study)에 

해당하는 이중맹검연구나 오픈라벨연구(open-label study)

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3급연구는 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

나 메타분석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1급연구

나 2급연구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을 수 있다: 1) 오픈라벨연구(open-label study), 

2) 강제퇴출기준(forced exit criterion)이 있는 연구, 3) 동등

성시험(inferiority trial)이나 실패한 우월성시험(failed supe-

riority trial)의 경우에 연구디자인에 따른 통계적 적절성이 

못 미치는 경우, 4) 동등성시험(noninferiority trial)이기는 

하지만 피험자를 퇴출시킬 때 적절한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 

C수준의 증거가 있으면 항뇌전증약이 첫 번째 단일요법으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possibly)으로 해석한다.

전신발작에 대한 첫 번째 단일요법에 대한 증거는 부분발

작에 대한 증거에 비해 부족하다. ILAE의 메타분석
15,16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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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일차전신강직강대발작에는 CBZ, LTG, TPM, OXC, 

phenobarbital (PB), PHT, VPA와 같은 약들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C수준이었다. 소아의 일차전신강직간

대발작에는 CBZ, PB, PHT, TPM, VPA 같은 약들이 C수준의 

증거를 보였다. 소아의 결신발작에 대해서는 ESM와 VPA에 

A수준의 증거가 있었고, LTG에는 C수준의 증거가 있었다. 

청소년근간대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에 대해서

는 TPM와 VPA에 D수준(level D)의 증거가 있었다. D수준

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한가지가 있으면 된다: 1) 

이중맹검 3급연구(class III study)나 오픈라벨연구, 2) 4급연

구, 3) 전문위원회의 보고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관한 자료. 

PHT, CBZ, OXC, GBP, VGB, tiagabine (TGB)과 같은 약들

이 결신발작과 근간대발작을 악화시키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4급연구(class IV study)가 있을 

뿐이다. 4급연구(class IV study)는 비무작위연구, 전향연구, 

대조군연구, 비대조군연구, 증례모음, 전문가보고 같은 자료

들이다.   

5.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들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를 위해 적절한 항뇌전증약을 선

택할 때에는 다양한 측면의 요인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가 있

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한다. 이때 고려할 요인들은 뇌

전증, 약물 그리고 환자의 세 가지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5-1. 뇌전증에 관련된 요인

발작형태와 뇌전증증후군을 고려하여 항뇌전증약을 선택

한다. 발작의 형태를 파악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

다. 무경련발작인 복합부분발작은 결신발작과 구별이 어렵

다. 결신발작을 복합부분발작으로 혼돈하면 잘 못된 처방으

로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신강직간대발작을 호

소하는 환자는 다른 형태의 발작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

다. 환자와 보호자가 잘 모를 수 있으므로 근간대발작, 결신

발작, 복합부분발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유무를 파악해야 한

다.
17

 뇌파에서 극파가 다발성으로 관찰되거나 전두부에 극

파가 관찰되어도 환자의 발작이 반드시 부분발작이라는 의

미는 아니다. 이러한 뇌파소견은 특발전신뇌전증에서도 관

찰될 수도 있으므로 뇌파소견에만 의존하여 환자의 발작형

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새로이 진단된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뇌전증증후군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뇌전증

증후군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환자의 증후군이 특발전

신뇌전증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결신발작 이나 근간대발작이 있는 지도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신발작과 근간대발

작은 PHT, CBZ, OXC, eslicarbazpine (ESL), GBP, pregabalin 

(PGB), VGB 등의 부분발작에 사용하는 항뇌전증약에 의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신발작과 근간대발작을 파악하

기 어렵고 뇌전증증후군을 분류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발작에 효과가 있는 항뇌전증약을 사용한다. 

LEV, VPA, LTG, TPM 등이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항뇌전증약

들이다. 

뇌전증증후군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약물선택에 도움이 된

다. 임상연구에 의한 근거는 미약하지만 특정한 항뇌전증약

이 특정한 뇌전증증후군에서 발작을 잘 조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VPA는 청소년근간대뇌전증에 효능이 있고, CBZ

은 전두엽뇌전증, ethosuximide (ETX)는 전형결신뇌전증에 

효능이 있다. 환자의 상태가 특정한 형태의 뇌전증증후군으

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특발전신뇌전증, 국소뇌전

증, 미분류뇌전증의 세 가지 큰 범주 안으로 분류할 수는 있

다. 이런 정도의 분류라도 항뇌전증약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

5-2. 약물에 관련된 요인

작용기전, 부작용, 약물상호작용, 투여횟수, 제형, 가격 등

을 고려하여 항뇌전증약을 선택한다. 항뇌전증약의 작용기

전은 다양하고 세포막의 소디움채널이나 칼슘채널에 작용하

는 기전과 억제신경전달물질인 GABA에 작용하는 기전이 대

표적이다. 뇌전증의 병태생리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면

이 있기는 하지만 항뇌전증약의 작용기전은 항뇌전증약을 

선택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된다. Dravet 증후군에서는 전압

의존나트륨통로(voltage-gated sodium channel)의 기능을 

잃은 것이 주된 유전적 결함이다. 따라서 Dravet증후군 환자

들에게는 나트륨통로를 차단하는 기전이 있는 항뇌전증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18

 TGB이나 VGB와 같은 약물은 GABA에 

작용하는데 이 약물들은 결신뇌전증중첩증을 발생하게 한

다.
19

 나트륨통로의 빠른비활성화상태(fast-inactivated state)

에 작용하는 항뇌전증약들은 결신발작과 근간대발작이 발생

하는 특발전신뇌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러

한 약물에는 PHT, CBZ, OXC, ESL 등이 있다.
20

 작용기전이 

비슷한 두 항뇌전증약인GBP과 PGB도 근간대발작과 결신발

작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21

 

약물부작용도 환자에게 알맞은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부작용은 항뇌전증약을 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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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 중 적은 수에서 발생하고 발생하더라도 경미하거나 

사라져서 환자가 잘 적응하기도 한다. 부작용을 미리 걱정하

여 약을 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점과 부작용을 저울

질하여 항뇌전증약을 선택하면 된다. 약물부작용은 항뇌전

증약 치료가 실패에 이르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에는 환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노력

을 해야 한다. 각 개인에게 몸에 맞는 옷을 재단하듯이, 각 

개인에 맞게 재단하여 항뇌전증약을 선택해야 한다. 

약물상호작용도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한다. 

1세대 항뇌전증약은 신세대 항뇌전증약에 비해 약물상호작

용이 많다. 항뇌전증약의 약물상호작용은 간의 약대사효소

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CBZ, PHT, PB, primidone은 간의 

약대사효소의 작용을 증진시킨다. 이에 반해서 VPA는 간의 

약대사효소를 억제한다. 이러한 항뇌전증약을 경구피임약이

나 warfarin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약물상호작용

에 의한 효과의 감소나 독성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1세대 항뇌전증약에 비해서 2세대와 3세대 항뇌전증약에

서는 약물상호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약물상호작용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OXC, 

LTG, ESL, rufinamide, felbamate는 경구피임약의 효능을 떨

어뜨린다. OXC은 칼슘채널차단제인 felodipine의 혈중 농도

를 떨어뜨린다. Eythoromycin, diltiazem, verapamil, fluoxetine 

같은 약물들은 CBZ의 대사를 억제하여 약물을 같이 사용할 

때 CBZ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는 다른 질환이 동

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뇌전증약 외에 다른 약물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에서 첫 번째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에는 약물상호작용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투여횟수와 제형도 첫 번째 항뇌전증약을 선택하는데 고

려해야 할 점이다. 하루 중 투여 횟수가 많은 약을 투여하는 

것 보다 가능한 투여횟수가 하루에 1-2회인 약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약물순응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항뇌전증

약의 서방정을 투여하면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다. CBZ 서

방정의 경우에는 서방정을 사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보고되었다.
8
 VPA는 서방정이 있어서 혈중농도를 안

정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큰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

자나 위관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액체용

제가 있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용도 약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약물의 가

격은 아주 다양하다. 예를 들어 LEV의 유지용량인 하루 1.5 

g의 가격은 PHT의 유지 용량인 하루 300 mg에 비해 현저하

게 비싸다. 한국에서도 LEV의 유지용량의 가격은 PHT 유지

용량 가격의 수 십 배에 이른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

격이 싼 PB과 PHT만 처방이 가능한 지역도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항뇌전증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할 약물이므로, 처

음 선택할 때 약의 효능과 안정성 외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

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3. 환자에 관련된 요인 

연령, 성별, 동반질환과 같은 환자의 요인도 각 개인에게 

적절한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

이다. 뇌전증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소아-청소년기와 

노인기이다. 특발전신뇌전증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

한다. 국소뇌전증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성인

에서 많다. 이러한 경향이 진단이나 항뇌전증약의 선택에 도

움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령기는 항뇌전증약을 선택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

는 연령이다. 이 연령에서는 동반질환이 많아서 항뇌전증약 

외에 다른 약을 다수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들은 

약이 몸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감소되어 있다. 따라서 약물상

호작용과 약물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높다. 작은 용량

의 항뇌전증약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적

은 용량에 의해 발작이 조절되는 경향도 있다.
22
 노인에서 항

뇌전증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새로 뇌전증이 진단된 노인에서 LTG과 CBZ

을 비교했을 때 효능의 차이는 없었으나 LTG을 사용한 노인

들이 약물에 잘 적응하였다.
7
 PHT은 노인에서 자주 처방되

어온 약이기는 하지만 약역학이 복잡하며 약물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높아 노인에서는 사용하기 까다로운 약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려가 더 필요하다. 간대사효소의 작

용을 증진시키는 PHT, PB, CBZ, OXC 등의 항뇌전증약은 

경구피임약의 작용을 떨어뜨린다.
23,24

 경구피임약의 용량을 

늘리면 어느 정도 효능을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효

능을 회복시키는 힘들다. 항뇌전증약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

인들도 젊은 여성에서는 간대사효소의 작용을 증진시키는 

항뇌전증약은 피하도록 권유한다.
6,25

 여성에서 VPA는 고안

드로겐혈증
26

과 다낭난소증후군
27

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

다. 최기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뇌전증약도 여성에서는 

피해야 한다. 출생 전에 특히 임신 중 첫 3개월 동안 어머니

가 복용하여 태아가 항뇌전증약에 노출되면 주선천기형

(major congenital malformation)의 위험이 2-3배 증가한다. 

단일요법보다는 복합요법인 경우에 이러한 최기형성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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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증가한다. VPA가 CBZ, LTG, PHT에 비해 최기형성

의 위험성이 높다.
28

 VPA의 경우에는 최기형성의 위험성이 

약의 용량이 증가하면서 증가한다.
29

 EURAP레지스트리

(European and international registry of antiepileptic drugs 

in pregnancy)에서는 CBZ, PB, LTG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의 용량과 최기형성의 위험성 증가와의 관계가 관찰되었

다.
30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는 뇌전증 문제를 제외하고는 건강

하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뇌전증 환

자들도 많다. 학습장애가 있는 환자들도 많고 이들은 약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이 환자들에서 항뇌전증약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임상정보는 적다. 부작용으로 나타나

는 행동장애는 이 환자들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학습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행동장애를 초래하는 부

작용이 적은 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우울증은 일반대중

에서보다 뇌전증 환자에서 더욱 많이 발생한다.
31,32

 TPM은 

감정의 변화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환자에서는 주의를 기울이

면서 사용해야 한다.
33

 CBZ은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감정장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LTG는 대

조군을 통한 연구에서 항우울작용이 밝혀졌다.
33,34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 뇌전증 환자에서는 

이런 항뇌전증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VPA와 

TPM은 편두통의 예방에 효과가 있으므로 뇌전증과 편두통

이 모두 있는 환자에서 선택하면 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항

뇌전증약은 간에서 대사되지만 GBP, PGB, LEV, VGB와 같

은 약물은 거의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 이러한 약들

은 간기능이 나쁜 환자들에서 선택하기는 좋지만, 신장기능

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간기능은 심

하게 손상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항뇌전증약 대사에 대한 

영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VPA는 전격간부전을 초래할 위험

성이 있으므로 활성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을 억제

하는 것이 좋다. 

6.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정보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나 임상의사들에게 진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진료할 때 벌어지는 어려움과 한정된 지식 간의 

빈 틈을 채울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미국에서 뇌전증전문가

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서를 보내서 항뇌전증약 사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다.
35
 총 48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을 보

냈고 90%에 해당하는 4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에서 항뇌전증약의 단일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하

는데 처음에 선택한 항뇌전증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한 번 

혹은 두 번의 단일요법을 더 해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

해였다. 이 경향은 국소뇌전증과 전신뇌전증 모두의 경우에

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국소뇌전증에서 선택

약은 다음과 같다: 단순부분발작의 경우는 CBZ, OXC; 복합

부분발작에는 CBZ, LTG, OXC; 이차전신발작에는 CBZ, OXC. 

특발전신뇌전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약을 선택하였다: 

전신강직간대발작에는 VPA; 결신발작에는 VPA, ETX; 근간

대발작에는 VPA. 이 설문조사에는 특수집단이나 특정한 임

상상황에서의 항뇌전증약 선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전문

가들은 다음과 같이 항뇌전증약을 선택하였다: 여성과 노인

에게는 LTG;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환자에게는 LTG; 사람면

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LEV, LTG;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LTG;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LEV; 응급실 상황에서는 LEV, VPA. 

결  론

뇌전증 환자의 60-70%가 항뇌전증약으로 발작이 잘 조절

된다.
1
 그러나 약의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처음

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항뇌전증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4,5

 

뇌전증 환자의 많은 수가 처음에 처방 받은 약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3
 처음으로 복용하는 항뇌전증약을 

잘 선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몇 가지 항뇌전증약을 가지고 뇌전증 환자에게 비슷

한 처방을 했지만, 현재는 많은 수의 항뇌전증약이 개발되어 

비교적 적절한 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뇌전증

이 진단되었을 때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효능과 부작용

을 고려하고 환자가 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도 고민해서 

항뇌전증약을 선택해야 한다. 옷을 맞출 때 사람들 개인마다 

알맞게 재단하듯이 항뇌전증약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추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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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xysmal dyskinesias are characterized by episodic attack of sudden movement disorder lasting from seconds to hours. They form 

chorea, dystonia, or ballism (or mixture of these movements). Primary paroxysmal dyskinesia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major 

types according to triggering (or precipicating) factors;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 (PKD),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

nesia (PNKD) and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 (PED). With recent advances in genetic analysis, a new diagnostic algo-

rithm and genetic testing has been suggested in paroxysmal dyskinesias. This lecture is aim to provide clinical overview of primary 

paroxysmal dyskinesias and an update on genetic discoveries for these disorders covering recent studies on Korea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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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aroxysmal dyskinesias (발작성 이상운동증)은 비교적 갑

작스럽게 (paroxysmal) 나타나며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episodic) 성격을 갖는 이상운동질환(hyperkineisas)을 일컫

는다. 문헌을 보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movement- 

induced seizure, reflex epilepsy, basal ganglia seizure 등

의 용어로 이 질환과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에 대

한 기술이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epilepsy와 구별되는 

episodic disorders로서 기술한 논문은 1940년 Mount와 

Reback
1
의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환자는 우

성유전을 보이는 가계에서 증상을 가지고 있는 27명의 구성

원 중 한 명이었고,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도 지

속되는 이상운동증을 보였다. 이 이상운동증은 커피, 술, 차 

및 콜라에 의해 유발되고, 스트레스, 피로, 담배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계가 

더 보고되었다.
2,3

 1967년 Kertesz는 기존에 보고된 가족성 

이상운동증들과 다른 증상, 특히 갑작스런 움직임에 의해 유

발되는 이상운동증을 보고하였고,
4
 여기서 paroxysmal kine-

sigenic choreoathetosis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1977

년 Lance에 의해 지속된 운동 후 유발되는 또 다른 dyski-

nesia 유형이 보고되면서
5
 paroxysmal dyskinesias는 특징적 

임상 증상을 보이는 질환군으로 구별되어 정리되기 시작하

였다. 세부 진단과 분류법에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최

근까지는 1995년 Demirkiran과 Jankovic이 제시한 유발요인

을 기준으로 진단을 구분하는 분류법
6
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 Primary paroxysmal dyskinesias는 드문 질환으

로 인구 150,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며, 대개 유년기에

서 젊은 성인연령에 걸쳐 발병하고,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누그러지는 경과를 보인다. 또한 가족성인 경우 benign in-

fantile epilepsy인 benign familial infantile epilepsy (BFIE), 

infantile convulsions with choreoathetosis (ICCA) syn-

drome, 또는 migraine or migraine with aura, hemiplegic 

migraine 등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attack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attack 들 사이에는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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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요소 PKD PNKD PED
남자:여자 빈도 대략 4:1 대략 1.4:1 남녀 비슷 
유전 유형 상염색채우성(AD) 상염색체우성(AD) 상염색체우성(AD)
발병연령, 평균(범위) 12세(<1-40) 12세(<1-30) 12세(2-30)
증상의 지속시간 수초~5분 이내 2분~4시간(2일까지도) 5분~2시간
증상의 빈도 한달에 1회부터 하루 100회까지도 가능 하루 3회에서 1년에 2회까지 다양 하루 1회에서 한달에 2회까지

유발요인 
갑작스런 움직임 , 놀람, 
과호흡(스트레스에 의해 촉발)

촉발인자 : 알코올, 커피 , 티(카페인), 
스트레스 , 피로

지속된 운동, 근육진동, 신경자극, 
(금식 ,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

운동증상 근긴장이상, 무도증 , 아테토시스, 발리즘 , 또는 혼합형; 일측성 또는 양측성(세 질환이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음)

치료
Phenytoin, carbamazepine, other kinds of 
AEDs

Clonazepam, benzodiazepines, 
acetazolamide, anti-muscarinics

Acetazolamide, anti-muscarinics, 
benzodiazepines

치료에 대한 반응 아주 좋음 .
AEDs 반응은 적음. 상기 치료약물에 
매우 반응이 좋을 수도 있음.

대개 반응이 좋지 않음 .

PKD;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 PNKD;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 PED; paroxysmal exertional dyskinesia, AD; autosomal 
dominant, AED;antiepileptic drug.

Table 1. 세 가지 유형의 일차성 발작성 이상운동증의 임상적 특징

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병태생리학적

으로 epilepsy나 migraine과 유사하게 channelopathy일 가

능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최근 10년간 유전학의 

성과로 primary paroxysmal dyskinesia의 일부 원인 유전자

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상당수의 환자들에게서는 원인 유전

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알려진 유전자의 기능과 병태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차성 발작성 이상운동증의 분류와 임상적 특징

이전에는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 (PKD), par-

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 (PNKD), paroxysmal 

exertional dyskinesia (PED) 및 paroxysmal hypnogenic 

dyskinesia (PHD)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PHD가 사실

상 autosomal dominant nocturnal frontal lobe epilepsy 인 

것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별하며, 임

상적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 제시한 표와 같다.

상기 세 질환들은 대부분 가족성인 경우가 많으나, 산발적

(sporadic)으로 발생한 경우, 특히 PNKD 유형일 때 psycho-

genic movement disorders와 감별이 어렵고 실제 상당수가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라는 보고도 있다. 세 질

환 모두 대개 뇌영상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상

발생시 의식변화나 뇌파이상이 없고, 일부 부검보고에서도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까지 신경퇴행

(neurodegeneration)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다. 

발작성 이상운동증의 분자유전학적 원인

최근 10년동안 유전학적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가족성 발

작성 이상운동증 환자들의 가족연구를 통해 원인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PKD, PNKD, PED의 세 가지 유형에 맞추어 열

거하면 PRRT2,7 MR-18 /KCNMA1,9 SLC2A110
을 짝지을 수 

있으나, 최근의 발견에 의하면 한 유전자이상이 한 가지 유

형의 이상운동증이 아닌 다양한 유형을 다 유발하기도 하고, 

같은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서도 임상증상은 다

양하게 나올 수 있으며, 발작성 이상운동증 이외에도 기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benign infantile epileptic 

disorders나 migraine 으로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1

 최근에 밝혀진 유전자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PRRT2 유전자는 신경계에 발현이 많이 되는 단백질을 

encoding하는 유전자로서, 그 기능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

으나, synaptosomal associated protein 25 (SNAP25)과 상호

작용을 하며, 유전자변이가 신경전달의 이상을 초래하여 질병

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된다. MR-1 유전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세 가지 isoform을 가진 단백질을 encoding 한다. 아직 정

확한 기능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hydroxyacylglutathione 

hydrolase (HAGH) 유전자와 homologue여서 기능을 유추

해볼 수 있는데, HAGH는 커피나 알코올음료에 존재하고 산

화스트레스의 부산물인 methylglyoxal을 해독하는 경로에 

관여한다. 알코올, 커피, 스트레스, 피로 등이 PNKD에서 촉

발요인인 점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사실이다. KCNMA1 유전

자는 calcium-sensitive potassium channel의 pore-forming α
-subunit 을 encoding 한다. 이 이온채널의 변이는 활동전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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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gene) 위치(loci) 임상 증상(phenotype) 특징

PRRT2 16p11.2 대부분 PKD, 드물게 PNKD, PED
보고된 환자의 50% 이상이 동북아시아지역(중국, 일본 , 대만, 한국, 말레이지아)
가장 흔한 변이 : c.649dupC 
aura (48%): paresthesia, sensation of muscle tension

MR-1 2q35 대부분 PNKD, 드물게 PED
sleep benefit (72.8%), premonitory symptom (60%): weakness, shortness of 
breath, migraine

KCNMA1 10q22 PNKD 뇌전증 병력 또는 뇌전증 가족력(+)

SLC2A1 1p34.2 대부분 PED, 드물게 PNKD
나이가 들어도 증상이 누그러지지 않거나 attack 사이에도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음.

모두 우성유전을 보임 .

PKD;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 PNKD; paroxysmal nonkinesigenic dyskinesia, PED; paroxysmal exertional dyskinesia. 

Table 2. 발견된 원인 유전자와 보고된 발작성 이상운동증의 종류

빨리 재분극되어 흥분성이 증가되어, 뇌전증과 paroxysmal 

dyskinesias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기전

은 밝혀지지 않았다. SLC2A1 유전자는 glucose transporter 

1을 encoding하며, 이는 astrocyte membrane을 통과하여 

뇌안으로 glucose가 들어가는 것을 촉진하는 분자다. 대개 

PED로 보고된 증례들은 de novo heterozygous mutation 

이며, 이 경우 우성 유전된다. 같은 유전자의 이상이지만 증

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GLUT1 deficiency syndrome과 달리 

SLC2A1-related PED의 경우는 missense mutation이 흔하다. 

최근 유전학적으로 변이가 확인된 paroxysmal dyskinesias 

환자들의 연구논문들을 리뷰한 논문에서 임상증상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algorism이 제시되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episodic hyperkinesias (chorea, dystonia, or both)

가 있는 환자에서 증상이 갑작스런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는

지 지속적 운동 후에 유발되는지 확인하여 PKD, PED 및 

PNKD로 구분한 후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PRRT2, SLC2A1 

및 MR-1을 screening한다. 만약 PED 로 생각되었는데 

SLC2A1이 음성이면 attack의 지속시간을 확인하여 짧은 경

우 PRRT2를, 긴 경우 MR1을 screening한다. MR1 검사가 음

성인 환자는 KCNMA1을 먼저, 거기서 또 음성이면 SLC2A1을 

마지막으로 검사하자는 것이 내용이다.11 

한국인 발작성 운동유발성 이상운동증환자들에서 
PRRT2 유전자의 이상 빈도

2014년에 한국인 PKD 환자들을 대상으로 PRRT2 유전자

이상을 분석한 논문이 2개 연달아 발표되었다.12,13 두 논문에

서 공통적으로 PRRT2 유전자 이상이 대략 1/4의 환자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중 가족성인 경우라도 55% 정도의 빈도이

다. 두 논문에 포함된 환자는 총 56명(11 families, 42 spora-

dic cases)이었다.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진 c.649dupC 변이

가 전체 가족성 PKD 중 5/11 (45.5%)에서 발견되었고, 한 

가족에서는 c.323_32delCA가 발견되었다. 또한 5개의 PRRT2 

변이가 없는 가족이 확인되어 또 다른 유전자의 존재 가능성

을 확인해주었다. 특히 첫 번째 논문에서 열성유전의 가능성

이 있는 family D (좌측 그림)에서 PRRT2 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연구에 등록된 Sporadic PKD 환자들

에서는 c.649dupC가 세 명, c.649delC가 두 명, c.629dupC

가 1명의 환자에서 발견되었다. 두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발

병연령이 mutation (-)인 환자들에서 좀더 늦은 편이었으나 

(11.0 and 10.0 versus 13.8), 임상 증상의 특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첫 번째 연구에서12 동반된 

다른 신경학적 증상(migraine, seizure, writer’s cramp)이 

mutation (+) 환자들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고, mutation (-) 

환자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데 반하여, 두 번째 

연구에서는13 migraine이 mutation (+)에서는 1명, mutation 

(-) 환자에는 2명에서 관찰되었다고 하여 유전자이상을 예측

하는 특징으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흥미롭

게도 두 연구 모두 mutation (+) 환자에서 AED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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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증상이 충분히 좋아지지 못한 환자가 있었다고 보고하

고 있어(전체 mutation 양성 환자 중 4명-28.6%), 임상적으

로 AED response가 excellent하지 않다고 해서 PRRT2 mu-

tation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아직 유전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많으며, 우

리나라 PNKD 및 PE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유전

학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밝혀진 유전자의 기능과 

돌연변이에 의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

루어진다면, primary paroxysmal dyskinesias뿐 아니라 sec-

ondary paroxysmal dyskinesias 질환들에 대해서도 병태생

리학적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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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성 운동 장애에 대한 최신 지견

백 종 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신경과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Jong Sam Baik,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s (PMDs) are challenging to diagnosis and treat for both neurologists and psychiatrists. Traditionally, 

the consideration of these disorders has been regarded as a diagnosis of exclusion, because establishing the diagnosis is difficult and 

not only have PMDs been mistaken for organic movement disorders, but the reverse has also occurred, causing considerable patient 

hardship.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neurologists to understand of these disorders and to recognize their presentation. Estimates of 

the prevalence of PMDs range from 1% to 25%, due to differing diagnostic criteria and ascertainment methodologies. Acute onset, 

fast progression, fluctuation, incongruent movement patterns, distractibility and abrupt improvement are typical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se disorders. Although a few laboratory investigations and neurophysiologic methods can help exclude specific diagnosis, the di-

agnostic criteria for PMDs provide a degree of diagnostic certainty based on a combination of clinical and psychiatric features. 

Treatment of PMDs is not easy, and focused on underlying psychiatric disease, including anxiety and depression. However, absence of 

these underlying diseases cannot be determined in a single psychiatric assessment and should not be used to rule out PMDs. Prognosis 

overall is poor for PMDs and in particular, is associated with long-standing symptoms, insidious onset of symptoms, psychiatric diag-

nosis of personality disorder, hypochondriasis, factitious disorder or malingering and the presence of secondary gain, whereas pres-

ence of a comorbid psychiatric diagnosis of depression or an anxiety disorder is a positive prognostic factor. Although childhood-onset 

PMDs have a few unique clinical characteristics, comparing with adult onset PMDs, they have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This review focuses on recent studies assessing clinical features and other findings that may help diagnose PMDs and an approach to 

PMDs, including pediatric PMDs, by recently upd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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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그동안 심인성 운동 장애는 기질성 운동 장애에 대한 진단

이 모두 배제된 후 최종적으로 고려를 했던 질환이다. 하지

만 최근 들어서, 심인성 운동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질환의 원인이 단순히 심리적 문제에

만 국한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요소가 있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 의

하면,1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유전적 성향과 신경생물학적 

요소가 본 질환에 관여를 한다는 증거가 있다. 대개 운동장

애 외래에서 약 3%에서, 좀더 전문화된 운동장애 외래의 전

체 환자 중에서 약 20%까지 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내원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2,3 젊은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

며 반면에 어린이나 노인에서는 본 질환의 유병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질환은 신경과와 

정신과 영역에 걸쳐 있는 공통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운동장애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들은 파

킨슨 환자에서 보는 것처럼 행동이 느린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인성 운동 장애에 대한 최신 지견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149

정신 분열증 환자에서는 반복 행동(stereotypies)을 보이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신경과 영역에서 이러한 정신과 질환

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보이는 운동장애를 이상이 있다고 얘

기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인성 운동 장애는 정신과와 신

경과의 경계에 있는 질환으로 이는 바꾸어 얘기하면 두 과에

서 모두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음

을 시사할 수 있다. 

본 질환을 보일 수 있는 정신과적 배경에는 신체화 장애 

(Somatoform disorder), Factitious disorder 그리고 소위 꾀

병이라고 하는 Malingering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신체화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흔히 생각하는 꾀

병은 전체 환자의 5% 미만에 불과하여 본 질환이 자의적으

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 속의 기본적인 정신과적 배경

하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야 한다.
4
 다른 신경과적 질환과는 달리 심인성 운동장애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다른 질환과 달리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 도구가 없

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임상 양상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그 임상 양상이 기존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어려움은 기존에 기질적 

운동장애를 지닌 환자들이 심인성 운동장애를 함께 보이는 

경우 더욱 더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개 이는 뇌전증

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처럼 기질적 요소와 

심인성 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는 뇌전증에서 전체의 10-37% 

정도 되며 운동질환에서는 10-1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임상 양상

심인성 운동질환에서 볼 수 있는 임상적 증상들은 기질성 

운동질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증상을 다 포함한다. 그 빈도

를 보면 그 중에서 특히 떨림, 근긴장증, 근육간대경련, 보행 

순으로 나타난다. 정신과적으로 전환반응(conversion dis-

orders)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눈

모음연축(convergence spasm)인데 약 69% 환자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임상 특징은 일시적인 눈모음(convergence), 

축동, 외전신경(abducens nerve) 운동장애를 보인다. 

심인성 떨림에서 볼 수 있는 임상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진다. 일단 팔의 떨림이 있다면 기질성 떨림과는 달

리 진폭이 가만히 있을 때나 자세를 취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모두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위부가 떨린

다면 떨리는 부위를 떨리지 않게 손으로 잡으면 근위부가 떨

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대부분 떨림이 진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은 보기 힘들다. 만약 

발을 떤다면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

난다. 또한 근위부 다리가 떤다면 그 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

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심인성 떨림 환자들은 기질성 

떨림 환자에 비해 집중도가 증가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한 

손이 떨린다면 다른 손의 운동을 시키면 대부분의 기질성 환

자들은 운동하는 손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반면 심인

성 떨림 환자들은 반대쪽 운동하는 손에 집중하느라 떨림이 

있는 손의 떨림 양상이 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심인성 

근긴장증에 대한 임상 양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얼굴 안면부에 생기거나 갑자기 생기거나, 고정되어 있는 양

상으로 나타난다.
5,6

 어른과는 달리 소아에 있어서 심인성 운

동 장애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어른에서 떨림

이 제일 많은 반면 소아에게서는 근긴장증이 제일 흔하고 뒤

를 이어 보행 장애가 흔히 나타난다. 둘째로 대부분의 어른 

환자에서는 오른 손 잡이라면 왼쪽 편에서 증세가 잘 일어나

는 반면 소아에서는 같은 쪽에서 증세가 잘 관찰되는데 이는 

불완전한 hemisphere lateralization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

째는 어른에 비해서 기질성 질환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드

물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어른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의 정신과적 증상이 바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에서는 

그러한 점은 드물다는 것이다. 

진 단

심인성 운동장애의 진단을 내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

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첫째는 inconsistency로 증세가 있는 

동안 일관되게 그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가이다. 만약 

어떤 날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가 어떤 날에는 아무 증세가 

없다면 이는 일관된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인

성 운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둘째는 incongruence로 보

이는 임상 양상이 우리가 흔히 기질성 운동장애에서 보는 증

세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떨림이라고 

하면 기질성 운동장애에서는 상하로 떠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하 좌우로 예측하기 힘들게 손을 떤다면 쉽게 

의심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 치료를 하거나 sug-

gestion, 혹은 위약을 통해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심인성 운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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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 대한 진단을 documented, clinical established, labo-

ratory supported definite, possible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심인성 운동장애 환자에게 있어서 뇌 영상의 이상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자에게 나

타나는 일관된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심

인성 운동 장애에 대한 전형적인 신경해부학적 이상이 통일

되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생각하는 가

설은 처음에 감각 운동 조절과 감정에 연관된 부위가 이상이 

있어 이후로 집중이나 자가 인식을 하는 부위에 이상을 초래

하여 본 질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7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해

서 이차적으로 심인성 운동장애가 생긴다는 보고는 아직 이

견이 있다.
8-10

 

예후 및 치료 

사실 본 질환에 대한 진단은 앞서 살펴본 대로 기질성 운

동장애와는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일

단 진단이 되면 치료와 예후는 아직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11,12

 

왜냐하면 앞서 서론에서 서술 하였듯이 본 질환이 신경과와 

정신과에 함께 속해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나 신

경과 의사들의 본 질환에 대한 인식이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

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를 포함하여 신경과 

의사 그리고 신경심리사를 포함한 팀 치료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심리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 치료의 목표는 이상 

운동의 중지를 빨리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심리학적 건강상태

를 증진시켜 추후에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3

 

심리치료 외에 시도할 수 있는 치료로는 약물 치료,
14

 운동 

치료를 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한 후 예후를 보면 

한 보고에 의하면 약 반 정도만 다시 병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절반 정도의 환자는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심인성 운동 장애에 대한 진단은 병력 청취와 신경과적 진

찰을 하면서 의심되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

면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

으로 떨림이나 근간대성 경련에서 시행할 수 있다. 본 질환

에 대한 치료는 아직도 쉽지 않으며 예후는 아직은 실망스러

운데 특히 오래된 환자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이에 대한 치

료는 신경과 의사를 비롯하여 심리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함께 하는 팀 치료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질

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뚜렷한 가에 따라 환자 치료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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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degeneration with Brain Iron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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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advance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identification of causative genes led to the recognition of a new group 

of disorders, named neurodegeneration with brain iron accumulation (NBIA). NBIA is a group of inherited disorders characterized by 

abnormal iron deposition in the brain, usually in the basal ganglia, and share the clinical features of movement disorders accompanied 

by varying degrees of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is review, the causative genes, clinical presentations, neuroimaging features, and 

pathological findings a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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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usative genes 

Over the last decade, ten causative genes which lead to 

NBIA have been identified: eight are autosomal recessive, 

one is autosomal dominant (neuroferrtinopathy), and one 

is X-linked dominant (Beta-propeller protein-associated 

neurodegeneration, BPAN).
1 

Both neuroferritinopathy 

(FTL gene) and aceruloplasminemia (CP gene) are linked 

to mutations in genes directly associated with iron 

homeostasis.
2,3

 The other forms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iron metabolism. They are involved in diverse cellular 

pathways: Pantothenate Kinase 2 (PANK2; Pantothenate 

kinase-associated neurodegeneration, PKAN), Phospholipase 

A2 group 6 (PLA2G6; Phospholipase-associated neuro-

degeneration, PLAN), C19orf12 (Mitochondrial membrane 

protein-associated neurodegeneration, MPAN), Coenzyme 

A synthase (COASY; Coenzyme A synthase protein-asso-

ciated neurodegeneration, CoPAN), and Fatty acid hydrox-

ylase 2 (FA2H; Fatty acid hydroxylase-associated neuro-

degeneration, FAHN) genes seem to be related to lipid 

metabolism and to mitochondria functioning, WDR45 

(Beta-propeller protein-associated neurodegeneration, 

BPAN) and ATP13A2 (Kufor-Rakeb syndrome) genes are 

implicated in lysosomal and autophagosome activity, 

while the DCAF17 (Woodhouse-Sakati syndrome) gene 

encodes a nucleolar protein of unknown function.
2,3

2. Phenotypic variability

NBIA patients commonly exhibit mixed dystonia, parkin-

sonism and spasticity.
1,4

 However, the clinical features of 

NBIA range from global neurodevelopmental delay in in-

fancy to mild parkinsonism in adulthood, with wide varia-

tion seen between and within the specific NBIA subtype, 

making the diagnosis of these rare diseases challenging.
1
 

The later onset forms of NBIA may also mimic the clinical 

presentations of other neurodegenerative diseases.
4
 

PKAN accounts for about 50% of all NBIA cases and may 

present in age-dependent phenotypes; the classic with ear-

ly onset and the atypical variant with later onset.
1
 The clas-

sic form is characterized by pyramidal (spasticity, hyper-

reflexia, extensor toes) and extrapyramidal featur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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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nent dystonia, and rapid progression.
5
 Gait and pos-

tural difficulties are often the presenting features develop-

ing around the first decade of life. Retinopathy are often 

present. The atypical variant presents in the second or 

third decade of life with less severe and slow-progressive 

extrapyramidal and pyramidal signs.
5
 Difficulties with 

speech and psychiatric symptoms with cognitive decline 

are often observed. Similar age-dependent presentations 

have also been recognized in PLAN; early childhood-onset 

form results in infantile neuroaxonal dystrophy with severe 

progression, whereas later-onset PLAN may be milder and 

present commonly with dystonia-parkinsonism without cer-

ebellar or sensory abnormalities.
1,4

 These examples high-

light the marked variability in clinical phenotype, and 

NBIA should be considered as a possible diagnosis in pa-

tients of any age and irrespective of family history.
4

3. MRI Clues for diagnosis

The diagnosis of NBIA is typically suspected once com-

patibl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eatures are 

identified along with representative clinical features.
6
 

Iron-sensitive sequences such as T2* and suscepti-

bility-weighted imaging are more sensitive for demon-

stration of brain iron accumulation.
1,7

 The established hall-

mark MRI features include hypointense lesions in the 

globus pallidus and substantia nigra on T2-weighted 

images.
4
 The SN and the GP naturally contain high iron 

concentrations and also have a high metabolic require-

ment, potentially predisposing these areas to iron-related 

damage.
2
 After iron deposition is identified on the MRI, 

the pattern of iron accumulation should be evaluated.
6
 In 

particular, the involvement of sites outside of the globus 

pallidus is important for diagnosis. 

In PKAN, iron-related MRI signal abnormalities are re-

stricted to the globus pallidus and substantia nigra, and al-

most invariably exhibit the 'eye of the tiger sign' in which 

a central hyperintense region in the globus pallidus is sur-

rounded by a hypointense region.
5
 In MPAN cases, pallid-

al hypointensity can be seen with hyperintense streaking 

in the region of the medial medullary lamina.
1,8

 In BPAN, 

the hypointensity is most pronounced in the substantia ni-

gra where it appears as a discrete linear streak. This same 

area on T1 sequences is surrounded by a hyperintense 'halo' 

extending to the cerebral peduncles.
1,8

 Neuroferritinopathy 

shows iron deposition in the dentate nuclei together with 

the globus pallidus and putamen and occasionally the 

caudate, thalami, and red nuclei.
7
 By contrast, acer-

uloplasminemia affects the simultaneous involvement of 

all nuclei, with no evidence of the cystic degeneration 

seen in neuroferritinopathy.
7
 

However, cases of genetically proven PLAN and 

Kufor-Rakeb syndrome patients have been described with 

no evidence of iron deposition on MRI, questioning the 

pathogenic role of iron.
4
 In some NBIA subtypes, addi-

tional features including cerebellar atrophy which is the 

most common neuroimaging finding in PLAN,
1
 diffuse T2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and thinning of the corpus 

callosum may be seen especially in more advanced 

disease.
4,6,7,8

 

4. Neuropathology

On a pathological level, iron accumulation may be ac-

companied by protein aggregates (e.g. Lewy bodies, hy-

perphosphorylated tau) and axonal swellings depending 

on NBIA subtype.
2
 For example, widespread alpha-synu-

clein-positive Lewy body pathology has been described in 

patients with PLAN.
4
 In addition, neuropathological ex-

amination of a patient with the MPAN has shown the 

presence of Lewy bodies, spheroids, and tau-positive tan-

gle patholog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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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ory Seizure

Joong Ko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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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ory seizures include wide range of severe seizures from drug resistant epilepsies to 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SE).  

In this topic, I will mainly discuss about severe categories of refractory seizures such as status epilepticus (SE). SE describes persistent 

or recurring seizures without a return to baseline mental status and is common neurologic emergency. SE can occur in the context of 

epilepsy or may be symptomatic of a wide range of underlying etiologies. The clinician’s aim is to rapidly institute care that simulta-

neously stabilize the patient medically, identifies and manages any precipitant conditions, and terminate seizures. Seizure manage-

ment involves emergent treatment with benzodiazepines followed by therapy with other anti-seizure medications. If seizures persist, 

refractory SE is diagnosed. Management options for refractory SE include additional anti-seizure medications or infusions of mid-

azolam or pentobarbital. If not controlled by such drugs, additional drugs such as ketamine and other medication can be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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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ible Coma

Jeong-Am Ryu, MD

Department of Critical Care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ere are many causes of coma. Although identification of the causes is important, physicians have to prioritize stabilization of vital 

sign in coma patients. Then physicians have to evaluate reversible causes of coma rapidly. A reversible causes can become irrever-

sible and make permanent brain damage if not promptly recognized and treated. There are three main mechanisms of coma are 

structural brain lesions, diffuse neuronal dysfunction, and psychiatric causes. A crucial point of neurological examination in coma pa-

tients is to identify lateralising or focal findings and confirm signs of brainstem dysfunction. Brain imaging is needed if the causes of 

coma are obscure or structural brain lesions are suspected. Physicians have to distinguish possibility of cerebrovascular causes, in-

fection of central nerve system,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and endocrinopathy if the causes of coma are obscure.

Key Words: Coma, Arousal, Awareness, Brainstem, Neurolog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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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혼수의 어원은 ‘kōma’이고 그리스어로 ‘깊은 잠(deep 

sleep)’을 의미한다. 조금 더 정확한 의학적 의미의 혼수는 

각성이 없고(absence of arousal)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경우(absence of awareness of self and 

environment)를 의미한다.1 즉, 혼수상태는 의식이 없고 환

자를 깨울 수 없으며, 통증 자극, 빛과 소리 등의 외부의 자

극에도 반응이 전혀 없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혼수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혼수의 원인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부손상, 심정지, 대

사성 요인들 등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2 이러한 혼수를 유발하는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

역적인 원인에 의한 혼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을 빨리 

찾아 교정하는 것이 중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혼수환

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기도확

보가 필요하며, 혈압과 심박수 등의 활력징후를 안정시키려

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2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

정되면 혼수의 원인에 대한 면 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종

설에서는 여러 혼수의 원인 중 가역적인 원인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론

각성(arousal)과 인지(awareness)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기능이다.3 각성에 있어서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물은 오름

그물활성계(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 ARAS)이

다. 이 시스템의 뉴런은 등쪽 교뇌(dorsal pons)와 중뇌

(midbrain)에서 기원해서 시상(thalamus)으로 연결되고 대

뇌겉질(cortex)로 투사된다.2,3 또한 대뇌겉질의 복합적인 작

용에 의해서 인지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오름그물활성계

는 환자의 의식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며, 이 오름그물활

성계의 일부 또는 연결이 손상되면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2 혼수의 원인은 구조적인 뇌손상, 광범위한 신경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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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병터
외상

경질막밑출혈, 경질막밖혈종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
뇌졸중에 의한 대뇌부종, 소뇌부종 
대뇌 정맥굴 혈전증
종양질환

일차뇌종양, 전이종양, 수막암종증
뇌수두증 및 증가된 두개뇌압
무산소뇌손상 (심정지환자의 자발순환 회복 후)
준임상적 발작(subclinical seizure)이나 비경련간질지속증
감염질환

수막염, 뇌염 , 뇌고름집 , 
기생충질환(낭미충증), 경질막밑축농

구조적 병터가 없는 경우(diffuse neuronal dysfunction)
대사질환

전해질불균형, 간성혼수, 요독혼수, 산염기장애 , 저오스몰 , 
고오스몰 , 과탄산혈증

내분비 질환
갑상샘기능장애 , 뇌하수체기능장애, 저혈당 , 당뇨병케톤산증 , 
부신위기

베르니케 뇌병증
고체온, 저체온
약물중독

마약, 알코올 , barbiturate나 기타 진정제, 일산화탄소, 
항경련제 ,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악성 증후군 , 세로토닌 증후군
정신질환(Psychogenic unresponsiveness)

히스테리성 혼수
꾀병

Table 1. 혼수의 가역적인 원인들

능장애(diffuse neuronal dysfunction), 정신성 무반응(psy-

chogenic unresponsiveness)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 중 가역적인 혼수의 원인을 Table 1에 분류하였다. 구조

적인 뇌손상은 외상, 뇌혈관질환, 뇌종양, 수두증 등과 대부

분 연관이 있고, 광범위한 신경절 기능장애는 대사성 뇌병증

(metabolic encephalopathy)과 연관이 있다. 가역적인 혼수

의 원인을 빨리 찾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수의 원인

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가역적인 원인은 영구

적인 뇌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급성경막밑혈종

(acute subdural hematoma) 환자에게 혈종을 수술로 빠르

게 제거하면 예후가 좋을 수 있지만 진단과 수술이 늦어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슷하게 심각한 저혈당이 지

속된 경우에는 혈당을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4,5

 한편,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혼수

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혼

수는 많지 않다.
2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의식저하

를 보이는 경우 과다한 약물 복용, 약제부작용 또는 항정신

병약물 악성 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세로

토닌 증후군(serotonin syndrome) 등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6
 한편 양쪽 시상 경색(thalamic stroke)같이 구조적인 

뇌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경우

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이러한 이유로 정신과적인 요인에 

의한 혼수로 진단하는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하며, 충분한 

내과적, 신경과적 진찰이 필요하다. 

혼수환자를 진단하기에 앞서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다면 활력징후를 안정화하는 초기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승압제 투여 등

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혈압이 낮은 경우 빨리 정맥주사로

(intravenous line)를 확보하고 normal saline이나 balanced 

solution을 투여하고 혈압상승제(vasopressor)를 지속투여 

해야 한다. 또한 동반된 hypoxemia나 hypoglycemia가 있으

면 교정해야 한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었다면 혼수의 

원인에 대해 면 히 조사해야 한다. 초기 진단에 중요한 요

소는 병력청취,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와 진단검사

(laboratory tests)이다. 병력청취와 신체검사는 혼수의 원인

이 구조적인 뇌병터에 의한 것인지, 광범위한 신경절 기능장

애(diffuse neuronal dysfunction)에 의한 것인지, 정신과적

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우선 

보호자에게 의식이 나빠진 과정 또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병력을 청취해야 한다. 이때는 의식이 나빠진 시간, 최근의 

문제점(두통, 위약, 현훈), 최근의 뇌손상, 내과적 질환(열, 

당뇨병, 신장병, 심장병, 간질환), 복용하던 약물에 대해 

물어본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신체진찰과 신경학적 진찰

(neurological examination)을 시행한다.
7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편측화(lateralizing) 

또는 국소적 이상(focal finding)을 찾고 뇌줄기의 기능이상

(brainstem dysfunction)을 발견하며, 뇌줄기의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 그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혼수환자들은 정상 뇌줄기 반사를 보이고, 통증자극을 피하

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있어 편측화된 비정

상적인 운동반응(motor response)은 구조적인 뇌병터를 시

사할 수 있는 소견이다. 만약 비정상적인 동공반사, 각막반

사 등의 비정상적인 뇌줄기 반사가 관찰된다면 더욱더 뇌

병터를 국소화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뇌줄기 증후군

(brainstem syndrome)은 intrinsic brainstem disease와 brain-

stem displacement syndrome으로 나눌 수 있다. Intrinsic brain-

stem lesion은 폄근 또는 굽힘근 자세(extensor or flex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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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uring), 스큐편위(skew deviation, vertical misalignment 

of the eyes), 동공수축(miosis) 또는 동공부등(anisocoria), 

비정상적인 눈안뜰반응(abnormal oculovestibular response) 

등의 특징을 보인다. Brainstem displacement syndrome은 

대뇌반구나 소뇌의 구조적인 병변의 덩이효과(mass effect) 

때문에 가운데로 또는 편측화 되어 나타날 수 있다. 뇌줄기 

반사는 병변의 국소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뇌줄기 반사

를 평가하기 위해 동공반응(크기, 반응성, 대칭성), 각막반사, 

눈머리반사(oculocephalic reflex, doll’s eyes), 눈안뜰반사

(oculovestibular reflex, cold caloric testing), 구역반사, 기

침반사등을 시행해야 한다. 동공의 모양, 크기 및 좌우대칭 

상태와 동공빛반사(light reflex)는 뇌줄기와 눈돌림신경의 기

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뇌줄기 반사의 이

상 중에서 특히 동공빛반사의 소실과 동공부등(anisocoria)

은 구조적인 뇌병변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8
 병터의 위치

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동공이상을 초래한다. 대사성 질환

에 의해서는 동공빛반사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특

히 동공빛반사가 한쪽만 이상이 있는 경우는 중뇌나 눈돌림

신경에 구조적 병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환자에게 atropine

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리학적 홍채마비가 초래된다. 무산소

손상에 의한 동공확장에서는 콜린제제인 1% pilocarpine을 

점안하면 동공수축이 발생하지만, 약리학적 홍채마비인 경

우에는 동공이 수축되지 않는다. 목의 피부를 꼬집어서 동공

확장이 나타나는 것을 섬모체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라 

하는데, 교감신경경로를 검사하는 데 이용된다. Barbiturate, 

succynylcholine 등의 약물로 동공빛반사가 사라지기도 한다.
9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건강한 환자들을 마취할 때 vecuro-

nium이나 pancuronium 같은 신경근육차단제를 사용하더라

도 동공빛반응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10

 따

라서 신경근육차단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공빛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진정제는 동공빛반사를 소

실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저체온증과 급성 무산소증도 동

공빛반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9

양안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대부분 동측 대뇌의 

frontal eye field의 구조적인 병터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안구의 치우침은 frontal eye field로부터 parapontine 

reticular formation(PPRF)의 까지 경로 중 어느 부분을 손상 

받더라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쪽으로 양안의 

forced deviation을 보인다면 동측의 대뇌반구의 병터이거나 

반대측 교뇌 병터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간질발작의 경

우에는 간질발작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병터와 반대방향으

로 양안의 치우침을 볼 수 있다.
2
 Disconjugate eye move-

ment는 제3 또는 제6뇌신경, 그리고 뇌줄기 병변 자체에서

도 가능하다. 하지만 양안이 아래로 치우치는 경우 큰 국소

화 가치는 없다. 이는 양측 시상 또는 시상하부의 병변처럼 

뇌줄기 병변에서도 가능하나 대사성 뇌병증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안이 위로 치우치는 경우는 수면상태, 간질발작, 

또는 뇌줄기 병터에서도 보일 수 있어 역시 국소화 가치는 

작은 편이다. 반면에 스큐편위(skew deviation)는 뇌줄기 병

터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스큐편위가 관찰되는 경우에 뇌영

상검사를 시행하여 구조적인 병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

지만 간혹 드물게 간성혼수환자에게서 일시적인 스큐편위를 

관찰할 수 있으며, 간성혼수가 좋아지면 스큐편위가 사라질 

수 있다.
11

 한편 안구운동의 이상은 뇌병변을 국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Spontaneous roving eye movement

는 뇌줄기가 정상일 가능성을 더 시사한다. 눈운동에 대한 

대뇌겉질의 조절이 소실되면 수의적 홱보기(saccade)가 나

타나지 않는다. 뇌줄기가 이상이 없다면 눈꺼풀은 닫힌 상태

이고 양쪽 눈의 간격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천천히 표류하듯 움직이는 roving eye movement를 보일 수 

있다. 이 눈운동은 수의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 눈운동

이 관찰되면 진성 혼수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혼수의 정

도가 깊어지면서 이 눈운동은 사라진다. 이후에 눈머리반사

가 그리고 마지막에 눈안뜰반사가 사라진다.
9
 눈찌운동(ocular 

bobbing)은 교뇌의 급성 병터를 염두해야 하지만 다른 뇌병

터나 대사성 뇌병증에서도 가능하다. 눈찌운동은 양쪽 눈이 

빠르게 아래로 움직이다가 서서히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양상을 보이며,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중뇌와 숨뇌의 돌발파

신경세포중추(burst neuron center)가 이 눈운동의 형성 기

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찬물로 온도눈떨림검사를 하면 눈

찌운동의 진폭과 빈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한쪽 눈찌운동

(monocular bobbing, paretic bobbing)에서는 한쪽 눈이 빠

르게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때 반대쪽 눈은 안쪽으로 돌아가

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한쪽 신경섬유다발 눈돌림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양쪽 눈 

어느 쪽이든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이향눈찌운동(dysconjugate 

ocular bobbing)은 눈돌림신경마비가 없어도 나타날 수 있

다.
9

대사성 혼수에 의해 양쪽 사이뇌의 기능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빛에 반응하는 작은 동공을 보인다. 이를 사

이뇌동공(diencephalic pupil)이라고 한다. 시상하부 손상 시

에는 병터와 같은 쪽에서 동공이 수축되고 같은 쪽 몸에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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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지 않게 된다. 중뇌 덮개(midbrain tectum)나 덮개앞 

영역(pretectal area)의 병터에서는 뒤맞교차(posterior com-

missure)를 침범하여 동공빛반사가 소실된다. 이때 동공의 

크기는 중간정도이거나 약간 크고, 자동적으로 크기가 커졌

다 작아졌다하는 동공동요(hippus)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의 목을 꼬집으면 섬모체척수반사에 의해서 동공의 크

기가 더 커진다. 중뇌 뒤판(midbrain tegmentum)의 병터는 

눈돌림신경핵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동공조임근이 불규칙적

으로 수축한다. 이 결과 동공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중뇌 동

공편위(midbrain corectopia)를 초래한다. 양쪽 동공의 크기

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동공의 크기는 중간 정도이며 동

공빛반사나 섬모체척수반사가 없다. 심한 뇌혈관 병터에 의

해 눈돌림운동섬유나 동공운동섬유가 손상되면 동공은 난원

형이 되고 동공빛반사는 소실된다. 난원형을 보이는 이유는 

동공조임근의 마비가 균일하지 않고 동공확장근의 대항효과

가 일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교뇌출혈 등에 의해서 내

림교감신경로가 차단되면 동공의 크기가 축소되는 pinpoint 

pupil이 관찰된다. 이는 교감신경로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부교감신경경로가 흥분되기 때문이다. 동공의 크기는 아주 

작다.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확대경으로 관찰하면 빛

에 대한 반사로 동공이 수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교뇌

나 숨뇌의 가쪽 또는 척수의 배가쪽에 있는 병터에 의해서 

Horner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동공이 수축된다.
9

천막뇌이탈(Uncal herniation)에서 압박 받고 있는 동측의 

눈돌림신경이 먼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측 동

공이 먼저 커지게 되고, 동측의 cerebral peduncle이 눌려서 

반대측의 편마비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약 10%에

서 반대측 동공이 먼저 커질 수도 있다(falsely localising).
12

 

또한 반대측 cerebral peduncle이 압박되는 Kernohan notch 

phenomenon 때문에 동측 편마비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13

 

높거나 낮은 뇌압 때문에 발생하는 가돌림신경마비(sixth 

nerve palsy)는 병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 환자가 pin-

point pupil을 보이는 경우 교뇌 병변 외에도 opioid 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 고혈압, 빈맥, vertical 또는 rotatory nys-

tagmus가 있는 경우 케타민, phencyclidine과 같은 dissociative 

agent 사용을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downbeat nystagmus

의 경우 드물게 항경련제 등의 독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

지만 대부분 소뇌병터(damage of the midline structures of 

the cerebellum)나 뇌줄기의 구조적 병터에서 유발될 수 있

어 주의해야 한다.
14

 증가된 침분비, 눈물흘림(lacrimation), 

기관지 분비물(bronchial secretion), 발한(diaphoresis)과 실금

(incontinence)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콜린성제제(cholinergic 

agent) 사용을 의심할 수 있다. 진정제와 수면제 독성의 경우 

정상적인 활력징후(benzodiazepine), 무호흡과 심혈관계 허

탈(barbiturate)과 간질발작(γ-hydroxybutyrate)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2

안뜰신경(vestibular nerve)은 안구운동과 긴 히 연결되

어 있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수평반고리관이 

흥분되고 이 자극이 교뇌를 건너 왼쪽 눈의 외전근과 오른쪽 

눈의 내전근을 수축시켜 눈을 머리 돌린 반대방향인 왼쪽으

로 움직인다. 만일 안뜰신경, 외전신경, 눈돌림신경이 기능

을 하지 못하는 뇌줄기부전(brainstem failure)에서는 doll’s 

eye reflex가 관찰되지 않는다.
7
 Cold caloric test는 뇌줄기

의 기능을 판단하는 간단하고 정확한 검사이다. 외상에 의해

서 외이도가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검사

를 시행할 수 있고, 경추 손상이 동반되거나 의심되어 doll’s 

eye reflex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30도 세우면 수평반고리관은 수직으로 놓

이게 되어 귀에 찬물을 넣을 때 반고리관 안에 대류가 일어

나 반고리관의 기능은 억제되게 된다. 이때 반대측의 전정자

극은 유지되어 눈동자는 찬물을 주입한 방향으로 서서히 돌

아가게 된다. 만일 의식이 있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반

대쪽으로 향하는 안진이 발생한다. 의식이 없다면 단순히 동

측으로 편위된다.
7
 혼수환자에서는 안진(nystagmus)이 관찰

되지 않을 것이고, 안진은 정상적인 대뇌겉질 기능을 암시하

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혼수에서는 안진이 관찰될 수 있다.
1

혼수 환자의 호흡양상도 잘 관찰해야 한다. 뇌병터의 위치

에 따라서 혼수환자에서는 구별되는 호흡양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체인-스톡 호흡(Cheyne-Stokes respiration)은 뇌줄

기의 손상 없이 발생하며, 양쪽 대뇌반구에 넓게 퍼진 대뇌

겉질병터에 의해 일어날 수 있고 중뇌보다 상부에 병터가 있

을 때에 나타난다. 양쪽 시상의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양쪽 

대뇌반구에서 상부 교뇌로 내려오는 경로에 병터가 있는 경

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9
 또한 광범위한 신경절 기능장애

(diffuse neuronal dysfunction), 기관지 천식,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2
 이 호흡 양상은 호흡구동

(respiratory drive)이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에 대한 의존성

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는 앞뇌(forebrain)에 의한 조

절이 사라진 상태로 혈중의 이산화탄소의 과축적이 과다호

흡을 초래하고 이어서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떨어지면 호흡을 더 이상 자

극하지 않고 무호흡 시기가 잇달아 동반된다.
9
 Rostrocau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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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ioration으로 호흡이 나빠지는 상황을 보고 뇌간의 손상

을 판단할 때 중뇌단계(midbrain stage)는 동공도 중간 정도

로 확장(mid-dilated)되고, 호흡도 과호흡형태로 일어나는 데 

비해, 교뇌단계(pons stage)는 동공도 바늘만큼 축소되고

(pinpoint pupil) 호흡은 무호흡성(apneustic)으로 나빠진

다.
7
 하부 교뇌와 상부 숨뇌에 병변이 있는 경우 호흡이 군집

하여 발생하는 양상이 불규칙하게 연속되는 군발호흡

(cluster breathing)을 보일 수 있다. 실조호흡(ataxic breath-

ing)은 완전하게 불규칙한 호흡 형태로서 등가쪽 숨뇌에 손

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기와 지속 시간이 다양한 들

숨을 보이는 가쁜 호흡이 무호흡 시기와 섞여 있다. 따라서 

호흡의 심방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호흡기능상실을 

보이기 전 임종 상태의 환자에게서 종종 관찰될 수 있다.
9

자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무런 자극 없는 상태에서 발꿈

치, 손목, 발목의 위치를 확인한다. 가래제거 후 기침과 같은 

자신의 자발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손톱에 통증

을 주어 나타나는 반응도 볼 수 있다. 왼쪽과 오른쪽, 팔과 

다리에서 나타나는 자세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왼쪽은 피질제거자세(decorticate posture)가 나타나고, 

오른쪽은 대뇌제거자세(decerebrate posture)가 나타난다면 

왼쪽 적핵(red nucleus)은 아직 기능을 하며 오른쪽 적핵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른쪽의 뇌줄기 침범이 더욱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 원인은 추체

외로 경로(extrapyramidal tract) 중에서 extensor를 지배하

는 적핵경로(rubrospinal tract)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외의 

망상척수 경로(reticulospinal tract)는 여전히 살아 있어 flex-

or보다는 extensor가 더욱 힘을 받게 되며 척수의 전각세포

에서는 신전근의 흥분을 일으키며 팔꿈치를 피는 신전반응

을 보이게 된다.
7

일반적으로 혼수환자들에게 있어서 혈당,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수치, 혈액응고요소(coagulation factors), 전해질, 신

장과 간 그리고 갑상선 기능평가, 암모니아 수치, 동맥혈가

스분석(ABGA) 등을 측정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aemogobinaemia)이 의심되는 경

우에는 Co-oximetry가 필요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에서는 혈

액검사에서 carboxyhemoglobin을 측정할 수 있다. 혈소판

감소자색반(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을 선별

하기 위해서 blood smear가 필요할 수 있다(fragmented er-

ythrocytes, elevated serum lactate dehydrogenase). 혈장 

암모니아 수치로 간성혼수를 진단하는 것은 민감도와 특이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중 암모니아 수치에 의한 간성혼수

의 진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15,16

 Valproate-induced 

encephalopathy에서도 높은 암모니아 수치가 관찰될 수 있

다. 환자가 대사성 산증이 있고, 음이온차이(anion gap)가 

증가한다면 주로 ketone, uremia, lactate, toxin에 의한 대사

성 산증을 의심할 수 있다. 만약 중추신경계의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혼수환자에 있어 뇌영상(brain imaging)을 시행 할 

필요는 없다. 뇌영상검사는 진단이 모호하거나, 신경학적인 

진찰상 구조적인 뇌병터가 의심되는 경우, 두부외상이 선행

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한다. 뇌영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할 경

우에는 반드시 신경학적인 진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2
 컴퓨터

전산화단층촬영(CT)은 치료 가능한 뇌혈관질환과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PRES) 등을 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자기공명

영상(brain MRI)이나 vascular imaging이 필요하다. 특히 

vascular imaging은 뇌바닥동맥 폐쇄(basilar artery occlu-

sion), 혈관수축(vasoconstriction), 대뇌 정맥굴 혈전증

(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등을 진단하는데 필요

하다. 특히 환자가 간질발작을 하고 두통과 동맥분지의 지배

영역에 맞지 않는 신경학적 이상을 호소한다면 대뇌 정맥굴 

혈전증을 의심하여 non-invasive cerebral venography가 필

요하다. 주산기 여성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뇌 정맥굴 혈전증을 의심해야 한다.

패혈증환자는 저혈압이나 저산소증, 또는 중추신경계 감

염이 없더라도 뇌병증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neuro-

nal dysfunction은 아마도 증가된 vascular permeability와 

neuro-inflammation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7

 즉, 특별한 

뇌병터가 없더라도 패혈증 환자에서는 septic encephalop-

athy가 동반될 수 있다. 신부전과 간부전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diffuse neuronal dysfunction 때문에 의식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 질환이 회복되면 

의식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계통발생학적으로 나중에 형성

된 뇌의 구조물이 대사성 손상(metabolic injury)에 더 취약

하기 때문에 대사성 손상이 있으면 고위겉질기능(higher cort-

ical function)과 주의범주(attention span)가 초기에 소실된

다. 떨림, 자세고정불능(asterixis), 근육간대경련(myoclonus)

등의 불수의운동은 독성 대사성 뇌병증(toxic-metabolic en-

cephalopathy)이 있을 때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대칭적 운동

이상 소견과 함께 과다호흡(hyperventilation) 혹은 호흡저하

(hypoventilation)와 산염기 이상 등은 대사혼수의 특징적 소

견이다. 대사성 뇌병증에서 발생하는 떨림은 거칠고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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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8-10 헤르츠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다. 진폭은 환자가 

손을 뻗어서 들고 있을 때 가장 크다. 자세고정불능(asterixis)

은 자세를 유지하는 긴장도를 짧은 순간에 잃는 것이다. 손

을 손목에서 손등굽힘(dorsiflexion) 자세를 취하게 하고 손

가락들을 펴고 벌린 상태에서 유지하면 퍼덕이는 운동이 발

생한다. 특히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이 있는 

혼미상태의 환자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혼수상태로 진행

하면 점차 약해진다. 중뇌병터(midbrain lesion)에 의해서도 

자세고정불능(midbrain asterixis)이 발생하는데 그물형체장

애에 의한 자세조절의 소실이 원인이 된다. 때때로 양쪽 자

세고정불능이 교뇌의 중간부위나 중뇌의 양쪽 병터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다발근육간대경련(multifocal myoclonus)

이 발생할 때는 갑작스런 불규칙한 근육수축이 처음에는 하

나의 근육에서 발생하고 이어서 다른 근육으로 퍼져나간다. 

이는 얼굴과 팔다리의 몸쪽에 있는 근육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으로는 요독증(uremia), 고삼투압고혈당혼수(hyper-

osmolar-hyperglycemic coma), 이산화탄소혼수(carbon dioxide 

narcosis), 고용량 페니실린(penicillin) 정맥주사 등이 있다. 

전신근육간대경련(generalized myoclonus)은 대개 무산소손

상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몸 중심축의 근육을 침범한다. 갑

자기 근육이 수축하여 환자가 주기성을 가지고 움찔거린다. 

자극에 민감하고 불규칙하며 양쪽 얼굴과 팔다리에 짧은 근

육수축으로 나타난다. 무산소손상을 받은 당일에 가장 심하

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완화된다. 무산소손상에 의한 

대뇌겉질과 뇌줄기의 손상은 전신근육간대 경련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병리상태이고 예후가 좋지 않다.
9

뇌파검사는 의식저하 환자의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뇌파는 정신성 무반응(psychogenic unresponsiveness)을 감

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환자가 nystagmus-like eye 

movement, myoclonic jerks, 허공을 응시, 입맛 다시기(lip 

smacking), 씹기(chewing), 눈깜박임(blinking) 등을 보인다

면, 간질발작의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패혈증이나 무산소 

뇌손상을 받은 혼수환자들 중에서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가 발생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18

 몇몇 연

구에서 응급실에서 의식저하를 보인 환자들 중 6-8%에서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를 보였다.
19-21

 따라서 환

자가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또는 minimally 

symptomatic convulsive status epilepticus가 의심된다면 반

드시 뇌파를 촬영해야 한다. 만약 혼수 환자가 기관삽관되어 

진정제(sedative)를 사용하고 있거나 paralytic agent를 사용

하고 있다면 임상적인 간질발작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

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내분비 질환과 티아민(thiamine) 결핍은 매우 드문 치료 

가능한 혼수의 원인이다. 내분비 갑상샘 질환 중 storm과 

myxoedema coma의 경우 모두 의식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Thyroid storm의 경우 빈맥, 발열과 다른 갑상샘과다증

(hyperthyroidism)의 전조증상이 도움이 되며, myxoedema 

coma의 경우 저체온, 저혈당, 다른 갑상샘기능저하의 전조 

증상이 감별에 도움이 된다. 패혈증이 thyroid storm과 myx-

oedema coma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급성 뇌하수

체 된출혈(acute pituitary apoplexy)의 경우 대부분 뇌하수

체 샘종(pituitary adenoma)의 출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내과적인 응급상황이 될 수 있어 빠른 치료

가 필요하다. CT로 진단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MRI를 촬

영할 수 있다. 약 20%의 Addison’s disease 환자에서 의식저

하가 동반된다. 부신 위기(adrenal crisis)는 급격한 혈압저하

를 일으키고 내과적인 응급상황을 유발한다. 저혈당, 서맥, 

저혈압이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티아민 결핍은 알

코올 중독 환자, 암환자, 비만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발생

할 수 있는데, 급성 뇌병증(acute encephalopathy)과 함께 

실조(ataxia), 눈근육마비(ophthalmoplegia), 젖산 산(lactic 

acidosis)이 동반될 수 있다. 티아민 결핍이 의심되면 검사결

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티아민을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결  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혼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혼수환

자를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 활력징후를 안정화시

키는 일이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되면 혼수의 원인을 빨

리 찾아 교정 가능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교정 가능한 원

인이라도 진단이 늦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인 뇌손상

을 초래할 수 있다. 혼수환자의 진찰에서 편측화 또는 국소

화 징후는 없는지, 뇌줄기 반응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수의 원인이 외상 및 구조적인 뇌병터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영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혼수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뇌영상검사를 고려해야 하며, 중

추신경계의 감염은 아닌지,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가능성은 없는지 다른 호르몬 대사 이상은 아닌지를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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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육질환: 최신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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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affecting muscle and nerve are very heterogeneous and complex. These disorders are often associated with a wide range of 

functional deficits and progressive disablility, which induce major negative impact on patients’ quality of life. There is a rapid ex-

pansion in knowledge about neuromuscular disorders recently. In this article, we discuss recent advances in neuromuscular disorders, 

highlighting the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of thes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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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신경영상, 면역학, 유전학 분야 등 여러 과학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신경근육질환 분야에서도 발병기전, 

진단 및 치료 등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뤄졌다. 신경근육질환 

분야의 새로운 지식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임상에 접목되어 환자 진료에 이용되고 있어, 

최신지견의 이해가 임상가들에게도 필요하다. 여기서는 지

난 한 해 동안 신경근육질환에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

들을 신경근육접합부, 근육병증, 신경병증 순으로 간략히 기

술하려고 한다.

본  론

신경근육접합부 질환

신경근육접합부는 신경의 전기적인 신호를 화학적 신호로 

바꾸어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 

Ca2+ channel, acetylcholine receptor, muscle specific ty-

rosine kinase (MuSK), agrin, low-density lipoprotein re-

ceptor-related protein 4 (LRP4), cortactin 등 많은 단백질들

이 관여한다.1 전신형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약 80%에서는 

anti-acetylcholine receptor antibody가 양성이며 anti-ace-

tylcholine receptor antibody 음성 환자의 절반 정도는 an-

ti-MuSK antibody가 양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형 중

증근무력증 환자의 10-15%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

사를 통하여 anti-acetylcholine receptor antibody와 an-

ti-MuSK antibody가 모두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 최근에 이런 double seronegative 전신형 중증근무력증

에서 LRP4에 대한 항체가 확인되었고, 그 이후 agrin 및 cor-

tactin에 대한 항체도 확인되었다.2-4 이들 항체들과 중증근무

력증의 발병기전과의 연관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후속 연구들의 결과가 기대되며, 중증근무력

증의 진단과 발병기전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자가항체의 발견도 예상된다. 

Lambert-Eaton myasthenic syndrome (LEMS) 환자의 대부분

에서 P/Q-type voltage-gated calcium channels (VGCCs)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며, 이 항체가 VGCCs에 결합하여 LEMS 

환자들의 근력약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LEMS IgG가 P/Q-type VGCCs에 작용을 한다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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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최근 영국 연구자들에 의하여 LEMS 

IgG가 P/Q-type VGCCs에 작용을 하여 신경전달물질의 분

비를 억제함이 밝혀졌다.
5
 LEMS의 발병기전의 이해에 큰 도

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증근무력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가 드물지 않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민에 대한 진료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중증근무

력증 환자들에서 골다공증과 당뇨병의 위험도가 증가함이 

밝혀졌다.
6,7

 중증근무력증 환자가 일반인들에 비하여 골다공

증이 발생할 위험도는 약 2배,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도는 약 

1.3배 높았다. 당뇨병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만 위험도가 증가하였지만, 골다공증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중증근무

력증 환자 진료 시에 골다공증과 당뇨병 등 합병증의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들의 

수행이 요구된다.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치료 목표 설정이 쉽

지 않음을 절감하게 된다. 일본에서 시행된 건강관련-삶의 

질과 치료 목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치료 목표 설정에 도

움이 될 만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중증근무력증 환자 640

명을 약 2년간 추적한 결과 prednisolone 용량을 5 mg/day 

이하로 유지하면서 minimal manifestation이거나 그 이상의 

치료 후 결과 얻은 경우 건강관련-삶의 질이 높았다.
8
 중증근

무력증 환자를 진료하는 많은 의사들이 minimal manifes-

tations (MM) status or better with prednisolone 5 mg/day 

를 치료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필자도 이와 같은 생

각이다. 다른 신경근육질환들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듯 

중증근무력증에서도 새로운 치료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보체 C5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eculizumab의 위약대조 이중

맹검 2상 임상시험이 수행되었고 eculizumab은 중증근무력

증의 근력약화를 개선시켰으며 안정성에서도 큰 문제가 없

었다.
9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시행 중이

다. 중증근무력증은 만성 질환으로 현재까지의 치료는 모두 

장기간 치료를 지속하여야 한다. 이를 개선하여 짧은 기간의 

치료로 질병을 완치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그중 anti-

gen-specific immunotherapeutic vaccine 개발이 진행 중이

다. 이에 대한 개념은 acetylcholine receptor antibody, B 

cell receptor, T cell receptor에 대한 vaccine을 개발하여 중

증근무력증 환자들에서 acetylcholine receptor antibody와 

연관된 B cell과 T cell의 기능 변화를 유도하여 질병을 완치

하는 것이다.
10

 중증근무력증의 동물모델에서는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11,12

 임상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성 자가면역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근육병증

근육병증 분야에서도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근육 MRI, 유전학 검사, 면역학 연구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질환들

의 새로운 유전자를 확인하거나 임상 표현형을 더욱 명확하

게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불치의 

영역으로 받아 드려지던 근이영양증이나 봉입체근염에서도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uller 등은 matrin-3 연관 말단 근육병증 (distal myo-

pathy) 환자 16명의 임상양상, 근육 MRI 소견, 근육조직검사

의 특징을 조사하여 이 질환의 표현형을 명확히 하였다. 

Matrin-3 연관 말단 근육병증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하며 

자주 몸의 중심, 몸쪽, 그리고 호흡근을 침범하였지만 성대

마비는 없었다. 이전에 이 질환이 운동신경원질환과 연관되

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운동신경침범의 

증거는 없었다.
13

 성인 발병 centronuclear myopathy 중 

BIN1 유전자 이상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임상양상, 근육조직

검사, 근육영상검사, 유전자검사, 단백질검사 및 기능 연구

가 수행되었고, 이를 통하여 상염색체우성으로 유전하는 성

인 발병 centronuclear myopathy의 경우 membrane tubula-

tion의 장애가 있음이 밝혀져 membrane trafficking의 이상이 

이 질환의 발병기전으로 드러났다.
14

 또한 SCN4A Mutation 

T704M과 연관된 hyperkalemic periodic paralysis 환자 7명

을 대상으로 근육 MRI를 시행한 연구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기존에 임상양상으로만 추정하던 hyperkalemic periodic 

paralysis에서 chronic progressive myopathy의 존재를 영상

학적으로 증명을 하였다.
15

 봉입체근염의 경우 손가락 굽힘

근의 근력약화 등 선택적인 근육침범이 특징적이다. Tasca 

등은 봉입체근염 환자들에서 근육MRI를 촬영하여 특징적인 

영상 패턴을 소개하였고 이런 영상소견을 이용한 봉입체근

염 진단이 매우 정확함을 보여주었다.
16

 봉입체근염은 진단

이 쉽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 다른 염증성 근육병증의 

경우 anti-Jo-1 antibody 등 진단에 도움을 주는 biomarker가 

발견되었지만 봉입체근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최

근 봉입체근염 환자들에서 Anti-cytosolic 5’-nucleotidase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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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가 발견되어 혈청학적 biomarker로 이용될지 귀추

가 주목된다. 이렇듯 임상양상, 근육 MRI, 근조직검사, 유전

학검사, 면역학검사 등을 이용하여 근육질환의 표현형을 명

확히 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발병기전의 이해가 깊어지고 근육질환의 진단 정확도가 향

상될 수 있다. 

최근 유전자검사 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유전성 

근육병증의 유전학적 진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

존에는 임상양상을 통하여 의심 유전자를 판단하고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비슷한 표현

형을 보이는 질환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

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17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의 진단 정확성에 대한 검증도 요

구된다. 적어도 비교적 흔한 질환의 경우 표현형과 유전형이 

일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전자검사 방법을 검

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Dysferlinopathy는 이에 적합한 질

환으로 targeted next-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한 유전

학적 진단이 정확하며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최

근에 보고되었다.
18

 Dysferlinopathy 이외의 다른 적합한 유

전질환에서도 이와 같은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염증성 근육병증 이외의 다른 근육질환에서는 치료방법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과학의 발전으로 불치의 

영역에 있던 근육질환들에서도 치료방법들이 새로 개발되고 

있다. 우선 듀센근이영양증의 경우 exon-skipping을 이용하

여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는 dystrophin

이 표현되도록 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완화시키려는 유전자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19

 노나카 근육병증으로 알려져 있

는 GNE myopathy는 sialic acid 대사 이상이 이 질환의 발병

기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기전을 바탕으로 하여, sialic 

acid(6’-sialyllactose)를 이용한 치료법이 동물모델에서 근육 

위축 정도를 줄이고 근력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20,21

 이 결과

를 바탕으로 GNE myopathy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Bimagrumab은 activin re-

ceptor type II를 억제하여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기능을 향

상시키는 작용이 있다. 봉입체근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pilot 연구에서 bimagrumab은 위약에 비하여 허벅지근육량

을 증가시켰고 6 minute walking distance가 향상되었다.
22

신경병증

전통적으로 신경병증은 축삭병증과 수초병증으로 구분하

였다. 하지만 길랑바레증후군의 연구를 통하여 축삭병증과 

수초병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되었

다. 이를 설명하고자 최근 ‘nodopathy’라는 개념이 소개되었

다. 이는 신경손상이 주로 node of Ranvier에 국한되어 나타

나는 질환군을 의미하며,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1) nodop-

athy는 병태생리학적 스펙트럼으로 일시적인 전도차단에서 

축삭변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 (2) 전도차단은 paranodal 

myelin의 박리, node lengthening, sodium channel의 기능

장애, 물과 이온의 항상성 변화, 혹은 axolema polarisation

의 이상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다. (3) 전도차단은 temporal 

dispersion 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회복되기

도 한다. (4) 전도차단 이후 상황에 따라 축삭변성이 나타난

다.
23

Charcot-Marie-Tooth 병(CMT)과 연관된 유전자는 지금까

지만 해도 80개 정도가 밝혀졌다. 따라서 CMT 환자들의 유

전자 검사 접근 방법을 정하는데 원인 유전자 돌연변이의 특

성 규명이 요구된다. 최근 17,000명 이상의 CMT 환자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PMP22, GJB1, MPZ, 

MFN2 네 가지 유전자 이상이 전체 대상환자의 약 95% 정도

를 차지하였다.
24

 따라서 CMT 환자의 초반 유전자 검사에 

위 네 가지 유전자를 포함하고 이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다

른 드문 유전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다.

새로운 약물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약물과 연관된 신경

병증도 그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 다발성골수종과 림프종의 

치료에 이용하는 bortezomib 또한 신경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최근 시행된 meta-analysis를 살펴보면 bortezomib을 

사용한 환자의 약 1/3에서 신경병증이 발생하였고, relative 

risk는 약 5배 정도였다. 경구용 fluoroquinolone 사용 이후 

신경병증이 발생한 증례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연

관성은 밝혀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6200여 명의 남성을 대

상으로 한 역학연구를 통하여 fluoroquinolone을 사용중인 

경우 relative risk는 약 1.8, fluoroquinolone을 처음으로 사

용 중인 경우에는 relative risk가 약 2.1 나타나 fluo-

roquinolone가 신경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

졌다.

신경병 영역에서 초음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초

음파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CIDP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신경전도검사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

서 초음파는 신경이상 확인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았

다. 신경전도검사로 탈수초성 소견이 보이는 구간에서 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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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이상이 더 뚜렷하였으며, 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될 

경우 유병기간이 더 길었고, MRC sumscore가 더 낮았고, 

INCAT score가 더 높았고, 진행하는 CIDP를 보이는 경우가 

더 흔하였다.

결  론

의학의 다른 분야와 같이 신경근육질환 분야에서도 연구

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질병

의 이해가 깊어지고, 발병기전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진전

을 바탕으로 이전까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던 질환들에서 

치료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연구 동향과 발전에 대한 

이해가 신경근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

을 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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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동질환의 최신지견

최 성 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Update in Movement Disorders

Seong-Min Choi,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An urgent need exists to develop early diagnostic biomarkers to intervene at the onset of Parkinson’s disease (PD) and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that may slow or stop the course of PD. However, no presently available biomarker can predict 

the onset of PD, constitutes a definite diagnostic test, or identify the progression of PD.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ge-

netic factors underlying or contributing to PD offer the potential for monitoring susceptibility biomarkers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at risk individuals and possibly prevent the onset of disease through treatment. In this review, I will discuss the movement disorder 

update focusing on the biomarkers for PD and review some interesting articles published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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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상운동질환 관련 여러 연구 중에

서, α-synuclein을 포함한 파킨슨병 관련 단백에 관한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파킨슨병 생물표지

자(biomarker) 연구는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본 review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킨슨병 생물표지자 

연구 및 그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들, enteric α-synuclein의 

파킨슨병 생물표지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파킨슨병과 생물표지자

Biomarker Definitions Working Group에 의하면 ‘생물표

지자’란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병리학적 과정, 치료적 중

재에 대한 약리학적 반응 등에 대한 지표로서 객관적으로 측

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정의된다.1 아마도 가장 

좋은 (혹은 가장 유용한) 생물표지자는 민감하고, 재현 가능

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기술적

으로 실현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비침습적 이어

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2

그 동안 파킨슨병의 생물표지자에 관한 여려 연구들이 있

었으나 현재까지는 파킨슨병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파킨슨병

을 정확히 진단 할 수 있는 생물표지자는 아직 없는 상태이

다.3 파킨슨병의 진단은 대개 임상적 진단기준을 따르고, 확

진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므로,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파

킨슨병을 진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오진(misdiagnosis)을 동

반하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생물표

지자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생각된다.

파킨슨병은 임상증상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미 60%이상의 

도파민신경이 퇴화된 상태이므로, 파킨슨병의 진단에 이상

적인 생물표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파킨슨병의 운동증상과 

관련된 생물표지자 뿐만 아니라, 운동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인 prodromal, preclinical, premotor stage의 생물표지자 및 

더 나아가 파킨슨병의 발병위험이 높은 위험군을 진단할 수 

있는 생물표지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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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 생물표지자 연구들 (PARS study와 PPMI 
study)

PARS study는 Parkinson’s Associated Risk Syndrome 

Study의 약자로서 파킨슨병 환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일

차적으로 후각검사를 이용하여 선별 한 후, 이상이 보이는 

경우 beta-CIT 영상을 이용하여 파킨슨병 발병 위험군을 구

분해 내는 연구이다.
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파킨슨병 

고위험군은 파킨슨병과 연관된 유전적 위험인자를 가질 수 

있고, 후각장애, 위장관 기능이상, 시력, 인지기능장애, 우울

증 등과 같은 초기 비운동증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파킨슨병의 운동증상 발생 이

전에 일어나는 임상적인 그리고 생화학적인 변화들을 알아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선별을 통해 발견된 cohort는 파킨

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출 수 있는 약제의 임상시험에

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발표된 최근의 결과

를 보면, 후각저하(hyposmia)와 함께 파킨슨병의 위험인자 

인 남성, 변비 등을 조합하면 DAT uptake가 감소된 at risk 

PD 환자를 잘 발견할 수 있었고,
5
 후각저하에 전반적 인지기

능, 특히 수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 감소된 경우 DAT 

uptake가 감소되어 있는 PD at risk 군을 잘 가려낼 수 있었

다.
6

PPMI study는 Parkinson Progression Marker Initiative의 

약자로서 400여명의 최근에 진단된 파킨슨병 환자와 200명

의 건강 대조군을 대상으로 해서 파킨슨병의 진행과 연관된 

여러 가지 생물표지자를 평가하는 5년간의 관찰연구이다.
7
 

이 연구는 standardized data acquisition protocol을 이용하

여 21개의 clinical site에서 환자 및 대조군의 임상 및 영상 

자료, 생체샘플 생물표지자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진행과 관련된 생물표지자를 알아보고, 이를 질병 변

경 치료(disease modifying therapy)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표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치료받지 않은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서 새로운 진단기준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의 빈도는 9% 정도로서 이전 보고보다 빈도가 낮았으

며, 우울증, 불안, 무감동(apathy) 등의 빈도는 건강 대조군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8
 또한 파킨슨병 환자뿐만 아니라 

SWEDDs(Scans Without Evidence of Dopaminergic 

Dysfunction)군도 대조군에 비해 비운동증상이 더 흔하였으

며, 심지어 자율신경장애 및 기립성 저혈압은 파킨슨병 보다 

더 흔하였다.
9
 따라서 SWEDDs 군은 단순히 정상군이 아닌 

아직 그 병태생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하나의 환자군으로 

생각된다.

3.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뇌척수액 생물표지자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측정한 퇴행성신경질

환 관련 단백이 생물표지자로 활발히 연구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뇌척수액에서의 α-synuclein 및 

amyloid-β, tau 단백 들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련된 여러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의 뇌척수액 

amyloid-β1-42, total-tau, p-tau, α-synuclein 수준(level)이 정

상대조군에 비해 낮아져 있었다. 그러나 두 군의 단백 수준

은 겹치는 부위가 많아서, 특정 수치로 두 군을 감별하는 것

은 불가능해 보였다. 특히 파킨슨병의 운동증상과 관련해서 

뇌척수액 내의 α-synuclein, total-tau가 낮을수록 운동 증상

이 더 심한 경향을 보였고, PIGD (postural instability gait 

disturbance) 유형과 TD (tremor dominant) 유형을 비교했

을 때에는, PIGD 유형에서 뇌척수액 amyloid-β, p-tau 수준

이 낮았으며, 뇌척수액 α-synuclein 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10

최근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도 파킨슨병 환자의 뇌척수액

에서 α-synuclein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이는 아마도 알츠하

이머병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amyloid-β1-42 수준이 낮은 이유

와 같이 레비소체(Lewy body)내에 α-synuclein이 축적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임상증상과 관련해서는 뇌척수액 amy-

loid-β1-42 수준이 낮을 수록 인지기능은 더 악화되었으며, 뇌

척수액 α-synuclein과 p-tau가 높을 수록 인지기능 및 운동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이것은 아마도 퇴행되고 있는 신경에

서 이러한 단백들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

었다.
11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에는 여러 가지 resting state func-

tional connectivity brain network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파킨슨병 환자는 특히 SMN (sensorimotor 

network)가 감소되어 있다.
12

 뇌척수액 α-synuclein 수준은 

이러한 brain network 와도 관련되어, 뇌척수액 α-synuclein

이 낮을수록 SMN network connectivity가 붕괴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13

4. 파킨슨병 생물표지자로서 enteric alpha-synu-
clein의 가능성

연하곤란, 위마비(gastroparesis), 변비, 배변장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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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issue observation PD Control
Myenteric
 plexus

Wakabayashi 1988
Gold 2013

Bottner 2012
Bottner 2012
Gray 2014‡

Post-mortem

surgical

Lewy body
α-syn
α-syn

phospo-α-syn
α-syn

1/7 (14%)
10/10 (100%)

-
-
-

0/24 (0%)
40/77 (52%)
13/13 (100%)
11/13 (85%)
10/10 (100%)

Submucosal
 plexus

Gold 2013
Bottner 2012

Lebouvier 2010
Pouclet 2012
Bottner 2012
Gray 2014‡

biopsy

surgical

α-syn
α-syn

phospo-α-syn
phospo-α-syn
phospo-α-syn

α-syn

10/10 (100%)
-

21/29 (72%)
4/9 (44%)

-
-

40/77 (52%)
13/13 (100%)

0/10 (0%)
0/10 (0%)
8/13 (62%)

10/10 (100%)
Mucosal nerve
 fibers

Schannon 2011
Visanji 2015
Pouclet 2012
Visanji 2015
Gray 2014‡

biopsy

surgical

α-syn
α-syn*

phospo-α-syn
phospo-α-syn*

α-syn

9/9 (100%)
19/22 (86%)
3/9 (33%)

22/22 (100%)
-

2/24 (8%)
11/11 (100%)

0/10 (0%)
11/11 (100%)
10/10 (100%)

‡Used the surgical specimens, accrued from patients with no diagnosed synucleinopathy who underwent colectomy or gastrectomy.
*Used the PET (paraffin-embedded tissue) blot, which degrades physiologic nonaggregated α-synuclein using proteinase K and enhances 
antigen retrieval allowing sensitive and selective detection of remaining protein aggregates.

Table 1. Sites of demonstrated alpha-synuclein and phosphorylated alpha-synuclein deposition in colonic tissue in Parkinson’s disease 

[modified from Visanji N et al. Mov Disord 2014]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ome of the connections 
involved in local enteric reflexes. [from Benarroch EE. Neurology 
2007]

위장관 기능장애는 파킨슨병의 중요한 비운동성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파킨슨병 환

자의 초기부터 vagus nerve의 dorsal motor nucleus가 침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enteric nervous system(ENS)의 기능

장애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14

 파킨슨병

의 병인 가설로 제시된 dual-hit hypothesis에 의하면,
15
 파킨

슨병을 유발하는 신경병리는 신경계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

는 코(olfactory bulb)와 장(gut)으로부터 기인할 것으로 생

각되며, 이는 Braak에 의한 파킨슨병 신경병리 단계의 초기

에 후각망울(olfactory bulb)과 vagus nerve dorsal motor 

nucleus를 침범하는 결과와도 관련된다.
16

 따라서 이러한 결

과로부터 파킨슨병 환자의 대장 조직에서 α-synuclein을 직

접 염색하는 것이 병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대장은 점막(mucosa), 점막하(submucosa), 근육층(mus-

cle layer) 등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장운동 및 분비를 

조절하는 장신경계(enteric nervous system)는 모든 층에 분

포하고 있고, 이는 장관근 신경총(myenteric plexus) 및 점

막하 신경총(submucosal plexus) 등 2개의 신경총(plexus)

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이전부터 여러 연구에서 대

장조직에서 α-synuclein 염색한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러

한 결과들은 대장의 조직검사가 파킨슨병의 생물표지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과도 연관된다(Table 1). 파킨슨병

에서 α-synuclein의 침착은 장관근 신경총, 점막하 신경총, 

점막 신경섬유(mucosal nerve fiber) 등에서 관찰된다. 전형

적인 점막 생검(mucosal biopsy)은 일반적으로 점막과 점막

하 신경섬유를 포함하며, 때때로 점막하 신경총을 포함하기

도 한다.
17

 따라서 일반적 생검만으로도 점막이나 점막하 부

위에서 α-synuclein 염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년 전부터 파킨슨병 환자의 대장 조직을 α-synuclein 염

색하면 대조군에서 보이지 않은 염색부위가 관찰된다는 보

고가 있어 왔으나,
18,19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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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염색은 정상 대조군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서,
20

 이러한 

방법이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에 유용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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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omodulator drugs and symptom management. Neuromyelitis optica (NMO) is an inflammatory CNS syndrome distinct from MS 

that is associated with serum aquaporin-4 immunoglobulin G antibodies (AQP4-IgG). This article will provide new concepts of treat-

ment, diagnostic criteria, and risk factors of demyelinating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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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다발성경화증의 진단 기준이 재정립이 되고 새로운 

치료약제도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치료 약제의 도입에 따른 치

료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2004년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환자의 혈청에서 특정 항체(NMO-IgG)가 발

견되고, 2005년 그 항체가 aquaporin-4 (AQP4)에 대한 항체

임이 밝혀지면서 NMO가 MS와 다른 병리 기전을 가지는 독

립된 질환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2015년 새로운 진단 기준이 

발표되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되어온 여러 연구 중 

탈수초질환의 대표질환인 MS와 NMO의 진단, 위험 인자 그

리고 새로이 제시된 치료개념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1) 새로이 도입된 치료개념: No evidence disease activity 

(NEDA) 

예전부터 MS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는 relapse rate 감소, 

disease progression 억제, MRI에서 보이는 disease burden

의 감소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재발성 

MS (relapsing remitting MS; RRMS)에서 좀 더 효과적인 약

물들이 개발됨에 따라 치료 목표가 disease-free state 또는 

no evidence of disease activity (NEDA)로 바뀌고 있다. 

Disease-free 개념은 anti-tumor necrosis factor 약물과 같은 

disease-modifying therapies의 도입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적용되었고, NEDA는 암이나 감염질환

에서 치료가 free of disease를 가져온다는 개념에서 시작되

었다.1 MS에서는 underlying disease activity를 충분히 평가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disease-free status 보

다는 NEDA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다. NEDA는 치료효과 평

가에 있어 가장 엄격한 기준이고, 질병의 완전한 관해를 의

미한다. MS에서 NEDA의 개념이 도입된 rationale는 MS 치

료 목표가 no signs of disease activity; neither new re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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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Donald 2001 McDonald 2005 MAGNIMS proposal
DIS (on either baseline 
or follow‐up MRI)

3 or more of: 3 or more of:
≥ 1 lesion in each of ≥ 2 
characteristic locations:

≥ 9 T2 lesions or ≥ Gd‐enhancing 
lesion

≥ 9 T2 lesions or ≥ Gd‐enhancing 
lesion

PV

≥ 3 PV lesions ≥ 3 PV lesions JC
≥ 1 JC lesions ≥ 1 JC lesions PF
≥ 1 PF lesions ≥ 1 PF lesions or spinal cord lesion Spinal cord
1 cord lesion can replace 1 brain 
lesion

Any number of cord lesions can be 
included in total lesion count

All lesions in symptomatic regions 
excluded in BS and SC syndromes

DIT
1) ≥ 1 Gd‐enhancing lesion at least 

3 months after CIS onset (if not 
related to CIS)

1) ≥ 1 Gd‐enhancing lesion at least 
3 months after CIS onset (if not 
related to CIS)

1) Simultaneous presence of 
asymptomatic Gd‐enhancing and 
nonenhancing lesions at any time

　
2) A new T2 lesion with reference 

to a prior scan obtained at least 
3 months after CIS onset

2) A new T2 lesion with reference to 
a prior scan obtained at least 30 
days after CIS onset

2) A new T2 and/or Gd‐enhancing 
lesion on follow‐up MRI irrespective 
of timing of baseline scan

DIS: dissemination in space, Gd: gadolinium, PV: periventricular, JC: juxtacortical, PF: posterior fossa, SC: spinal cord, BS: brainstem, DIT: 
dissemination in time.

Table 1. MRI criteria for dissemination in space and time for multiple sclerosis

ses, disability progression nor new/enlarging white matter 

lesions 이기 때문이다. 즉 NEDA는 MRI에서 new or enlarg-

ing T2 병변이나 T1 조영증강 병변이 없어야 하고, sustained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score progression

이나 임상적 재발이 없어야 한다.
2
 NEDA는 disease modify-

ing drugs (DMT) post-hoc 연구에서 outcome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었다.
2-4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2-4

 

active RRMS군에서 high-dose immunosuppressive therapy 

와 autologous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후에 지속

적인 관해가 유지되었다.
5
 NEDA는 RRMS에서 좀 더 효과적

인 약물을 도입하기 위한 임상연구에서 중요한 2차적인 out-

come measure으로 여겨진다.
4
 NEDA나 disease-free status 

를 분석하는 간격은 임상시험의 기간과 time point에 따라 

24주부터 3년까지 다양하다. 최근 population-based cohort 

연구에서는 1년 후에 약 반수의 환자에서 NEDA 기준을 만

족하였고, 2년째의 NEDA 상태가 다른 각각의 지표보다 5년 

후의 disability의 stability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향후 

NEDA에 patient-related outcome measures, focal grey mat-

ter disease activity, a whole and/or a regional brain atro-

phy metric과 뇌척수액 neurofilament levels 등의 fluid bio-

markers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8

 

2) 진단 기준

2006년에 임상적 단독증후군(Clinically isolated syndrome, 

CIS) 환자를 대상으로 interferon을 투약한 BENEFIT 연구에

서는, placebo군에 속한 CIS 환자의 85%가 2년 이내에 

Macdonald 기준에 부합하는 CDMS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밝

혀져, MS의 조기진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9
 2010년에 

MAGNIMS (유럽 다발성 경화증 MRI 연구회)에서는 Macdonald 

기준을 다시 한 번 수정하였다(Table 1).
10
 공간적 파종의 조

건으로 뇌실주위, 측피질(juxtacortical), 천막하부, 척수 네 

개의 부위 중 두 군데 이상에서 1개 이상의 T2 병변을 만족

하도록 간소화하였고, 조영증강 병변에 관한 조항을 빼서 진

단의 민감도를 높였다. 시간적 파종에 대한 기준에서는 기저 

사진과 비교하여 시기에 상관없이 새로운 T2 또는 조영증강 

되는 병변이 발생하거나, 시기에 상관없이 조영증강 되는 병

변과 조영증강 되지 않는 병변이 함께 존재하면 이를 만족시

키는 것으로 하여 MS 진단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게 하였

다. 이러한 진단기준은 2009년 Rovira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루어졌는데, CIS 발병 후 단 한 번의 MRI 촬영만으로, T2 병

변과 조영증강 되는 병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조영증강 

되는 병변 이후에 T2 병변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적 

파종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간주 하였다.
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아시아 MS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아시

아에서는 MS를 진단하는데 있어 시신경척수염을 감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신중

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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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gender
Caucasian race
Genetic

HLA DR15/DQ6, IL2RA and IL7RA alleles
Infections

Epstein–Barr virus (EBV) infection
Temperate climate
Low vitamin D level
Lack of sunlight exposure
Cigarette smoking

Table 2. Potential risk factors for multiple sclerosis. 

3) 위험인자(Risk Factor) 

(1) 유전적 요인

MS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

에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1차 친족 간 

(first-degree relatives)의 MS의 위험은 일반인들에 비해 약 

10-50 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nkage analysis 연구에

서 여러 유전자가 위험인자로 밝혀졌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HLA DR15/DQ6 allele가 있다.12,13 최근에는 alleles of inter-

leukin-2 receptor alpha gene (IL2RA)과 interleukin-7 re-

ceptor alpha gene (IL7RA)이 발견되었다.13 그러나, under-

lying susceptibility에 대한 유전적 요인은 대부분 밝혀지지

는 않았고,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 Vitamin D

최근 MS의 발병률이 적도에서 멀수록 높아진다고 알려지

면서, 햇볕에 노출되는 정도가 MS의 발병위험요인 중 하나

로 대두되고 있다. 2003년 Tasmanian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

구에서 어린 시절 태양에 노출이 많이 된 경우 MS의 발병률

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14 Vitamin D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MS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발

표되면서 Vitamin D의 MS 보호 효과가 보고되었다.15,16 MS

의 완화시기에 비해 재발시기에서 혈중 Vitamin 수치가 현저

히 감소되었으며, 면역학적 관찰결과 활성화된 Vitamin D는 

IL-10 생산세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반면, pro-inflammatory 

cell IL-6 및 IL-17 분비세포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17

(3) EBV (Epstein-Barr virus)

MS의 발병에 각종 바이러스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 십 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EBV와 MS의 연관성이 대두 되고 있다. MS 환자들 중, EBV 

감염의 기왕력이 소아에서는 약 15배 높고, 성인에서는 약 

30배 높다.18 그러나, 고위험 지역에서 저위험 지역으로 이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다른 감염이나 감염 

이외의 다른 인자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역학 

관찰연구에서 위생상태가 좋고 어릴 적에 감염기왕력이 적

었던 선진국에서 자가면역질환(T-helper 1 mediated, and 

allergy; T-helper 2 mediated)이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다 

(hygiene hypothesis).19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도시지역 보

다 시골지역에서 MS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

한다.20

(4) 흡연

여러 연구에서 흡연과 MS의 위험도 및 병의 활동도의 관

련성을 보고하였다.
21

 MS 발병에 대한 흡연의 odds ratio는 

약 1.5로 흡연은 MS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21,22

 흡연은 유전적 요인과 다른 환경학적 요인과 함께 다

발성경화증의 susceptibility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s; NMOSD)

1) 진단기준(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for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s)

2006년, 2007년도 revised NMO criteria에 이어 2015년에 

International Panel for NMO Diagnosis (IPND)에서 NMOSD

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23

 

(1) 몇 가지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① NMO와 NMOSD는 임상양상이나 면역병리기전, 치료

가 동일하며 incomplete NMO에서 NMO로 바뀌는 경우도 

흔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진단기준에서 NMO와 NMOSD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NMOSD로 통일하였다. ② NMOSD with 

or without AQP4-IgG로 나눈다. 새로운 revised criteria는 

AQP4(+) detection에 의해서만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

양상, 혈청소견, 신경영상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을 하도록 

만들었으므로, AQP4(-)인 환자들도 포함해야 한다. ③ 단발

성 NMOSD에 대한 정의는 수십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단발성”을 정의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부

족하다. IPND에서는 약 index attack 후 5년간 재발이 없는 

경우로 권장하였다. ④ 재발은 약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로 하였다. ⑤ 과거에 사용하던 optico-sp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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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criteria for NMOSD with AQP4‐IgG
1. At least 1 core clinical characteristic

1. Optic neuritis
2. Acute myelitis
3. Area postrema syndrome: episode of otherwise unexplained hiccups or nausea and vomiting
4. Acute brainstem syndrome
5. Symptomatic narcolepsy or acute diencephalic clinical syndrome with NMOSD‐typical diencephalic MRI lesions
6. Symptomatic cerebral syndrome with NMOSD‐typical brain lesions 

2. Positive test for AQP4‐IgG using best available detection method (cell‐based assay strongly recommended)
3. Exclusion of alternative diagnoses

Diagnostic criteria for NMOSD without AQP4‐IgG or NMOSD with unknown AQP4‐IgG status
1. At least 2 core clinical characteristics occurring as a result of one or more clinical attacks and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At least 1 core clinical characteristic must be optic neuritis, acute myelitis with LETM, or area postrema syndrome
(b) Dissemination in space (2 or more different core clinical characteristics)
(c) Fulfillment of additional MRI requirements, as applicable

1. Acute optic neuritis
(a) brain MRI : normal findings or only nonspecific white matter lesions, OR
(b) optic nerve MRI: T2‐hyperintense lesion or T1‐weighted gadolinium‐enhancing lesion extending over 

>1/2 optic nerve length or involving optic chiasm 
2. Acute myelitis: requires associated intramedullary MRI lesion extending over ≥3  contiguous segments (LETM) OR 
≥3 contiguous segments of focal spinal cord atrophy in patients with history compatible with acute myelitis
3. Area postrema syndrome: requires associated dorsal medulla/area postrema lesions 
4. Acute brainstem syndrome: requires associated periependymal brainstem lesions 

2. Negative tests for AQP4‐IgG using best available detection method, or testing unavailable
3. Exclusion of alternative diagnoses

Table 3. NMOSD diagnostic criteria for adult patients

MS (OSMS)는 NMOSD로 대체하였다. 

(2) 임상양상

AQP4-IgG가 양성인 NMOSD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1개 

이상의 중요 임상양상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임상양상은 

NMOSD를 좀 더 시사하는 소견으로 여겨진다 (Table 3). ① 
시신경염이 있으면서 동시에 양측성으로 발생하거나 optic 

chiasm을 침범하는 경우, altitudinal visual field defect, se-

vere residual visual loss (acuity 20/200 or worse)를 보이면 

좀더 NMOSD를 시사한다. ② 급성 척수염이 있으면서 com-

plete (rather than partial) spinal cord syndrome, especially 

with paroxysmal tonic spasms을 보이면 좀 더 NMOSD를 

시사한다. ③ Area postrema syndrome은 episode of other-

wise unexplained hiccups or nausea and vomiting을 특징

으로 한다. ④ Brain stem syndrome은 ocular motor dys-

function, long tract signs, ataxia 등을 포함한다. ⑤ 
Symptomatic narcolepsy or acute diencephalic clinical syn-

drome with NMOSD-typical diencephalic MRI lesions. ⑥ 

Symptomatic cerebral syndrome with NMOSD- typical brain 

lesions은 encephalopathy, hemiparesis, cortical visual loss 

등을 포함한다. 

AQP4-IgG가 음성인 경우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주요 임상증

상이 1회 이상의 clinical attack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적어도 1개의 주요 임상증상은 시신경염, 급성 LETM, 

또는 area postrema syndrome 중에 있어야 한다. ② 공간적 

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affecting different neuro-

anatomical regions; ≥2 different core clinical character-

istics)을 만족해야 한다. ③ 추가적인 MRI 요구사항을 만족

해야 한다. 여기서 추가적인 MRI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a) 급성시신경염

(i) Brain MRI에서 정상소견이거나 또는 비 특이적인 백질

병변 (only nonspecific white matter lesions) 또는 (ii) Optic 

nerve MRI에서 optic nerve MRI 에서 T2 병변 또는 T1 조영

증강 병변이 시신경 전체 길이의 1/2을 넘어서는 침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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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flags (clinical/laboratory)
1. Clinical features and laboratory findings

Progressive overall clinical course (neurologic deterioration unrelated to attacks; consider MS)
Atypical time to attack nadir: less than 4 hours (consider cord ischemia/infarction); continual worsening for more than 4 
weeks from attack onset (consider sarcoidosis or neoplasm)
Partial transverse myelitis, especially when not associated with LETMMRI lesion (consider MS)
Presence of CSF oligoclonal bands (oligoclonal bands occur in <20% of cases of NMO vs >80% of MS)

2. Comorbidities associated with neurologic syndromes that mimic NMOSD
Sarcoidosis, established or suggestive clinical, radiologic, or laboratory findings thereof (e.g., mediastinal adenopathy, fever 
and night sweats, elevated serum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or interleukin‐2 receptor levels)
Cancer, established or with suggestive clinical, radiologic, or laboratory findings thereof; consider lymphoma or 
paraneoplastic disease (e.g., collapsin response mediator protein‐5 associated optic neuropathy and myelopathy or 
anti‐Ma‐associated diencephalic syndrome)
Chronic infection, established or with suggestive clinical, radiologic, or laboratory findings thereof (e.g., HIV, syphilis)

Red flags (conventional neuroimaging)
1. Brain

a. Imaging features (T2‐weighted MRI) suggestive of MS (MS‐typical)
Lesions with orientation perpendicular to a lateral ventricular surface (Dawson fingers)
Lesions adjacent to lateral ventricle in the inferior temporal lobe
Juxtacortical lesions involving subcortical U‐fibers
Cortical lesions

b. Imaging characteristics suggestive of diseases other than MS and NMOSD
Lesions with persistent (>3 mo) gadolinium enhancement

2. Spinal cord
Characteristics more suggestive of MS than NMOSD

Lesions <3 complete vertebral segments on sagittal T2‐weighted sequences
Lesions located predominantly (>70%) in the peripheral cord on axial T2‐weighted sequences
Diffuse, indistinct signal change on T2‐weighted sequences (as sometimes seen with longstanding or 
progressive MS)

Table 4. Red flags: Findings atypical for NMOSD 

optic chiasm 침범한 경우.

(b) 급성 척수염 (spine MRI)

(i) LETM (long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또는 (ii) ≥
3 contiguous segments of focal spinal cord atrophy in pa-

tients with history compatible with acute myelitis인 경우.

(c) Area postrema syndrome은 dorsal medulla/area 

postrema lesions과 관련되어야 한다. 

(d) Acute brainstem syndrome은 periependymal brain-

stem lesions과 관련되어야 한다.

NMOSD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적

어도 1개의 뚜렷한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어야 한다. 무증상 

AQP4-IgG seropositive 상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둘째, NMOSD-compatible MRI lesions이 있는 무증상의 환

자는 NMOSD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어느 임상증상도 NMOSD에 pathogmonic 하지 않다. 따라

서 AQP4-IgG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한 번의 임상증상으

로는 NMOSD로 바로 진단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

정증상들은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Table 4). 예를 들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천천

히 진행하는 임상 경과는 NMOSD에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

에 이러한 경과는 대표적인 red flags이다. 따라서 AQP4-IgG

의 결과와 상관 없이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다른 질환이 배제

되었을 때, NMOSD로 진단이 가능하다. 

(3) 신경영상 및 신경생리검사

뇌, 시신경, 척수의 여러 양상들이 NMOSD를 강력히 시사

한다고 알려져 있다(Table 5). 

급성 척수염과 관련된 척수의 LETM은 가장 특이적인 

NMOSD의 신경영상 소견이며 성인의 MS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이 병변은 전형적으로 중앙의 회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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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al cord MRI, acute
LETM lesion associated with acute TM

Increased signal on sagittal T2‐weighted (standard T2‐weighted, proton density, or STIR sequences) extending over 3 or more 
complete vertebral segments 
Central cord predominance (more than 70% of the lesion residing within the central gray matter)
Gadolinium enhancement of the lesion on T1‐weighted sequences (no specific distribution or pattern of enhancement is 
required)

Other characteristic features that may be detected
Rostral extension of the lesion into the brainstem
Cord expansion/swelling
Decreased signal on T1‐weighted sequences corresponding to region of increased T2‐weighted signal

Spinal cord MRI, chronic
Longitudinally extensive cord atrophy (sharply demarcated atrophy extending over ≥3 complete, contiguous vertebral segments and 
caudal to a particular segment of the spinal cord), with or without focal or diffuse T2 signal change involving the atrophic segment

Optic nerve MRI
Unilateral or bilateral increased T2 signal or T1 gadolinium enhancement within optic nerve or optic chiasm; relatively long lesions 
(e.g., those extending more than half the distance from orbit to chiasm) and those involving the posterior aspects of the optic nerves 
or the chiasm are associated with NMO

Cerebral MRI: NMOSD‐typical brain lesion patterns (increased signal on T2‐weighted MRI sequences unless otherwise noted)
Lesions involving the dorsal medulla (especially the area postrema), either small and localized, often bilateral, or contiguous with an 
upper cervical spinal cord lesion
Periependymal surfaces of the fourth ventricle in the brainstem/cerebellum
Lesions involving the hypothalamus, thalamus, or periependymal surfaces of the third ventricle
Large, confluent, unilateral, or bilateral subcortical or deep white matter lesions
Long (1/2 of the length of the corpus callosum or greater), diffuse, heterogeneous, or edematous corpus callosum lesions
Long corticospinal tract lesions, unilateral or bilateral, contiguously involving internal capsule and cerebral peduncle
Extensive periependymal brain lesions, often with gadolinium enhancement

Table 5. Neuroimaging characteristics of NMOSD

을 침범하고 척수의 swelling, T1에서 중앙의 저음영을 나타

내며, 조영증강을 나타낸다. 또한 braistem까지 extension하

는 특징이 있다.25,26 반대로 MS의 척수병변은 일반적으로 1

개의 vertebral segment 정도이거나 이보다 짧고, 주로 dor-

sal column과 같은 주변부의 백색질에 위치한다.27 그러나 

AQP4-IgG 양성인 NMOSD의 약 10% 정도(7%-14% of initial 

and 8% of subsequent myelitis attack)에서는 이러한 LETM

을 만족하지는 않는다.26,28 시신경염 attack시에는 fat-sup-

pressed T2 orbital MRI, 특히 조영증강 T1에서 양성을 나타

낸다. 양측 시신경침범, 특히 뒤쪽 신경(optic chiasm) 침범, 

시신경 전체 길이의 약 50% 이상의 긴 병변은 NMOSD를 보

다 시사하는 소견이다. 

2006년 진단기준에 다르면 뇌 MRI는 정상소견을 보이거

나, 오직 비특이적인 백질 병변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24 

Longitudinal 연구에서 NMOSD의 약 60% 환자가 무증상의 

백질 병변을 보이며, 16% 정도에서 Barkhof MS MRI 기준을 

만족한다.25,29 MS를 시사하는 뇌 MRI 백질병변은 NMOSD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red flag로 NMOSD으로 진단하

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MS와 NMOSD

를 감별하는 MRI 특징은 ① lesions of the dorsal medulla/ 

area postrema, periependymal regions in the brainstem 

and diencephalic structures, ② cerebral hemispherese, ③ 
long lesions spanning much of the length of the corpus 

callosum ④ corticospinal tracts이다. Large, confluent, 또

는 tumefactive cerebral lesions은 NMOSD를 어느 정도 시

사하지만, 특히 AQP4-IgG 음성인 환자에서 이 병변 단독으

로는 atypical MS 병변과 구별이 어렵다.30 또한 전형적인 

MS를 시사하는 뇌 MRI 소견(perpendicular orientation of 

periventricular lesions (Dawson fingers), periventricular le-

sions located in the inferior temporal lobe, and cortical le-

sions)은 NMOSD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7T 

MRI로 cortical 병변(frequent in MS but absent in NM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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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백질병변(MS plaques are periventricular and traversed 

by a central venule whereas NMOSD lesions are subcortical 

and lack a central venule) 양상이 두 질환의 구별점이라는 

연구도 있지만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방법

이고, validation도 필요하다. 다른 신경영상 검사, 예를 들어 

nonconventional MRI,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vis-

ual evoked potentials 등은 근거와 특이도, 신뢰도 등이 떨

어지기 때문에 이번 2015년 진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4) AQP4-IgG serologic and other laboratory testing

AQP4-IgG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cell-based 

serum assays (microscopy or flow cytometry-based de-

tection)가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현재까지는 가장 최적이라

고 생각된다(mean sensitivity 76.7% in a pooled analysis; 

0.1% false-positive rate in a MS clinic cohort).
31

 임상 양상 

및 뇌 MRI는 NMOSD를 시사하지만 AQP4-IgG 음성인 환자

나 측정이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에는 NMOSD 진단이 종종 

어려운 경우가 있다. Monophasic NMO인 경우, relapsing 

NMO 보다 AQP4-IgG 양성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8

 또한 AQP4-IgG 음성인 환자 중 소수에서 myelin oli-

godendrocyte glycoprotein (MOG) 항체가 발견되고, 임상

적으로 AQP4-IgG 양성 환자와 다른 경우가 있다(younger 

age, less frequently female, and less likely to relapse). 

Kitley 등은 AQP4-IgG 음성인 NMO/NMOSD 환자 27명 중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의 환자가 MOG 항체 양성을 보였으

며, 이 환자들은 심각한 시신경염 또는 LETM을 나타냈고, 

급성 발병시 고용량스테로이드 또는 혈장교환술 치료에 좋

은 반응을 보였으며, 급성기 치료 후 MRI 소견은 정상화되었

고, MOG 항체는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32

 AQP4-IgG 음

성이면서 clinical and neuroimaging features of NMOSD 를 

보이는 환자 중에 일정 비율은 MOG 항체 및 다른 항체들이 

질병의 병리기전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명확히 규

명되지는 않았다.
33

혈청에서 AQP4-IgG는 음성이면서 뇌척수액에서 AQP4-IgG 

양성인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굉장히 드물다.
34
 따라서 혈

청에서 AQP4-IgG 음성인 환자에서 뇌척수액 AQP4-IgG 검

사를 routine으로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뇌척수액 oli-

goclonal bands가 음성인 경우 MS보다는 NMOSD 를 시사

하며, 양성인 경우 red flag이지만, 민감도와 특이도는 중간 

정도이다.
35 

뇌척수액에서 염증세포가 50/uL 이상은 NMOSD

를 MS와 구별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incidence approx-

imately 35% in NMOSD).
35

 또한 뇌척수액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도 진단과 예후에 대한 중요한 bio-

marker 후보 물질로 거론된다.

결  론

MS와 NMOSD는 국내에서 유병률이 낮은 희귀 질환이고, 

그 개념이 세워지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 병

리기전이나 진단, 치료에 대한 정설이 확립되지는 않은 상태

이다. 새로운 치료개념이나 진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어 임상의들이 환자를 진단하

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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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CLEAN, ESCAPE, EXTEND-IA, SWIFT- 
PRIME, REVASCAT

As a breakthrough year for acute stroke treatment, five 

recent trials (MR CLEAN, ESCAPE, EXTEND-IA, SWIFT- 

PRIME, REVASCAT) demonstrated the efficacy of 

intra-arterial thrombectomy. These successful trials used 

stent retrievers in common, which may lead to the better 

reperfusion rate (58%~88%) and lower times to 

reperfusion (4.0-4.2 hours) compared with earlier trials. 

Documented arterial occlusion (proximal MCA or distal 

ICA) on baseline imaging (CTA, usually) was required for 

enrollment, which more likely to show benefit from 

endovascular therapy. In general, benefits were clear in 

patients receiving r-tPA before intra-arterial thrombectomy, 

therefore r-tPA should not be withheld if the patient meets 

criteria. It is probable that favorable results occur when 

intra-arterial thrombectomy is performed in a well- 

organized stroke center by a 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team that extends from the prehospital stage to the 

endovascular suite, minimizes time to recanalization, uses 

stent-retriever devices, and avoids general anesthesia. In 

summary, intra-arterial thrombectomy is potently effective 

and should be offered to patients who have documented 

occlusion, have a relatively normal CT scan, and can have 

intra-arterial thrombectomy within 6 hours of last seen 

normal.

BRIDGE, ORBIT-AF

It is uncertain whether bridging anticoagulation is 

necessary for patients with NVAF who need an 

interruption in warfarin treatment for an elective operation 

or elective invasive procedure. In BRIDGE trial, compared 

with bridging group, no-bridging group was noninferior 

in terms of arterial thromboembolism (0.4% vs. 0.3%; P 

=0.01 for noninferiority), while superior in terms of major 

bleeding (3.2% vs. 1.3%; RR 0.41; 95% CI 0.20-0.78; P= 

0.005 for superiority). Prospective ORBIT-AF registry also 

did not support the use of routine bridging because 

bleeding events were more common in bridging than in 

non-bridging group (5.0% vs. 1.3%; adjusted OR 3.84; 

P<0.0001). 

ARIC cohort

Subclinical brain infarctions and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have been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for strok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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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However, lesions smaller than 3mm are typically 

ignored. According to ARIC cohort study, stroke risk 

tripled with lesions smaller than 3 mm compared with no 

lesions (HR 3.47; 95% Cl 1.86-6.49; P<0.001). Very small 

cerebrovascular lesions may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s for stroke and death. 

CADISS

Extracranial carotid and vertebral artery dissection is an 

important cause of young-adult stroke, however, treatment 

is not standardized. CADISS trial enrolled 250 patients (118 

carotid, 132 vertebral), and ipsilateral stroke recurrence 

occurred in only 4 patients (2%) at 3 month. Efficacy of 

antiplatelet or anticoagulant therapy did not show 

difference to prevent stroke or death (2% vs. 1%; P=0.63)

IMPROVE-IT

IMPROVE-IT trial enrolled 18,144 patients with acute 

coronary syndrome and followed-up for 7 years. LDL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in simvastatin-ezetimibe group as 

compared with simvastin-monotherapy group. Composite 

outcome occurred 32.7% in the simvastatin-ezetimibe 

group, as compared with 34.7% in the simvastatin- 

monotherapy group (HR 0.936; 95% CI 0.89-0.99; P= 

0.016). Among endpoints, ischemic stroke reduction was 

most significant (HR 0.79; 95% CI 0.67-0.94; P=0.008). 

When added to statin therapy, ezetimibe resulted in 

incremental lowering of LDL cholesterol levels and 

improved cardiovascular outcomes including ischemic 

stroke.

AHA/ASA ICH guideline

Patients with ICH should have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for prevention of venous thromboembolism 

from admission. 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s are not 

beneficial. For ICH patients presenting with SBP between 

150 and 220 mm Hg and without contraindication, acute 

lowering of SBP to 140 mm Hg is safe and can be effective 

for improving functional outcom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following risk factors for ICH recurrence: (1) 

lobar location; (2) older age; (3) presence and number of 

microbleeds on gradient echo MRI; (4) ongoing 

anticoagulation; and (5) presence of apolipoprotein E ε2 

or ε4 alleles. Avoidance of long-term warfarin is 

recommended after warfarin-associated spontaneous lobar 

ICH. Anticoagulation after non-lobar ICH and antiplatelet 

monotherapy after any ICH might be considered, 

particularly when there are strong indications for these 

agents. Avoidance of oral anticoagulation for at least 4 

weeks might decrease the risk of ICH recurrence. If 

indicated, aspirin monotherapy can probably be restarted 

in the days after ICH, although the optimal timing is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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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66세 여자가 8시간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왼쪽팔다리의 

근력약화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특별한 과거병력이 

없는 자로 신경학적 진찰에서 환자의 정신상태검사는 정상

이었으나 왼쪽의 아래쪽얼굴마비, 말더듬증이 관찰되었고 

왼상지는 근위부와 원위부 모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MRC grade 1)였고 하지는 중력에 저항해서 다리를 겨우 들 

수 있는 정도였다(MRC grade 2). 감각장애는 보이지 않았고 

심부건반사는 왼쪽에서 증가되었고 바빈스키징후가 왼쪽에

서 양성이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오른쪽 다리뇌(pons)의 정중옆부위에 12 mmⅹ23 mm 크기

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Fig. 1A, 1B) 함께 시행한 자

기공명혈관조영술에서는 뇌바닥동맥 및 척추동맥에 뚜렷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를 Basilar branch athe-

romatous disease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아스

피린 300 mg,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300mg, 로슈바스

타틴(rosuvastatin) 20 mg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환자에게 

입원일 부터 병동에서의 재활치료, 그리고 입원 5일째 부터

는 치료실에서의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임상증상은 

뚜렷한 변화 없이 항혈소판제 병용요법(아스피린 300 mg, 

클로피도그렐 75 mg)과 스타틴 그리고 재활치료를 유지하며 

입원 9일째 재활의학과로 환자를 전과하였다. 입원 10일째 

오전 7시경 환자에게 갑작스런 의식장애와 호흡곤란이 발생

하였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5/60 mmHg, 맥박수는 분당 

84회, 호흡수는 분당 23회였다. 얼굴마스크로 산소를 

10L/min을 투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맥산소포화도는 78%

에 불과하였고 동맥혈검사에서 PaO2는 44.1 mmHg였다. 급

성 폐색전증 의심하에 시행한 폐전산화단층촬영검사에서 오

른쪽의 주폐동맥(main pulmonary artery)을 비롯한 양쪽의 

폐동맥에 다수의 색전이 확인되었고(Fig. 1C) 색전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시행한 하지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왼쪽 오금정맥(popliteal vein)에서 혈전이 확인되었다(Fig. 

1D). 급성 뇌경색 환자로 정맥내 혈전용해술은 출혈의 위험

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색전제거술(embolectomy)은 환자가 

거부하여 환자에게 즉시 정맥내 헤파린을 주사하였고 이후 

다행히 저산소증은 회복되었다. 환자는 이후 rivaroxaban 20 

mg을 유지한 채로 입원 40일째 상지의 근력은 MRC grade2 

하지는 MRC grade3로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고  찰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은 심근

경색과 뇌졸중 다음으로 흔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 백인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70-113명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고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이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에 비해서 약 2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2

 편마비가 있는 급성 뇌졸중환자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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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large paramedian pontine infarction was seen on 
brain MRI (A, B). Chest CT revealed huge emboli (arrow) almost 
blocking right main pulmonary artery (C) and lower extremity 
scan showed thrombosis (arrow) within left popliteal vein (D).

2주 이내에 약 50%의 환자에서 발견되며 2-7일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고 폐색전증은 뇌졸중 이후 사망의 약 13-25%

를 차지하였는데 첫 주에는 드물고 2-4주에 흔하게 발생하였

다.
3,4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에는 임상증상과 함께 D-dimer검

사, 그리고 하지정맥의 초음파검사가 주로 이용된다. 심부정

맥혈전증을 시사하는 하지의 부종, 통증이나 압통은 약 50%

정도의 환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D-dimer검

사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졸중 자체로도 수치가 증가

할 수가 있어서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의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심한 하지마비를 보이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임상증상 및 D-dimer검사 결과에 더해

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하지정맥 초음파검사

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백인에 비해서 아시아인들은 정맥혈전색전증이 비교적 드

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혈전을 유발하는 유전적인 요

인이 백인에 비해 낮은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으로 짐작되지

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아시아 뇌졸중 환자에

서의 심부정맥혈전증의 빈도는 임상적인 기준을 사용한 연

구에서는 0.5-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결과 

뇌졸중 환자에서 약물을 이용한 정맥혈전증의 예방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만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5-8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말단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면 아시아인에서도 심부

정맥혈전증의 빈도는 무려 4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9
 따라서 상당수의 아시아 뇌졸중 환자에서 심부정맥혈전

증은 무릎 이하 부위의 말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증

상이 경미해서 의료진에 의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무증상의 하지정맥혈전증의 약 35%가 폐색전증을 일

으킬 수 있으며 말단부위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약 20%가 폐

색전증의 위험을 높이는 근위부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행하

고 또한 근위부로의 진행이 없이도 소수에서 폐색전증을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과 예

방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10-14

 

미국심장학회의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의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은 예방적

으로 항응고제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Class 1, 

LOE A) 이는 미국병원의 뇌졸중 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 중

의 하나이고 최근 평가결과에 의하면 95%가 넘는 뇌졸중 환

자에서 시행이 되었다.
15,16

 2015년 뇌졸중 임상연구센터에서 

발간된 한국의 뇌졸중 진료지침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출혈에 주의하며 헤파린피하주사를 권고하였다 (근거수준Ia, 

권고수준A).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의 항응고제치료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의 출혈변환 혹은 두개외출혈의 발

생을 높이므로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

률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와파린에 

비해서 유의하게 출혈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Non-vi-

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s (NOAC)가 향후 급

성 뇌졸중 환자에서의 심부정맥혈전증의 예방에 있어서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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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ziness is one of the most common complaints among patients presenting to neurologists. This symptom is nonspecific and in-

cludes a broad differential diagnosis. Most causes of dizziness are benign; however, a small percentage may represent a serious un-

derlying disorder. Accurate and timely diagnosis and management is essential in the life threatening cases, whereas it can sig-

nificantly improve quality of life for the debilitating aspect of dizziness in those with benign disorders. The following four disorders 

presented in this review are unusual recurrent spontaneous dizziness but present with key distinctive elements in the history and 

neurological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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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0명 중의 3명은 어지럼을 가지고 있으며 어지럼은 병원

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이다. 신체의 평형을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 말초 전정감각, 체성감각 그리고 

이를 통합하여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

도 이상이 있다면 어지럼이 발생할 수 있다. 자발 현훈에는 

급성 지속 자발 현훈, 재발성 자발 현훈, 유발 현훈 등이 있

다.1,2 재발성 자발 현훈의 흔한 원인으로 메니에르병

(Meniere’s disease), 편두통성 현훈(migrainous vertigo), 재

발성 전정질환(recurrent vestibulopathy), 추골기저동맥 허

혈(vertebrobasilar insufficiency), 공황장애(panic attack) 등

이 있다.3 이외에도 재발성 자발 현훈의 드문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정발작 (Vestibular paroxysmia)

전정발작은 제8 뇌신경이 소뇌교각부의 혈관 구조물에 의

해 압박을 받아 발작성 어지럼이 생기는 질환이다.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는 회전성 현훈이 특징이다. 특정 두위에서 주

로 유발되며, 청각과민이나 이명이 동반될 수 있다. 청력검사

나 전정기능 검사상의 이상소견이 있으며, carbamazepine에 

잘 반응한다.4 안정 시에도 나타날 수 있고 과호흡 시 안진이 

더 잘 유발된다. 주로 50~60대에서 흔하고 여자에게 더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원인 기전으로는 혈관의 지속적

인 압박으로 인해 와우전정신경이 탈수초화됨으로써 과활성 

상태가 되어 활동전위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전

정신경에 대한 압박을 일으키는 혈관으로는 전하소뇌동맥, 

후하소뇌동맥, 추골동맥(vertebral artery), 세동맥, 정맥 등이 

보고되었다.9,10 전정발작의 치료는 carbamazepine이나 

oxcarbazepine 등의 항경련제, 혈관확장제, 혈액순환개선제 

등이 있다.4 Carbamazepine이 과활성 상태가 된 와우전정신

경의 신경막을 안정화시키고 흥분성 충격의 시냅스 전달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정발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생각

된다. 수술적 치료는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다른 뇌

신경 증상이 동반된 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며 미세혈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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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술을 주로 시행할 수 있다.
11,12

 

청신경 종양 (Acoustic neuroma)

청신경종양은 안뜰신경의 Schwann세포에서 기원한 양성 

종양으로 소뇌다리뇌각종양(cerebellopontine angle tumor)

의 80%를 차지한다.
13,14

 한쪽의 진행성 청력저하(주로 고음

역)와 동반된 반복적 현훈을 가진 환자인 경우 의심할 수 있

다. 청신경 종양은 청력 손실이 주 증상으로 어지럼은 없을 

수도 있지만, 간혹 재발성의 어지럼이 동반될 수 있다. 청신

경 종양 환자 중 대부분의 환자에서 과호흡에 의한 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과호흡시 종양에 의해 탈수

초화된 안뜰신경의 축돌기 전도가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병

변쪽으로 향하는 눈떨림을 관찰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은 종

양에서는 주로 병변 쪽이 과호흡에 의해 흥분되는 안진 양상

을 보이고, 크기가 큰 종양을 가진 환자에서는 주로 병변 쪽

이 억제되는 안진 양상을 보인다.
15
 자발 안진은 일측 전정장

애로 인하여 종양의 반대측으로 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

다. 온도 안진 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에서 비정상적

인 결과를 보여 병변 쪽의 전정기능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

다. 뇌간유발검사의 예민도가 95%까지 보고되기도 하나 크

기가 작은 종양인 경우 발견율이 떨어지고, 한 쪽의 심한 청

력저하가 있는 경우 검사의 의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경도의 비회전성의 어지럼은 종양이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병변에 의한 전정기능의 손상이 서서히 발생하여 중추 보상

작용을 통해 이러한 전정 기능의 손상을 쉽게 극복할 수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질성 어지럼 (Epileptic dizziness)

뇌전증 발생시 안진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안진의 양상은 

주로 간질 병소의 반대측으로 회전성, 수평성의 급격한 움직

임을 보이는 안진이거나 방향이 변하는 급격한 움직임 혹은 

진자성 안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시야가 흐

려지거나 눈동자가 움직이는 느낌 등을 느낄 수 있다. 간질

파가 인접 구조물로 파급되면서 안진과 동반되어 안구 혹은 

고개의 긴장성 편위 혹은 시각의 이상(착시, 환시, 실명 등)

과 국소적 운동 경련 등도 동반될 수 있다.
16

 간질성 안진은 

전정피질이나 신속 또는 원활추종운동에 관련된 대뇌 부위

가 자극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뒤쪽 마루엽과 관자엽 병변

에서는 반대편으로 향하는 안진이 관찰된다. 간질성안진의 

기전은 크게 피질단속운동계나 피질원활추적운동계 혹은 시

운동성안진계(optokinetic system)의 간질성 활성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질성 단속운동의 간질성 방

전은 간질 병소의 반대쪽으로 빠른 성분의 안구운동

(contraversive quick phase)과 함께 주시유지계(gaze holding 

system, neuronal integrator)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

출적인 특성(leaky neural integrator) 때문에 중립 상태의 안

구 정중면으로 돌아오는 느린 성분의 안구운동이 관찰되고 

이때 느린 성분의 속도는 음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안구

의 정중면을 넘지 않는다.
17

 단속운동을 담당하는 피질은 전

두엽 안구영역(브로드만 영역 8)의 후부, 브로드만 영역 6의 

배부, 및 두정엽 구내(브로드만 영역 7)의 일부분으로 알려

져 있다.
18,19

심인성 현훈 (cardiogenic vertigo)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어지럼 원인으로 순환기계 질

환이 증가되므로, 특히 노인환자의 경우 과거의 심장병력, 

심장병의 증세 유무, 부정맥의 증세와 맥박의 규칙성을 자세

히 살펴봐야 한다.
20
 특히 부정맥으로 인한 어지럼은 대개 발

작적이고 동요감으로 나타나게 되며, 동반증상으로는 심계

항진, 호흡곤란, 흉부불편감, 실신 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흔

하므로 이 경우는 24시간 홀터검사를 시행하여 부정맥과 어

지럼의 연관성을 살펴야 한다. 심장성 어지럼은 추골뇌저동

맥부전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며, 후자의 경우 어지럼의 

증상이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수분간 지속되고 대부분 오심

과 구토가 동반된다. 또한 환상, 환각, 쓰러짐, 무력감, 시력

장애, 복시,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실신직전의 멍한 느낌

을 동반하는 심장성 어지럼과는 차이가 있다. 심장성 어지럼 

환자가 의심될 경우 저혈당성 어지럼, 과환기 증후군, 기립

저혈압, 혈관성 미주신경 발작 등을 감별하여야 한다. 국내 

및 해외보고에서는 동부전증후군, 방실차단을 보이는 울혈

성심부전 혹은 심장 무수축을 동반한 심한 반동성 서맥 환자

에게서 나타난 심장성 어지럼을 소개하였으며, 대부분 심박

조율기 이식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21,22

 증상이 일과성으

로 발생되는 경우 증상이 발현될 때 맞추어 심전도검사가 이

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확진을 위해서는 24시간 홀

터검사로 부정맥을 발견하고 어지럼과 시간적 연계를 밝히

는 것은 확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심혈관계 병력

을 지닌 어지럼 환자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하다. 심박조율

기의 이식은 내과의 경우 3도 혹은 2도 방실차단이면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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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반된 서맥을 가지거나 복용하는 약제에 의한 증상이 있

는 서맥을 유발하는 경우, 고도 방실차단과 3초 이상의 무수

축 또는 이탈박동조율이 분당 40회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동방결절기능장애를 보이는 경우 권장하고 있다.
23

 

결  론

어지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도 많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아주 중요하

다. 체계적인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로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어지럼의 감별

진단을 위해 흔하지 않은 질환들도 그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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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이상운동질환들

권 도 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Movement Disorders

Do-Young Kwon,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Ansan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normal movements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categories according to phenotype, voluntariness, localization and etiologies. 

Visual inspection and neurological exami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approaching these various movement disorders. With 

this video lecture, we demonstrate some of representative movement cases, and can learn how to approach patients with abnormal 

movements.

Key Words: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Hyperkinetic; Hypokinetic

Do-Young Kwon,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Ansan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EL: +82-31-412-5150   

E-mail: kwondoya@hanmail.net

신경과에서 만나는 이상운동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의 진단을 위한 접근은 어떠한 양상의 이상인지를 직접 눈으

로 보고 분류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가장 중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운동증은 크게 hypokinetic

과 hyperkinetic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수의성 여부

에 따라 voluntary, involuntary, semivoluntary한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각 이상 운동의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세분하여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어느 부위의 어떤 

검사를 시행할 지 달라지게 된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임상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징후(clinical tip)를 알고 있다면 환자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신체

부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운동과 각 이상운동의 일부 양

상을 소개하고, 이상운동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감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임상적인 단서, 그리고 전체적인 자

세나 걸음의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질환

에 대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고, 일차 진료 상황에서 환자

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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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이과

정 성 해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Neuro-otology

Seong-Hae Jeong

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ymptoms and signs of neuro-otologic disorders are critical components in the diagnostic assessment of patients with vestibular 

symptoms such as vertigo, dizziness, unsteadiness, and oscillopsia. Most diagnoses can be accomplished at the bedside. An under-

standing of key diagnostic principles is essential for all clinicians, who are often faced with determining whether such patients war-

rant urgent diagnostic testing or hospital admission. This lecture introduces core concepts in the understanding of directed history 

taking and physical examination in patients with dizziness and imbalance.

Key Words: Vertigo, Dizziness, Imbalance, Oscillopsia, Neurotology

Seong-Hae Jeong

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82 Munhwa-ro, Jung-gu, Daejeon 35015, Korea

TEL: +82-42-280-8057   FAX: +82-42-252-8654

E-mail: mseaj@hanmail.net

어지럼증은 뇌졸중, 소뇌병변, 청신경 종양, 내이질환, 중

이염의 합병증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빈혈 

등 다양한 내과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현훈의 1년 유병률 5%, 발생

율 1.4%로 매우 흔한 증상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유

병률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발하는 현

훈을 경험하는 환자들의 약 80%가 현훈이 없는 사람들에 비

해 삶의 질 (예, 일상생활의 활동도 저하, 입원 치료, 외래 

진료 등) 저하를 경험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악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진단과 진료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어지럼증이란?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거나, 불안정한 

것을 의미한다. 흔히 현훈 (vertigo), 실신전단계 (presyncope), 

자세불안 (disequilibrium), 아찔함 (giddiness) 등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들 모든 증상을 환자는 어지럽다고 표

현하므로,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는 증상이 실제로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문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훈(vertigo)은 본인이나 주변이 도는 느낌을 총칭

한다. 흔히, 속이 메슥거리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자세불안

을 동반한다. 현훈은 대개 머리의 움직임에 의해 악화되며, 

특정 동작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현훈은 전정신

경계의 장애에 의해 발생한다. 말초전정기관은 귀 안쪽(내

이)에 위치하며, 머리의 회전과 중력 방향으로의 이동을 감

지한다. 내이의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머리의 움직임에 대

한 정보는 전정신경을 통해 뇌간의 전정신경핵으로 전달된 

후 전정척수반사와 전정안반사를 통해 자세 및 시선 유지에 

관여하므로, 전정신경계 장애에 의한 현훈에서는 자세불안

과 안진이 동반된다. 실신전단계(presyncope)는 의식을 잃

을 것 같은 느낌(lightheadedness) 을 의미한다. 대부분 뇌의 

혈류 혹은 당(glucose)이 부족할 때 발생하게 되며, 기립성 

저혈압, 미주신경성 실신, 부정맥 등의 심장병에 의한 심박

출량의 감소, 급성 실혈, 과호흡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세불안 (disequilibrium)의 경우 균형을 잃어 자주 넘어지

는 경우에 사용되며, 말하는 것도 어둔해지고 손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 물건을 잡으려 할 때 겨냥이 잘 되지 않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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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lar motor finings Suspected lesions
Anatomical origin of oculomotor disturbances and nystagmus
Isolated vertical saccadic paresis Midbrain (riMLF)
Isolated horizontal saccadic paresis, isolated unilateral 
horizontal saccadic paresis

Pons (PPRF) lesion ipsilateral to PPRF

Hypermetric saccades Cerebellum [fastigial nucleus; also in Wallenberg syndrome (toward the side of the 
lesion) and medial medullary syndrome (contralesional)] affecting cerebellar 
pathways)

Isolated vertical gaze-evoked nystagmus (up and down) Midbrain (INC, the neuronal integrator of vertical and torsional eye movements)
Isolated gaze-evoked nystagmus (right and left) Pontomedullary/cerebellar (nucleus prepositus hypoglossi (NPH), vestibular nuclei, 

vestibule-cerebellum [of the neuronal integrator of horizontal eye movements])
Internuclear ophthalmoplegia (INO) Ipsilateral MLF (lesion on the side of impaired eye adduction)
Downbeat nystagmus Mostly cerebellum with bilateral flocculus impairment
Upbeat nystagmus Medulla oblongata or midbrain
Convergence-retraction nystagmus Midbrain (posterior commissure)
Functional anatomy of the cerebellum with regard to oculomotor disturbances and nystagmus
Flocculus/paraflocculus Saccadic pursuit, downbeat nystagmus, rebound nystagmus, impaired visual fixation 

of the VOR
 Unilateral flocculus(human, acute infarction) Mild saccadic pursuit, large horizontal nystagmus without fix, mild GEN, abnormal 

VOR
 Unilateral tonsil(human, acute infarction) saccadic pursuit(ipsilat.>contralat.), small horizontal nystagmus without fix, GEN, 

normal VOR
Nodulus/uvula Central positional nystagmus,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Vermis/fastigial nucleus Hypometric (dorsal vermis) or hypermetric (fastigial nucleus) saccades

INC interstitial nucleus of Cajal, MLF 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PPRF paramedian pontine reticular formation, riMLF rostral interstitial 
nucleus of the 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VOR vestibulo-ocular reflex, modified from ref.

Table 1. Overview of the (a) anatomical origin of ocular motor disturbances and nystagmus and (b) of the functional anatomy of the 
cerebellum.

상이 동반될 수 있다. 어지럼증 없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면 소뇌 이상을 의심해야 하고, 걸음걸이만 불편할 때는 다

리로부터의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귀 안쪽에 위치한 평형기

관이 양쪽 모두 손상된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신경전

도검사, 전정기능검사 및 뇌영상을 통해 원인질환을 밝혀내

어야 한다. 심리적 불안을 배경으로 하면서 다른 원인이 없

는 경우 아찔한 어지럼 (giddiness)을 주로 호소하거나, 공황

장애, 광장공포증, 과호흡증후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뇌는 시각계, 체성감각계 (somatosensory system)와 전정

신경계 (vestibular system)를 통해서 들어온 감각정보를 통

합하고 분석하여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계나 중추신경계의 통합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상황, 즉, 과로, 스트레스, 귀부터 

뇌의 이상, 심장의 이상으로 뇌의 혈류 공급이 부족할 때, 기

타 내과적 질환, 심리적 이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어지럼

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어지럼증 환자의 진찰

내과적인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 감별되었다면 환자에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관찰되는지 살펴야 하며, 환자에

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특정 상황이 존재할 때는 이러한 상

황을 재현하여 현훈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말초전정계의 질환인지 중추성 병변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

요한데, 중추성 현훈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치

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진 이외에 특히 중요하게 관찰하여야 소견은 안구운동 (안

진, 전정안반사, 홱보기, 원활추종운동), 자세균형, 소뇌 기

능, 감각 기능 등으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1. 안진

말초성 병변인 경우 회선수평방향의 안진이 관찰되며, 안

진의 방향을 쳐다보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방향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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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프렌젤 안경을 이용한 안진의 관찰

하지는 않는다. 또한, 시선고정제거 시 즉 암실에서 증폭되

는 경향을 보인다. 수평, 수직, 회선 방향의 안진이 관찰되거

나, 방향이 변화하는 안진, 어두운 곳에서 증폭되지 않고, 오

히려 감소하는 안진은 중추성 병변을 시사한다. 내이에서 중

추신경계에 이르기까지 전정 기능의 장애(불균형)가 생기면 

안진이 발생하므로 안진의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전정 기능 

이상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말초성 전정기능 장애에서는 

추적안구운동의 기능이 정상이므로 시선고정에 의해 안진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선고정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검

안경과 Frenzel 안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검안경을 이

용할 때는 반대편 눈을 가린 상태에서 다른 쪽 눈의 안저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안진의 방향이 원래 

방향과 반대로 보인다는 것이다. Frenzel 안경은 약 40디옵

터 정도 되는 볼록렌즈를 착용하게 하여 환자의 시선 고정을 

없애는 동시에 환자의 눈이 확대되어 안진을 관찰하는데 있

어 더 용이하다(Figure 1). 이외에도 잠재되어 있는 전정기

능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위해 두진, 과호흡, 체위변환 등 다

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2. 신속운동

시선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움직여 관심 있는 

물체의 상을 주시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빠른 안구운동 

(300~700˚/s)이다. 검사자의 양손가락을 환자의 양 옆에 둔 

뒤 번갈아 쳐다보게 하거나 검사자의 손가락과 코를 번갈아 

쳐다보게 함으로써 침상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정상

인의 경우 첫 홱보기로 목표물까지 거리의 90% 정도에 도달

하고, 이어 작은 홱보기에 의해 목표점에 눈을 이동한다. 세 

번 이상의 홱보기를 통해 눈을 물체에 일치시키지 못하거나 

첫 홱보기가 목표점의 90%에 도달하지 못할 때 측정과소홱

보기 (hypometric saccade)라 하고 이는 다양한 병변에 의해 

발생하여,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목표물을 

지나쳐 주시하였다가 물체를 보기 위해 교정성 안구운동이 

관찰될 수 있는데, 이를 측정과대홱보기(hypermetric sac-

cade)라 하며, 소뇌와 관련 신경로에 이상이 있을 때 관찰될 

수 있다. 내측종속다발이 침범된 핵간사이안근마비 환자에

서 안근 마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도 홱보기 시에 특

징적으로 병측 안에서 내전 시 속도저하가 관찰된다 (내전 

지체, adduction lag). 정상적인 홱보기에서 속도가 정상이

면, 눈이 움직이는 궤적이 관찰되지 않으나, 눈이 움직이는 

궤적이 관찰된다면 속도 저하를 의심할 수 있다. 수평방향의 

홱보기에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방정중교뇌그물체 

(paramedian pontine reticular formation, PPRF) 이하 부위 

병변을, 수직병향의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안쪽세로다발

입쪽사이핵 (rostral interstitial nucleus of medial longi-

tudinal fasciculus, riMLF) 이하 부위의 병변을 시사한다. 

3. 원활추종운동

원활추종운동은 중심오목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물체

를 따로 봄으로써, 물체의 상이 중심오목에서 안정되게 머물

러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의 두위를 고정한 상태에서 

1 m 정도의 거래에서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물체를 천천

히 움직이면서 잘 따라보는지 관찰한다. 이때, 교정성 신속

운동이 관찰되면 이는 원활추종운동의 이득이 너무 높거나 

감소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좌우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조적인 병변을 시사한다. 모든 방향으로의 원활추종운동 

마비는 대뇌, 소뇌 또는 뇌간의 미만성 병변이나 다양한 약

제, 피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모든 방향으로의 원활추

종운동 마비는 특별히 국재화 가치는 없으나, 뇌의 기능이상

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4. 두부충동검사

환자를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환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고개를 한쪽으로 10-20도 정도 돌린다. 환자에게 검사

자의 코를 쳐다보게 한 다음 환자의 머리를 빠르게 중앙으로 

돌리며 눈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전정기능이 정상이면 환자

의 눈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검사자의 코를 계속해서 응시하

지만, 한쪽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쪽으로 머리를 

돌리 때 눈이 머리의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다

시 검사자의 코를 보기 위해 빠른 안구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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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두부충동검사 (Head impulse test)

수평방향으로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켜서, 전정안반사에 의한 안구
운동을 관찰하여 전정기능을 평가한다. 
A) 정상 두부충동검사
B) 이 환자의 경우 오른쪽 전정기관 이상에 의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교정성 안구운동이 관찰되고 있다 .

• Acute spontaneous vertigo
- Stroke vs. Vestibular neuritis

• Recurrent spontaneous vertigo
- Vertebrobasilar insufficiency/ Meniere’s disease/ Migraine/ 

Psychogenic dizziness
• Recurrent positional vertigo

-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 Chronic dizziness and imbalance

- Bilateral Vestibulopathy /Multisensory/ Psychogenic/ 
Degenerative dizziness

Table 3. Brain imaging indication for dizzy patients

1. Dizziness with neurological deficit
2. Dizziness with severe postural imbalance
3. Dizziness with severe headache which has never been experienced
4. Dizziness with central ocular motor findings
5. Spontaneous nystagmus without positive head impulse test
6. No improvement of acute vertigo for 48 hours

Table 2. Four major clinical categories of dizziness and vertigo

관찰할 수 있다(Figure 2). 수직전정안반사도 평가할 수 있

다. 우측으로 45도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환자의 턱과 이마

를 잡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우측 뒤반고리관 전정안반사), 

숙이면서 교정성 신속 운동 여부를 관찰한다 (좌측 전반고리

관 전정안반사). 좌측으로 45도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환자

의 턱과 이마를 잡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좌측 뒤반고리관 

전정안반사), 숙이면서 환자가 검사자의 코를 잘 주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우측 전반고리관 전정안반사). 

특히 회선수평양상의 자발안진을 보이는 경우 두부충동검

사상 음성소견을 보이면 중추성 병변을 의심해야 한다. 

5. 자세유지

말초전정기관의 질환에서는 아무리 어지럼증이 심하더라

고 환자는 앉은 자세나 서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시각이나 체성감각계를 통한 정보만으로도 뇌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앉거나 서 있지 못

할 정도의 심한 자세불안을 보이는 경우는 중추성 병변을 의

심하여야 한다. 임상적으로 자세불안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

해 발생한다. 

어지럼증의 감별진단과 치료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보이

는 어지럼증의 양상을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여 생각

하는 것이 좋다(Table2).

1. 급성자발현훈 (Acute spontaneous vertigo)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가만히 있어도 지속되는 경

우이다. 

1) 뇌졸중

신체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구조물들이 주로 뇌간과 소

뇌 부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부위에 혈류공급이 원활치 

하는 경우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위는 다른 뇌신

경계에 비해 좁은 영역에 많은 신경들이 집되어 있어, 다

른 부위의 뇌졸중에 비해 치명적인 경우가 많고, 후유증도 

심하여 증상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기

저동맥의 허혈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 어지럼증이

며, 수분간 자세 변화에 관계 없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전 뇌졸중, 심장질

환,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갖거나, 반신마비, 감각이상, 시야

장애, 복시, 구음장애, 연하곤란, 실조 증의 신경 증상이 동

반 유무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데 중요하다. 이처럼 어지럼

증이 다른 신경과적 증상들과 동반된 경우는 쉽게 뇌졸중으

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이동맥만이 선택적으로 침범된 

경우에는 어지럼증과 자세불안 만이 유일한 증상일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급성자발현훈 환자에서 중추성 병변이 

의심되어 뇌영상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Table 3).

급성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즉시 뇌영상과 뇌혈관촬영을 

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혈전용해제, 항

응고제, 항혈소판제재를 투여하며, 경우에 따라 혈관중재술

이 필요하므로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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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정신경염

이명이나 청력소실 없이 구역과 구토를 동반하는 심한 회

전성 어지럼이 병변 쪽으로 기우는 균형이상을 동반하며 처

음 발생한 경우 전정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신경학적 

검사상 지속적으로 병변 반대방향을 향하는 회전성 수평안

진이 관찰되며, 두부충동검사상 병측의 전정안반사 이득의 

감소를 시사하는 교정성 안구운동이 관찰된다. 이때, 소뇌기

능을 포함한 다른 신경이학적 검진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상적으로는 전정신경염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할 

때 급성기 자발안진을 보일 수 있는 중추성 현훈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급성기 증상이 하루 이틀 경

과해도 차도가 없을 경우, 자발안진이 있는데 정상 두부충동

검사를 보인다든지, 심한 보행장애로 일어설 수조차 없다면 

뇌MRI 등을 통해 중추성병변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발병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최선이겠지만, 대개 급성전

정신경염의 병리가 불확실하므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치

료와 허혈에 대한 치료는 아직 제한적이다. 급성기에는 대증

적인 치료로 심한 지율신경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액 치

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 급성기 증상이 완화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중추 보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정재활

과 함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중요하다.

2. 반복자발현훈 (Recurrent spontaneous vertigo)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이나 동반증상이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척추기저동맥허혈

균형에 중요한 전정안반사와 전정척수반사에 중요한 구조

물은 척추기저동맥으로부터 혈류공급을 받는다. 따라서, 이

들 동맥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지럼증, 자세불

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 뇌혈관부전에 의한 일시적인 증상은 

대개 수분 정도 지속되므로, 고령의 환자나 뇌졸중의 위험인

자가 있는 환자에서 수분간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반복적으

로 발생하면 뇌허혈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초성 병변에서는 어지럼증이 1분 이내로 끝나

거나, 수십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는 뇌

졸중과 동일하다.

2) 메니에르병 

귀충만감과 함께 이명, 청력감소, 두통 및 현훈이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며, 수십 분

에서 수일 동안 지속되며, 오심, 구토가 동반된다. 위의 증상

이 초기부터 같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청력소실이

나 어지럼증만 있다가 나중에 청력소실과 어지럼증이 동반

되기도 한다. 발작예방에는 저염식, 베타히스틴과 이뇨제를 

등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귀속에 스테로이드나 아미노글

라이코사이드 계통의 항생제를 투여하며 전정신경을 파괴하

기도 한다. 

3) 편두통성 현훈

편두통환자에서 현훈이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

으며, 때로는 두통과 상관없이 편두통에서 수반되는 증상들

(오심, 구토, 광공포증, 소리공포증)과 함께 어지럼증만 반복

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인이 불분명한 반복성 

현훈 환자에서는 편두통의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훈 발작이 잦거나 대증요법에 의해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예방 요법을 시행한다. 베타차단제, 칼슘이온통로차단

제, 삼환계 항우울제 등 편두통 예방요법 약제가 주로 사용

된다. 

3. 체위성현훈 (Positional vertigo)

자세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발작적 현훈을 특징으로 한다. 

대부분의 체위성 현훈은 내이의 반고리관에서 기원하는 양

성돌발성두위현훈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이나, 드물게 중추신경계의 병변에 의해 체위성 현훈

이 발생할 수 있다. BPPV의 경우 매우 특징적인 안진이 관

찰되므로, 체위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안진을 관찰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많은 수의 환자들은 체위변화

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유발되는 현훈을 반복 경험하지만, 

발작 간기에 동반되는 오심, 구토 등의 증상과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모든 어지럼증 환자에서 체위검사가 필요

하다. 

1) 양성돌발성두위현훈

양성돌발성두위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

go, BPPV)은 타원낭(utricle)의 평형반(macula)에 위치한 이

석(otolith)이 변성되어 부스러기(otolithic debris)들이 반고

리관(semicircular canal)으로 들어가거나, 팽대마루(cupula)

에 달라붙어 발생한다. 누울 때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자다

가 옆으로 돌아누울 때, 고개를 숙이거나 쳐들 때 발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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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agnostic approach to patients with disequilibrium

로 발생하는 현훈이 특징적이다. 보통 첫 증상은 아침에 일

어나거나 자는 도중에 발생한다. 여자에서 2-3배 흔하고, 50

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며, 20-30%에서 재발한다. BPPV는 증

상이 어느 반고리관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전/후/수평반고

리관성 BPPV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반고리관성 

BPPV가 가장 흔하다. 

(1) 후반고리관성 양성돌발성두위현훈

진단) 가장 흔히 침범되는 부위로 이는 해부학적으로 후반

고리관이 가장 아래 부위에 놓여 있어, 생성된 부유물이 중

력의 영향으로 후반고리관으로 들어가기가 용이하기 때문으

로 생각되고 있다. 환자를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환측으로 

45도 돌리고, 환자를 눕히며 머리를 뒤로 젖혀 검사대보다 

30도 정도 머리가 낮은 위치를 유지한 후 안진을 관찰한다 

(Dix-Hallpike maneuver). 안진의 발생시 환자가 회전성의 

어지럼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특징적인 안진은 잠복기가 

1-10초이며, 지속기간은 30초 이내이다. 방향은 대체로 빠른 

성분의 상향 안진이 보이면서, 안구의 최첨부가 바닥으로 향

하는 회전성 안진이 동반된다. 

치료) 우선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환측으로 45도 돌린 상

태로 몸을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자세 1). 다시 

머리를 반대 방향 45도가 되도록 90도 돌린 후 (자세 2, 이석

이 공통각 가까이 이동), 다시 몸과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135도가 되도록 90도 돌린다 (자세3, 이석이 공통각으로 들

어감). 머리를 건측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일어나 앉은 후 

(자세 4, 이석이 난형낭으로 들어감), 머리를 전방으로 20도 

숙인다 (자세 5). 이때 자세 2에서 안진의 방향이 역전되면, 

이석이 공통각에서 멀어지는 것을 시사함으로 다시 CRP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level A).

(2) 수평반고리관성 양성돌발성두위현훈

진단) 주로 옆으로 돌아누울 때나, 누워서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현훈이 발생한다. 환자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개

를 옆으로 돌려 관찰되는 양상의 안진을 관찰하여, 지향안진

성, 천향안진성 BPPV로 분류할 수 있다. 지향안진성 BPPV 

은 이석이 수평반고리관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으며, 천향안진성 BPPV은 이석이 수평반고리관의 팽

대마루에 달라붙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평반

고리관성 BPPV의 경우 양측으로 고개를 돌릴 때 방향전환

성 안진이 관찰되므로, 중추성 체위 현훈과의 감별에 유의해

야 한다. 

치료) 수평반고리관 BPPV의 치료도 후반고리관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자세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관내의 이

석 부스러기들을 타원낭으로 이동시켜 정복하는 방법을 이

용한다. 지향성에서는 흔히 Barbeque rotation과 Gufoni 법 

(class I evidence)을 사용하며, 천향성에서는 두진법, Gufoni

법 (class II evidenc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중추성 체위성현훈 (Central positional vertigo)

중력방향으로의 자세변화에 관한 정보는 내이의 이석기관 

(otolith organ)에 의해 감지된다. 이들 정보를 처리하는데 

관여하는 전정신경핵이나 소뇌의 소절(nodulus)과 목젖 

(uvula)에 병변이 생기면 체위성 현훈이 발생할 수 있다. 원

인 질환에는 뇌졸중, 다발성경화증, 소뇌 위축, 소뇌 종양, 

Chiari 기형 등이 있다. 

4. 만성자세불안과 어지럼증

어질어질하고 움직일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증상이 만

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이다. 다른 질환군에 비해 증상이나 

증후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고, 노인성 어지럼증, 다감각

성 어지럼증, 신경계 퇴행성 질환, 양측성 전정병증, 심인성 

어지럼증, 자율신경이상 등 다양한 군이 여기에 속한다 

(Figure 3).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다른 질환군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다. 

결  론

어지럼증 환자의 문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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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럽다고 표현하는 증상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이지 알아내는 것이다. 심장이상, 혈당 이상 등의 내과적인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 배제되면, 말초성 전정기관의 병변

에 의한 것인지 중추신경계의 장애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어지럼증이 자발

성인지, 체위성인지 결정한다. 환자의 진찰에서는 자발안진

의 양상과 동반 증상에 대한 자세한 평가와 체위변환을 통해 

유발되는 안진을 평가해야 한다. 중추성 자발현훈에서는 정

진단을 통해 뇌졸중 여부 및 뇌혈류 상태 평가, 이에 기초

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초성 현훈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인 양성돌발성두위현훈은 체위변환을 

통해 임상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나, 치료에 잘 반응

을 안 하거나,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다면 중추성 체

위성현훈의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말초성 

자발 현훈에서 전정억제제나 안정제는 발병 당시 단기간만 

사용하며, 환자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일상생활로 복귀시키

는 것이 회복기간을 단축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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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진단검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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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근육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자세한 병력청취 및 신

체진찰과 함께 전기진단검사가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기진단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경근육질환을 확인하

는 것이다. 병변이 다른 부위가 아니 말초신경이나 근육의 

이상임을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말초신경이상이 

있는 경우에 축삭의 이상인지 수초의 이상인지를 알 수 있

다. 그 외에 중증도와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전기진단

검사결과를 잘 이해하고 의미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론

전기진단검사의 올바른 판독을 위해서는 검사수치를 해석

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전기진

단검사는 신경학적 진찰의 연장이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과 

신경학적 진찰 소견을 토대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판독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검사를 시행하여 제대로 된 

수치를 얻어야 한다.
1
 마지막으로 검사 시기를 고려해야 한

다. 운동신경은 손상 후 2-3일이 지나야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각신경은 5일이 지나야 이상

소견이 나타난다.
2
 

1. 전기진단검사

1) 신경전도검사3,4

운동신경전도검사는 운동신경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

사이다. 왜냐하면, 운동신경의 자극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이

로 인해 유발된 복합근활동전위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비

정상적인 복합근활동전위가 형성된 경우에 운동신경 외에 

신경근육접합부나 근육자체의 이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감각신경전도검사는 감각신경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로서 이상이 나오면 뒤뿌리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이하의 감각신경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

질환을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이다. 감각신경검사는 

근위부를 침범한 말초신경질환에서 신경뿌리를 포함한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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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AP morphology Firing pattern
Duration Amplitude Phases (Recruitment)

Neuropathy
   Acute axonal
   Chronic axonal
   Demyelinating
Myopathy
   Acute
   Chronic 

Normal
↑
Normal 

↓
↓/↑

Normal 
↑
Normal 

↓
↓/↑

Normal 
↑
Normal 

↑
↑

↓
↓
Normal/↓

Normal/early
Normal/early

MUAP; motor unit action potential, ↑; increased, ↓; decreased.
Source: Preston DC, et al. Neurol Clin 2002;20(2):361-396.

Table 1. Morphology and patterns of MUAP according to under-
lying disorder

Axonal degeneration Demyelination 
NCS
   Terminal latency
   Amplitude
   Conduction velocity
   F-latency
EMG
   Acute denervation
   MUAP amplitude
   Recruitment 

Normal 
Decreased
Normal
Normal

Present
Increased
Decreased 

Prolonged 
Normal
Decreased
Prolonged

Absent
Normal
Normal 

NCS; nerve conduction study, EMG; electromyography, MUAP; 
motor unit action potential.

Table 2. Electrodiagnostic features of axonal loss and demyelina-
tion

강내 병변인지 신경총의 병변인지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또한 말초신경질환의 진단에서 운동신경전도검

사보다 민감도가 높아서 병의 초기나 경한 시기에도 이상소

견을 보인다.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평가하는 요소는 복합근활동전위와 

감각신경활동전위를 분석하여 얻은 잠복기, 진폭, 전도속도, 

지속시간(duration), 면적(area) 등이 있다. 진폭은 전류를 

전달하는 신경가닥의 수를 반영하는 수치이다. 진폭의 감소

는 축삭의 이상이나 국소적인 탈수초에 의한 전도차단에 의

해 나타난다. 잠복기와 전도속도는 가장 빠른 신경가닥의 신

경전달시간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잠복기나 전도속도의 이

상은 수초이상과 관련이 많다. 각각의 말초신경에 대한 정상

치가 잘 연구되어 있지만, 검사실마다 별도의 정상치를 가지

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H 반사와 F 파4,5

H 반사와 F 파는 자극하는 말초신경에서 시작해서 척수를 

통해 돌아오는 신경전도를 검사한다. 근위부 신경을 포함한 

신경전달시간을 검사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의 근위부에 병변

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신경전도검

사에서는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는 초기의 길랑-바레 증후군

에서 비정상적으로 신경전달시간이 연장된 소견을 보인다. 

F 파의 경우에 자극횟수 대비  파형이 나오는 횟수를 보는 지

속성(persistence)과 잠복기의 차이를 보는 분산(dispersion)

도 진단적 의미가 있다. 중추신경계 이상에서는 H 반사와 F

파의 진폭이 증가하여 H/M 비와 F/M 비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인다.

3) 근전도검사4,6

근전도 검사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발전위(spontaneous 

activity)와 삽입활동전위(insertional activity)를 검사하고, 수

축 상태에서 운동단위활동전위의 모양과 양상을 평가한다.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근육질환과 신경질환을 구분할 수 있

고, 병변의 시기(time course)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Table 1). 

2. 전기진단검사 결과의 판독

전기진단검사결과의 판독은 검사를 통해 얻은 수치와 파

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7,8

1) 말초신경이상의 분포

말초신경질환은 이환된 신경의 분포에 따라 단일신경병

증, 다발성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의 양상을 보인다.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좌우 상하지의 말초신경을 검사하여 

비정상 소견을 보이는 신경을 파악하면 어떤 양상의 말초신

경질환인지 알 수 있다.

2) 이환된 신경섬유

대부분의 말초신경은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을 포

함한다. 신경전도검사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중에서 위치

감각과 진동감각을 담당하는 굵은 섬유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비정상 정도를 파악하면 

어떤 신경을 주로 침범하였는지 알 수 있다.

3) 병태생리

축삭의 이상과 수초의 이상은 전기진단검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Table 2). 축삭 손상인 경우에는 진폭의 감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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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경전도검사 소견이고 근전도검사에서 탈신경을 시사하

는 이상소견이 나타난다. 수초 손상의 경우에는 신경전달시

간이 연장되면서 잠복기 연장, 전도속도 감소, F파와 H 반사

의 지연이 주로 나타난다.

4) 병변의 국소화

전기진단검사는 병변의 위치가 신경뿌리, 신경총, 말초신

경, 근육 중에 어디인지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경뿌

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각신경전도검사는 정상인 것

이 중요한 소견이고, 운동신경검사는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

상일 수도 있다. 어느 신경뿌리가 이환되었는지는 근전도 검

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말초신경질환은 신경전도 검사에

서 이상소견이 있고, 근육질환에서는 신경전도검사는 대부

분 정상이고 근전도검사에서 근육이상을 시사하는 이상소견

을 보인다. 단일신경에서 병변의 위치파악은 신경전도검사

와 근전도검사가 도움이 된다.
3
 탈수초성 말초신경병증에서

는 전도차단을 확인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인칭검사를 통해 잠복기나 진폭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부

분을 찾으면 병변의 위치를 좀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축

삭성 말초신경병증에서는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으로 분

지되는 신경가지의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전도검사를 

차례대로 해보면 병변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결  론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 검사에서 나온 수치와 파형을 분

석하여 병변의 범위나 병태생리, 주로 손상된 신경을 알면 

신경손상의 원인을 찾기가 쉬워진다.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감별진단의 수를 최소

한으로 줄여서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기진단검사

결과의 정확한 해석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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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검사의 해석: 비디오 안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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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Nystagmography

Hak Seung Lee MD

Department of Neurology,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stitute of Wonkwang Medical Science

The evaluation of dizzy patients depends on not only the history of dizziness, physical findings but also basic laboratory tests such as 

video nystagmography. Nystagmus refers to repetitive, to-and-fro movements of the eyes that are initiated by slow phases. 

Nystagmu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saccadic intrusions or oscillations that are initiated by saccades. The clinical examina-

tion for pathologic nystagmus should include a systematic study of changes in fixation, eye position, and head position. Head shak-

ing, hyperventilation, vibration, and loud noise may trigger nystagmus. Although nystagmus is often described by the direction of its 

quick phases, it is the slow phases that reflect the underlying disorder. Differentiating peripheral from central nystagmus is most im-

portant in clinical practice. Observation of nystagmus using video nystagmography is the core examination in patients with vertigo or 

balance disorders. The interpretation of nystagmus requires familiarity with the types of nystagmus and differential diagnosis for 

common diseases and location of lesion. Here we review the features of nystagmus arising from different conditions and related dis-

ease and the methods about interpretation of nystagmus showed by video nystagmography.

Key Words: Video nystagmography, Nystagmus,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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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Clinical Applications in Neurology

Sang Won Han, MD

Department of Neurology,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ranscranial Doppler (TCD) is a noninvasive ultrasound study used to measure cerebral blood flow (CBF) velocity in the major intra-

cranial arteries. It is relatively inexpensive, repeatable, and portable. TCD has been used for the evaluation of cerebrovascular disease 

for over a decade and provided useful information on intracranial steno-occlusive disease. It also has been used; 1) detection of mi-

croembolic signals, 2) quantification of right-to-left shunts, 3) diagnosis of subclavian steal syndrome, 4) assessment of cerebral vas-

omotor reactivity, CBF and intracranial pressure, 5) monitoring in patients with recurrent syncope, 6) intraoperative monitoring of 

carotid endarterectomy, 7) detection of vasospasm following subarachnoid hemorrhage and so on. There are several settings in 

which TCD has well established usefulness and some of the applications of TCD currently lack definitive evidence to the value of TCD 

is certainly to be expected from ongoing studi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about the current use of TCD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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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ranscranial Doppler ultrasonography (TCD) is 

introduced by Aaslid et al to measure blood flow velocity 

in the cerebral arteries.1 In recent years, TCD has become 

a general practice in the diagnostic and monitoring study 

of cerebral hemodynamic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is a non-invasive, non-ionizing, portable, dynamic and safe 

technique for assessment of intracranial circulation. TCD 

has been used for the evaluation of cerebrovascular disease 

for over a decade and has provided useful information on 

intracranial steno-occlusive disease. It also has been used; 

1) detection of microembolic signals, 2) quantification of 

right-to-left shunts, 3) diagnosis of subclavian steal 

syndrome, 4) assessment of cerebral vasomotor reactivity 

(VMR), cerebral blood flow (CBF) and intracranial pressure 

(ICP), 5) monitoring in patients with recurrent syncope, 6) 

intraoperative monitoring of carotid Endarterectomy (CEA), 

7) detection of vasospasm following subarachnoid 

hemorrhage and so on. 

1. Monitoring of transient microembolic signals

Gaseous or solid microemboli within the middle cerebral 

artery (MCA) can be detected by TCD as high intensity 

transient signals (HITS), also called microembolic signals 

(MES). They are characterized by: (1) having a duration 

,300 ms; (2) an amplitude that is 3 dB higher than the 

background blood flow signal; (3) are typically 

unidirectional and occur randomly within the cardiac cycle; 

and (4) produce a characteristic sound like a ‘‘moa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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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rp’’ on audio signal.
2
 Regarding characterization of the 

nature of emboli, it has been shown that gaseous emboli 

have signals of higher amplitude and intensity compared 

to formed solid particles.
3
 MES correlate with prior 

ischemic events and may represent a higher risk for future 

recurrence ischaemic events. Higher prevalence rates of 

MES have been reported in strokes caused by large vessel 

disease and in cardioembolic strokes as compared to 

lacunar strokes.
4
 MES arising from cardiac sources have 

higher total signal power, longer signal duration, and 

higher percentage of signals occurring in diastole as 

compared to those seen in carotid artery disease.
5

2. Diagnosis of right to left shunts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EE) with a contrast 

agent was the way of diagnosing right-to-left intracardiac 

shunts. TCD with a gaseous contrast medium is now used 

for the diagnosis of right-to-left shunts. When a gaseous 

contrast agent is injected into the peripheral vein of a 

patient with shunts, microbubbles pass from the right to 

the left circulation during cardiac cycle, and enter the 

systemic circulation; TCD picks up the microbubbles as 

microembolic signals in the MCA. Two main contrast 

agents are in use: agitated saline containing tiny air 

bubbles, and a galactose based agent. Compared to TEE, 

TCD has a sensitivity of 95% and a specificity of 75% in 

detecting PFO.
6
 TCD is a more sensitive tool than TEE for 

the detection of right-to-left shunt, and a shunt at 

non-cardiac level can be detected by this method. It can 

be repeated and can provide functional information on 

the quantification of the shunt which can be helpful in 

assessing the severity of the risk for stroke in patients 

with PFO.
7

3. Diagnosis of subclavian steal syndrome

TCD can be used in conjunction with duplex vertebral 

sonography in the diagnosis of subclavian steal syndrome. 

Incomplete steal causes a decrease in systolic blood flow 

velocity, and in severe cases alternating directions of 

blood flow occurs in the vertebral artery on the side of 

the subclavian steal. Complete flow reversal is noted in 

the vertebral artery in cases of complete steal.
8
 TCD 

findings may be potentiated by exercise of the arm on the 

affected side.

4-1. Assessment of cerebral vasomotor reactivity

This phenomenon is known as cerebrovascular 

autoregulation. The ability of the cerebral vascular system 

to constrict and dilate in response to changes in perfusion 

pressure is termed autoregulation. Decreased cerebral 

vasomotor reactivity (VMR) indicates the presence of 

preexisting vasodilatation, which reflects a reduced capacity 

of cerebral resistance vessels to adapt their caliber in 

response to changes in cerebral perfusion. TCD has been 

used extensively in the study of VMR. A variety of tests 

were introduced to evaluate intracranial hemodynamics 

using the phenomenon of VMR, including CO2 reactivity 

with TCD, acetazolamide testing with TCD, CBF scanning 

techniques, and the breath-holding index (BHI).
9
 The latter 

is the simplest way of challenging VMR if a patient is 

compliant and capable of holding breath for 30 seconds. 

This index is calculated using the mean flow velocities 

(MFVs) obtained by TCD before breath holding and at the 

end of 4 seconds of breathing after 30 seconds of breath 

holding. The patient should be able to hold breath 

voluntarily for at least 24 seconds, preferably 30 seconds. 

BHI values of less than 0.69 are predictive of risk for stroke 

in patients who have asymptomatic severe ICA stenosis and 

symptomatic occlusions.
10

 Although this test is least 

quantifiable in terms of achieved carbon dioxide levels and 

it requires patient cooperation, BHI does not require any 

gas monitoring equipment or intravenous injections. BHI 

may represent a screening test in the outpatient clinic to 

identify patients who have impaired VMR.

4-2. Assessment of cerebral perfusion pressure and 

cerebral blood flow

Cerebral perfusion pressure (CPP) is the difference between 

arterial pressure (AP) and the effective downstream 

pressure (EDP) of the cerebral circulation. Direct 

measurement of ICP is not always possible when the risk 

of a reduction in CPP is maximal. In this instance T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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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MCA velocity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for neurological monitoring. Several methods of 

estimating CPP using measured TCD velocities have been 

described but more work is needed as none of the recently 

described methods has been fully validated.

TCD velocities have been us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BF. A number of studies have assessed the 

validity of comparing flow velocity (FV) with techniques 

for measuring CBF, including IV xenon, the Kety-Schmidt 

method, magnetic resonance imaging,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and laser Doppler 

flowmetry.
11

 Whilst the TCD represents a non-invasive 

method of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BF,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BF and FV is only present if 

neither the diameter of the insonated vessel nor the angle 

of insonation change during the examination.
12

4-3. Assessment of intracranial pressure 

In a pilot study, changes in ICP were compared with 

the TCD findings of the MCA. Increases in ICP were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pulsatility index (PI) 

(owing to a decrease in diastolic and mean velocities).
13

 

It is unlikely that TCD will replace invasive ICP monitoring 

in the near future. However, it may have a role in 

situations where the role of invasive monitoring is not 

clearly established: stroke, pediatric patients, liver failure, 

and minor head injury assessed on accident and 

emergency wards and preeclampsia.
12

5. Monitoring in patients with recurrent syncope

Syncope is a transient loss of consciousness with inability 

to maintain postural tone due to cerebral hypoperfusion. 

Recovery is typically spontaneous. The most frequent 

cause of syncope is a dysfunction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neurocardiogenic syncope).
14

 Patients 

with neurocardiogenic syncope have changes in CBF 

regulation during the event. TCD monitoring during head 

upright tilt table testing (HUT) helps to assess these 

alterations. Since TCD changes precede the fall in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symptoms, this technique allows 

early interruption of HUT before symptoms arise, 

preventing the unpleasant experience for the patients. TCD 

monitoring also help to differentiate patients with 

exaggerated response to nitrates from those with true 

neurocardiogenic vasodepressor syncope. TCD during 

HUT may improve the well-known usefulness of the 

method for the diagnosis of neurocardiogenic syncope.
15

6. Intraoperative monitoring of CEA and cardiac 

surgery

Thromboembolism, hypoperfusion, and hyperperfusion 

are the primary causes of stroke during carotid interventions 

and stroke rates range between 2% and 10%. TCD 

monitoring of the MCA during surgeries is a valuable tool 

that quickly alerts clinicians to these complications. 

Because TCD monitors in real time, clinicians can make 

procedural changes sooner than with other monitoring 

modalities. Intraoperative TCD involves monitoring the 

velocity of flow of blood in the MCA during carotid 

endarterectomy.
9
 It assesses the adequacy of CBF while 

the carotid artery is cross-clamped during carotid 

endarterectomy.
16

 Ischemia during cross clamping is a 

classic complication and is considered severe if reduction 

in flow velocity is less than 85%, mild to moderate if 

reduction is between 60-85%, and absent if there is less 

than 60% reduction.
2
 Hyperemic phenomena may occur 

and result in a sudden increase in blood flow velocity in 

the MCA. Microemboli (MES/HITS) caused by operative 

maneuvers such as shunt insertion or removal can be 

documented in real time with TCD as well. In addition to 

CEA, TCD has been applied to other surgical procedures 

for intraoperative monitoring. Cardiac surgery with 

cardiopulmonary bypass has been an area of research with 

TCD. Use of TCD allows guided management of perfusion 

pressure to maintain appropriate CBF velocities. TCD does 

allow detection of cerebral emboli during bypass surgery 

and the embolic load has been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neuropsychological dysfunction.
2
 

7. Detection of vasospasm following subarachnoid 

hemorrhage 

Although in most situations changes in flow velocit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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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ed by TCD indicate proportional changes in flow, 

cerebral vasospasm following subarachnoid hemorrhage 

(SAH) is the exception to this paradigm. The correlation 

between flow velocity and flow is lost. Cerebral 

angiography is the gold standard for diagnosing cerebral 

vasospasm, but TCD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to 

detect its onset, location, severity, and response to 

therapy.
17

 

Lindegaard index,
18

 the ratio of the MCA flow velocity 

to the extracranial ICA flow velocity, was developed to 

distinguish true vasospasm from hyperdynamic flow. In 

vasospasm, the flow velocity should be elevated only in 

the intracranial vessel, and the index will be high, 

whereas a hyperdynamic state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velocity in all vessels, with little change in the 

index. A recent evidence-based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on the use of TCD supported its application in 

monitoring for vasospasm following SAH, particularly for 

vasospasm in the middle cerebral and basilar arteries.
19

 

Causes of acute neurological deterioration in patients with 

SAH other than cerebral vasospasm include further 

hemorrhage, cerebral edema, hydrocephalus, and even 

cerebrospinal fluid hypovolemia. Although a computed 

tomography (CT) scan of the head is essential in the 

diagnosis, TCD may give clues to the diagnosis of 

subacute changes, however. Elevated intracranial pressure 

from cerebral edema or hydrocephalus increases the 

pulsatility index.
20

 TCD may therefore be useful to guide 

further workup when the diagnosis is unclear.

Conclusion

Although there are several settings in which transcranial 

Doppler has well established usefulness, TCD has its 

limitations. One major disadvantage of TCD is that it is highly 

operator dependent and requires skilled interpretation. A 

suboptimal interrogation window is also less of a limiting 

factor. Some of the applications of TCD currently lack 

definitive evidence to the value of TCD is certainly to be 

expected from ongoing studies. With rapid advancements 

being made in technology, newer applications of TCD for 

quantitative assessment of CBF are observ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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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심리검사(neuropsychological tests)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이다. 인지기능이상에 대

한 조기진단과 감별진단, 질병의 경과 및 치료에 대한 평가

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지기능의 영역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해당영역에는 주의집중능력, 언어 및 그와 관

련된 기능들, 시공간 기능, 기억력 및 전두엽 관리기능의 5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에 따

라 전체인지기능를 평가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영역만 포함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세하고 길게 시행될 수도 간단하고 

짧은 시간 내에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의미 있는 임상적

인 해석을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를 시

행하는 것이 권유된다. 환자와 검사자간에 주로 문답 및 지

시로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신경심리검사의 수행과 해석에

는 환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경심리검사가 있으나 현

재 한국에서 임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검사들 위주로 설명

을 하고자 한다.  

본  론 

1. 간이 인지기능검사

1)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

Folstein 등이 1975년에 개발한 도구로서, 비교적 적용이 

쉽고 5-10분 내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 

Korean verison of MMSE(K-MMSE)는
1
 시간에 대한 지남력 

5점, 장소에 대한 지남력 5점, 기억등록 3점, 기억회상 3점,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5점, 언어능력 8점, 시각구성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30점으로 학력과 연령에 각각의 기

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MMSE는 실시방법이 까다롭지 않아

서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며 연습효과가 

적어서 질병의 진행과정 동안 반복 측정함으로써 시간에 따

른 수행상태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2,3

 또한 

중증도와 중증치매환자의 선별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

어 한국에서 치매의 진단 및 선별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

는 검사법이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연령, 문화와 언어의 차

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부

족하다. 또한 난이도의 범위가 좁아 아주 경미하거나 심한 

기억장애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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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MMSE로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도인지장애를 검진하여 위

하여 개발된 도구이다.4 단기기억검사 5점, 시공간 구성기능

을 위한 시계그리기 3점, 3차원 블록 그리기 1점, 수행력에 

대한 검사로 trail-making test-B 1점, 언어유창성 검사 1점, 

2-item verbal abstraction task 2점, 집중력영역 검사로 집중

력 유지검사 1점, 숫자 차례대로 빼기 3점, digit span forward 

& backward 2점, 동물이름대기 3점, 복잡한 문장 따라 말하

기 2점 그리고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 검사 6점으로 총 30

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표준화

되었으며, 22점 이하일 경우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를 의심

할 수 있다.5

2. 종합신경심리검사 

1) 서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

인지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하여 치

매의 조기진단과 원인 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제의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SNSB가 개발되었다. 검사

항목으로는 5가지 인지영역의 검사들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K-MMSE, Geriatric Depression Scale, 및 Barthel Index가 

포함되어 있다. SNSB는 검사자와 피검자 일대일 개인검사로 

실시되며, 각 검사들은 인지 영역별 순서에 따라 실시되지 

않고 한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다른 검사에 의해 

방해 받지 않게 배치하였으며, 피검자의 피로감이 검사에 영

향을 덜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로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검

사는 앞쪽에 영향을 덜 받는 검사는 뒤쪽에 배치되었다. 검

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이다. 

2) 한국판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 ADAS)

ADAS는 알츠하이머병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인지영

역, 비인지영역의 기능저하를 평가하고 진단에 이용하고자 

Rosen 등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6 척도는 11개의 인

지기능 영역평가 척도(ADAS-cognitive subscale, ADAS-cog)

와 10개의 비인지 기능 영역 평가 척도(ADAS-non-cognitive 

subscale)로 나뉘어 평가되며, 전자는 0-70점, 후자는 최고점

이 50점이다. 두 영역에 대한 척도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인

지기능 또는 비인지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DAS-cog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선별에 아주 민감하고, 

시간에 따른 치매 환자의 기능저하 정도를 민감하게 평가해 

주며, 치매의 심각도와 진행정도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으로 수행 성적이 

영향 받지 않고, 여러 다른 문화권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

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널리 진행되어 있어서, 많은 항치매 

약물의 연구에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현재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임상평가시 표준적

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7,8

 하지만, 비언어적인 자극에 대한 

회상, 관념동작행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고, 주의집중력

평가가 비인지기능 영역에 포함되어 종합적인 평가가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두엽기능의 이상을 측정할 수 있

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알츠하이머병의 전두엽형 또

는 초기 전두측두치매, 혈관성 치매를 감지하기 어렵다. 한

국에서는 2002년 한국판 ADAS (ADAS-K)가 개발되었는데, 

ADAS 영어판의 21개 항목을 유지하였으나, 영어와 한국어

에서의 어휘빈도와 심상도를 고려하여 변역하였다.
9
 

3. 치매의 중증도 평가를 위한 유용한 척도들

1)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사회적 기능의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치매 환자의 중증도를 평

가하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10,11

 CDR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

력과 문제 해결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그리고 위

생 및 몸치장의 여섯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자세한 면담을 통하여 평가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간호사와 의사 간의 CDR 점수의 일치도

가 높아서 의사뿐 아니라 교육받은 간호사나 신경심리사도 

평가할 수 있다.
12

 

2) 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퇴행성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GDS는 단계별로 인지장애 정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술

하여 평가자가 쉽게 확인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쉽게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한 CDR 0.5군을 GDS는 2점에서 4점까지

로 구분하고 있어서 초기 인지장애의 평가에 CDR보다 우수

하다. 



문소영

226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결  론 

다양한 신경심리검사의 장단점을 알고 적절한 검사를 선

택해야 한다.
13

 검사 수행 후 해석 시에는 환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 평가를 위해서는 

단면적 검사보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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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질환에서 수면장애

양광익･정두신
순천향의과대학 천안병원 신경과교실

Sleep Disorders in Patients with Neuromuscular Disorder

Kwang Ik Yang, Du Shin Jeong

Department of Ne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Hospital

Patients with neuromuscular diseases (NMD) are prone to poor sleep quality due to pain, limitation of movement and changing pos-

ture during sleep. 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 due to respiratory muscle weakness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However, 

there is a tendency to overlook this disorder. The severity, duration, and type of NMD influence the sleep disturbance. SDB is asso-

ciated with increased morbidity and mortality. Non-invasive ventilator (NIV) is treatment of choice for SDB in patients with NMD. 

Evaluation for SDB should be part of the work-up and monitoring of patient with NMD. Overnight polysomnography is the gold 

standard for definitive diagnosis of SDB and can suggest the guideline for using NIV. NIV improves SDB, sleep related hypo-

ventilation, sleep architecture, and more importantly, quality of life, and survival. Further study is needed to establish the criteria se-

lection for polysomnography and the optimal timing for initiating NIV to treat SDB in patient with 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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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근질환(Neuromuscular Disease, NMD) 환자들은 근

위약, 경축 및 강직으로 자세 변화가 제한적이어서 수면 중 

호흡의 불편감, 통증, 근육 경련, 괄약근 위약으로 인한 야간

빈뇨 등으로 수면 방해 및 수면 질 저하를 갖고 있다. 또한 

호흡관련 신경-근 장애로 인해 수면관련호흡장애(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를 흔히 호소한다. 하지만 흔한 

수면장애를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1

신경근질환에서 수면장애 빈도

60명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NMD 환자의 42%

가 SDB를 동반하였다.
1
 각각 NMD 중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의 17-76%, 소아마비증후군의 31%가 SDB를 동반한 보고가 

있다.
2
 소아 Duchenne 근디스트로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1%가 폐쇄수면무호흡 (Obstructive Sleep Apnea, OSA), 

32%가 수면관련저환기를 동반하였다.
3
 근긴장 디스트로피 

33-77%에서 주간졸림을 호소하였다.
4
 중증근무력환자 60%

에선 수면무호흡을 동반하였다. 이처럼 체계적 연구는 미흡

하지만 다양한 NMD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수면장애 

유병률은 높다.

신경근질환에서 수면장애 위험인자 및 기전

수면 및 신경근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이 수면장애 

발생의 위험 요소 및 기전으로 작용한다(Table 1).
5
 렘수면

때는 외안근, 횡격막을 제외한 모든 골격근의 무긴장을 초래

하기 때문에 렘수면 중 호흡은 횡격막에 의존 한다. 횡격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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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pid eye movement-related hypoventilation
2. Diaphragm weakness
3. Increased upper airway resistance
4. Restrictive pulmonary impairment (muscle weakness, scoliosis, 

obesity)
5. Impaired respiratory chemosensitivity
6. Central nervous system involvement

Table 1. Mechanism and risk factors for sleep disorders in pa-
tients with neuromuscular diseases

Neuromuscular disorders Sleep disturbances
1.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Hypoventilation

Central apneas/hypopneas
2. Postpolio syndrome Hypoventilation

Central apneas/hypopneas
Obstructive sleep apnea

3. Duchenne muscular dystrophy Obstructive sleep apnea 
Hypoventilation

4. Myotonic dystrophy Hypoventilation
Apneas/hypopnea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5. Myasthenia gravis Hypoventilation
Central/mixed apneas
Obstructive sleep apnea

Table 2. Sleep disorders in commonly occuring neuromuscular 
disorders

장애가 발생하는 NMD에서는 수면관련저환기 및 산소포화

도 감소를 일으킴으로 주간 호흡은 정상이지만 수면 중 호흡

은 불완전할 수 있다.
6
 렘수면관련저환기(Rapid eye move-

ment-related hypoventilation)는 신경근질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난다.
7
 횡격막 침범은 SDB뿐만 아니라 호흡부전의 

주요 원인인데 연수근 및 사지 위약감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에서도 야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6
 렘수면 중 연수근

위약, 인두근긴장저하, 하악후퇴, 대설 또는 두개안면 형태 

이상 등이 OSA 주요 위험인자이며 반복적인 상기도감염, 편

도비대가 유발 원인이다. NMD환자에게는 흉곽변형, 척추측

만, 비만 등이 흔한데 이런 요소가 SDB에 관여하며 중증근

무력증 치료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와 이로 인한 체중 증가

가 OSA를 야기시킨다.
8
 만성 저환기 자체가 근피로와 호흡

조절중추의 화학수용체민감도를 약화시킨다. 변형된 화학수용

체민감도는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에서도 관찰된다.
9

주간졸림 역시 흔하다. 이는 SDB뿐만 아니라 통증, 근육 

강직 및 경직 등으로 인한 수면분절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중

추신경 침범이 일차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근긴장 디스

트로피는 심한 주간졸림을 호소하는데 입면렘수면이 관찰되

며 뇌척수내 히포크레틴-1 감소 소견을 보임으로써 시상하부 

침범을 시사한다.
10

각 신경근질환에서 수면장애(Table 2)

1.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ALS는 상위 및 하위운동신경세포를 서서히 침범하는 퇴행

성 질환으로 호흡부전이 주 사망원인이다. 수면관련저환기 

및 산소포화도 감소가 주 수면관련장애이다. 수면다원검사

에서 반복적인 미세각성 및 총수면시간 감소를 보인다.
2
 114

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연구는 초기 단계에서 46%가 SDB를 

동반함을 보고하였으며 이런 호흡장애가 질병을 진행시키는 

독립 인자로 제시하였다.
11

 ALS로 인한 횡경막 침범 및 렘수

면 감소가 ALS 환자의 생존율 감소와 관련이 있다.
12

 결국, 

SDB는 ALS에서 흔하며 심한 합병증으로서 불량한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

2. 척수성근육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SMA는 하위운동신경세포를 침범하는 퇴행질환으로 1형과 

2형은 소아를 3형은 성인에서 나타난다. 렘수면관련저호흡 

및 심한 저환기가 소아에서 관찰되는데 호흡부전의 초기 신

호로 나타난다.
13
 이 연구에서는 호흡시 흉곽-복부 협조와 무

호흡-저호흡 지수를 관찰하였는데 심한 흉곽-복부 모순호흡

이 비침습호흡기(Non-Invasive Ventilator, NIV)를 적용하는 

결정 인자로 제시하였다. 성인에서는 체인-스토크 호흡을 보

인 확장성 심근병증을 동반한 환자에서 양압기 사용이 심기

능 개선뿐만 아니라 수면 질 향상을 보여 주었다.
14

3.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PN)

통증말초신경병증에서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흔히 호

소하며 다발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양측 횡격막 침범은 수

면관련저환기 및 산소포화도 감소, 이로 인한 주간졸림을 일

으킨다.
2
 횡경막 장애는 없어도 Charcot-Marie-Tooth에서는 

인두신경병증으로 상기도내 증가하는 음압에 대한 인두확장

근 활동 감소가 수면무호흡의 원인이 되며 당뇨병성 자율신

경병증에서는 CO2에 대한 화학수용체 민감도 감소가 SDB의 

주요 원인 요소다.
9,15

4.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MG)

MG는 아세틸콜린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에 의한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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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pproach to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sleep dis-
ordered breathing in patients with neuromuscular disorders.

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CIPD;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DMD; Duchenne muscular dystrophy, MG; myoasthenia 
gravis, NIV; noninvasive ventilation, NMD; neuromuscular disorders, 
OSA; obstructive sleep apnea, PSG; polysomnography, PFT; 
pulmonary function test, SDB; sleep disordered breathing.

후 신경-근 접합부 질환으로서 36%에서 OSA를 동반하는데 

대부분 비렘수면에서 발생한다. 나이 및 체질량지수가 높을

수록, 주간 폐포저환기가 위험인자이며, 그 외 남자, 스테로

이드 치료 군에서 SDB 유병률이 높았는데 구인두 및 횡경막 

침범이 심할수록 높았다.
8

5. 근긴장 디스트로피(Myotonic Dystrophy, MD)

MD는 CTG 삼핵산염기반복에 의해 나타나는 보통염색체

우성질환으로 전신을 침범하여 근육병, 근긴장증, 대머리, 

백내장, 부정맥 및 내분비 장애를 일으킨다. SDB 이외에 주

간졸림과다 및 피로가 근육병증 이외 흔한 증상이다. CTG 

반복 길이와 주간졸림정도와는 차이가 없으며 다중수면잠복

검사에서 입면렘수면 및 뇌척수액내 히포크레틴-1이 감소 소

견을 보여 기면증과 유사한 소견을 보였으나 HLA-DQB1* 

0602은 음성을 보였다.
10

 

6. Duchenne 근디스트로피(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DMD는 소아에서 흔하며 X-성염색체 연관성 열성질환으

로 디스트로핀 결핍에 의해 나타난다. OSA가 흔하지만 진행

한 경우는 흉곽내 음압을 발생하지 못할 정도로 호흡관련근

육 위약이 심해져서 수면다원검사에서는 마치 중추무호흡으

로 오인할 수 있다.
7
 어린 소아(1-10세)에서는 OSA가 흔해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에 호전을 보이는 반면 10대 초반에

서는 수면관련저환기가 흔해 NIV 사용이 추천된다.
3

수면장애 평가

병력청취, 호흡기능검사,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Figure).
5
 

흔한 증상으로 수면 중 뒤척거림, 불안, 반복적인 각성, 코골

이, 주간졸림, 기상 후 두통, 무기력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

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질환이 진행하면서 서서히 발생하

고 NMD 질환의 한 증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

할 수 있으며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일기, 다양한 수면

관련설문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설문지 등을 통해 수면장애

를 선별 내지 정량화할 수 있다. 이런 설문지들의 내용이 

NMD 환자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수

면장애 환자들에게 적용하였을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NMD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도 필요할 

수 있다. 정기적인 호흡기능검사가 SDB를 예측할 수 없지만 

바로 누운 자세에서 노력폐활량 감소 및 최대 호기 및 흡기

압은 호흡관련근육 힘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노력폐활량 

및 노력흡기량이 예측값의 40% 이하, PaCO2가 45 mmHg 

이상인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다.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동반된 수면장애 진단 및 장애 정

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NIV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Oxymetry 자체만으로는 저환기 및 저산소증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수면장애 치료

NIV가 DMD, ALS, 소아마비증후군, MD, SMA, 기타 NMD

에서 호흡관련근육 위약시 SDB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는 NMD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NIV 적응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PaCO2 

>45 mmHg, 연속 5분간 야간 산소포화도 <80%, 노력폐활량 

<예측치 50%, 최대흡기압력 <60 cmH2O.
6
 NMD 환자 및 제

한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NIV의 무작위 환자-대조군 연구에

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호전을 보였으며 ALS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 및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16,17

 Modafinil

이 MD 환자들의 주간졸림을 개선시켰는데 Maintenance of 

Wakefullness Test의 호전을 보였지만 Epworth Sleepiness 

Scale에서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주관적인 설문내

용이 MD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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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NMD에 있어 호흡관련 근육의 위약으로 수면관련저환기

로 인한 수면방해, 수면 중 산소포화도 감소, 수면호흡장애

는 아주 흔하다. 하지만 실제 NMD 진료실에서는 환자 및 임

상의에게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좀더 환자에게 수면과 관

련된 증상들에 대한 문진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 야간 수면

다원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

한 치료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보다 많은 체계

화된 연구들(예를 들면, NMD 환자에게 적절한 NIV 치료 시

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NIV는 NMD 자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생존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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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tic brain injury (TBI)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mortality and prolonged morbidity in modern society. Patients with TBI 

suffer from sleep problems as well cognitive dysfunction and emotional problem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brain injury. Sleep dis-

turbance such as sleep-wake disturbance, insomnia and hypersomnia is very common in patients with TBI. 

The research showed significantly lower melatonin level in TBI patients suggesting disruption of circadian regulation. In addition, de-

creased CSF hypocretin level in acute TBI and some chronic TBI was reported, suggesting suggesting an involvement of hypocretin 

system inducing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In this session, sleep problems after TBI in acute and chronic phase will be reviewed. 

Potential pathophysiology for sleep-wake disturbances and recent research methods will be discussed as well. 

Potential treatment for TBI patients will be briefly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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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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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Won Cho, MD

Department of Neurology,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Daegu, S.Korea

Yong Won Cho, MD, PhD 

Dept. of Neurology, Dongsan Medical Center,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56 Dalseong-ro, Jung-gu, Daegu 41931,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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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neurocho@gmail.com Figure 1. 통증과 수면의 악순환 모델.

서  론

수면장애는 만성통증질환의 67-88%에서 나타나며, 불면

증 가진 사람의 적어도 50%는 만성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

다.1 일반적으로 낮 동안 통증이 있으면 이어지는 야간 수면

의 질은 좋지 않으며, 야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서로 악순환 양상을 보인

다. 만성 및 급성 통증 모두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지만 만성 

통증이 특히 수면장애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면장애는 다른 질환에 비하여 특히 유의 

하게 높다. 

만성통증과 수면장애는 서로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을 공유

하는데, 통증의 통각(nociceptive) 경로와 수면각성 경로는 

공통으로 중추신경 도파민,2 세로토닌,3 및 아편유사제 시스

템4이 관여하고 있다. 실험적으로 Onen 등은 한 연구에서 

40시간의 수면 박탈을 하면 통증에 과민반응이 보이며, 선택

적으로 깊은 수면을 회복하면 현저한 진통효과를 보였다.5 

따라서 접한 두 현상의 원인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여러 추적조사에 의하면, 수면장애가 만성통증

의 유발하거나 악화하는 것이 만성통증에 의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것 보다 더 우월해 보인다(Fig. 1).1 

수면장애는 장차 만성통증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키며, 

숙면을 하게 되면 만성통증을 완화 시킬 기회가 증가된다 1. 

또한, 수면장애는 통증이 없는 사람에서 새로운 만성통증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키며, 두통과 만성 근골격근계 통증 환

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악화 시킨다. 이에 반하여 숙면을 하

는 사람들은 다양한 통증성 질환의 예후에 대하여 좋은 경향

을 보인다. 암환자의 연구에서도 통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통증에 대한 수면의 영향이 더 강하다. 수면부족은 

약물의 통증 효과도 약화시킨다.6

수면과 통증에 대한 생물행동학적인 기전

수면시간을 제한, 특히 REM 수면을 제한하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다.7 서파수면은 시탭스 전달을 억제하는 기

능이 있는데 서파수면을 줄이면 통증억제를 방해하여 통증

이 악화되며 중추성 민감성을 보인다.8,9  수면박탈이후 서파

수면이 회복하면서 진통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효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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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서 레벨 I 진통제군의 효과보다 크다고 한다.

도파민은 각성을 증진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

다. 통증으로 인해 도파민 신호의 변화가 생기면 수면각성에 

관여하는 봉선색(raphe nucleus)에 영향을 미친다. 수면부족

은 내인성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D2/D3 수용체를 

하향 조절한다. 수면부족은 내인성 아편유사제 시스템을 교

란시켜서 아편유사제 수용체 효능약의 진통효과를 약화시킨

다.
10

 수면장애는 내인성 아편유사제 시스템을 통한 행동대

처전략(behavioral coping strategies)의 진통효과를 약화시

킨다. 그리고 수면이 호전되면 통증 또한 같이 호전되는 경

향을 보인다. 

통증 환자의 수면다원검사 소견은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α‑intrusion (α‑waves during non-REM) 을 보인다.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섬유근육통 환자에서도 이러한 뇌파 소견

을 보이며, 임상 양상으로 비회복성 수면이 흔하며, 비정상

적인 통증 프로세싱이 중요한 병리생리학적 특징이다.
11

 선

행 연구에서 수면 박탈은 섬유근육통 환자의 통증에 대한 역

치를 낮추고 통증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 하여,
5,12

 이

는 descending pain modulation의 손상이 관련한다고 하였

다. 더욱이 Moldofsky 등은 처음으로 정상인에서도 수면을 

제한하면 섬유근육통과 유사한 증상이 유발된다고 발표하였

다.
9
 그리고 수면장애는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수면 

장애는 섬유근육통의 병태생리에 양방향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면장애 와 통증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수면장애와 통증 민감도가 나이

에 따라 악화되는 소견이 더 저명한데, 수면장애와 통증을 

평가할 때 이러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치  료

수면시간은 건강상태와 접한 관련이 있어 수면시간을 

늘리는 것은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통증 완화에도 도

움을 준다. 따라서, 만성 통증 환자의 치료에서 수면장애와 

통증은 같이 치료를 해야 한다. 수면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다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13

통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수면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수

면부족에 대한 염려가 높아서 숙면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증을 가진 사람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침대환경에 

대한 조절(외부적 요인)이 특히 통증을 동반한 불면증 환자

들에게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통증 초기에 적절한 치료는 만성 통증에 대한 

예방뿐 아니라 수면장애에 대한 예방에도 중요하다. 통증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중 미세각성을 빈번히 유발하

는데, 통증이 지속되면 수면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

한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유근육통 환자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을 호전시킬 

뿐 아니라 통증 및 피곤, 불안 우울 등을 같이 호전시킨다. 

따라서 섬유근육통 환자에서 수면장애 치료는 매우 중요하

며 향후 선택적이고 전문적인 수면장애 치료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섬유근육통 을 제외한 다른 통증 질환에

서는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저명하지 않다.
14

수면장애와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로는 triazolam
14

와 es-

zopiclone
15

이 통증과 수면 모두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

지만 현재 자료는 제한이 있어, 향후 좀더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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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cranial Atherosclerosis: Current Status

Ka Sing Lawrence W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ince of Wales Hospital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is a common cause of ischemic stroke worldwide, especially among stroke patients of Asian, African or 

Hispanic ancestry.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genetic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observed ethnic differences. Initial re-

searches focused on the luminal stenosis using transcranial Doppler, CT angigram and MR angiogram. More recent effort emphasize 

on the vessel wall and fluid dynamics (including collaterals). Thus the pathophysiology of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has been better 

understood now. However, treatment of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remains a challenge. Antiplatelet agents remain the most im-

portant strategy for stroke prevention. For patients with TIA /minor stroke, dual antiplatelet therapy shows encouraging results 

(CLAIR and CHANCE studies). Together with statin and antihypertensive agents, these three approaches become the standard phar-

macological treat of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Despite the initial enthusiasm, stenting or angioplasty remain an investigational and 

treatment of last resort after the SYMMPR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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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zheimer's Disease: an Update on 
Pathophysiology and Outlook for Treatment

Edward H.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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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of Medicine and Phys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 unwanted result of the aging population worldwide is the rise in prevalence of age-associated neurological diseases, such as 

Alzheimer’s disease (AD) in particular. Despite decades of intense research, therapeutics for AD remain inadequate and limited to 

symptomatic treatment with limited effectiveness. However, data from many laboratories  around the world support the concept that 

accumulation of amyloid β-protein (Aβ) in brain due to increased production or reduced clearance represents an early and possibly 

seminal role in AD pathogenesis. Like many diseases with both sporadic and genetic forms, studies on the pathophysiology of AD 

have benefited tremendously from the rare inherited forms of AD that point to the enzyme (presenilin) that generates Aβ or the sub-

strate for presenilin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 as key molecules involved in AD. Although many other cellular perturbations 

contribute to AD pathogenesis, misregulation of Aβ homeostasis likely plays an obligatory role in AD pathogenesis. In this talk, I will 

summarize recent advances in AD research to update the audience on the pathophysiology of AD and secondarily on diagnosis and 

treatment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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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의 병태생리: 전통적 관점과 새로 
대두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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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hogenesis of Multiple Sclerosis: Old and New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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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는 대표적인 중추신

경계염증질환이다. 국내에는 10만 명 당 3명 수준의 낮은 

유병률이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10만 명 당 50~200명 수

준으로 매우 높다. 또한, 20-40대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평생에 걸쳐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자 자신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높은 질환이다.

MS에 대한 병태생리적 이해는 임상의학적 관찰과 더불

어, 분자생물학적, 면역학적, 그리고 영상의학적 연구들의 

상호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MS가 일차적

으로 핍교세포병증(oligodendrocytopathy) 혹은 신경퇴행

성 질환이며, 병리적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염증 반응은 이

차적인 부수 현상(epiphenomenon)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최근의 다양한 면역 관련 약제의 눈부신 MS 치료 효과는 

MS가 근본적으로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자가면역질환이라

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이온채널 활동의 

변화, 미토콘드리아 독성, 산화스트레스, glutamate ex-

citotoxicity 등의 신경축삭의 기능부전과 손상(neuroaxonal 

dysfunction and injury)을 일으키는 신경퇴행성 기전은 자

가면역 기전에 의한 만성신경염증에 의해 촉발되고, 유지되

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1
 특히, MS 질병 과정의 

후반기인 진행형 MS (progressive MS)에서 신경퇴행성 손

상이 중요한 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4

기본적으로 MS는 CD4
+
 T세포 매개 자가면역(T cell- 

mediated autoimmunity)로 발생한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수초특이적 T세포(myelin- 

specific T cell)가 활성화되어 중추신경계의 자가면역 반응

이 유발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다. 어떤 방식으

로 신체 어느 부위에서 자가반응 T세포(autoreactive T cell)

의 기폭(起爆, priming)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인간 척

수 분쇄액(homogenate)이나 수초 단백질인 MOG, PLP, 

MBP 등으로 실험동물에서 experimental autoimmune en-

cephalomyelitis (EAE)를 유도할 때, 일차적으로 CD4
+
 T세

포가 활성화되며, 수초 항체로 면역된 생쥐의 CD4
+
 T세포

만을 adoptive transfer하여도 EAE를 유발할 수 있는 사실

은 CD4
+
 T세포가 주 용의자(main culprit)임을 지지한다.

5
 

CD4
+
 T세포는 Th1, Th2, Th17 등으로 분화하는데(Fig. 1) 

1980년 대에 먼저 Th1, Th2 세포가 확인되었으며, Th1 세

포는 주로 IL-2, IL-3, TNF-α, 그리고 IFN-γ를 분비하며, 대

식세포(macrophage)의 활성화 등 세포매개 면역 기능을 조

절한다. 이에 반해, Th2 세포는 IL-4, IL-5, 그리고 IL-13을 

분비하여 B 세포를 활성화하고 체액 면역을 자극한다.
6
 그

리고 2005년에 CD4
+
 T세포 중 IL-17을 분비하는 Th17 세포

가 새로 확인되었다. MS나 EAE의 발생에 Th1과 Th17가 결

정적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러한 Th1/ 

Th17 paradigm은 현재까지 이 질환에 대한 대표 견해이다

(Fig. 2, Table 1).
6,7

 MS에서의 두 Th세포 형에 따른 임상

적, 병리적 특징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EAE 모델에서

는 Th1세포가 주된 기전일 경우, 침윤하는 염증세포는 주로 

단핵구(monocyte)이며, Th17세포가 주로 관여할 경우는 호

중구(neutrophil)이 주로 침윤한다. 또한 주된 병터 분포도 

구분되는데, Th1세포의 경우, 척수가 주로 침범되며, Th17

세포의 경우 뇌줄기(brainstem), 소뇌, 대뇌에 병터가 발생

한다.
8

최근 면역학의 발전에 따라, MS의 면역학적 기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있다. 자가면역 기전의 

effector 뿐만 아니라, Epstein-Barr virus 등의 병원체, mi-

crobiome, 비타민 D, 흡연 등 MS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

는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자가면역의 방아쇠를 당기는지도 

함께 통합하여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면역학적 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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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of CD4
+
 T cell initiated central nervous system 

(CNS) autoimmunity. Adopted from Simmons SB, et al.
5

The sequential steps proposed for the pathogenesis of CD4+ T cell 
initiated disease are indicated by letters. CD8+ T cell initiated 
autoimmunity may occur, but is not included in this schematic. (A)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oth promote myelin-specific CD4+

T cell activation and influence the type and efficacy of the 
corresponding immunoregulatory response mediated by regulatory 
(reg) CD4+ and CD8+ T cells and B cells. (B) Activated CD4+ T cells 
enter the CNS and are reactivated by resident antigen-presenting cells 
(APCs), triggering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C) These 
mediators promote (i) localized inflammation of the blood–brain 
barrier (BBB) that facilitates recruitment of naïve CD4+ and CD8+ T 
cells, B cells, and monocytes to the CNS, and (ii) may directly damage 
myelin and/or oligodendrocytes. (D) Determinant spreading occurs as 
APCs presenting epitopes derived from myelin debris activate newly 
recruited T cells with different myelin specificities. (E) Newly activated 
CD8+ T cells may gain the ability to lyse both (i) APCs presenting 
myelin antigen and (ii) oligodendrocytes. Dashed lines indicate 
pathways not yet verified with experimental evidence.

Fig. 1. The Classical Monolithic View of Helper T Cell 
Differentiation: Lineages and Master Regulators. Adopted from 
O’Shea J, et al.

16

Initial studies arising from in vitro cultured Thelper1 (Th1) and Th2 
cells led to the idea that these subsets behaved like lineages, meaning 
their phenotype (i.e. selective cytokine production) was inflexible. 
Accordingly, these subsets expressed lineage-defining transcription 
factors that were sufficient to impart this selective cytokine production. 
As newer subsets of cytokine producing cells were identified, they too 
were viewed as stable lineages.

의 발전에는 MS가 단순히 탈수초성질환(demyelinating dis-

order)가 아니며, 축삭 손상, 대뇌 피질의 손상, 신경세포의 

소실, 뇌수막의 염증성 변화를 질병 초기부터 동반한다는 

비교적 최근의 병리적 발견이 촉진한 바 크다.
9-12

MS의 발병 기전에 B세포가 관여한다는 사실은 경화반

(plaque)에서 항체 및 보체의 침착을 흔히 확인할 수 있으

며, MS 환자의 대다수에서 뇌척수액에서 올리고클론띠가 

검출되는 등, 여러 근거로 과거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rituximab, ocrelizumab, ofatumumab 등의 an-

ti-CD20 항체의 놀라운 치료 성적 그리고 뇌수막에 존재하

는 ectopic follicular B cell이 대뇌피질 병변 발생에 접하

며, 특히, 진행형 MS에서 두드러지는 병리적 특징임을 인지

하게 되며, B세포의 기여가 이전에 받아들여졌던 것보다 더

욱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13

 

B세포는 항체의 생산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면역 과정에 

관여한다. 항체와 더불어 IL-6, LT-α, TNF-α의 proin-

flammatory cytokines와 함께 IL-10, TGF-β의 regulatory 

cytokines를 생성 분비한다. Dendritic cell 등의 antigen- 

presenting cell과 상호 작용하여 항원 전달을 증진하며, 직

접적으로도 MHC class II와 함께 항원을 T세포에 매우 특이

적인 형태로 제공한다. 말초 조직에서 항체에 의해 활성화

된 B세포는 plasmablast나 memory B 세포로서 중추신경계

에 도달하여, 뇌실질이나 뇌막에서 germinal center의 이소

성 형성(ectopic formation) 과정으로 중추신경계에 지속하

여 존재하며, 중추신경계 항원에 감작되어 clonal ex-

pansion을 한다(Fig. 3). 특히, 뇌막에 존재하는 ectopic fol-

licle은 cytokine 등의 체액성 기전을 통해 연접해 있는 피질

의 손상을 유발한다.

Innate immunity의 미세교세포(microglia)나 대식세포

(macrophage)와 같은 단핵구 식세포(monocytic phag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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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idence for Th1/Th17 pathogenesis in multiple sclerosis and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Modified from 
Gutcher, et al.

6

Evidence for Th1 pathogenesis in MS/EME
↑ IL-12 demonstrated in plasma, CSF, PBMCs, and plaques of MS patients
Higher percentage of IL-12Rβ1– and IL-12Rβ2–expressing T cells in CSF compared with blood of MS patients
↑ IL-18 expression in serum, PBMCs, and demyelinating lesions of MS patients
↑ Serum levels of IFN-γ in RRMS patients prior to onset of relaps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FN-γ–producing PBMCs and MS disability
↑ IL-12, IL-2, IFN-γ, TNF-α, IL-1β, and IL-6 in PBMCs of patients with acute and relapsing MS 
Anti–IL-12p40 Abs reduced CIA severity but not incidence associated with ↓ IFN-γ levels
Anti–IL-12p40 Ab suppresses EAE in adoptive transfer recipients
IL-12p40–deficient mice are resistant to MBP-induced EAE
IL-12 treatment increases development of IFN-γ–producing CD4+ T cells and thus increases the severity of CIA
Anti–IL-18 Abs significantly ↓ IFN-γ production and disease development during MBP-induced EAE in rats
IL-18–deficient mice are resistant to MOG35–55–induced EAE due to decreased IFN-γ production
↓ Incidence and severity of CIA in IL-18–deficient mice
↓ CIA severity in mice treated with anti–IL-18 Ab or rhIL-18BP
CNS-infiltrating cells of EAE mice stained for IFN-γ and IL-2
CD4+ T cells infiltrating the CNS of acute EAE mice produced the Th1 cytokines IL-2 and IFN-γ
T-bet–deficient mice completely failed to generate Th1 cells and thus are resistant to MOG35–55–induced EAE

Evidence for Th17 pathogenesis in MS/EME
IL-12p35–/– mice are susceptible to EAE
IL-23–/– mice are resistant to EAE
IL-12p35–/– mice are susceptible to CIA, while IL-12p40–/– and IL-23p19–/– mice are protected from CIA
IL-18–/– mice are susceptible to EAE
IFN-γ–/– mice are hypersusceptible to EAE
IFN-γ–/– and IFN-γR–deficient mice are hypersusceptible to CIA
TNF-α–/– mice are not resistant to EAE
IL-4–/– mice are not hypersusceptible to EAE
IL-23 induces a population of encephalitogenic CD4+ T cells called Th17 cells
IL-17 block or deficiency reduces susceptibility to EAE and CIA
IL-1 is necessary for the generation of Th17 cells
IL-18R is necessary for the generation of Th17 cells
IL-17 mRNA is augmented in blood and CSF mononuclear cells of MS patients

는 재발완화성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나 진행성다발성경화증(progressive MS, 

PMS)의 병터에서 보이는 주된 면역세포이다. T세포와 B세

포와 상호 작용으로 활성이 조절될 뿐만 아니라, 수초의 손

상 및 손상된 수초의 제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더하여, 

반응 산소와 질소 화합물(reactive oxygen and nitrogen 

species)에 의한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로 축삭 손

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EAE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핼액의 단핵구에서 유래된 거식세포는 탈수초를 유도하고, 

미세교세포에서 유래된 식세포는 손상된 세포 산물을 제거

하고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구분되는 역할을 하였다.15 그 

밖에 수상돌기세포(dendritic cell), NK 세포, NK-T 세포, 

mast 세포 등의 innate immune cell 들은 분비하는 cyto-

kine에 따라 EAE 모델에서 염증을 조장하거나, 반대로 면

역조절을 하는 등 다양한 작용을 한다(Fig. 4)

새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B세포 역할과 innate immunity

는 모두 PMS의 병리 기전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동

안 PMS는, MS의 자연력 연구에서 EDSS 3이나 4정도의 장

애가 누적된 이후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경과로 신

경학적 결손의 누적으로 경험하고, RRMS에 효과 있는 질병

완화치료(disease-modifying therapies, DMTs)가 PMS에서

는 효과가 없고, 병리적으로도 급성 염증 반응이 뇌실질에

서 감소하는 점 등을 근거로, RRMS에는 널리 받아들여진 

자가면역기전과 달리, 신경퇴행성 손상이 일차 원인이라는 

primary neurodegeneration model로 설명하는 견해가 설

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MS의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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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inflammatory and regulatory effects of B cells. 
Adopted from Krumbholz 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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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ells can develop into immunoglobulin-secreting plasma cells, 
efficiently present their cognate antigen to T cells, and secrete 
inflammatory cytokines that activate T cells and macrophages. B cells 
can also secrete cytokines that block T-cell and macrophage activation. 
Abbreviations: LT, lymphotoxin; TNF, tumor necrosis factor.

Table 2. Evidence for B cell pathogenesis in multiple sclerosis and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The CNS in multiple sclerosis provides a Bcell-fostering environment that includes B‑cell trophic factors such as BAFF (B-cell-activating factor 
of the TNF family), APRIL (a proliferation-inducing ligand), and the plasma-cell survival factor CXCL12.
Long-term stability of oligoclonal bands, despite aggressive therapy, indicating persistence of the same B-cell and plasma-cell clones
Intrathecal production of IgG directed against multiple pathogens (such as measles, rubella and varicella zoster virus―the ‘MRZ reaction’), 
which are presumably not related to MS pathogenesis but indicate a survival niche for various immunoglobulin-secreting cells in the CNS
Memory B cells and plasmablasts are the predominating B‑lineage cells in the CSF of patients with MS; their numbers correlate with 
disease activity
Follicle-like B‑cell aggregates are detected in the meninges in some patients
Cerebrospinal fluid levels of the Bcell-attracting chemokine CXCL13 are linked to CNS inflammation and local IgG production, and have 
prognostic value in MS
B-cell depletion is a promising MS therapy, largely unrelated to effects on IgG production
Many immunomodulatory therapies in MS affect the Bcell compartment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of novel autoantibodies in MS is a current research focus; candidate antigens include myelin oligodendrocyte 
protein, axoglial targets around the node of Ranvier, and the potassium channel KIR4.1

Fig. 4. Role of innate cells in modulating CNS demyelinating 
disease. Adopted from Mayo L, et al.

18

An innate cell in the CNS may recruit peripheral cells and affect the 
integrity of the BBB. It can activate CD4+ T cells and induce a 
pro-demyelinating effector phenotype (Th1, Th17, or Th9) or a 
regulatory T-cell phenotype (Foxp3+ Treg, and Tr1); or terminate the 
CD4+ response by inducing apoptosis. The innate cell can also 
activate and modulate other adaptive cells such as CD8+ cytotoxic 
T cells, B cells, or other innate cells (either peripheral or central). The 
innate cell can directly affect the demyelinating and remyelinating 
processes by breaking down myelin, clearing (phagocytosis) myelin, 
debris, and dead cells, and by affecting oligodendrocyte and neuronal 
viability. The innate cell can also affect NG2/OPC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 maturation into oligodendrocytes, and their migration 
to the lesion site, as well as modulating axonal growth.

일차적으로 축삭-교 단위(axon-glial unit)의 기능 부전에 따

른 손상이며, 단핵구 식세포 등이 병리 소견에서 확인되는 

것은 손상된 축삭-교 단위의 산물이 항원으로 기능해 항원

전달세포인 미세교세포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유발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속적인 자가면역 반응

이 PMS의 기전이라는 가설은, T세포 및 단핵구의 국소적 

침윤과 더불어 미만성의 B 세포 및 미세교세포의 활성화가 

중추신경계 전반으로 자가면역 반응을 확대하고 영속케 한

다는 주장이다. 이를 compartmentalized inflammation model

이라 하며, 이 모델에서는 T세포뿐만 아니라, 미세교세포, B

세포, 그리고 단핵구 식세포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MS의 염증 기전이 기존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욱 다양

함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된 면역 기전이 환자마다 

다양하며, 과거 비교적 뚜렷한 경계로 구분되었던 in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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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highlighting the evolution of structural pathol-
ogy and disease mechanisms during the course of MS. Adapted 
from Lassmann H, et al.

19

a. Pathological features associated with conversion of RRMS (pink) to 
progressive MS (green). b. Changes in disease mechanisms associated 
with conversion of RRMS (pink) to progressive MS (green). The bars 
indicate the extent of these differences in relation to increasing age 
and disease duration. Although no pathological or mechanistic feature 
is exclusively present in either the relapsing–remitting or progressive 
stages of MS, major quantitative differences in their occurrence are 
evident between these stages. Abbreviations: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MS, multiple sclerosis; PPMS, primary progressive MS; 
RPMS, relapsing progressive MS; RRMS, relapsing–remitting MS; 
SPMS, secondary progressive MS.

immunity, adaptive immunity, 그리고 T세포 와 B세포들의 

역할은 MS의 병리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또한 질병 단계의 경과에 따라 전신 면역계와 중추신

경계 면역계의 특성 및 역할 비중이 변하는 등, MS의 염증

은 매우 역동적이라 할 수 있다(Fig. 5). 이런 이해를 기반

으로 현재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PMS의 

임상 치료 관리도 머지않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리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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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의 작용기전

박 민 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Mechanism of Drugs for Multiple Sclerosis

Min Su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disease mechanism of multiple sclerosis (MS) involves inflammation, demyelination and neurodegeneration. Variety of cellular and 

humoral immunological abnormalities have been observed in MS, therefore, there are multiple therapeutic targets for MS. The five key 

targets of immunopathogenic process for MS treatment is; (1) T cell activation and differentiation to Th1 cell (2) Proliferation of acti-

vated Th1 cells (3) Recruitment of B cells and monocytes by activated Th1 cells (4) Activated Th1 cells trafficking across the blood-brain 

barrier (BBB) (5) T cell reactivation and induction of immune cell-mediated demyelination. 

Interferon beta (INF β) preparations and glatiramer acetate (GA) are approved for relapsing MS firstly. INF β potentially affects proc-

esses (1) to (5), and GA affects (1) and (5). INF β reduces BBB disruption and modulates T cell, B cell, and cytokine functions, whereas 

GA probably stimulates regulatory T cells. These immunomodulators affect a greater number of immunopathogenic processes than 

monoclonal antibodies. Alemtuzumab and natalizumab are new monoclonal antibodies that act on processes (1) and (4), respectively. 

Mitoxantrone is an immunosuppressive drug and the only agent approved to treat secondary progressive PMS. Mitoxantrone have 

broad cytotoxic effects on B cells, T cells, and macrophages. This suppresses the pathogenic immune response in MS with high efficacy 

but is also associated with high toxicity, limiting the long-term use of these agents. Recently, three oral agents are approved for relaps-

ing MS. Fingolimod interferes with a S1P mechanism that lymphocytes use to exit lymph nodes. Teriflunomide exerts immunological ef-

fects by inhibiting dihydroorotate dehydrogenase, an enzyme required for de novo pyrimidine synthesis in proliferating (but not rest-

ing) cells. The mechanism of dimethyl fumarate action has not been completely elucidated, but it is known to activate the nuclear-re-

lated factor 2 transcriptional pathway, which reduces oxidative cell stress, as well as to modulate nuclear factor κB, which could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about drugs for MS with their mechanism of action according to immune pathogenesis of MS and re-

view some interesting articles. New drugs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of the immune pathogenesis of MS and 

advances in understanding of mechanism will further increase treatment options for patients and physicians.

Key Words: Multiple sclerosis, Immunopathogenesi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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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vascular Revascularization for Basilar 
Artery Occlusion

이  준
영남대병원 신경과

Jun Lee

Department of Neurolog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 basilar artery is the main vessels of the posterior circulation and supplies most of the brainstem and occipital lobes and some parts 

of the thalamus and cerebellum. Owing to different location and extension of the lesions with basilar artery occlusion, patients with 

acute basilar artery occlusion present with various clinical symptoms and impairment. Acute basilar artery occlusion is a rare stroke 

syndrome comprising around 3% with very high mobility and mortality rate of 80-90% without thrombolytic treatment.
1
 Several case 

series and smaller studies reported the effectiveness of the endovascular treatment (EVT) in BA occlusion using outdated EVT techni-

ques or first generation mechanical recanalization devices (MERCI retriever, Penumbra device). Direct comparisons of study results are 

difficult because most reports are case series with different protocols and study methodology. 

In one of the largest case series including 180 patients with acute vertebrobasilar occlusion treated with IV thrombolysis, complete 

and partial recanalization were achieved in 55 and 19% of the cases, respectively.
2
 A meta-analysis involving 10 studies with 316 pa-

tients demonstrated a recanalization rate of 64%, a mortality rate of 56%, and a 48% absolute risk reduction of death (p<0.001).
3
 The 

superiority of the IA therapy compared with IV therapy in patients with acute basilar artery occlusion is unclear due to insufficient data 

of randomized control trials. Although higher recanalization rate was obtained with IA therapy than with IV therapy, there was no sig-

nificant difference in mortality rates and positive outcomes.
4
 Recent developments in EVT with mechanical thrombectomy have led to 

an increasing recanalization rates in large intracranial arterial occlusion. The Basilar Artery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y (BASICS) 

was the first organized, prospective, observational registry of consecutive patients.
5
 The BASICS reported that the poor prognosis after 

basilar artery occlusion with a third mortality and a third dependency at 1 month.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t superiority for 

any treatment strategy between IV thrombolysis and IV thrombolysis. However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from the 

BASICS is limited by the recent introduction of stent retriever, which were not available at the time of the study. ENDOSTROKE study is 

an investigator-initiated multicenter registry for patients undergoing EVT.
6
 This study includes 148 consecutive patients with basilar ar-

tery occlusion, with 59% having received IV thrombolysis prior to EVT. Thirty-four percent had good and 42% had moderate clinical 

outcome; mortality was 35% and TICI 2b-3 recanalization was achieved by 79%. Independent predictors of recanalization were better 

collateral status and the use of a stent retriever in this study. 

There is still a lack of prospective data concerning the impact of on outcomes based on treatment strategy. Current data using the 

newer generation of devices, such as stent retriever and Penumbra MAX systems, suggest the benefit from EVT. Multicenter, pro-

spective studies were warranted to compare the different treatment modalities. 

Jun Lee

Department of Neurolog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TEL: +82-53-620-3680   FAX: +82-53-627-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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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내 동맥 폐색 지속시 신경중재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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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ue Treatment Option for Intracranial Artery Occlusion

Hee-Kwon Park

Inha University Hospital 

In the patient with hyper-acute ischemic stroke, intracranial large artery occlusion after intravenous thrombolysis is usually consid-

ered as the candidate for endovascular therapy.

Particularly mechanical thrombectomy by stent retrieval is an effective and relatively safe treatment option for adjunct to intravenous 

rTPA infusion. sometimes, stent retrieval and Penumbra suction resulted in failure of recanalization. In this brief review, we analyzed 

seven randomized clinical trials supporting the efficacy of stent retrieval about failure of recanalization. These studies showed six to 

forty percentage of recanalization failure rate in spite of mechanical thrombectomy. Conventional angiography, MR perfusion and dif-

fusion weighted images can be helpful for the decision of rescue therapy. The treatment option for rescue therapy is wire manipu-

lation, intra-arterial thrombolytics infusion, and balloon angioplasty in addition to stent insertion and bypass surgery. We evaluate 

the current literature regarding treatment of intracranial atherosclerotic disease,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se rescue endovas-

cular trials and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intracranial stenting and bypass surgery and related complication. 

Key Words: Stent-retrieval, Revascularization, Intracranial stenting, Bypass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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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여러 연구에서 스텐트를 이용한 혈전제거술이 개발

된 이후에 초급성기 뇌경색에서는 빨리 재관류 또는 재개통

시에 예후가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다.1-6 현재 국내외 임상지

침에서 정맥내 혈전용해술 이후에 내경동맥이나 중대뇌동맥

에서의 폐색이 지속되는 경우 신경중재술을 하는 것을 권장

하고 내용이 추가 되었거나 수정 중이다. 

그러나 외국의 최근 스텐트 혈전제거술 관련 연구들을 보

면(Table 1) 일곱 개의 임상 연구 중에서 세 연구는 100% 

스텐트 혈전제거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연구들도 스텐

트 혈전제거술이나 혈전 흡입 제거술 등의 최근 중재술을 이

용하였다.7 통상의 경우 재개통 이후 혈관 재개통 상태는 

TICI grade (Thrombolysis in Cerebral infarction perfusion 

scale)나 AOL (arterial occlusive lesion) 등급을 많이 사용하

는데, 이중에서 TICI grade는 관류와 협착 정도를 같이 고려

하는 것으로 예후와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Table 2) 통상 TICI IIb 이상으로 재개통되어 있는 경

우에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상 IIa 이하

의 협착 소견을 재개통의 실패로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비하여 높은 재개통률을 보이나 24

시간째 재개통률을 보면 6-42%의 환자는 재개통에 실패한 

결과를 보여준다.7

통상 스텐트 혈전제거술 이후에 재개통에 실패한 경우 이

차적인 재개통술을 시행함을 고려하고 이전 SWIFT나 TREVO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스텐트만 이용한 혈전제거술의 경우 

10-30% 정도에서는 재개통에 실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8,9 

특히 이러한 재개통의 실패는 두개내 동맥 협착이 있었을 때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뇌경색 환자의 경우에는 이전

부터 두개내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과 이에 의한 뇌경색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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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부터 치료가능시간
MR CLEAN ESCAPE EXTENDED-IA SWIFT PRIME REVASCAT THERAY THRACE

시술 방법
중재술 중재술

스텐트
혈전제거

스텐트
혈전제거

스텐트
혈전제거

Penumbra 
혈전 흡입

혈전제거술

발생부터 치료가능시간(Hr) 6 12 4.5 6 8 4.5 5
정맥내tPA 치료율(%) 89 75 100 100 73 100 100
스텐트혈전제거기 
치료율(%)

81.5 86.1 100 100 100 0 No data

발생부터 재개통시간 , 
중앙값(m)

No data 241 248 252 355 226 255

증상뇌출혈, 혈관내치료군 
vs 대조군(%)

7.7 vs 6.4 3.6 vs 2.7 0 vs 6 0 vs 3.1 1.9 vs 1.9 10.9 vs 11.3 No data

3개월째 mRS 0~2, 
혈관내치료군 vs 대조군(%)

33 vs 19 53 vs 29 71 vs 40 60 vs 35 44 vs 20 38 vs 30.4 54.2 vs 42.1

24시간째 재개통률 , 
혈관내치료군 vs 대조군(%)

75 vs 33 72 vs 31 94 vs 43 83 vs 40 No data No data No data

Table 2. 혈관 조영술에서 혈관 재개통술과 관련된 TICI 등급과 AOL 등급

TICI 등급 AOL 등급
점수 설명 점수 설명

0 관류가 없음 0 완전 폐색
1 최소관류 : 폐색이 존재하나 조영제가 일부가 폐색이후 

부위에서 관찰됨
1 원발성부위의 부분적 재개통으로 시술전 

폐색부분 이후 혈류가 없음
2a 부분관류(a) :부분적 재개통되었으나 전체 관류의 2/3이하만 

관류됨
2 부분적 재개통으로 시술전 폐색부분 이후 

혈류가 있음
2b 부분관류(b): 재개통되어 거의 대부분 영역에 관류가 되나 

혈류가 정상에 비하여 느릴 때
3 완전관류 : 재개통으로 전체 영역에 건측 정도로 빠른 관류가 

될 때
3 완전 재개통으로 폐색 이후 혈류가 정상화된 

경우

AOL;arterial occlusive lesion, TICI grade:Thrombolysis in Cerebral infarction perfusion scale.

Table 1. 스텐트 혈전제거술을 이용한 최근 초급성 뇌경색 관련 논문 

국에 비하여 많음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 뇌경색 환

자의 경우 스텐트 혈전제거술을 이용한 재개통의 실패 확률

이 외국 연구에 비하여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 본 논문은 

이러한 스텐트 혈전제거술이나 혈전 흡입 제거술 이후에 재

개통이 실패한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과 이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초급성 뇌경색 환자의 신경중재술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병원마다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일반화하여 기술하기 힘든 면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나 병원마

다 다른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 기술하

는 방법 이외의 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스텐트를 이용한 혈전제거술이나 Penumbra 등의 기구를 이

용한 혈전 흡입 제거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에도 재개통이 실패하면 수차례 동일 방법을 반복한 후

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통상의 경우 위의 두 방법에

서 실패한 경우에는 뇌자기공명영상이나 고식적 혈관조영술

에서의 곁순환을 평가하여 시술을 중단할지 다른 방법을 시

도할지 결정하게 된다. 

통상의 경우 관류와 확산강조 영상의 병변 크기 비교

(Perfusion-Diffusion Mismatch)나 FLAIR image에서의 변화

를 고려하여 보다 침습적일 수 있는 이차적인 방법(Rescue 

therapy)을 적용할지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혈관 병변의 모

양 등을 통해서 병인을 고려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도 있

겠다. 예를 들면 최근의 Trevo 스텐트의 경우에는 스텐트 지주

(Strut)를 디지털감산영상(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DSA)

에서 볼 수 있는데 스텐트를 협착 부위에 펼친 상태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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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초기 뇌경색 크기에 따른 재개통에 따른 예후 Figure 2. 다양한 혈관 중재술 방법
A. 혈전 흡입술(Penumbra) B. 동맥내 혈전용해술 C. 와이어 
시술(Wire manipulation) D. 스텐트 혈전제거술(Stent Retrieval) 
E. MERCI Device F. 풍선 혈관성형술(Balloon angioplasty)

협착 원인 병리 조직 혈관벽 조영

죽상경화반
죽상판내 혈종과 지방조직

섬유막
불규칙

편심성(eccentric)
+/-

동맥박리
내막판, 이중내강, 혈관벽속 혈종 편심성 협착

혈관벽내 T1강조(met-hemoglobin)
+/-

혈관염 혈관벽의 염증 동심(concentric)의 혈관벽 비후 ++
가역적뇌혈관수축증후군(RCVS) 혈관벽의 수축 동심(concentric)의 혈관벽 비후 -

모야모야병 뇌혈관의 위축 혈관벽 비후 없는 중대뇌동맥 위축 dICA:+

Table 3. 두개강내 혈관의 협착 원인과 고해상도 MR 영상 소견

텐트 지주가 펴진 형태를 보고 동맥내 협착이 혈전에 의한 

폐색인지 또는 기존에 동맥내 동맥경화반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DSA에서의 병

변 모양이나 향후 고해상도 뇌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면, 병

변이 혈관염이나 모야모야 질환 또는 동맥 박리에 의한 것인

지 감별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Table 3) 이를 이용하

여 이차적인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뇌자기공명영상에서 확산강조영상 (Diffusion 

Weighted Image, DWI)상 병변의 크기를 이차 시술 여부에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최근 논문에서는 DWI에서 70ml 이상

의 병변이라도 주요혈관이 재개통이 되는 경우에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 1).10 또한 병변의 크기보다

는 병변 또는 Penumbra 영역의 위치가 환자 예후에 더 중요

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1

이러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증례별로 이차적인 시술

이나 수술을 할지 약물치료 등을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에서 두개내 혈관 폐색의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시술 방

법에는 동맥내 혈전용해제 주입이나 와이어를 이용한 조작

법(Wire manipulation), MERCI 등을 이용한 혈전 제거술 등

을 시도할 수 있다(Figure 2).

통상 동맥내 혈전용해술이나 와이어를 이용한 조작법의 

경우, 스텐트 혈전제거술로 M1 이상의 큰 혈관의 혈전을 제

거 후 M2 이하의 작은 혈관에 혈전의 폐색이 남아 있거나 

또는 이차적인 혈전의 이동(migration)으로 인한 폐색을 일

부 재개통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게 된다. 

두개내 동맥내 혈관협착(intracranial artery stenosis)이 기

존의 동맥경화반에 의한 경우에는 풍선 혈관성형술을 시도

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Gateway system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스텐트 혈전제거

술에 비하여 풍선성형술의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도가 높

으며, 따라서 많은 경우에 원래 혈관에 비하여 작게 풍선을 확

장시킴으로써, 부분적인 재개통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M1 등의 주요 혈관에서 재개통이 실패하였을 때 가

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은 두개내 스텐트 설치술이다. 이전 

SAMMPRIS 연구 결과 등에서 비록 약물치료에 비하여 두개

내 스텐트가 예후가 안 좋았으나12 초급성기에 Penumbra 영

역이 크고 여러 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두개내 스텐트 설치술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두개내 협착에 공인된 두개내 스탠트는 

Wingspan 시스템이 유일하나 초급성기에 두개내 스텐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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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두개외-두개내우회술과 두개내혈관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

두개외-두개내우회술 두개내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

장점

광범위협착 혹은 폐색에서도 가능
심한 석회화 동반한 협착에서도 가능

혈관내 접근이 어려운 해부 구조
여러 영역의 혈관영역에서도 수술이 가능

신부전 환자에게도 가능
이중항혈소판제 복용 필요 없음

후순환혈관협착 가능
미용효과

비교적 짧은 시술 및 회복시간
국소마취로도 가능

기존 중수막동맥 곁순환이 발달한 경우

단점
수술 흉터

비교적 긴 시술 및 회복시간
전신마취 필요

짧은 구간의 협착에서만 가능
방사선 및 조영제 노출

이중항혈소판제 복용 필요

합병증

급성, 아급성 및 만성협착 및 폐색
과관류증후군, 뇌경색 

전신마취 합병증
수술 부위 혈종 . 두피괴사 , 감염

급성, 아급성 및 만성협착 및 폐색
과관류증후군, 원위부 색전증

혈관박리 및 파열
대퇴동맥 천자 부위 합병증, 조영제부작용

Figure 3. 표재측두동맥-중대뇌동맥우회술
표재측두동맥을 분리후에(A) 이식의 대상이 될 중대뇌동맥 
피질혈관(M4)을 선태하여 측두동맥과 연결한다(B).

치술이 약물치료에 비하여 우수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

족한 상태이다.
13
 또한 경우에 따라 Neuro-link, Enterprise나 

Solitaire등 동맥류 시술을 위해 들어온 스텐트 시스템을 제

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스텐트 설치술과 함께 또 한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은 표재측두동맥-중대뇌동맥우회술이다. 표재측두동맥-중대

뇌동맥우회술(이하 동맥우회술)은 측두동맥을 통상 M2~M4 

영역의 중대뇌동맥과 연결하는 수술이다(Figure 3). COSS 

(Carotid Occlusion Surgery Study) 연구에서 2년간 추적관

찰 결과 동측뇌허혈 발생률이 수술군이 21%, 약물 치료군이 

22.7%로 약물치료에 비하여 동맥우회술이 우수한 결과를 보

이지 못하였다.
14

 따라서 약물의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제한

적으로 시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급성기에 뇌경

색의 진행이 매우 우려되는 경우에는 동맥우회술을 응급으

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혈관재형성이 필요한 환자 중

에서 동맥우회술과 스텐트 설치술의 선택은 협착 부위의 해

부학적 구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광범위 분절 협착, 석회

화된 죽경화판을 동반한 협착, 혈관 내 접근이 어려운 혈관 

모양을 가진 경우, 이중항혈소판제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는 스텐트 설치술보다 동맥우회술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

다. 완전히 폐색된 두개내 혈관질환이나 조영제 부작용이 우

려되는 환자에서도 동맥우회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수막동맥에서의 곁순환이 기존에 발달한 경

우 동맥우회술 과정에서 기존의 곁순환이 손상 받을 위험성

이 있으므로 우회술에 신중해야 한다(Table 4). 스텐트 설치

술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국소마취에서 시행할 수도 있으

며 초급성기 시술의 경우 발병부터 재관류까지의 시간을 줄

일 수 있고 회복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후순환혈관협

착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맥우회술이 힘드므로 스텐트 설치

술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스텐트 설치술은 관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

로는 협착부의 불안정한 죽상경화판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다만 스텐트를 설치하는 부위에서 기시하는 작은 관통맥동

맥의 스텐트 지주 또는 경화반의 변형에 의한 폐색(Snow 

Plowing Effect)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급성이나 만성기에 재협착이나 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과관류 

증후군이나 원위부 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초급성기에 예후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스텐트 설치 중에 급성혈전에 의해 혈관 폐색시에는  물리

적 혈전제거술이나 당단백질 IIb/IIIa억제제(압식시맙 혹은 

티로피반)를 정맥내 또는  동맥내 주사해 볼 수 있겠다. 또

한 재관류에 성공한 경우에는 과관류 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수축기 혈압을 160 mmHg 이하 가능하면 140 mmHg 이하

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스텐트 설치술의 경우 대부분 이중 

항혈소판제재를 사용하는데 약제의 저항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향후 약물치료 요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성기 재협착의 경우 국내 연구에 의하면 1년의 추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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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구에 따라 7-30%가 보고되었다.
15

 다만 이러한 데이터

는 대부분 아급성기에 시술한 경우이므로 초급성기에 시행

한 경우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초급성

기에 스텐트를 이차적인 치료로써 시행한 경우 3개월째 사

망률이 26-37% 정도로 보고하였다.
13 

기존의 연구에서는 당

뇨병, 잔여 협착, 환자의 나이 등이 재협착의 위험인자로 알

려져 있다. 

재개통을 위한 시술이나 수술 방법 이외에도 혈압 상승에 

의한 곁순환의 증가나 재개통 이후에 신경보호제를 동맥내 

주입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16

 다만 최근의 RIPHeart 

Study 연구의 경우, 심혈관질환에서 원거리 허혈 전조건화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를 시행한 임상 연구에

서,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는 등 아직 제한적인 임상 연

구 결과만 있는 상태이다.
17 

또한 재개통술 이후 저체온 치료 

등이 시도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대규모 임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현재 스텐트 혈전제거술과 Penumbra 혈전 흡입술이 개발

된 이후 초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의 신경중재술 성적이 크

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환자에서 부분적인 재개

통만 이루어지거나 폐색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예후는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차적인 중재술이나 수술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중재술이나 수술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고 적응

증 및 후유증 예방을 미리 인지하고 숙지하는 것은 환자 예

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치료법이 

현재도 개발 중이므로 이러한 치료 성적은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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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중재시술에서 허혈성 합병증의 예방

이 진 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Prevention of Ischemic Complication in Neuro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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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 is widely used to diagnose cerebral vascular disease for which it has been regarded as a gold 

standard for diagnosis. In addition, neurovascular intervention is a developing filed to treat with cerebral diseases. Nevertheless, it 

has potential of complications from its invasive nature. Compared to a few decades ago, its complication rate appears to be reduced 

and it means those complications can be prevented. In the current lecture, several risk points of ischemic complications from neuro-

vascular intervention will be discussed. Then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strategies to prevent ischemic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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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혈관 혹은 뇌 질환의 감별 및 치료를 위해 침습적 뇌혈

관조영술 및 뇌혈관중재시술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침습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간혹 합병증이 발생

하기도 하는데 이 중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합병증의 발생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허혈

성 합병증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침습적 혈관조영술로 인한 신경계 합병증의 빈도 

1970년대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조영술로 인해 발생한 가

역적 혹은 비가역적 신경계 합병증은 2.3%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1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 발표된 연구에서는 

적게는 0.17%에서 0.9%까지도 보고되었으나,
2,3

 일부에서는 

여전히 높은 빈도로 많게는 2.3%에서 2.8%까지도 보고하였

다.
4,5

 2000년대 이후에서는 많게는 1.4%를 보고하였으나
6
 

2009년과 2010년의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각각 

0%와 0.06%로 보고하였다.
7,8

 Kaufmann 등에 따르면, 신경

계 합병증을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1980년에서 1988

년까지 3.8%, 1989년부터 1996년까지 2.1%, 그리고 1997년

부터 2003년까지는 0.57%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국내

의 기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으며 합병증의 빈도가 매우 낮아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받

기 위해 병원을 찾은 상황에서 병을 얻게 된다면 이는 매우 

애석한 일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이를 더욱 줄일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허혈성 합병증의 원인 

1999년과 2000년의 두 개의 논문에서는 뇌혈관조영술 혹

은 중재시술 후 특별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시술 직후 시행한 MRI의 확산 강조영상에서 새로운 병변

이 각각 23%와 26%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10,11

 증상이 없었으므로 신경계 합병증으로 빈도가 계산되지

는 않았을 수 있으나, 뇌 MRI에서 비특이적 고음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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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치매의 위험인자 등으로 고려되기도 하는 만큼, 임상

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겠다.

허혈성 합병증은 크게 혈전증(thromboembolism), 공기색

전증(air embolism) 및 조영제 투여시 부작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필터(air filter) 혹은 헤파린 사용을 통해 분석

한 뇌혈관조영술 혹은 중재시술의 합병증 연구에서는 짧고 

쉬운 시술에 있어서는 공기색전증이, 길고 보다 어려운 시술

에서는 혈전증이 연관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2

 조영제 사

용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조영제 주입시 뇌혈관장벽

이 파괴된다는 동물을 이용한 연구결과가 있고,
13

 이는 일시

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

도 있다.
14

3. 신경계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시술 시 주의사항

공기색전증은 시술의 전단계를 거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군데에 그 위험요소가 있다. 카테터를 혈관 내에 삽입하기 

전 그 안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식염수를 주입하는 flush 

과정을 거치는데, 한 번의 작업으로는 모든 공기가 다 빠져 

나오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카테터를 뇌

혈관에 위치시킨 후 조영술을 시행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카

테터 내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혈액을 빼내는 작업

(vigorous aspiration)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 

조영제주입기(power injector)를 사용하게 될 때 이에 연결된 

또 다른 관에도 공기가 중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해야 하

며, 카테터와 이 연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결 직후 음압을 걸어 

혈액을 빼내고 정 한 관찰을 통해 이 연결관에 공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진단적 조영술 외의 시술의 경우 대부분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카테터 내에 와이어나 다른 작은 카테터

가 지속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혈전증의 

위험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혈액이 정지하여 있을 때 혈전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에 이물질이 있을 때 혈전성

이 올라가는 것과 연관된다. 이를 위해 closed flushing sys-

tem이 많이 사용된다. 이 시스템에는 식염수에 헤파린을 일

정량 섞어서 혈전증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혈관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자동 주입기를 통

해 투여할 때, 너무 센 압력이나 너무 많은 양의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끝 부분이 살짝 꺾여 

있거나 변형되어 있는 카테터를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바, 

카테터 끝의 방향이 혈관의 방향과 가능한 같도록 위치시킨 

후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이 혈관벽의 잠재적 손상을 예방하

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

결  론

신경계 질환은 매우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이 중요하고, 치료적으로 뇌혈관 중재시술의 역할이 증가되

는 시기이다. 침습적 뇌혈관조영술 혹은 중재시술은 일부 합

병증의 위험이 있으나, 시술 중 어떤 경우 이러한 위험에 노

출되는지를 잘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뇌 질환에 대한 이의 진단적 혹은 치료적 가치가 높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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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계 질환의 국제분류: 전정계 증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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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Vestibular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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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 and uniform criteria are prerequisite for diagnosis and research of the vestibular disorders. Based on this consensus, in 2006, 

Barany Society initiated a committee for classification to pursue development of the first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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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증상과 질병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임상진

료와 연구를 수행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필

수적이다. 특히 정신의학이나 두통의학처럼 조직검사, 영상

검사 등으로 확진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증상에 기초한 진

단이 중요한 학문들은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른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뇌전증의학, 류마티스의학처럼 확진을 내리는 검사가 존

재하더라도 표준이 되는 진단기준을 만들고 분류하는 것은 

약물치료를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

국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이나 국제

두통학회에서 발표한 국제두통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CHD)는 진료와 연구의 발전에 공

헌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야

의 질병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현재 전

정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과 질환에 대한 것은 어떠한가? 

전정기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분류체계와 진단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정형화된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증상 및 진단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2006에 국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에 전정계의 이상으로 인한 증

상을 정리한 국제전정질환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Ⅰ(ICVD-Ⅰ): Classification of 

symptoms v 1.0(January, 2009)]를 발표하였다. 본 장에서는 

ICVD-Ⅰ: Classification of symptoms v 1.0(January, 2009)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Table).

본  론

1. 현훈(Vertigo)

현훈은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움직이거나 회

전한다고 잘못 인지하는 현상이다. 전정계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를 내적현훈(internal vertigo)이라 하며 시각계의 이상

으로 인한 경우를 외적현훈(external vertigo)이라고 표현한

다. 일반적으로 현훈이라고 하면 내적현훈을 말하는 것이며 

내적현훈은 회전성, 비회전성, 그리고 복합적인 경우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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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Ⅰ (ICVD-Ⅰ) : Classification of symptoms v 1.0 (January, 2009)

포괄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흔들림(swaying), 기울임(tilting) 

같은 증상이 단지 일어서기나 걷기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훈이라고 하지 않고 불안정함

(unsteadiness)으로 표현하며 ICVD-Ⅰ의 다른 범주에 포함

된다.

1.1. 자발현훈(Spontaneous vertigo)

명백한 유발인자 없이 발생하는 현훈으로 움직임에 의해 

악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자발현훈이 특히 머리움직임에 의

해 악화되면, 유발현훈에 속해있는 머리움직임현훈을 추가 

증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2. 유발현훈(Triggered vertigo)

명백한 유발인자를 가지고 발생하는 현훈으로 유발인자와 

증상의 발생시점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다시 동일한 자극

을 주었을 때 유발되는 증상이 있어야 한다. 

1.2.1. 체위현훈(Positional vertigo)

중력에 영향을 받는 방향으로 머리위치가 변화할 때 유발

되는 현훈으로 머리움직임현훈(Head-motion vertigo)이나 

기립현훈(orthostatic vertigo)과 감별해야 하며 증상의 지속

시간이 지속적인지(1분 이상) 일시적인지(1분 미만)에 따라 

세분화된다.

1.2.2. 머리움직임현훈(Head-motion vertigo)

머리를 움직일 때만 유발되는 현훈으로 머리움직임에 대

한 신호가 왜곡되어 유발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체위현

훈과 감별해야 하며 체위현훈은 머리의 움직임이 끝나고 새

로운 자세를 취한 후에 주로 증상이 유발된다. 또한 멀미

(motion sickness)와의 감별도 필요한데 멀미는 주로 지속적

인 오심을 보이는 것이 차이점이다.

1.2.3. 시각유발현훈(Visually-induced vertigo)

시각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현훈으로 선형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회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시각자극에 의

해 발생하는 증상이 현훈의 양상이 아니라면 다른 범주

(visually-induced dizziness)에 포함되며 안근잔떨림(ocular 

myokymia)이나 비전정성 안진에 의해 현훈이 유발되는 경

우는 시각유발현훈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오심을 보이는 

멀미와 구분하여야 한다.

1.2.4. 소리유발현훈(Sound-induced vertigo)

청각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현훈으로 발살바수기, 고막의 

압력변화 또는 진동에 의해 유발되는 현훈과는 구별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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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에는 Tullio 현상이라고 기술하였으나 ICVD-Ⅰ에서

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1.2.5. 발살바유발현훈(Valsalva-indued vertigo)

발살바수기에 의해 유발되는 현훈으로 성대를 막거나

(glottis Valsalva), 코를 막는(nose-pinched Valsalva) 방법으

로 현훈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공기이경검사(pneumatic 

otoscopy)나 흡기법(insufflation) 그리고 다른 압력에 의해 

유발되는 현훈은 다른 범주에 포함된다.

1.2.6. 기립현훈(Orthostatic vertigo)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유발되는 현훈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위현훈이나 머리움직임현훈과 감별

해야 한다. 현훈이 체위변화에 따라 발생하지만 기립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2.7. 그 밖의 유발현훈(Other triggered vertigo)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탈수, 약물, 잠수, 항해, 과호흡 등

의 다른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현훈을 말한다. 

2. 어지럼(Dizziness)

어지럼은 현훈과 다르게 움직임에 대한 왜곡이나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짓운동지각

(false sensations of motion)없이 공간감각지각(spatial ori-

entation)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흔히 어지

럼이라는 개념은 넓은 범위로 현훈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ICVD-Ⅰ에서는 어지럼과 현훈의 경계를 명

확히 하였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다면 선행하는 증상을 기

준으로 하였다.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현훈과 동일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3. 전정시각증상(Vestibulo-visual symptoms)

전정계의 병변으로 인해 시각증상이 나타나거나 전정계와 

시각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전정시

각증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각계의 이상보다는 전정계의 

병변에 의해 발생하며 시환경(visual surround)의 거짓움직

임지각, 시환경의 기울어짐과 왜곡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시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착각(visual illusion)이나 환시(visual hallucina-

tion)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편두통의 시각

조짐(visual aura)으로 나타나는 이동하는 섬광(migrating 

scintillation)은 전정시각증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1. 외적현훈(External vertigo)

시환경이 회전하거나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현훈을 말한

다. 외적현훈은 특정 공간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증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동시각(oscillopsia)에서 보이는 양

방향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3.2. 진동시각(Oscillopsia)  

시환경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진동시

각은 어는 방향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시환경이 떨리거나 

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외적현훈과 마찬가지로 진동시각

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훈이나 어지럼과는 구별되어야 하

며 머리운동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동반되지 않는 경

우로 세분할 수 있다.  

3.3. 시각지연(Visual lag)

머리를 이동할 때 시환경이 같이 이동하지 않고 지연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시각지연은 일반적으로 1-2초 가량

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머리움

직임현훈이나 머리움직임어지럼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

으며,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외적현훈과 구별된다. 

3.4. 시각기울어짐(Visual tilt)

시환경의 정확한 수직축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현

상을 말한다. 머리를 똑바로 했을 때에도 나타나는 정적인 

시각기울어짐은 특징적으로 수초에서 수분 이내에 짧게 나

타나며, 말초 혹은 중추 전정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주관적

시수직(subjective visual vertical)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대

표적인 현상으로 방이 90도 혹은 180도 기울어진 것처럼 보

이는 방기울어짐착각(room tilt illusion)이 있다. 하지만 기울

어진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을 보이면 시각기울어

짐보다는 외적 혹은 내적현훈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5. 운동유발흐림(Movement-induced blur)

머리운동을 하는 도중이나 직후에 시력이 감소하는 현상

을 말한다. 전정계는 머리운동을 하는 동안 망막에 상이 정

확히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전정계에 장애가 생

기면 망막에 정확히 상이 고정되지 못하여 머리운동을 할 때 

시력의 감소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유발흐림 현상은 

걷기처럼 연속적인 머리운동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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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날 수 있고 머리움직임현훈/어지럼과 관련하여 일시

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4. 체위증상(Postural symptoms)

바로앉기, 바로서기 그리고 걷기 등의 직립 자세에서 발생

하는 체위의 안정성과 관련된 증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체

위증상은 일어설 때 중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세변화에 

대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서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평형에 

관련된 증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4.1. 불안정(Unsteadiness)

특별한 방향성 없이 직립 자세에서 발생하는 균형의 불안

정한 상태나 느낌을 말한다. 불안정은 서 있는 상태에서 벽 

같은 것을 짚거나 기대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데, 만약 증상

이 지속된다면 불안정보다는 현훈이나 어지럼일 가능성이 

더 많다. 불안정은 전정계 이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정계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전정계의 이상일 가능성은 낮다.

4.2. 방향쏠림(Directional pulsion)

직립 자세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려고 하

는 증상을 말한다. 방향은 쏠리는 위치에 따라 가쪽쏠림

(lateropulsion), 앞쪽쏠림(anteropulsion) 그리고 뒤쪽쏠림

(retropul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안정과 마찬가지로 벽 

같은 것을 짚거나 기대면 증상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훈이나 어지럼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3. 평형과 연관된 넘어짐직전(Balance-related near fall)

불안정, 방향쏠림 그리고 다른 전정계 증상과 관계되어 나

타나는 증상으로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지만 곧 넘어질 것처

럼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장애

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의식의 소실과 관련된 실신직

전(presyncope) 같은 증상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정계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경동맥동증후군(carotid sinus 

syndrome), 부정맥(cardiac arrhythmia), 뇌전증(epilepsy) 

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4.4. 평형과 관련된 넘어짐(Balance-related fall)

위에서 언급한 증상에서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나머지는 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결  론

2006년 스웨덴의 웁살라(Uppsala)에서 개최된 Barany 학

회의 모임에서 전정계 질환을 분류하기 위한 위원회가 정식

으로 발족되었고 분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제두통

분류를 참고하여 분류를 시작하였고 미국이비인후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AAOHNS) 외에 다른 학회들과의 논의를 통해 첫 작

업으로 전정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분류를 발

표하게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전정질환분

류가 완성된다면 전정질환을 연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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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돌발성두위현훈의 진단기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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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criteria of BP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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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is a common cause of positional vertigo caused by otolithic debris originating from the 

utricle. BPPV causes brief attacks of spinning vertigo (10-20 seconds) induced by head position change. Positional tests including 

Dix-Hallpike maneuver and supine roll test reveal positional nystagmus in most patients depending on which canal is affected, and 

then it lead to a specific diagnosis. Diagnostic criteria for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was recently formulated by the 

Committee for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of the Barany Society. In this paper, these diagnostic criteria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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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라니학회 (Bárány Society) 산하의 Committee for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CCVD)에서는 실제적

이고 이용 가능한 전정질환의 분류를 목표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ICVD)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1,2

 2010년, 2012년 바라니학회에서 발표와 논의

를 거쳐 그 노력으로 인해 전정증상에 대한 분류를 먼저 발

표하였고, 전정편두통(vestibular migraine)과 메니에르병의 

진단기준이 발표된 데 이어 최근에는 양성돌발성두위현훈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에 대한 진단

기준이 발표되었다.
3

BPPV 중 우선 기존에 많은 연구와 임상적 근거들에 의해 

정립된 후반고리관 관내결석(canalolithiasis) 및 수평반고리

관의 관내결석 및 팽대부릉결석(cupulolithiasis)은 확정적으

로 기술한 반면, 아직은 임상에서 빈도나 그 실체에 대한 근

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전반고리관 관내결석, 후반

고리관 팽대부릉결석 및 다발성 BPPV등 항목에 대해서는 

“emerging and controversial syndrome”으로 별도로 분류하

였다. 그 외에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persistent geotropic 

direction-changing positional nystagmus의 경우는 본문 중 

언급은 되었지만 아직 정립된 질환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

고 별도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진 않았다.
3

본 원고에서는 CCVD에서 최근 발표한 BPPV의 진단기준

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우선 BPPV의 분류는 병태생리학적 원인으로서 기존에 널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내결석 및 팽대부릉결석 이론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일측 내이의 

3개의 반고리관에 각각 적용할 경우 총 6개의 아형으로 분류

가 가능한데(multiple canal BPPV의 경우 제외), 이 중 임상

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전반고리관의 팽대부릉결

석을 제외하고는 5개의 아형에 대해서 각각의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부 전반고리관 BPPV(ac-BPPV)의 분류를 제외하곤 치료

를 위한 이석정복술(canalith-repositiong maneuver)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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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urrent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or positional dizziness provoked by lying down or turning over in the supine position
B. Duration of attacks < 1 min
C. Positional nystagmus elicited after a latency of one or few seconds by the Dix-Hallpike maneuver or side-lying maneuver (Semont 

diagnostic maneuver). The nystagmus is a combination of torsional nystagmus with the upper pole of the eyes beating toward the 
lower ear combined with vertical nystagmus beating upward (toward the forehead) typically lasting < 1 minute

D.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Table 2. Canalolithiasis of the horizontal canal (hc-BPPV) 

A. Recurrent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or positional dizziness provoked by lying down or turning over in the supine position
B. Duration of attacks < 1 min
C. Positional nystagmus elicited after a brief latency or no latency by the supine roll test, beating horizontally toward the undermost ear 

with the head turned to either side (geotropic direction changing nystagmus) and lasting <1 min
D.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Table 3. Cupulolithiasis of the horizontal canal (hc-BPPV-cu)

A. Recurrent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or positional dizziness provoked by lying down or turning over in the supine position
B. Positional nystagmus elicited after a brief latency or no latency by the supine roll test, beating horizontally toward the uppermost ear 

with the head turned to either side (apogeotropic direction changing nystagmus), and lasting > 1 minute
C.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Table 1. Canalolithiasis of the posterior canal (pc-BPPV) 

효과는 진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중추성체위현훈 등 감별진단

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MRI 등 뇌영상검사 또한 진단

을 위한 검사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동반되는 뇌간 및 

소뇌증상이 있는 경우,  체위현훈과 안진이 비특이적인 양상

인 경우, 반복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감별진단을 

위해 뇌영상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1. Diagnostic criteria for BPPV

1.1 후반고리관 관내결석 (canalolithiasis of the posterior 

canal, pc-BPPV)

기존에 보고되었던 pc-BPPV의 증상 및 유발 자세, 지속시

간, 체위안진의 특징 등을 토대로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Table 1). A 항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는 종종 체위성

현훈이 아닌 체위성어지럼을 호소할 수 있고, 자세불안이나 

오심, 발한, 및 심계항진 등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을 명시하

였다.  B 항목의 평가에서는 환자들은 종종 1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의 체위성

현훈이 발생 후 남아있는 경미한 어지럼이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함을 주의해야 한다.  C 항목에서는 안진은 

통상 급격하게 강도가 증가했다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 

(crescendo-decrescendo)으로 관찰되며, 초기에 체위성안진

이 유발된 후 반대방향(reversed direction)으로 향하는 약한 

안진이 뒤따라오기도 한다. 

1.2 수평반고리관 관내결석 (canalolithiasis of the horizontal 

canal, hc-BPPV)

hc-BPPV도 유발자세와 증상, 1분 미만의 지속시간, 특징

적인 향지성안진(geotropic nystagmus)을 토대로 진단된다 

(Table 2). A-C항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앞의 pc-BPPV

와 유사하다. 다만 수평반고리관 관내결석이 반드시 향지성

안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인데, 관내결석이 팽대

부릉 근처의 수평반고리관 전완에 위치하는 경우는 원지성

안진을 보일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4
 이러한 환자에서

는 진단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중에 원지성안진으로부터 향

지성안진으로 전환이 종종 이루어질 수 있다.

1.3. 수평반고리관 팽대부릉결석 (cupulolithiasis of the 

horizontal canal, hc-BPPV-cu)

앞선 두 관내결석과는 달리 팽대부릉결석에서는 통상 체

위성안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시간에 대한 정의는 

빠져있고, 임상증상 및 안진의 특징에 대해서만 정의하였다 

(Table 3). 안진의 특징은 잠복기가 없거나 매우 짧고 1분 이

상 지속된다. 이 때 체위성현훈은 자세를 지속한다면 안진과 

함께 1분 이상 지속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어지럼이 유발되

는 자세는 피하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상 증상은 더 짧을 

수 있다. 안진의 발생양상도 앞선 관내결석과는 달리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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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urrent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or positional dizziness provoked by lying down or turning over in the supine position
B. Duration of attacks < 1 min
C. No observable nystagmus and no vertigo with any positional maneuver
D.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Table 5. Canalolithiasis of the anterior canal (ac-BPPV) 

A. Recurrent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or positional dizziness provoked by lying down or turning over in the supine position
B. Duration of attacks < 1 min
C. Positional nystagmus elicited immediately or after a latency of one or few seconds by the Dix-Hallpike maneuver (on one or both sides) 

or in the supine straight head- hanging position, beating predominantly vertically downward and lasting < 1 min
D.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Table 6. Cupulolithiasis of the posterior canal (pc-BPPV-cu) 

A. Recurrent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or positional dizziness provoked by lying down or turning over in the supine position
B. Positional nystagmus elicited after a brief or no latency by a “half Dix-Hallpike maneuver”, beating torsionally with the upper pole of 

the eye to the lower ear and vertically upward (to the forehead) and lasting > 1 min
C.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Table 4. Probable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spontaneously resolved 

증강되면서 길게는 수분까지 지속되며 점차 약해지는 양상

으로 나타난다.

1.4. 자연관해된 개연적 BPPV (probable benign parox-

ysmal positional vertigo, spontaneously resolved)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BPPV에 합당

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원 당시에는 자연관해되어 무증

상기에 병원을 찾는 경우이다. 즉, 임상증상적인 측면에서는 

(A, B) BPPV에 합당하나, 객관적인 체위변환검사에서 안진

이나 현훈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C)에 해당한다 (Table 4). 

전정편두통에서의 체위현훈 등 다른 질환들과 감별을 요한다.

2. Emerging and controversial syndromes 

다음 항목들은 임상에서 비교적 드문 BPPV의 아형들이며, 

또한 중추성 체위현훈(central positional vertigo)과의 감별

이 어려울 수 있다. 

2.1 전반고리관 관내결석 (canalolithiasis of the anterior 

canal, ac-BPPV)

임상적인 특징(A, B)은 pc-BPPV와 유사하지만 유발안진

(C)이 특징적이다 (Table 5). ac-BPPV는 다시 definite와 

probable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치료에 대한 반응까지 도

입한 개념이다. Definite는 치료에 즉각적인 호전을 보이는 

경우, probable은 치료에는 호전되지 않으나 체위안진을 유

발하는 다른 중추질환들이 배제된 경우이다.

2.2 후반고리관 팽대부릉결석 (cupulolithiasis of the pos-

terior canal, pc-BPPV-cu)

pc-BPPV와 다른 점은 발작의 지속시간이 길고, 유발안진

은 잠복기가 없거나 아주 짧게 나타나는 점이다(Table 6).  

그리고 후반고리관의 팽대부가 중력방향에 수평에 위치하여 

결석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세인 half Dix- Hallpike 

maneuver에서 잘 나타난다고 한다.5

2.3. 다발성 BPPV (lithiasis of multiple canals (mc-BPPV)

다발성 BPPV은 임상에서 비교적 흔한 상황이며, 많게는 

20%의 BPPV 환자가 다발성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외상 후

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6

2.4. Possible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체위성 현훈을 호소하나 지금까지 열거한 진단기준에 부

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Table 8). 임상적으로는 체위성현훈

을 호소하지만 검사실에서 시행한 안진 recording에서도 안

진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또는 비특이적인 체위안진이 관찰

되나 이석정복술 후 소실되는 경우, 다발성 BPPV가 의심되

나 구체적으로 진단되지 않은 경우, 중추성과 말초성 체위안

진이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를 포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승한

260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Table 7. Lithiasis of multiple canals (mc-BPPV) 

A. Recurrent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or positional dizziness provoked by lying down or turning over in the supine position
B. Duration of attacks < 1 min
C. Positional nystagmus compatible with canalolithiasis of more than one canal during the Dix-Hallpike maneuver and the supine roll test
D.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Table 8. Possible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A. Attacks of positional vertigo missing one of the criteria of a disorder coded above
B. Not attributable to another disorder

결  론

BPPV의 ICVD의 진단기준은 기존에 알려진 BPPV의 진단

과 크게 다르지 않다. BPPV의 진단에는 과거부터 널리 사용

되었던 특징적인 체위성 현훈 및 어지럼증의 임상증상, 일부 

아형에서는 증상의 지속시간 그리고 체위검사에서 특징적인 

유발안진의 확인이 진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징적

인 안진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안진의 방향은 물론, 일부 

아형에서는 안진발생까지의 잠복기, 안진의 발생 및 지속양

상, 유발안진이 소실된 후 뒤따르는 안진역전현상 등도 고려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질환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해 배제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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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iere병의 진단기준

최 재 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Diagnostic Criteria of Meniere's Disease 

Jae-Hwan Choi, MD

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Meniere’s disease (MD) is a clinical syndrome that consists of episodes of spontaneous vertigo usually associated with unilateral fluc-

tuating 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 tinnitus and aural fullness. Cochlear symptoms may also occur between vertigo episodes. 

The episodes of vertigo are usually much more common in the first years of the disease, but hearing loss and vestibular hypofunction 

show a great variability among patients, making the diagnosis and phenotyping of MD difficult. Recently, new diagnostic criteria for 

MD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nsensus of the 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Barany Society (CCBS), The Japan Society for 

Equilibrium Research, the European Academy of Otology and Neurotology (EAONO), the Equilibrium Committee of the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AAO-HNS) and the Korean Balance Society. The classification includes two cate-

gories; definite and probable MD. This session will provide a broad overview of the new diagnostic criteria of MD. 

Key Words: Meniere’s disease, Diagnostic criteria

Jae-Hwan Choi, MD 

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20 Geumo-ro, Mulgeum-eup, Yangsan 50612, Korea

TEL: +82-55-360-2122   FAX: +82-55-360-2152

E-mail: rachelbolan@hanmail.net



262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전정편두통의 진단기준

김 병 건
을지의과대학 을지병원 신경과

Diagnostic Criteria of Vestibular Migraine

Byung-Kun Kim, MD

Department of Neurology,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ulji Hospital

Patients with migraine frequently have hypersensitivity to light, sound, and smell. In addition to these hallmark features of migraine, 

patients often describe vestibular complaints ranging from true vertigo to non-specific symptoms of dizziness, unsteadiness, and 

head motion intolerance. Over the last two decades a number of studies have stressed the association of migraine with vestibular 

and ocular motor disorders. Migraine may be the second most common cause of episodic vertigo. Because vestibular migraine is an 

evolving entity, definite diagnostic criteria for migraine related vertigo are still lacking. The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re-

classification committee has added a classification for Vestibular Migraine to the appendix in ICHD-3 (beta). In addition, the classi-

fication of vestibular migraine is part of the evolving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of the Bárány Society.

Key Words: Vestibular migraine, Headache, Vertigo, Dizziness, Diagnosi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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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logy,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ul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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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빛, 소리 및 냄새에 대한 과민성은 편두통에 비교적 특이

한 증상으로 편두통의 진단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다.1 또한 

전정에 대한 과민성도 흔하여 많게는 70% 이상의 편두통 환

자가 어지럼(dizziness)이나 현훈(vertigo)을 겪는다.2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2,782명 두통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결과에서도 편두통환자의 55%가 편두통 발작 중에 어지

럼을 동반하였다.3 어지럼은 두통의 강도와 비례하여 나타나

며,2 구역/구토와 함께 편두통환자에게 큰 장애를 초래하는 

동반증상으로 조사되었다.3 어지럼은 편두통에서 매우 흔하

며 큰 장애를 초래하는 동반 증상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편

두통이 반복성 어지럼의 원인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논쟁이 

있다.4,5 국제두통질환분류 3판베타버전(ICHD-3, beta)에서 

현훈이 진단기준에 포함된 것은 뇌간조짐편두통(migraine with 

brainstem aura), 양성돌발현훈(benign recurrent vertigo)과 

전정편두통(vestibular migraine)이 있다.1 ICHD-3 베타판의 

부록에 수록된 전정편두통의 진단기준은 2001년 Neuhauser 

등6이 제시한 편두통성현훈(migraineous vertigo)을 근간으

로 만들어졌다. Neuhauser의 진단기준6을 사용하여 이루어

진 지난 10년간의 연구들을 참고하였고 국제두통질환분류의 

진단기준 틀에 맞추어 진단기준을 수정하였다. 또한 병명도 

편두통성현훈대신보다 편두통의 병태생리에 의한 현훈을 강

조한 전정편두통으로 개명하였다. Neuhauser와 Lempert는 

국제두통학회의 두통분류에 맞추어 전정편두통의 진단기준

을 제시하였으며 ‘확정적’과 ‘개연적’으로 나누어 각각 특이

도와 민감도를 높였다.5 ICHD-3베타판에는 확정적 전정편두

통의 진단기준 중 일부가 수정되어 편두통의 부록편에 수록되

었다. 현재 바라니학회에서 진행 중인 국제전정질환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ICVD)

는 ICHD-3베타판의 진단기준을 ‘확정적 전정편두통’으로, 그 

보다 다소 완화된 진단기준을 ‘개연적 전정편두통’으로 분류

하였다. 본문에서는 ICHD-3베타판의 ‘전정편두통’ 즉 ICVD

의 ‘확정적 전정편두통’의 진단기준과 진단기준의 용어들이 

갖는 의미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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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전정편두통은 편두통관련현훈/어지럼, 편두통관련전정기

능이상 및 편두통현훈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

다. ICHD-3베타판에서는 편두통의 병태생리에 의한 현훈을 

강조한 전정편두통이란 용어로 통일하였다. 진단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전정편두통의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총족하는 최소한 5번의 삽화

B. 무조짐편두통 또는 조짐편두통이 현재 또는 과거에 존

재함

C. 중등도 또는 심도의 전정 증상이 5분에서 72시간동안 

지속함

D. 최소한 50%의 삽화에서 다음 세 가지 편두통의 특징 

중 최소한 한 가지와 관련됨:

A) 다음 네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두 가지:

a) 편측위치

b) 박동양상

c) 중등도 또는 심도의 강도

d) 일상신체활동에 의해 악화

B) 빛공포증과 소리공포증

C) 시각조짐

E. 다른 ICHD-3 진단이나 다른 전정기능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2. 진단기준의 이해

1) 조짐편두통: 새로운 전정편두통의 진단기준에는 무조

짐편두통뿐 아니라 조짐편두통의 병력도 포함시켰다. 

2) 전정증상: 바라니학회는 전정증상의 정의를 다음과 같

이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발성 현훈/어지럼, 체위성 

현훈/어지럼, 시각유발성 현훈/어지럼, 머리움직임유발성 

현훈/어지럼과 자세불안정. 전정편두통의 진단을 위한 전

정증상은 9가지 중 비특이적인 전정증상인 자발성, 체위

성, 시각유발성 어지럼과 자세불안정을 제외한 다음 5가

지를 포함시켰다.

a) 자발현훈:

(i) 내적 현훈(스스로 움직인다고 느끼는 잘못된 감각)

(ii) 외적 현훈(주변 환경이 회전하거나 흐른다고 느

끼는 잘못된 감각)

b) 머리의 위치 변화 시 발생하는 체위현훈

c) 복잡하거나 움직이는 커다란 시각자극에 의해 유발

되는 시각유발현훈

d) 머리를 움직일 때 느끼는 머리움직임유발현훈

e) 머리움직임유발어지럼(어지럼은 공간지남력의 장애

로 특징 지어진다. 다른 형태의 어지럼은 현재 전정

편두통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전정증상의 강도: 전정증상은 일상생활을 방해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중등도로 분류하고, 일상생활

을 지속할 수 없으면 심도로 분류한다.

4) 전정증상의 지속시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전정 

삽화의 지속기간은 수초에서 수일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6,7 

30%의 환자에서는 수 분간 지속되며, 30%

는 수 시간, 또 다른 30%는 수 일간 지속된다. 나머지 

10%는 수 초간 지속되는데 고개움직임, 시각자극 또는 

머리의 위치가 변화에 의하여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자에서 삽화의 지속기간은 짧은 발작이 반복해

서 일어나는 총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는 완전히 좋아지는데 4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삽화는 대개 72시간을 넘지 않는다.

5) 전정증상 중 편두통의 특징이 동반됨: 한 번의 삽화동

안 한 가지 편두통의 특징이 동반되면 충분하다. 다른 

삽화 도중에는 다른 편두통의 특징이 일어날 수 있다. 

동반된 편두통의 특징은 전정삽화 발현 전, 전정삽화 

동안, 그리고 전정삽화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6) 소리공포증의 정의: 소리공포증은 소리에 의하여 유발

되는 불편감으로 정의된다. 일시적이며 양측 증상이 특

징으로, 지속적이며, 편측 증상인 동원(recruitment)과

는 감별이 필요하다. 동원은 청력 저하된 귀에서 항진

된 지각과 큰소리 왜곡을 유발한다.

7) 시각조짐: 시각조짐은 독서를 방해하는 암점과 병발하

는 밝은 빛이 번쩍거리거나 지그재그 선과 같은 것이

다. 전형적으로 는 5-20분간 커지며, 60분 미만으로 지

속된다. 흔히 한쪽의 시야를 침범하지만 항상 그런 것

은 아니다. 감각이상이나 구음장애 등의 다른 조짐 증

상은 진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증상들이 

덜 특이적이며, 조짐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시각조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8) 다른 전정이상의 배제: 병력과 신체 진찰상 다른 전정

기능이상을 시사하지 않거나, 의심되더라도 적절한 검

사로 배제되었거나, 다른 전정질환이 같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전정편두통의 삽화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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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야 한다. 편두통은 전정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편두통과 병발하는 다른 전정기능 이상 또한 

배제하여야 한다.

9) 기타 전정증상: 일시적인 청각증상, 오심, 구토, 차멀미

는 전정편두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증

상들은 다른 전정기능 이상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정

편두통의 진단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3. 전정편두통과 조짐편두통 및 뇌간조짐편두통과의 관계

‘조짐편두통’과 ‘뇌간조짐편두통’(과거 뇌기저형편두통으로 

명명되었음)은 ICHD-3 베타판의 편두통분류에 포함되어 있

다. ‘전정편두통환자’ 중 소수만이 조짐증상의 지속시간인 

5-60분 동안 현훈을 느낀다. ‘두통을 동반하는 전형조짐’의 

진단기준과 같이 두통이 시작하기 직전에 현훈을 느끼는 환

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전정편두통’은 편두통의 조짐증상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록 ‘뇌간조짐편두통’환자의 60% 이상

에서 현훈이 있지만,
8 

ICHD-3 베타판에서는 시각, 감각, 구

음조짐에 더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뇌간증상을 있는 경

우에 뇌간조짐편두통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개개의 환자에

서 전정편두통과 뇌간조짐편두통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시

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두 질환은 근본적으로 다른 

질환이다.

4. 전정편두통과 양성돌발현훈과의 관계

비록 ‘전정편두통’이 어느 나이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ICHD-3 베타판에서는 유년기 질환으로 ‘양성돌발현훈’을 따

로 정의하였다. 진단은 경고 없이 나타나고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자발적으로 호전되는 다섯 번의 현훈삽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삽화와 삽화 사이의 기간에는 신경학적 검진, 청

력 검사, 전정기능 검사, 뇌파 검사가 모두 정상이다. 일측의 

박동성 두통은 있을 수 있으나, 진단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

다. 양성돌발현훈은 복부편두통처럼 편두통의 전구증후군

(precursor syndrome)으로 간주된다.
9 

따라서 편두통 현재

력이나 과거력과 같은 편두통의 병력은 진단에 필요하지 않

다. 전정편두통은 진단할 때 나이의 제한이 없고, 기준만 맞

으면 어린이에게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5분 미

만의 짧은 현훈과 5분 이상의 긴 현훈과 같이 서로 다른 종

류의 현훈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두 진단이 모두 가능하

다.

5.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과의 관계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메니에르병이 있는 환자군에서 편

두통이 더 흔히 동반된다.10 또한 메니에르병과 전정편두통

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많은 증례 보고가 있다. 편두통

과 메니에르병은 증상복합체로 유전될 수도 있다.11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청력저하, 이명 그리고 귀의 압력감은 전정

편두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청력저하가 심하게 진행하

지는 않는다. 비슷하게, 편두통양상의 두통, 빛공포증, 조짐

증상도 메니에르병에서 흔히 나타난다.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의 병태생리적 관계는 아직 확실

치 않다. 증상발생 후 첫 해에는 메니에르병이 전정증상만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정증상이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의 진단기준

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는 메니에르병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특히 청력검사에서 청력감소가 있을 때에는 전정증상이 편

두통증상과 동반되더라도 반드시 메니에르병을 진단해야 한

다. 두 가지 다른 양상의 삽화가 있고, 한 가지는 전정편두통

의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다른 한 가지는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을 만족할 때는 두 가지 질환을 모두 진단할 수 있다. 

ICHD의 향후 개정판에서는 전정편두통/메니에르중복증후군

이 포함될 수도 있다.

결  론

전정편두통은 현재까지도 그 실체와 빈도 및 진단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질환이다. 최

근 국제두통질환분류와 국제전정질환분류에서 통일된 진단

기준이 제시되었다.12 국제두통질환분류에서는 부록편에 전

정편두통을 수록하면서 향후 통일된 새로운 진단기준을 바

탕으로 한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진단기준을 

적용한 많은 연구에 의하여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면 전정편

두통은 국제두통질환분류 4판에서 편두통의 한 아형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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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 영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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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oid Imaging in AD

Jee Hoon Roh,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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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oid imaging in Alzheimer’s disease (AD) is becoming more accessible in the clinical and research settings. In this update, I will 

highlight recent AD research progress using [11C]-Pittsburgh Compound-B (PIB) and newly launched Fluorine-based amyloid tracers. 

Clinical and scientific importance of the amyloid imaging and appropriate use of it in the clinical setting will also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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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 Imaging in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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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g Chae Kim,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Molecular imaging (PET), detecting abnormal proteins (β-amyloid and tau) in the pathologic brain, is a promising modality for early 

detection and disease staging in Alzheimer’s disease. As a result of considerable effort to develop amyloid PET for around 10 years, 

commercial use of Amyloid PET was approved by FDA last year and KFDA this year. However, tau imaging in Alzheimer’s disease is 

the stage that the journey is just beginning. Recently, to my knowledge, several tau PET tracers including F-18 THK-5117, F-18 

THK523, F-18 THK 5105, F-18 T807, F-18 T808, F-18 FDDNP, and C-11 PBB3 have been developed and succeeded in imaging neuro-

fibrillary tangles in vivo. Tauopathy, a progressive accumulation of tau in the brain, occurred in several neurodegenerative disease in-

cluding Alzheimer’s disease,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corticobasal degeneration,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logopenic 

aphasia, and some variants of 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PNFA, bvFTD). In neuropathological studies of Alzheimer’s dis-

ease, the amount of tau deposition in the brain is very well correl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Some tau PET tracers have high se-

lective binding and affinity to purified PHF-tau protein in ex vivo human brain. In the future, tau PET imaging may serve as a tool to 

aid in affirmative diagnosis, as well as in disease staging of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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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에서의 확산텐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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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Tensor Imaging in AD

Dong Won Yang, MD, Eun Ye L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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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tensor imaging (DTI) is a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technique which has been widely used for detection of white 

matter tract degeneration. Fractional anisotropy is a quantitative measure of the tissue directionality and reduced by changes in the 

tissue cytoarchitecture most likely due to subtle small-vessel alterations, demyelination of the axonal structures, and possibly gliosis. 

The mean diffusivity, a quantitative measure of the mean motion of water, is increased by loss of neurons, axons, and dendrites. 

Recently, DTI is investigated as a tool for early detection of Alzheimer’s disease (AD) because white matter changes are found in early 

AD or prodromal AD stag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basic concept of DTI and its usefulness for the early detection of 

micro-structural changes of AD brain. We also see its accuracy in diagnosis of MCI or AD from normal control and to determine wheth-

er this method could be a reliable biomarker for early diagnosis of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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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베타아 로이

드단백의 생성과 축적으로 인한 노인판(senile plaque)의 형

성과 염증반응의 활성화, 타우단백의 축적으로 인한 신경섬

유농축체(neurofibrillary tangle)의 형성, 지방의 과산화, glu-

tamate 흥분독성, 세포자멸사(apoptosis)의 활성화 등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세포의 미세관(microtubule)의 구

조를 유지해주는 타우단백이 과인산화되면 미세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엉기면서 세포의 구조가 유지되지 못하고, 물질 

이동의 장애가 생겨 결국 신경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베타아

로이드단백과 타우단백의 축적은 치매가 발병하기 15-20

년 전부터 이미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
, 내후각피

질, 해마 등을 중심으로 회색질 및 백질의 손상이 임상 증상

보다 먼저 나타나게 된다.

고해상도 MRI 상용으로 고품질의 뇌영상 자료 획득이 가

능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뇌영상 분석기법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비침습적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을 

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3D MRI를 이용하여 

뇌 국소 용적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적인 병리 소견이 존재하는 부위의 뇌 위축의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뇌영상 분석기법이 알츠하이머병의 

early biomarker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뇌영상 분석기법을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으

로 사용하려는 노력은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ADNI) 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2
 이 연구는 

환자들의 임상자료, 영상자료, 유전자자료 및 검체 자료를 

종합하여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약물 임상 연구의 효과 판정

의 지표로 사용하려는 연구이다. 

저자는 뇌 미세구조의 변화를 조기에 알아볼 수 있는 확산

텐서영상 (Diffusion Tensor Imaging, DTI)에 대하여 알아보

고 이를 이용하여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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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ction anisotrophy(FA) indicates directionality of 
water. It has values between 0 and 1. In CSF (A) water moves 
freely without specific direction but in the internal capsule (B) 
water moves one direction due to the restriction of water move-
ment by nerve fibers.  

Figure 2. Tract-based spatial statistics(TBSS) FA map. Red color 
represents mean skeleton from FA images. 

MCI)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 양

상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DTI가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bio-

marker로 사용가능 한지도 알아볼 것이다.  

본  론

1. 뇌 확산텐서영상 (Diffusion Tensor Imaging)

알츠하이머병은 회색질을 침범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

고, DTI 촬영기법 발견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뇌 피질의 회

색질 손상의 정도에 대한 것들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치

매 환자의 뇌 부검 소견에서는 의외로 백질 손상이 자주 발

견되고 이 원인으로는 왈러변성(Wallerian degeneration), 

신경아교증(gliosis) 그리고 직접적인 축삭의 손상 등이 거론

된다. 뇌 백질은 회색질에서 오는 축삭(axon)이 존재하는 곳

으로서 각 회색질 간의 연결을 담당하며, 백질을 지나가는 

여러 신경다발 중에는 인지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연결섬유

가 많으므로, 백질의 변성은 곧 인지기능의 장애와 관련 있

다. 또한 회색질의 구조적인 손상 증거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백질 변성이 발견되면서 백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데, 백질의 손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DTI 영상 기법

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DTI는 경사자장을 이용하여 뇌 속의 물 분자의 확산 정도

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는 방법으로, DTI의 parameter로 주

로 FA (Fractional anisotropy)와 MD (Mean diffusivity) 값

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FA는 백질 신경섬유의 방향성을 

뜻하는 값으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FA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한 방향으로 높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하고, 0에 가까울수록 방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MD

는 물 분자의 확산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그 값이 높을수록 

물 분자 확산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뇌

실의 뇌척수액에는 물만 존재하므로 물 분자의 이동이 자유

로워 0에 가까운 FA값과 높은 MD 값을 가진다. 이와는 반

대로 속섬유막(internal capsule) 같은 신경성유가 집된 부

분에서는 물 분자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정 방향을 가지게 

되므로 높은 FA값과 낮은 MD 값을 가지게 된다(Fig 1). DTI

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관심 영역에 

손으로 ROI(Region of interest)를 그려서 값을 추출하고 이

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과, DTI를 일정한 틀(template)에 집

어넣어 통계적인 방법으로 모든 DTI 값을 각 voxel 대 voxel

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해마와 같은 작은 부분을 

비교할 때 상용하기 좋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사자마다 

ROI를 그리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DTI를 voxel based morphometry(VBM)나 tract-based spa-

tial statistics(TBS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최근

에는 TBSS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TBSS는 각각의 FA 영상에서 공통된 skeleton을 추출해내고 

이 skeleton상의 DTI 값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여 결과치를 skeleton위에 나타내는 방법이다(Fig 2). 이는 

많은 data를 동시에 처리하고 일부분이 아닌 skeleton상의 

모든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며, 검사자간의 차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2.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에서 확산텐서영상 이용

Müller 등은 amnestic MCI 환자들을 대상으로 DTI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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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ractional anisotrophy(FA) and mean diffusivity(MD) of 
hippocampal body in normal ,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nd  Alzheimer’s disease(AD). 

용하여 해마의 MD값으로 정상인과 감별할 수 있는 높은 민

감도와 특이도를 가진 cut-off value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

구에서 좌측 해마의 MD값이 알츠하이머병의 가능성을 예측

하는데 있어 해마의 volumetry보다 민감한 방법임을 증명하

였다.
5
  Fellgiebel 등은 MCI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뒤쪽대상회(posterior cingu-

late gyrus)에서 FA값의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MCI에서 이미 알츠하이머병에서 보이는 정도의 백질 손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DTI가 인지

기능 장애를 초기에 진단하는 데에 매우 민감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6
 Yoon 등은 DTI 분석 방법과 3D T1 MRI 영

상을 이용한 VBM 분석을 비교하여 알츠하이머병에서 회색

질의 변화보다 DTI로 발견되는 백질의 변화가 더 광범위하

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DTI를 이용한 방법이 치매의 조기진

단도구로서 사용 가능 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7
 DTI를 

이용한 백질의 변화 측정 방법은 MCI 전단계인 주관적 인지 

저하(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상태에서도 이미 

나타나 SCD 환자들이 향후 인지기능의 악화가 될지 여부와 

측두엽 위축 진행을 예측함에 있어 CSF 베타아 로이드42 

보다 뛰어나다고 했다.
8

Hong 등은 60세 이상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MCI 환자, 그

리고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여 DTI를 이용하여 세군 사

이의 DTI 값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각 군의 FA값 및 MD값

의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두 군과 정상 대조군의 FA값 및 MD값 사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3). 이 결과는 발병 수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병리소견이 MCI 

환자에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를 이용하여 해마의 body와 뒤쪽

대상회에서 측정한 FA및 MD값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에 필요한 절단값(cut-off value)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각 값의 sensitivity, specificity 를 분석한 결과, 

해마 및 뒤쪽 대상회의 FA값, 그리고 hippocampus의 MD값

은 높은 민감도, 특이도를 가진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9
 해

마의 body에서 얻은 FA값의 진단 cut-off value는 0.1117 

(sensitivity 100%, specificity 100%), MD값의 진단 cut-off 

value는 0.9142 (sensitivity 100%, specificity 97.1%)에 해당

하며, 뒤쪽대상회에서 얻은 FA값의 진단 cut-off value는 

0.21 (sensitivity 90.2%, specificity 91.2%), MD값의 진단 

cut-off value는 0.7492 (sensitivity 73.2%, specificity 70.6%)

에 해당하였다. 치매 진단의 정량적인 parameter로서 DTI 

분석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  론

DTI를 이용한 MCI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영상 분석은 

초기 변화를 알 수 있는 민감한 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회백

질 분석에 비하여 더 조기에 예민하게 뇌 구조 변화를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DTI는 뇌 미세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

는 biomarker로 사용 가능하여, 향후 진단 뿐 아니라 병의 

진행관찰, disease modifying 약물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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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iatric Comorb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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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epilepsy (PWE) have a higher risk of developing psychiatric problems than people without epilepsy. Approximately one 

quarter of PWE has been known to be suffered from depression. The frequency of psychiatric comorbidities was closely related to 

poor seizure control.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sis have been reported to have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with epilepsy. The 

higher degree of depression and anxiety was more likely to elicit the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dverse events and poor com-

pliance of antiepileptic drugs (AEDs), poor surgical outcome, and eventually, poor quality of life. Furthermore, depression and anxiety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stigma,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ggression, and perceived stress. Therefore, clinicians 

who take care of PWE in a busy clinical setting should search their psychiatric comorbidities by brief screening tools and treat them 

instantly to minimize their negative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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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in people with epi-

lepsy (PWE) have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Psychiatric comorbidities have not been a focus in the 

field of epilepsy research and management, although 

many recent epidemiological studies have found a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PWE. For exam-

ple, in a meta-analysis of 9 population-based studies, the 

prevalence of active depression in PWE was 24%.
1
 Its 

prevalence is almost same with the prevalence of drug-re-

fractory epilepsy (25%) in a long-term observational study 

for 1,098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epilepsy in the 

UK.
2
 However, despite major advances in the under-

standing and management of drug-refractory epilepsy, is-

sues related to psychiatric problems in PWE remain 

underrecogniz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pilepsy and psychi-

atric problems and to suggest practical strategies for their 

identification by clinicians. 

Epidemiology of Psychiatric Comorbidities

Among a couple of community-based studies, a repre-

sentative study from Canada demonstrated a 17.4% lifetime 

prevalenc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s (MDD) in PWE 

versus 10.7% in the general population.
3
 Furthermore, it 

also manifested a 2.4 times higher prevalence of lifetime 

anxiety disorders and 2.2 times higher prevalence of suici-

dal thoughts in PWE versus the general population. In a 

hospital-based study in Korea, the frequencies of depres-

sive symptoms, anxiety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in 

PWE were 27.8%, 15.3%, and 18.8%, which wer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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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4.8 times, and 3.6 times higher than those of people 

without epilepsy (PWoE).
4
 These frequencies were in-

creased by poor seizure control. The frequency of depres-

sive symptoms was 6.2 times, the frequency of anxiety 

symptom was 9.7 times, and the frequency of suicidal idea-

tion was 6.4 times higher in uncontrolled epilepsy than 

PWoE. In a Korean, Multicenter trial of Epilepsy and 

PSYchiatric diseases (MEPSY study), the frequencies of cur-

rent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current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 and suicidality were 21.9%, 18.6%, 

and 30.4% among 684 PWE who visited epilepsy clinics.
5
 

The frequencies of MDD, GAD, and suicidality were 4.7 

times, 6.3 times, and 4.6 times higher than those of PWoE. 

Psychosis in PWE was the third most common psychiatric 

comorbidy, followed by depression and anxiety. In a 

meta-analysis of 4 case-control studies, its prevalence was 

5.6% and 7.8 times higher than healthy controls.
6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iatric Comorbidities 
and Epilepsy

An abnormal secretion of serotonin (5-HT) in the cen-

tral nervous system explains the common pathogenic 

mechanisms shared by depression, anxiety, and epilepsy. 

The role of 5-HT in human epilepsy has been identified 

with PET study. Reduced 5-HT1A binding in mesial tempo-

ral structures ipsilateral to the seizure focus was demon-

strated in people with temporal lobe epilepsy (TLE).
7
 

Moreover,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increased se-

verity of depression symptoms and 5-HT1A receptor bind-

ing at the hippocampus ipsilateral to the seizure focus 

was found.
8
 Serotonin’s anxiolytic effects may be related 

to an inhibition of noradrenergic activation through raphe 

nuclei projections to the locus ceruleus. For example, a 

lower binding of 5-HT1A in the anterior and posterior cin-

gulated and raphe was manifested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compared with controls.
9
 Shared mechanism be-

tween depression and anxiety explains why selective sero-

tonin-reuptake inhibitors (SSRIs) are effective in control-

ling depressive and anxiety.symptoms together. 

Recently, a matched longitudinal cohort study in the UK 

database demonstrated that the incidence rate ratio (IRR) 

of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sis was significantly in-

creased for all years before epilepsy diagnosis (IRR, 

1.5-15.7) and after diagnosis (IRR, 2.2-10.9).
10

 This study 

clarified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epilepsy and 

psychiatric comorbidities.      

The Impact of Psychiatric Comorbidities

Psychiatric comorbidities, especially depression, at the 

initial diagnosis of epilepsy can be a risk factor for phar-

macoresistant epilepsy. A retrospective study from the UK 

analyzed data from 780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ep-

ilepsy who had been followed over 20-year period to in-

vestigate predictors of pharmacoresistance.
11

 Depression 

preceding the onset of the seizure disorder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than-twofold higher risk of developing 

pharmacoresistant epilepsy. A lifetime history of psychi-

atric disorders also appears to be related to poor post-

surgical outcomes. A UK study that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280 patients who underwent TLE surgery, 

found that patients with a preoperative psychiatric diag-

nosis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remain seizure free 

(OR=0.53, 95% CI=0.28-0.98, p=0.04).
12

Psychiatric comorbidities are main predictors for suicidality. 

In a hospital-based study in Korea, the major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PWE were found to be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symptoms rather than seizure-related 

variables.
13

 In a MEPSY study, major risk factors for suici-

dality were MDD, GAD, and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AEDs).
5
 Odds ratio of suicidality increased up to 

45.5 compared with no risk factors when three risk factors 

were conjoined. 

Comorbid psychiatric diseases are more likely to elicit 

subjective feelings of adverse effects of AEDs. Validation 

study of the Liverpool Adverse Event Profile (LAEP) as 

Korean language found that depressive and anxiety symp-

toms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LAEP total score.
14

 An 

hospital survey of Korea also demonstrated that major 

predictors for LAEP total score were depression and 

anxiety.
15

 However, some components such as teg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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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mucosa/weight were only affected by anxiety or du-

ration of AED intake. Depression can be a risk factor for 

objective finding associated with AED side effects. In an 

observational study for 74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epilepsy receiving lamotrigine (LTG) monotherapy in 

Korea, depression was a sole predictor of LTG-induced 

rash (OR=9.154, 95% CI 2.077-40.344, p=0.003).
16

 

Depression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nonadherence 

to AEDs. In a mail survey of the US, medication pos-

session ratio (MPR) was significantly lower in depressed 

patients than nondepressed ones.
17

 Depression exerted a 

direct effect on adherence, and adherence had a direct ef-

fect on seizure severity. After all, depression, adherence, 

and seizure severity had a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QOL).

The ultimate goal of epilepsy management is to im-

prove QOL. Several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de-

pression and anxiety affect on QOL. Among seizure-re-

lated, medical, AED-related, and psychiatric factors in a 

Korean hospital-based study, the strongest predictors of 

QOL were depression and anxiety, followed by seizure 

control.
18

 Indeed, the QOL was significantly better in pa-

tients with drug-refractory epilepsy without comorbid de-

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than in patients with 1 

year of seizure freedom but with such symptoms. Patients 

with coexisting depression and anxiety were more likely 

to have a poor QOL than were those with only one of 

these conditions.
4 

Thus, clinicians should always consider 

the coexist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each PWE 

and screen for both types of symptom simultaneously so 

as to prevent impairments in QOL. In a MEPSY study, the 

strongest predictor for QOL was adverse effects of AEDs 

rather than depression or anxiety.
19

 However, adverse ef-

fects were affected by depression, anxiety, and seizure 

control in path analyses. 

Other Impacts of Psychiatric Comorbidities

Perceived stigma is closely associated with psychiatric 

comorbidities. In a Korean survey for PWE, the frequency 

of perceived stigma was approximately 4 times higher in 

depressed or anxious patients than nondepressed or non-

anxious ones.
4
 In a case control study of Korean PWE, 

20% of them reveale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OCS).
20

 One of predictors to determine OCS was 

depression. Another case control study of Korean PWE 

represented that the severity of aggression in PWE was 

higher than that of PWoE.
21
 Anxiety had a direct effect on 

aggression, but depression only had an indirect effect on 

aggression through perceived stigma. 

In multiple surveys, 21-82% of PWE regarded perceived 

stress as an important precipitant for seizure.
22-24

 In addi-

tion, PWE are easily stressful due to experiencing un-

predictable seizure, driving or employment restriction, 

stigma, social discrimination, and AEDs side effects.
25

 

Although PWE are closely related to stress, it has not 

been well known whether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is higher in PWE than PWoE and which factors are im-

portant to increase perceived stress. Recently, I inves-

tigated perceived stress in PWE and identified its 

predictors. Subjects who consecutively visited my epilepsy 

clinic were included. They were adults aged 18-70 years, 

had a current diagnosis of epilepsy taking one or more 

AEDs for at least 1 year. I used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by Cohen and Williamson to measure perceived 

stress.
26

 I found that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in 

PWE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PWoE. However, the 

degree of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uncontrolled epilepsy than PWoE. Depression and anxiety 

were main predictors for perceived stress in PWE. In path 

analyses, depression exerted a direct effect on perceived 

stress. Anxiety and sleep-related impairment exerted a di-

rect effect on perceived stress, and also exerted an in-

direct effect on perceived stress via seizure control. 

Because perceived stress is a major precipitant for seizure, 

I concluded that a rapid detection and an appropriate 

management of psychiatric and sleep problems in PWE 

might be lessen stress and subsequently, prevent further 

seiz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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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of Psychiatric Comorbidities

In a study of people with chronic epilepsy, 43% with 

a current MDD, 68% with a minor depressive disorder, 

and 38% with a history of a lifetime episode of MDD 

were unrecognized and untreated.
27

 MEPSY study re-

ported that almost two third of patients who were diag-

nosed as MDD, GAD, or suicidality at the study enroll-

ment did not have any psychiatric intervention before 

diagnosis.
5
 If so,why do clinicians ignore or under-

recognize psychiatric comorbidites in PWE? There may be 

some reasons. First, they are so busy in outpatient clinic, 

and have no time to ask something. Second, they are like 

to focus on the disease itself, but not likely to concern to 

other issuses arising from patients. Third, they may be 

afraid of how to diagnose and treat them. Because of 

these reasons, it is justified that rapid screening tools for 

detecting psychiatric comorbidities, especially depression 

and anxiety, should be applied in a busy clinical setting.  

Although comorbid depression and anxiety in PWE can 

be measured in structured psychiatric interviews, such as 

those employing the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Disorders
28

 and the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
29
 these take a long time 

to complete. For shortening conduction time, the 

Neurological Disorders Depression Inventory for Epilepsy 

(NDDI-E) was developed in the USA as a validated screen-

ing tool for MDD in PWE that consists of a brief, 6-item 

questionnaire.
30

 It takes less than 3 minutes to complete 

and a score of >15 is suggestive of a MDD. I validated 

the NDDI-E as Korean language and nam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DDI-E (K-NDDI-E).
31
 The K-NDDI-E is pre-

sented in Table. A cutoff score suggestive of MDD was 11, 

which wa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original version. 

To screen anxiety disorders, the Patient’s Health 

Questionnaire-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which is a seven-item self-rating scale developed to screen 

for GAD, can be used.
32

 It takes less than 3 minutes to 

complete and a score of >9 is suggestive of GAD. Recently, 

the MEPSY study validated the GAD-7 as Korean 

language.
33

 A cutoff score suggestive supporting the diag-

nosis of GAD was 6, which was also much lower than that 

of the original version.      

Conclusions

PWE are more likely to accompany psychiatric problems 

than people without epilepsy. Since psychiatric comorbi-

dites have a negative impact on daily living in PWE, clini-

cians should routinely screen psychiatric symptoms and 

treat them appropriately. The application of K-NDDI-E and 

the GAD-7 might be an appropriate option for detecting 

psychiatric comorbidities instantly. I reviewed and sum-

marized all of these issues as a review article in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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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동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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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morbidities

Ji-Eun Kim,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 range of medical disorders occurs more frequently in people with epilepsy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Common examples in-

clude cardiac, gastrointestinal, and respiratory disorders, stroke, dementia, and migraine. The type of comorbidity is an important fac-

tor in deciding on the most suitable treatment, including that for acute epileptic seizures and chronic antiepileptic treatment. The asso-

ciation between epilepsy and other conditions can be due to a variety of interacting genetic, biologic, and environmental factors. 

Co-occurrence of other conditions in a people with epilepsy can complicate diagnosis or have adverse prognostic implications. 

Management of these conditions may facilitate the treatment of epilepsy. The presence of medical disorders in epileps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health care needs, poore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premature mortality. Prevention, identification, and ad-

equate treatment of comorbid disorders in epilepsy should be an important part of epilepsy management at all levels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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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전증 환자에서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 불안신경증, 정신병, 등과 같은 정

신과적 질환이 일반인들보다 2-4배 정도 유병률이 높고, 위

장관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피로, 치매, 편두통 등과 같은 내

과적, 신경학적 질환은 2-5배 정도 높다.
1-3

 (Table 1) 뇌전증 

환자에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는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고 삶은 질이 저하되며 사망률이 높아지는 등 건강에 대한 

최종성과가 좋지 않다.
4
 또한 다른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이 

질환이 뇌전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유전적, 생물학

적, 환경적으로 상호 작용을 가질 수도 있다. 뇌전증에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 진단을 어렵게 만들거나 예후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반된 질환의 적절한 치료가 뇌전

증 발작조절을 쉽게 하기도 한다. 

뇌전증 환자에서 다른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건강

관련 요구가 많아지게 되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저하되

며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동반질환의 확인과 예방, 

적절한 치료가 뇌전증 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 여

기서는 뇌전증 환자에서 흔히 동반될 수 있는 내과적 질환과 

적절한 치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역학 및 인과관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전증 환자에서 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고지질혈증, 좌심실비대),
5
 편두통,

6
 

고혈압,
7
 치매,

8
 뇌종양,

9
 폐쇄성수면무호흡증,

10
 다발성경화

증,
11

 골절,
12

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한다. 뇌전증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내과적 질환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된다.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심뇌혈관 위험인자는 뇌전증의 

원인질환이 되고 골절은 뇌전증의 결과이다. 편두통과 같은 

질환은 뇌전증과 공통의 병리학적 기전을 가지고 어떤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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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D (Gaitatzis
et al., 2004a)

CHS 
(Tellez-Zenteno
et al., 2005)

NPHS 
(Tellez-Zenteno
et al., 2005)

EPIC 
(Ottman et 
al., 2011)

NHIS 
(Strine et al., 

2005

BRFSS (Kobau
et al., 2008)a

CHIS (Elliott
et al., 2009)a,b

GP recorded
diagnoses

(United Kingdom)

Door-to-door
survey 

(Canada)

Door-to-door
survey 

(Canada)

Postal survey
(U.S.A.)

Survey with
face-to-face
interviews 
(U.S.A.)

Telephone
survey (U.S.A.)

Telephone
survey (U.S.A.)

PR PR PR PR Adjusted OR % in people with
active epilepsy

vs. people
without epilepsy

% in people
with vs.

without epilepsy

Neurologic
Any dementia 6.35 (5.5-7.3) 4.3 (2.7-7.4)
Alzheimer’s disease 8.05 (5.9-11)
Parkinson’s disease 3.2 (2.4-4.2)
Migraine 1.6 (1.4-1.8) 2.0 (1.7-2.3) 2.6 (2.2-3.0) 1.4 (1.3-1.5) 3.0 (2.3-3.8)c
Chronic fatigue 4.1 (2.8-5.7)
Circulatory/vascular
All stroke 7 (6.4-7.6) 3.9 (2.7-5.3) 4.7 (3.4-6.2) 7.7 (5.1-12) 15.7 (11.3-21.4)

vs. 2.4 (2.3-2.6)
9.4 (6.9-12.8) vs. 

2.2 (2-2.4)
Hemorrhagic stroke 10.6 (6.5-17)
Ischemic stroke 7.5 (5.7-9.9)
TIA 4.9 (4.4-5.5)
IHD 1.35 (1.2-1.5)
Heart failure 1.7 (1.4-1.9
Congenital heart 7.4 (4.6-12)
disease
Heart disease 2.3 (1.9-2.7) 1.8 (1.4-2.3) 2.5 (1.8-3.4) 8.4 (5.6-11.8)

vs. 4.6 (4.3-4.8)
9.7 (7.3-12.9) vs. 

6.2 (5.9-6.2)
High blood pressure 1.1 (0.9-1.3) 1.9 (1.7-2.2) 0.99 

(0.9-1.1)
28.8 (23.8-34.3) vs. 

24.8 (24.2-25.3)
Respiratory
Chronic bronchitis 1.7 (1.3-2.2) 2.9 (2.0-4.0)d 1.9 (1.3-2.5)d 5.2 (3.6-7.6) vs. 1.9 

(1.8-2.1)d
Emphysema 1.3 (0.7-2.3)
Pneumonia 3.2 (2.7-3.7)
Asthma 1.3 (1.2-1.4) 1.4 (1.1-1.7) 1.1 (0.8-1.3) 1.3 (1.1-1.4) 1.8 (1.4-2.4) 20.3 (15.3-26.4)

vs. 8.2 (7.8-8.6)
21.9 (18.2-26.2)

vs. 12.6 (12.1-13.1)
Gastrointestinal
Peptic ulcers 1.9 (1.5-2.4) 2.5 (2.0-3.2) 2.7 (2.1-3.4)
GI bleed 3.4 (2.8-4.1)
Upper GI bleed 4.3 (3.4-5.5)
Lower GI bleed 2.2 (1.4-3.2)
Unspecified GI bleed 2.8 (1.8-4.6)
Bowel disorders 

(Crohn’s/colitis)
2.0 (1.4-2.7) 3.3 (2.4-4.3)

Source: Gaitatzis A. et al. Epilepsia, 2012;53:1282-1293.

Table 1. Comparison of prevalence of somatic conditions in people with and without epilepsy in different epidemiologic studies

들은 뇌전증과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질환들도 있다. 만

성기관지염과 뇌전증의 관계는 흡연으로 설명이 된다. 흡연

은 뇌졸중 및 암의 위험인자이고 뇌졸중 및 암으로 인하여 

뇌전증의 원인이 된다. 알쯔하이머 치매가 나이 많은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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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c metabolism
Plasma protein

binding (%)
Dose adjustment in renal

impairment (RI)
Dose adjustment in haemodialysis (HD)

BZD ++ = =
CBZ ++ 75 = =
ESM ++ 0 ↓25% of dose if Crt<10% 50% can be eliminated in 6 h of HD.

Best given after HD
GBP - 0 Crt>80: =

Crt 50-79: 200-600 mg/8 h
Crt 30-49: 100-300 mg/8 h
Crt 15-29: 300/48 h to 600/24 h
Crt<15: 300/48 h to 300/24 h

200-300mg after HD in a single
dose or 100-150 mg/day + SD of 125-250 
after HD

LEV + <10 Crt 50-79: 0.5-1 g/12 h
Crt 30-49: 250/750 mg/12 h
Crt<30: 250-500 mg/12 h

250-500mg after HD

LTG ++ 55 ↓dose in moderate and severe RI 20% is eliminated in 4 h of HD. Best given 
after HD

OXC ++ 40 ↓50% of dose if Crt<30% ? Avoid in HD due to insufficient data
PB/PRM ++ 45 ↓ Normal dose SD
PHT ++ 90 = =
PGB - 0 Crt>60: =

Crt 30-59: 25-100/8 h
Crt 15-30: 25-50/8 h
Crt<15: 25-75/day (3 intakes)

Single SD of 25-100mg after HD

TGB ++ 96 = =
TPM + 15 ↓50% in moderate and severe RI. 50-100 mg/12 h

50-100mg after HD
VPA ++ 90 = SD may be needed
ZNS + 40 ? Slower dose adjustment 200-400 mg/day after HD

SD of 100-200mg the morning before HD
Mainly hepatic metabolism: ++; partly hepatic metabolism: +; extrahepatic metabolism: _; Crt: creatinine clearance in ml/min; (?) no data 
available, use with caution; = no dose adjustment required; SD: supplementary dose.
Source: Ruiz-Gimenez J et al. Seizure 19 (2010) 375-382.

Table 2. Pharmacokinetic properties of AEDs of particular interest in the case of hepatic impairment, renal impairment and/or 
haemodialysis.

환자보다 젊은 뇌전증환자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이러한 현

상은 다른 치매환자나 퇴행성 뇌전증환자에서도 비슷하다. 

알쯔하이머 치매환자에서 비유발성 발작의 연관성은 6배 많

다. 이러한 이유는 뇌전증으로 인한 뇌의 기저 손상으로 인

하여 일찍 심한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킨슨병

은 뇌전증환자에서 발생률이 3배 정도 높다. 두 질환의 경우 

이환 되는 중추신경계 부위가 다르므로 연관성을 설명하기

가 어려운데, 파킨슨병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진단하므로 일

차진료기관에서 진단하기에는 파킨슨병의 진단이 포괄적일 

수 있고 뇌혈관질환과 치매는 파킨슨증의 위험인자가 되므

로 이러한 유병률의 증가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약물저항성 측두엽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 기저핵의 도파민 흡수가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13

 

위장관출혈은 뇌전증환자에서 약 3배정도 높고 위궤양은 2

배정도 많이 발생한다. 가능한 설명은 아스피린을 포함한 진

통제 사용과 음주가 주요위험인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허혈

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아스피린을 포함한 혈소판응집억

제제의 사용이 뇌전증환자에서 더 많고, 알코올 의존성도 뇌

전증환자에서 더 많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항경련제

와 위장관출혈과의 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허혈성 심장질

환은 뇌전증환자에서 1.3배, 심부전은 1.6배, 선천성심장이

상은 7.3배 높게 발생한다. 뇌전증 발작이 일시적으로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몇몇 항경련제는 심장 기능에 영

향을 미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

어 복잡성을 더하기도 한다. 또한 심장의 구조적 질환이나 

부정맥이 뇌전증발작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심인

성 뇌색전증을 포함하여 모든 뇌허혈, 뇌경색은 뇌전증발작

을 유발할 수 있다. Rotterdam study (1997)를 통하여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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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ecommended AEDs Less recommended AEDs AEDs to be avoided
Heart disease LEV, LTG, TPM, VPA, ZNS. GBP* CBZ, OXC, PGB, PHT -
Lung disease LEV, LTG, OXC, PGB, TPM, VPA, ZNS. 

GBP*
CBZ, PHT BZD, PB, PRM

Hepatic impairment LEV, OXC, PGB, TPM. GBP* BZD, CBZ, ESM, PB, PHT, PRM, TGB, 
ZNS

LTG, VPA

Renal impairment BZD, CBZ, ESM, PHT, TGB, VPA GBP, LEV, LTG, OXC, PB, PGB, PRM, 
TPM, ZNS

-

Porphyria LEV, OXC, PGB. GBP* BZD CBZ, LTG, PB, PHT, PRM,
TGB, TPM, VPA, ZNS

Liver transplantation LEV, PGB, TPM. GBP* CBZ, PB, PHT, PRM VPA
Kidney transplantation BZD, LTG, VPA AEDs with renal excretion -
Bone marrow transplantation LEV, LTG, TPM. GBP* - CBZ, OXC, PB, PRM, VPA
Hypothyroidism BZD, LEV, LTG, PGB, ZNS. GBP* OXC, TPM, VPA CBZ, PB, PHT, PRM
Osteoporosis BZD, LEV, LTG, PGB, ZNS. GBP* VPA CBZ, PB, PHT, PRM
Obesity TPM, ZNS CBZ, CLB GBP, PGB, VPA
HIV LEV, PGB, TPM. GBP* BZD, LTG, OXC, VPA, ZNS CBZ, PB, PHT, PRM
Mental disability LEV, LTG, OXC, VPA. GBP* PGB, ZNS BZD, CBZ, PB, PHT, PRM, 

TPM
Cognitive impairment LEV, LTG, PGB. GBP* CBZ, OXC, VPA, ZNS BZD, PB, PHT, PRM, TPM
Stroke LEV, LTG. GBP* CBZ, OXC, PHT, TPM, VPA BZD, PB, PRM
Brain tumour LEV, VPA. GBP*, PGB*, ZNS* CBZ, LTG, OXC, PHT, TPM PB, PRM

(*) Useful as add-on therapy. (The medications are ordered alphabetically and not necessarily by order of recommendation.)
Source: Gaitatzis A. et al. Epilepsia, 2012;53:1282-1293.

Table 3.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AEDs in patients with epilepsy and other comorbidities.

중의 병력, 위험인자가 뇌전증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5
 또한 심혈관 기능부전으로 발생하는 미만

성 뇌관류저하는 뇌전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뇌 손상

(epileptogenic injury)을 일으킬 수 있다. 심장마비와 심폐

소생술, 울혈성 심부전, 심근병증, 심인성 쇽 등에 의해서 허

혈성뇌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뇌전증 발작이 발

생하거나 뇌전증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심장질환에 사

용하는 대부분의 약제는 치료용량에서는 뇌전증 발작의 위

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Digoxin, verapamil, beta-block-

ers, mexiletine, tocainide, disopyramide, ergonovin, sym-

pathomimetics, lidocaine과 같은 부정맥 약제가 발작을 유

발시켰다는 증례보고가 있다. 심장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약

제는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몇몇 항경련제는 심혈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심혈관계 부작용은 저혈압과 부정맥 발생이다. 특히 주

사제로 고용량을 빨리 줄 때 발생한다. Na-채널 차단제, 특

히 carmazepine(CBZ) 사용 시 증후성 심차단(symptomatic 

heart block)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Lamotrigin 

(LTG)과 같이 여러 가지 작용기전을 가진 약제들은 아직 심

장전도이상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심장

질환과 뇌전증은 비교적 흔하며 상당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가지는 질환이다. 심장질환이 있는 뇌전증환자는 질환의 진

단과 약물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동반질환이 있을 때의 항경련제 약물치료

1. 심혈관질환

뇌전증발작의 급성기 치료 시 phenytoin(PHT) 정맥주사

는 부정맥과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

야 한다. 특히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위험이 높아

지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주사속도를 빨리 하면 안 된다. 분

당 10mg 이하의 속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심전도, 혈압 감

시장치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4

 PHT이나 fos-phenytoin 

주사는 심한 심질환이 있거나 2-3도 방실차단이 있을 때는 금

기이다.
15

 Valproic acid(VPA)는 빨리 주사하더라도 심박수, 

혈압에 영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6 

신약 중 Levetiracetam 

(LEV)은 아직 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주사나 경구로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17-19

 Bensodiazepin(BZD)은 호

흡기능을 조심스럽게 감시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만성기 항

경련제 사용시에는 CBZ, oxcarbazepine(OXC), PHT은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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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

. 

Pregablin(PGB)은 좌심실기능이상에 의한 심부전환자에게

는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

 간효소유도 항경련제는 심

장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들과 상호작용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22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 가장 추천되는 항경련제는 

LEV, LTG, topiramate(TPM), VPA, Zonisamide(ZNM)이며, 

Gabapentin(GBP)도 추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호흡기 질환

Babiturates, BZD, PHT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조심하

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호흡장애가 있는 뇌전증 환자는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감시장치 하에서 사용한다. 

VPA 는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23
 LEV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
 호흡기질환환자

에서 만성적인 항경련제 사용은 호흡억제가 있는 barbitu-

rates, BZD과 같이 호흡억제가 있는 항경련제는 피해야 한

다. 간효소유도 항경련제는 theophyline 농도를 감소시키고 

theophyline도 CBZ, PHT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간질환

간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간으로 대사되는 항경련제는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저알부민증과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러

므로 간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항경련제의 약물대사를 

고려하여 약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도의 간기능

장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

다.
25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급성 뇌전증조절을 할 때에는 

PB, BZD은 간성혼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용량을 줄여서 사용해야 한다.
26 

VPA는 

간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VPA의 간독성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금기이다.
27

 PHT은 단백질 결합이 높은 약

이므로 간질환환자에서 저알부민증이 있는 경우 자유형 

PHT분율이 높아져 독성이 잘 나타나므로 주의해서 사용해

야 한다.
28 

간질환이 있는 뇌전증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추천

하는 항경련제는 LEV이다.
29

 간질환환자에서 만성적인 항경

련제 사용은 단백질 결합이 적고 간에서 대사되지 않은 

GBP, LEV, OXC, PGB, TPM를 추천한다.
30

 그러나 심한 간

질환의 경우 신 기능장애가 잘 동반되므로 이러한 경우 항경

련제의 용량을 감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심한 간질환의 경

우 LEV는 일반 용량의 50%, TPM는 30%까지 감량할 것을 

제안한다.
31
 OXC은 단백질결합이 적고 CBZ에 비하여 간효소

유도도 적다. BZD, CBZ, ethosuximide(ESM), Phenobarbital 

(PB), PHT, primidone(PRM), tiagabine(TGB), ZNM는 감시

하에 사용할 수 있다. LTG, VPA는 추천되지 않는다.
28

 

4. 신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항경련제 중 신장에서 대사

되는 약제는 반감기가 길어지고 사구체 투과율과 세뇨관 분

비가 감소하면서 혈중농도가 증가한다.32 이러한 이유로 LEV

는 급성기 치료로 추천되지 않는다.33 GBP, LEV, LTG, OXC, 

PB, PGB, PRM, TPM, ZNM는 어느 정도는 신장에서 배설되

므로 절대적으로 금기는 아니나 용량을 적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독성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한 혈액

투석 후에는 항경련제의 혈중농도가 변하므로 보조적 항경

련제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혈액투석에 가장 민감한 항

경련제는 수용성 제제로 단백결합이 낮고 분포량(volume of 

distribution)이 적은 약제이다.34 신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ZNM, TPM는 피해야 한다.35,36 신장질환, 혈액투석 환자에서 

가장 추천하는 약제는 간에서 주로 대사되는 BZD, CBZ, 

ESM, PHT, TGB, VPA이다.34 

5. 포피린증(Porphyria)

간의 햄(haem)생성을 유도하는 간효소유도 항경련제는 

포피린증의 증상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CBZ, PB, PHT, 

PRM, TPM, VPA, ZNM는 피해야 한다. LTG, TGB도 실험실 

연구에서 포피린 생성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37 간효소를 유

도하지 않는 GBP, LEV, PGB이 추천된다. 만약 주사제가 필

요하다면 LEV가 추천된다. 뇌전증중첩증의 경우 magne-

sium sulphate, BZD을 사용한 보고가 있다.38 

6. 장기 이식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은 간이나 신장을 이식 받은 환자에서 간, 신장의 기능이 남

아있는가, 항경련제와 면역억제제의 약물상호작용은 있는가, 

항경련제의 부작용이 이식된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간이식환자에게

는 GBP, LEV, PGB, TPM, 신장이식환자에게는 BZD, LTG, 

VPA, 골수이식환자에게는 GBP, LEV, LTG, TPM가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39-41 

7. 갑상선 질환

간효소유도 항경련제는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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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thyroxin을 감소시킨다. 대부분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항경련제를 중단하면 정상으

로 돌아온다. 갑상선 기능저하가 있는 환자에서는 호르몬을 

투여하여야 한다.
42,43

 VPA는 TSH의 농도를 올릴 수 있다.
44

 

아직 자료는 부족하지만 중등도의 간효소 유도작용이 있는 

OXC, TPM는 갑상선 호르몬에 조금 영향을 주지만 간효소 

유도작용이 없는 항경련제는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이 없

다.
45

 

8. 대사성 질환

1) 항경련제와 골대사

간효소 유도작용이 있는 항경련제와 PHT은 비타민 D대사

를 촉진시켜 골대사가 증가한다.
46

 VPA는 골생성세포의 기

능을 억제한다. LEV, LTG는 골대사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 대조연구에서 간효소 유도작용이 

있는 항경련제나 유도작용이 없는 항경련제나 모두 골다공

증의 독립적 위험인자라는 보고가 있다.
47

 

2) 항경련제와 비만

CBZ, CLB, GBP, PGB, VPA는 체중증가와 관련이 있고 

TPM, ZNM는 체중감소가 있으며 나머지는 체중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
48
 일부의 연구에서 VPA 사용 시 가역적인 인슐

린 저항성을 가지면서 체중증가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49

9. 감염질환

항경련제와 항감염제를 같이 사용할 때 특히 결핵과 신경

낭미충증과 같은 만성 감염의 치료 시에는 약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신경낭미충증 치료에 사용하는 praziquantel, 

albendazole은 간효소유도 항경련제와 사용 시 혈중농도가 

50%까지 감소될 수 있다. 결핵의 치료 시에 isonizid는 CBZ, 

PHT, VPA의 대사를 억제하여 쉽게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

다. 역으로 rifampicin은 CBZ, LTG, PB, PHT, VPA의 농도

를 줄일 수 있다.
22

 HIV감염 시 항retrovirus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간에서 대사되지 않

는 약제를 우선 추천하며 가장 적당한 약제는 LEV, PGB, 

TPM이며 GBP은 이차약으로 추천된다.
50

 

10. 뇌혈관질환

일반적으로 BZD, CBZ, PHT, PB, VPA와 같은 일반적 항

경련제는 뇌혈관질환 환자에 잘 추천되지 않는다. 뇌혈관질

환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늦어진다는 보고가 있고 아스피린

이나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2,51,52

 그

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에 PHT, VPA 주사제 

사용은 유용하다. GBP, LEV, LTG, OXC, TPM는 항혈소판응

집억제제나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이 없고 뇌혈관질환 환자의 

기능적 회복에도 영향이 없다. GBP, LEV는 뇌혈관질환 환

자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53-55

 LTG, GBP이 뇌혈관질환 환

자에 CBZ보다 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
56

 

결  론

뇌전증환자에서 항경련제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경련발작의 종류 또는 뇌전증증후군이다. 뇌전증 환자에서 

뇌전증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내

과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동반질환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

한 항경련제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직까지 내과적 

동반질환이 있을 때 연구된 자료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임상

연구도 많지 않으므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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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에서의 사망률

이 상 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경과학교실

Mortality in Epilepsy

Sang-Ahm Lee, MD

Department of Neu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e risk of death for people with epilepsy is increased compared to the risk for the general population. Mortality can be divided into 

deaths attributable to epilepsy, deaths from the pathology responsible for the epilepsy, and deaths from unrelated conditions.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observed deaths in the study population to the expected deaths if 

the group had experienced the same age- and sex-specific deaths as the population from which it came. A meta-analysis of 21 stud-

ies determined overall SMRs ranging from 1.2 to 9.3, with the variation due largely to differences in source populations. 

Population-based studies, which provide a more accurate estimate of mortality in the general epilepsy population, reported SMRs 

ranging from 1.6 to 9.3. Deaths due to sudden unexpected death in epilepsy (SUDEP), status epilepticus, suicide, and accidents are 

considered to be epilepsy-related. The proportionate mortality ratios for epilepsy-related conditions in population-based studies 

range between 1 and 13%. SUDEP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common epilepsy-related cause of premature death. The risk of 

SUDEP appears to correlate with the severity of the epilepsy. Rates of SUDEP of 1.2-5.9 per 1000 patient-years were found in cohorts 

of individuals with refractory seizures. Patients investigated for and undergoing epilepsy surgery demonstrated the highest SUDEP 

rates, ranging from 2.2 to 9.3 per 1000 patient-years. The causation of SUDEP is not fully understood and is likely to be 

multifactorial. Postmortem studies have frequently revealed pulmonary edema, cardiac enlargement, and hepatic congestion. There 

has been debate over whether and when physicians should discuss the risk of mortality with every patient. Early identification of pa-

tients at greatest risk is desirable so that preventative strategies can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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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와파린은 비타민K 의존성 응고인자와 항응고단백 합성을 

저해하는 라세미 혼합물이다. 와파린의 항응고작용으로 심

방세동 및 정맥에서 기인한 혈전색전증, 인공판막에 의한 색

전증, 심근경색, 폐색전증 그리고 재발성 뇌혈관사고의 치료

나 이차예방에 선택적으로 사용된다.1 그러나 뇌, 위장관의 

출혈성 부작용을 일으키는 비율이 높고(1.3-4.2%), 지속적으

로 INR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드물지만 피부괴사를 야기하

여, 최근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와파린은 여전히 항응고제로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중요한 약제이다. 본문에서는 와파린의 작용기전, 

약동학 및 약역학, 약물유전체학, 적응증, 용법, 금기증, 부

작용, 발전된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NOAC과의 비

교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2

본  문

1. 작용기전

와파린은 factor II, VII, IX, X과 같은 비타민K 의존성 응

고인자와 anticoagulant protein C,S,Z의 합성을 저해한다3,4. 

이러한 인자들이 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lutamic acid 

residue에 카르복실화되어야 하며, 이후 위의 인자들은 혈관

벽에 부착하여 기능한다. 카르복실화는 gamma-glutamyl 

carboxylase가 환원형의 비타민K(vitamin K hydroquinone)

를 비타민K epoxide로 전환시키며 일어난다. 비타민K 

epoxide는 비타민K epoxide reductase(VKOR)에 의해 비타

민K와 비타민K hydroquinone으로 재전환된다. 와파린은 

epoxide reductase의 소단위체(C1)와 결합하여 활성을 저해

하며 비타민K와 비타민K hydroquinone의 혈중농도를 낮춘

다.5-8 그 결과 gamma-glutamyl carboxylase의 활성이 저해

되어, 응고인자의 glutamic acid residues가 카르복실화되지 

않는다(Fig. 1). 따라서 혈관벽에 응고인자가 부착될 수 없어 

기능을 잃는다. 체내에는 수일간 사용 가능한 활성형 응고인

자가 있으므로, 고갈 이후에 와파린의 항응고작용이 뚜렷해

진다. 와파린 투여에 의해 활성이 감소된 응고인자를 PIVKAs 

(proteins induced by vitamin K absence/antagonism)라고 

하며, 응고인자 별로 칭할 때는 PIVKA-숫자(예를 들면, 

PIVKA-II)로 표시한다. 

와파린 투여 초기에 혈액응고가 일시적으로 촉진된다. 이

는 와파린이 혈액응고 억제기능이 있는 단백질C와 단백질S 

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와파린 투여 후 36시간 동안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단백질C의 농도가 감소한다.9,10 단백질

S는 단백질C의 보조인자로 단백질S의 농도감소는 단백질C

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factor Va와 VIIIa의 분해가 

저해되어 혈액응고가 촉진된다. 부하용량(>5 mg)의 와파린

을 공급하면 factor VII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여 초기 INR이 

연장된다. 그러나 최대 항응고효과는 수일 후에 factor I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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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ction mechanism of warfarin in the vitamin K cycle. Source: Brunton LL, Chabner 
BA, Knollmann BC: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2th 
Edition: www.accessmedicine.com.

농도가 줄어들어야 나타난다.

2. 약역학/약동학/약리유전체학

1) 약역학 (Pharmacodynamics)

와파린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항응고작용이 일어나지만, 

최대효과는 72-96시간 후에 나타난다.9 와파린 1회 투여 시 

2-5일간 효과를 보이며, 유지용량을 투여하면 중첩되어 효과

가 커진다.11 그 정도는 와파린 영향을 받는 응고인자와 항응

고 단백질 반감기가 영향을 준다(응고인자별 반감기: factor 

II 60시간, factor VII 4-6시간, factor IX 24시간, factor X 

48-72시간, protein C 8시간, protein S 30시간).12-14

2) 약동학 (Pharmacokinetics)

와파린은 2개의 거울상 이성질체(R-, S-)로 구성된 라세미 

혼합물로 S-와파린은 R-와파린보다 2-5배의 효능을 가지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거된다.15,16 와파린과 유사한 항응고

작용이 있는 또 다른 물질로 헤파린이 있다. 헤파린은 항트

롬빈III와 결합하여 응고작용에 관여하는 단백분해효소의 불

활성화 비율을 1000배 이상 향상시키며, 신속한 효과를 보인

다.17,18 와파린은 헤파린보다 효과가 느리지만 다른 이점이 

있다. 헤파린은 주사제로 투여하나 와파린은 경구로 투여한

다. 그리고 헤파린(반감기: 30-60분)보다 반감기가 길어(와

파린 반감기: 36-42시간) 1일 1회 복용하며, 중단해도 수일

간 효과가 지속된다.19 헤파린은 전혈전증상태나 헤파린유도

혈소판감소증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

아래는 와파린의 약동학적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1) 흡수 (Absroption)

경구투여된 와파린은 4시간 안에 최대 농도에 도달한다. 

(2) 분포 (Distrubution)

와파린의 분포용적은 0.14 L/kg이며, 약 99%가 혈장단백

질에 결합한다.21

(3) 대사 (Metabolism)

Hepatic cytochrome P-450(CYP450)는 와파린을 불활성수

화물로 대사시킨다. CYP450의 동질효소로 CYP2C9, 2C19, 

2C8, 2C18, 1A2, 3A4 등이 있다. 특히 CYP2C9는 다형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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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간에 존재하는 CYP450의 주요 형태이며 하나 이상

의 변이성 CYP2C9 대립인자를 가지면 S-와파린의 청소율이 감

소한다.
22,23

 이외에 dehydrowarfarin, 2종류의 diastereoisomer 

alcohols, 4'-, 6-, 7-, 8-, 10-hydroxywarfarin 등이 와파린을 

대사시킨다.

(4) 배설 (Excretion)

와파린의 말기 반감기는 약 1주일이지만, 유효 반감기는 

20-60시간이다(평균 약 40시간).
11
 R-와파린의 청소율은 S-와

파린의 절반이므로, R-와파린의 반감기(37-89시간)가 S-와파

린(21-43시간)보다 길다. 

3) 약리유전체학 (Pharmacogenomics)

와파린의 활성도는 유전 인자에 의해 일부 결정되며, 특히 

2개의 유전자(VKORC1, CYP2C9)가 중요하다. VKORC1은 

활성도 차이가 생기는 현상의 30%를 설명한다.
8
 이 유전자

에 특정 돌연변이가 생기면 와파린에 저항성을 보인다.
7
 2가

지의 주요 haplotype 중 (group A, B) group B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와파린에 저항성을 보이지만, group A 

비율이 높은 아시아인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24

 VKORC1의 

Group A 다형성을 가진 사람은 치료적 INR에 더 빨리 도달

하며, 빠르게 INR 4이상으로 상승하여 종종 출혈을 일으킨

다. CYP2C9 다형성은 와파린 활성도 차이의 10%를 설명한

다. 이 유전자
8
는 치료적 INR 도달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지

만, INR이 4이상으로 증가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25

 약리유

전성 검사가 개인별 와파린 용량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

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4년 메타분석에 따르면 주요출혈이

나 혈전 및 색전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26

3. 적응증/용법/금기증/부작용

1) 적응증/용법

와파린은 혈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나, 이미 혈전이 

있는 환자에서 혈전생성을 억제한다. 특히 정맥이나 인공심

장판막처럼 느린 혈류부위의 혈전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다. 따라서 심방세동, 인공심장판막, 심부정맥혈전증, 폐색

전증이 와파린의 주요 적응증이다. 심근경색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관상동맥의 혈전억제 효과는 낮다. 동맥혈전을 억제

하기 위해서는 주로 항혈소판제를 사용한다.
15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은 와파린 작용을 강화 또는 약화

시키므로 복용량 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와파린 투여 중

에 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치료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
27

 INR 수치를 측정한다. 투여 초기에는 매

일 INR 수치를 검사하며, 일정한 와파린 용량에 안정적인 치

료적 INR 수치를 보이면 검사 간격을 늘릴 수 있다.
15

 

point-of-care testing(POCT)은 손가락 끝에서 채혈하므로 외

래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다.
28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

한 INR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NR 2-3을 치

료 범위로 본다.
9,29-31

와파린 유지용량은 음식에 함유된 비타민K1의 함량에 좌

우된다. 따라서 음식조절을 통해 INR이 변동하는 것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K가 풍부하며, 특히 미

나리과의 식물인 파슬리, 실란트로에 많다.
32-35

 양배추, 브로

콜리, 일부 식물성 오일도 비타민K가 풍부하다. 완두콩이나 

그린빈은 비타민K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으며, 식물의 

뿌리, 구근, 덩이줄기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은 비타민K 함량

이 낮다. 

와파린은 다양한 약물과도 상호작용하며, 일부 식품도 상

호작용에 관계된다.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은 알부

민에서 와파린을 분리시키며 INR 상승을 일으킨다. 메트로

니다졸이나 마크로리드와 같은 항생제는 체내에서 와파린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광범위 항생제는 비타민K1을 생성하

는 장내 정상세균총을 줄임으로써 와파린 효과를 증대시킨

다.
36

 갑상선기능도 와파린 활성에 영향을 주며 갑상선기능

저하증은 효과를 감소시키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은 효과를 

증대시킨다. 과도한 알코올섭취는 와파린 대사에 영향을 주

어 INR을 증가시킨다.

2) 금기증

와파린은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신 중에 와파린 사용은 자연유산, 사산, 조산, 신

생아사망과 관련된다. 또한 와파린은 기형발생물질로 작용

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자궁 안에서 와파린에 노출된 신

생아의 약 5%에서 선천성결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아래

에 와파린의 부작용을 임신 분기별로 나누었다.
37

임신 1분기

임신 1분기에는 와파린 대신 저분자량헤파린이 사용된다. 

저분자량헤파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태아에 선천성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시기(특히 6-9주)에 와파린에 

노출되면 태아와파린증후군(fetal warfarin syndrome, FWS)

이 발생한다. 태아와파린증후군은 비골저형성, 낮은 콧등, 

척추측만증, 척추석회화와 같은 골격계 이상 및 단지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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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지이상이 특징이다.

임신 2분기 이후

임신 2,3분기 와파린 노출은 1분기보다 선천성결함 가능

성이 줄어들며, 주로 경련이나 눈 결함과 같은 중추신경계질환

으로 나타난다. 와파린이 모유에서 검출된다는 보고는 없다.

3) 부작용

출혈: 와파린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출혈이며, 꾸준히 보

고되고 있다(1-3%). 가장 심각한 경우는 뇌실질과 척수 출혈

이다.
38

 INR 수치가 상승하면 출혈위험성도 증가하며, 특히 

INR 4.5 이상에서 그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39,40

 와파린 

투여 환자의 출혈위험성을 예측하는 다수의 위험점수체계가 

있다. 널리 사용되는 위험점수체계는 HAS-BLED이다. HAS- 

BLED의 각 요소를 살펴보면 H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A

는 신기능 이상, S는 뇌졸중 기왕력, B는 내재된 출혈경향, 

L은 조절되지 않는 INR수치, E는 65세 이상의 고령, D는 출

혈을 야기할 수 있는 약제(예를 들어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복용이나 알코올 오

용을 뜻한다.
41

와파린 괴사: 와파린 괴사는 드물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는 부작용이다. 주로 단백질C 결핍 환자에서 와파린 사용

직후에 발생한다. 와파린 투여 초기에 단백질C 농도가 응고

인자보다 먼저 감소하므로, 첫 수일간 일시적으로 혈전생성

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생성된 혈전은 피부와 사지의 괴사를 

일으킨다.
42

골다공증: 와파린은 골 도를 감소시킨다. 이는 와파린 복

용 시 뼈에 필요한 비타민K의 섭취를 환자가 의도적으로 줄

이며, 와파린이 뼈관련 단백질에 필수적인 비타민K매개성 

카르복실화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43

자색 발가락 증후군 (purple toe syndrome): 자색 발가락 

증후군(purple toe syndrome)은 와파린 투여 초기의 드문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콜레스테롤 색전이 하지 말단 피부혈

관에 발생한 것이 원인이며, 침범된 피부에는 보라색의 색조

변화와 통증이 생긴다. 주로 엄지발가락에 생기지만 발바닥

을 포함한 발의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와파린을 중단해야 한다.
44

판막과 동맥의 석회화: 와파린 복용은 판막과 동맥의 석회

화를 야기하며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다.

4. 역사

192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 서식중인 소에서 원인미상의 

집단발병이 있었다. 소들은 간단한 시술 에도 심한 출혈을 

일으켰으며, 일부 소는 자연출혈도 있었다. 뿔을 제거한 소 

22마리중에서 21마리가, 거세한 소 25마리 중에서 12마리가 

출혈을 보이며 폐사하였다. 1921년, 캐나다 가축병리학자인 

Frank Schofield는 소들이 강력한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전동

싸리를 섭취하였으며, 상한 전동싸리로 만들어진 건초가 질

병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지었다.
45

 연구를 위해 Schofield는 

싱싱한 클로버 줄기와 상한 클로버 줄기를 각각 다른 2개의 

토끼군에게 주었다. 싱싱한 클로버를 섭취한 토끼군은 특별

한 문제가 없었으나, 상한 클로버를 섭취한 군은 출혈성 질

환으로 폐사하였다. 1929년 식물학자 L.M Roderick 박사는 

프로트롬빈의 기능상실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46

 1940년까

지 상한 전동싸리에서 항응고작용을 일으킨 물질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933년 위스콘신대학의 Karl Paul Link

가 상한 건초에서 출혈성 물질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시작하

였다. 그의 제자인 Harold A Campbell이 결정상태의 항응고

물질 6mg을 얻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이후 다른 제자인 Mark 

A. Stahmann이 항응고물질을 대규모로 추출하기 시작하여 

4개월 동안 1.8 g의 재결정상태의 항응고제를 얻었다. 

Stahmann과 Charles F. Huebner는 연구를 통해 이 항응고

물질이 3,3'-methylenebis-(4-hydroxycoumarin) 임을 밝혔으

며, 후에 디쿠마롤(dicoumarol)로 명명되었다. 디쿠마롤은 

식물성 물질인 쿠마린의 생산형태
47

이다. 쿠마린은 많은 식

물에 함유되어 있으며, 막 잘린 풀이나 나무에서 달콤한 향

을 낸다. 이 물질은 선갈퀴아재비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

며, 감초, 라벤더에 소량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쿠마린 자체

로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작용은 없다. 곰팡이에 의해 

4-hydroxycoumarin으로 대사된 후, 포름알데히드 존재 하에 

디쿠마롤로 변환되어야 비로소 항응고작용을 가진다. 이로

써 곰팡이의 영향을 받은 상한 클로버 줄기만이 항응고작용

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디쿠마롤

은 진균독(mycotoxin)으로 분류되었다.
48

1) 쥐약으로 사용, 이후 의약품으로 개발

Karl Link는 쥐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디쿠마롤을 기본으로 

하여 더 강력한 물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48년에 와

파린이 개발되었다. ‘WARF’는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의 약어이며, ‘arin’은 쿠마린과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와파린은 주거, 산업, 농업지역에서 쥐의 개체수

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약제는 무미, 무향으로 미

끼에 섞어 놓으면 쥐는 치사량에 이를 때까지 수일간 섭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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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 6일 동안 1 mg/kg/일로 섭취). 탈크와 혼합하여 길목

살분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혼합물은 털과 피부에 축적

되며 털갈이 할 때 체내로 흡수된다(LD50: 50-500 mg/kg, 

IDLH: 100 mg /m3).
49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쥐의 저항성이 

증가하였으며, 더 강력한 약제가 개발되어 와파린 사용은 줄

어들고 있다. 또 다른 4-hydroxycoumarins인 쿠마테트라릴

(coumatetralyl)과 브로디파쿰(brodifacoum)은 와파린보다 

강력한 효과와 긴 작용시간을 가진다. 또 와파린에 저항성인 

쥐에도 효과적이어서 ‘수퍼와파린’으로 불린다. 체외로 쉽게 

배출되는 와파린과는 달리 수퍼와파린은 간과 신장에 축적

되며, 이들 약제가 섞인 미끼나 중독된 설치류를 섭취한 맹

금류에도 축적된다.
50

1951년 미군 병사가 자살목적으로 다량의 와파린을 복용

하였으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비타민K를 투여 받고 호전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와파린을 치료목적으로 사

용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54년 인체 내 투여가 허가

되었다. 초기에 투여 받은 사람은 미국대통령인 Dwight 

Eisenhower로, 심장마비 후에 와파린을 투여 받았다.
51
 1978

년에는 와파린이 에폭시드 환원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며, 이

로 인해 비타민K 대사가 저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

5. 비-비타민 K 길항제 경구용 항응고제 (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

와파린은 심방세동이나 판막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혈전

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INR 2-3이라

는 좁은 치료범위를 가지며 종종 출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1.3-4.2%) 다양한 음식 및 약물과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와파린을 대체할 약물군이 개발되었으며, 최근 이들 약제를 

비-비타민 K 길항제 경구용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라 통칭한다. NOAC은 10여가지 

이상의 무작위 연구를 통해 와파린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출

혈경향을 보임이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52는 다비

가트란을 복용한 65세 이상의 환자의 위장관출혈 발생률이 

와파린 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53,54

 NOAC에는 4가지 대표

적인 약물이 있으며,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에픽사반, 에

녹사반 등이 해당된다.
55

1) 다비가트란 (Dabigatran)

다비가트란은 직접적인 트롬빈 억제제로 피브린 생성을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낸다. 와파린과 비슷한 항응고효과를 

보이지만 INR 검사가 필요 없다. 경구투여 후 2시간에 최대 

효과를 보이며, 12-14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음식은 최대

혈장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늦추지

만, 최대혈장농도 및 생체이용률에 영향주지 않는다. 대부분 

신장으로, 일부는 담도계로 배설된다. 와파린과 달리 매일 

정해진 용량을 복용하여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이나 전신성 색전증 위험성을 낮춘다.
55,56

 RE-LY 연구는 ‘다

비가트란이 와파린보다 뇌졸중과 전신색전의 발생률은 낮추

나 위장관 출혈 발생률은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57
 이에 대해 

2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 가설: NOAC의 생체이용률이 와

파린보다 낮다(특히, 다비가트란은 약 6%의 생체이용률). 다

량의 흡수되지 못한 전약물이 위장관을 통과하며 소화효소

에 의해 2/3 이상 활성화된다. 이 활성형의 약물이 위장관점

막에 작용하여 출혈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 가

설: NOAC이 직접 위장관에 손상을 입힌다는 가설로, 다비가

트란에 포함된 타르타르산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

다. 반면에 리바록사반은 타르타르산을 포함하지 않음에도 

위장관출혈을 야기하며, Aggrenox는 타르타르산을 포함하

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는 등 반대의견도 있다.
57,58

2) 리바록사반 (Ribaroxaban)

리바록사반은 인자Xa을 억제하는 약물로 응고작용의 내인

성과 외인성경로를 차단하여 항응고효과를 나타낸다. 경구

투여 후 2-4시간에 최대 효과를 보이며, 7-11시간의 반감기

를 가진다. 2/3는 신장으로, 나머지 1/3은 대변으로 제거된

다. 일정한 용량을 매일 복용하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뿐 

아니라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치료 및 예방에도 사

용된다.
55,56

 ROCKET-AF 연구 역시 와파린에 비해 라비록사

반의 위장관 출혈 발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57

3) 에픽사반 (apixaban)

에픽사반은 리바록사반과 같이 인자Xa을 억제하여 항응고

효과를 보인다. 경구투여 후 3-4시간에 최대효과를 보이며, 

8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1/4은 신장으로, 약 1/2은 대변으

로 제거된다. 일정한 용량을 매일 복용하며, 비판막성 심방

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이나 전신성 색전증의 위험성을 낮추

는 효과가 있다.
55,56

 ARISOTLE 연구는 와파린에 비해 에픽

사반의 위장관 출혈 발생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리바록사반과 에픽사반은 둘 다 인자Xa

억제제이지만 위장관출혈 발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

유에 대해 아직 의견이 분분하며, 리바록사반은 1일 1회 복

용하여 에픽사반 보다 높은 혈중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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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과, 연구대상 구성이나 연구 디자인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는 견해 등이 있다.
57

결  론 

본문에서 와파린의 효과, 약역학/약동학/약리유전체학, 용

법 등을 살펴보았고, 와파린의 발견과 발전역사 및 최근 개

발된 NOAC의 특장점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와파린은 뇌졸

중을 비롯한 혈전성 질환에 필수적인 약물로 그 효과와 특장

점을 잘 파악해 임상진료 및 연구에 활용해야 할 약제이다. 

본 리뷰문헌이 임상진료 및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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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 or treat the disease resulted from atrial fibrillation, deep vein thrombosis, etc. The main problems are bleeding complications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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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K1warfarin

Figure 1. Structure of warfarin and vitamin K1(phylloquinone).

Figure 2. Vitamin K1 is reduced to vitamin KH2. The major war-
farin-sensitive enzyme in this reaction is the vitamin K oxide re-
ductase mainly inhibited by the S enantiomer of warfarin. 
S-warfarin is metabolized by the p450 cytochrome enzyme, 
CYP2C9.

4

Introduction

와파린은 1948년 처음으로 설치류를 퇴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50년대에 다양한 질환에서 혈전생성 및 색

전증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1954년 치료약

물로 승인되었다. 최근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가 개발되어 

널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구용 항응고

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상에서 혈전생성억제 및 색전증 예방을 위하여 와파린

을 사용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과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History

1920년대 미국 북부와 캐나다 일부 농부들은 일부 소들이 

전동싸리 (sweet clover)를 먹이고 15일 정도 지나서 출혈성 

질환을 일으키고 30-50일 후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을 찾던 수의학자들은 오염된 전동싸리에 의하여 발병

하는 것으로 알아내고 ‘sweet clover disease’로 명명하였으

며 오염된 전동싸리를 먹이에서 제외하면 예방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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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 Management Options
Above therapeutic range but <5.0 ･ Lower or omit dose

･ Increase monitoring frequency
･ Resume therapy at an appropriate dose when therapeutic INR is achieved
For minimally elevated INRs:
･ No dose reduction may be required

≥5.0 but <9.0 ･ Omit 1 or 2 doses
･ Increase monitoring frequency
･ Resume therapy at an appropriated dose when therapeutic INR is achieved 
For patients at increased bleeding risk:
･ Omit dose
･ Administer 1 to 2.5 mg of oral vitamin K
For patients in need of urgent surgery:
･ Administer 1 to 5 mg of oral vitamin K
･ If the INR remains elevated at 24 hrs, a 1- to 2-mg oral vitamin K dose may be administered

≥9.0 ･ Hold warfarin
･ Administer 2.5 to 5 mg of oral vitamin K
･ Increase monitoring frequency
･ Administer additional vitamin K if necessary
･ Resume therapy at an appropriate dose when therapeutic INR is achieved

ACCP: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Figure 3. Rosendaal method for patient TTR calculations (http://www.inrpro.com).

Table 1. ACCP Recommendations for Warfarin Management in Patients with Elevated INRs without Significant Bleeding
4

밝혀냈다.
1
 이후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항응고작용을 가진 

dicoumarol을 합성하게 되었고 연구비를 지원한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의 이름을 따서 WARF- 

arin(warfarin)이라고 명명하였다.
2
 1955년 미국의 아이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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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ocumented severity ratings of interactions between 
distinct anticoagulant/antiplatelet agents and single Chinese 
herbal medicines.

The total interactions between distinct anticoagulant/antiplatelet 
agents and single CHMs were 306. The classification of “No 
interaction” meant that there is no interaction between the 
medication and the single CHMs, while “No item” meant that 
there was no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 single CHMs in the 
database. NMCD: Natural Medicines Comprehensive Database.30

Risk Stratum Indication for VKA Therapy
Mechanical Heart Valve Atrial Fibrillation Venous thromboembolism (VTE)

High Any mitral valve prosthesis
Older (caged-ball or tilting disc) aortic 
valve prosthesis
Recent (within 6 mo) stroke or TIA

CHADS2 score of 5 or 6
Recent (within 3 mo) stroke or TIA
Rheumatic valvular heart disease

Recent (within 3 mo) VTE
Severe thrombophilia (eg, deficiency of protein C, 
protein S or antithrombin, antiphospholipid Ab, or 
multiple abnormalities)

Moderate Bileaflet aortic valve prosthesis and 
one of the following: atrial fibrillation, 
prior stroke or TIA, hypertension, 
diabetes, congestive heart failure, age 
> 75 yr

CHADS2 score of 3 or 4 VTE within the past 3 to 12 mo
Nonsevere thrombophilic conditions (eg, 
heterozygous factor V Leiden mutation, 
heterozygous factor II mutation)
Recurrent VTE
Active cancer (treated within 6 mo or palliative)

Low Bileaflet aortic valve prosthesis without 
atrial fibrillation and no other risk 
factors for stroke

CHADS2 score of 0 to 2 (and no 
prior stroke or TIA)

Single VTE occurred > 12 mo ago and no other 
risk factors

Afib: atrial fibrillation.
CHADS2 score: Congestive Heart Failure, Hypertension, Age, Diabetes, Stroke (doubled).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Table 2. Suggested patient risk stratification for perioperative arterial or venous thromboembolism

워 대통령의 관동맥혈전증에 사용되었고 이후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3

Pharmacology 

와파린은 혈액응고과정에서 vitamin K-dependent clotting 

factor인 factor II, VII, IX, X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들 응고

인자의 전구체는 각 인자의 glutamic acid residues가 car-

boxylation 된 이후 혈관 내피세포 표면의 인지질에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필요한 효소가 γ-glutamyl carboxylase이

고 carboxylation은 carboxylase가 vitamin K의 환원된 형태

인 vitamin K epoxide로 변환가능할 경우에만 반응이 일어난

다. 와파린은 epoxide reductase를 억제하여 조직에서 활성 

vitamin K와 vitamin K hydroquinone을 감소시키고 glutamyl 

carboxylase의 carboxylation 작용을 억제한다.
5
 이로 인하여 

응고인자가 더 이상 carboxylation되지 않으므로 혈관내피세

포에 결합하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불활성화 된다. 활성응

고인자가 모두 소진되고 비활성 응고인자가 많아지면 와파

린에 의한 응고억제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와파린을 처음 투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전형성이 촉

진되는데 이는 역시 vitamin K 활성에 의존적인 protein C가 

감소하고, protein S 역시 감소하여 protein C 활성을 더욱 

감소시키게 되고 factor Va와 VIIIa의 분해가 감소한다. 이로 

인하여 혈액응고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혈전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초기에 와파린 5 mg 이상을 투

여하게 되면 헤파린이나 저분자량 헤파린(LMWH)을 동시에 

투여하여 와파린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혈전생성을 억

제하여야 한다.
6
 

Monitoring Anticoagulation Intensity 

와파린의 치료용량을 결정할 때 prothrombin time (PT)가 

가장 흔히 쓰이는 검사법이다.
7
  PT는 factor II, VII, X 감소



송희정

298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Anti-infectives Cardiovascular drugs Analgesics, 
anti-inflammatories, and 
immunologics

CNS drugs GI drugs Other drugs

Potentiation (increase INR)
Amoxicillin/clavulanate
Amoxicillin
Amoxicillin/tranexamic
rinse
Azithromycin
Cefamandole
Cefazolin
Chloramphenicol
Ciproflaxacin
Clarithromycin
Cotrimoxazole
Doxycycline
Efavirenz
Etravirine
Erythromycin
Fluconazole
Gatifloxacin
Isoniazid
Itraconazole
Levofloxacin
Metronidazole
Miconazole topical gel
Miconazole vaginal
suppositories
Moxifloxacin
Nalidixic acid
Nevirapine
Norfloxacin
Ofloxacin
Ritonavir
Saquinavir
Sulfisoxazole
Terbinafine
Tetracycline
Voriconazole

Acetylsalicylic
acid
Amiodarone
Atorvastatin
Bezafibrate
Clofibrate
Diltiazem
Disopyramide
Ezetimibe
Fenofibrate
Fluvastatin
Gemfibrozil
Glucagon
Lovastatin
Metolazone
Propafenone
Propranolol
Quinidine
Rosuvastatin
Simvastatin

Acetaminophen
Acetylsalicylic acid
Allopurinol
Celecoxib
Dextropropoxyphene
Indomethacin
Interferon
Leflunomide
Methylprednisolone
Nabumetone
Phenybutazone
Piroxicam
Sulindac
Tolmetin
Topical salicylates
Tramadol

Alcohol (if concomitant
liver disease)
Citalopram
Choral hydrate
Disulfiram
Duloxetine
Entacapone
Felbamate
Fluoxetine
Fluvoxamine
Marijuana
Methylphenidate
Propoxyphene
Phenytoin (biphasic
with later inhibitor)
Quetiapine
Ropinirole

Cimetidine
Omeprazole
Orlistat

Acarbose
Anabolic steroids
CMF (cyclophosphamide/
methotrexate/fluorouracil)
Danazol
Doxifluridine
Etoposide/carboplatin
Fluorouracil
Gemcitabine
Ifosphamide
Levamisole/Flurouracil
Levonorgestrel
Oxolamine
Paclitaxel
Tamoxifen
Tolterodine
Trastuzumab
Zafirlukast
Zileuton

Inhibition (decrease INR)
Cloxacillin
Dicloxacillin
Fosamprenavir
Griseofulvin
Lopinavir/ritonavir
Nafcillin
Nafcillin/dicloxacillin
Nevirapine
Ribavirin
Rifampin
Ritonavir
Teicoplanin
Terbinafine (systemic)

Bosentan
Cholestyramine
Telmisartan

Azathioprine
Mesalamine
Sulfasalazine

Barbiturates
Carbamazepine
Chlordiazepoxide
Propofol

Sucrafate Chelation therapy
Cyclosporine
Etretinate
Influenza vaccine
Menthol (cough)
Mercaptopurine
Methimazole
Multivitamin supplement
Raloxifene hydrochloride

Table 3. Warfarin-drug interactions by drug group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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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r
• Algin
• Aloe
• Barley
• Blond psyllium
• Butternut
• Carrageenan
• Cascara

• Castor
• Coffee Charcoal
• European Buckthorn
• Iceland Moss
• Glucomannan
• Jalap
• Karaya Gum
• Larch Arabinogalactan

• Marshmallow
• Mexican Scammony Root
• Quince
• Rhubarb
• Rice Bran
• Slippery Elm
• Tragacanth

Table 5.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warfarin derivatives
28

Alfalfa
Angelica root
Aniseed
Arnica
Artemesia
Asa foetica
(asafetida)
Bishop’s weed
Bogbean
Buchu
Capsicum
Cassia
Celery

Chamomile
Danshen (salvia miltiorrhiza)
Dandelion
Dong quai (Danggui, Angelica
sinensis)
Fenugreek
Horse chestnut
Horseradish
Licorice root
Lovage root
Meadowsweet
Melilot
Nettle

Parsley
Passion
flower
Prickly ash
Quassia
Red clover
Rue
Sweet clover
Sweet
woodruff
Tonka beans
Wild carrot
Wild lettuce

Table 4. Dietary supplements that may decrease the absorption of warfarin
29 

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PT는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를 표준화 방법으로 변환하여 INR로 보고된다.
8
 

INR = (patient PT/mean normal PT)
ISI

(ISI: International Sensitivity Index of the thromboplastin 

used at the local laboratory to perform the PT measurement)

대부분의 적응증에서 INR은 2.0~3.0으로 유지하지만 인공

심장판막 수술한 경우에는 2.5~3.5로 유지하는 것으로 권유

한다. 

와파린의 시작 용량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10 mg 사용시 

5 mg 사용 시보다 INR 치료범위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5일째 치료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9
 INR 

모니터링은 첫 용량 투여 후 수일 이내에 시작하고 요구량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4
 와파린 투여를 시작함에 있어서 환자

의 나이, 체중, 키 그리고 동시에 사용 중인 약물 및 동반질

환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초기 용량에 관계없이 첫 

7~10일간 또는 INR이 안정화될 때까지 1주에 2~3회 INR을 

검사하여야 한다.
10

 와파린 투여에 대한 알고리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환자의 질병, 약물 변경 또는 

식사의 변화 등이 와파린 요구량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며 모니터링이 더 자

주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의 약물에 대한 순응도 또한 고려

되어야 한다. 일단 INR이 치료범위에 도달하면 4주 간격으

로 자주 하지 않아도 되고 12주 간격으로 추적하여 조절할 

수 있다.
11

일반적으로 INR이 치료범위 밖에 있으면 5~20% 범위로 

용량을 조절하는데 치료범위에서 근소하게 벗어나 있거나 

원인이 규명된 경우에는 추적검사에서 치료범위 안으로 들

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를 더 자주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12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CCP)에서는 심

각한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INR 상승 환자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INR이 4.5~10의 범위에 해당되는 환자에서 vitamin 1.25 

mg과 위약과의 대조연구에서 출혈 및 혈전색전증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3

 또한 치료용량보다 낮은 INR을 보

이더라도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낮으므로 속효성 항응고제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4,14

 

Time in Therapeutic Range (TTR) Value 

TTR은 목표 INR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을 일컫는 것

으로써
15

, 60% 미만인 경우 75% 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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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supplements Mechanism
Enzyme inducer Enzyme inhibitor

Bergamottin
Bishop’s weed (Bergapten) 
Bitter orange 
Cat’s claw 
Chrysin 
Cranberry 
Devil’s claw 
Dehydroepiandrosterone 
Diindolymethane 
Echinacea
Eucalyptus 
Feverfew 
Fo-Ti 
Garlic 
Ginseng 
Goldenseal 
Guggul 
Grape 
Grapefruit juice 
Indole-3-carbinol 
Ipriflavone 
Kava 
Licorice 
Lime 
Limonene 
Lycium (Chinese wolfberry)
Milk thistle 
Peppermint 
Red clover 
Resveratrol 
St. John’s Wort 
Sulforaphane 
Valerian 
Wild cherry

1A2

1A2, 2C9, 2C19, 3A4

3A4
1A2

1A2

2C9

1A2, 2C9, 3A4

2C9
3A4
3A4
3A4
1A2
2C9
2C9
3A4

3A4
1A2, 2C9, 2C19, 3A4
1A2, 2C9, 2C19, 3A4
Fo-Ti 1A2, 2C9, 2C19, 3A4
Garlic 2C9, 2C19, 3A4

3A4

1A2, 3A4

1A2, 2C9
1A2, 2C9, 2C19, 3A4
3A4
3A4

2C9
2C9, 3A4
1A2, 2C9, 2C19, 3A4
1A2, 2C9, 2C19, 3A4
1A2, 3A4

1A2
3A4
3A4

Table 6. Warfarin-dietary supplement interactions involving cytochrome 450 metabolism
28

망률과 출혈, 심근경색 등의 발생이 증가한다.16,17 따라서 

INR이 75% 이상 치료 범위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Thrombolysis in warfarin use

급성 뇌경색에 tPA를 사용하면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출혈 경향을 

높인다. 특히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INR이 낮

더라도 출혈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18-20 다른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출혈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여21-23 아직 

명확하진 않다.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목표 INR보다 낮은 수

준을 보이는 와파린 사용 환자에서 출혈은 증가하지만 사망 

또는 예후의 악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24 미국 심장학

회의 진료지침에 의하면 INR 1.7 이하의 환자에서는 tPA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5

Perioperative management (bridging)

출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와파린을 중단하는 경우

가 많다. 수일 전부터 와파린 중단을 중단하면 응고인자의 

활성화가 수반되어 혈전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 ACCP 진료

지침에 따르면 와파린은 수술 5일전에 중단되어야 하고 수

술 후 12~24시간에 다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6 수술 

당시에 INR이 증가되어 있으면 vitamin K를 투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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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맥혈전증이나 심방세동, 또는 기계판막이 있는 환자에

서는 혈전색전증의 저위험도가 아니라면 와파린 중단 기간

동안 헤파린이나 LMWH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bridging, 

table 2).
26

 

Drug interaction

와파린은 S와 R 이성체로 이루어진 라세미 혼합물(racemic 

mixture)로서 cytochrome P450 (CYP) 효소에 의하여 대사

되므로 매우 다양한 약물상호작용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이

성체는 서로 다른 경로로 대사된다. S 이성체는 일차적으로 

CYP2C9 효소에 의하여 대사되고 R 이성체는 CYP1A2와 

CYP3A4에 의하여 대사되는데 S이성체가 더 강력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CYP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동시에 투여되었

을 때 INR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매우 많은 

약물 및 식품 특히 한약 섭취시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어 항응고제와 한약을 같이 복용할 경우 출혈 부작용을 겪

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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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Use of Non-Vitamin K Antagonists 
Oral Anticoagulants

구 자 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Jaseong Koo,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prevention of stroke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vitamin K antagonists were the only class of oral anti-

coagulants available to clinicians for decades. However, recent clinical trials of 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s have 

shown similar or better efficacy and much improved safety compared to warfarin. Clinicians now have a broader choice of anti-

coagulants such as dabigatran, rivaroxaban, apixaban, and edoxaban. Given the recent approval and availability of these medi-

cations, several questions arise while deciding which of them would be best suited for a particular patient. This article provides a 

concise review for clinicians entailing the main studies that evaluat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se drugs, their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 properties, and a practical approach to their clin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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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K 길항제는 지난 60여 년간 유일하게 사용된 경구 

항응고제로 와파린(warfarin), 아세노쿠마롤(acenocoumarol), 

펜프로쿠몬(phenprocoumon) 등이 있으며 이중 와파린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와파린은 1920-30년대 미국 로키 산맥 

동쪽 대평원 지대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을 일컫는 황진시대

(Dust Bowl Period)를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당시 전동싸리

(sweet clover)를 주 사료로 먹은 가축들이 출혈로 죽는 일

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1948년 

위스콘신 대학의 Karl Paul Link에 의해 개발되었다.1 와파린

은 1952년 미국에서 쥐약으로 처음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1954년 사람의 혈전증 치료제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2 특히 

1955년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치

료를 위해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여러 임

상시험을 통해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로 

꾸준히 사용되었다.2 비타민 K 길항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직접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간에서 응고인자 II, VII, IX, X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타민 K의 재사용을 방해하여 

응고인자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항응고제이다. 따라서 긴 반감기와 함께 비타민 K가 포

함된 음식 및 간 대사 과정에 관련된 많은 약물 상호 작용 

등으로 항응고 효과가 일정하지 않고 출혈 부작용에 대한 우

려 때문에 실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항응고제를 개발하기 위한 꾸준

한 노력의 결과, 2009년 처음 임상 시험을 완료한 dabiga-

tran을 시작으로 rivaroxaban, apixaban, edoxaban 등 현재

까지 4개의 새로운 항응고제가 개발되었다. 이들 새로운 항

응고제들은 비타민 K와 무관하게 응고인자를 직접 억제하여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직접경구항응

고제 또는 비-비타민 K 길항 경구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s Oral Anticoagulants; NOAC)라고 불린다. 이 글

에서는 4개 NOAC의 약리학적 특성과 비판만성 심방세동 환

자들에서 뇌졸중 예방 임상시험 결과를 요약하고 다양한 실

제 임상 상황에서 적절한 약물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고려해

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약리학적 특성

가장 먼저 개발된 dabigatran은 트롬빈의 작용을 직접 억

제하며 이후 개발된 rivaroxaban, apixaban, edoxaban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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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NOAC의 약리학적 특성

Dabigatran Rivaroxaban Apixaban Edoxaban
억제응고인자 IIa(thrombin) Xa Xa Xa
생체이용율(%) 3-7 66 50 62
티맥스(시간) 1-3 2-4 3-4 1-2
반감기(시간) 12-17 5-13 9-14 10-14
신장배설(%) 80 33 27 35
단백질 결합(%) 35 93 87 50
CYP 대사(%) 없음 32% 25% <4%
일일 용법 2회 1회 2회 1회

표-2. 비-비타민 K 길항 경구항응고제의 항응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CYP3A4 P-Glycoprotein
Inducer Inhibitor Inducer Inhibitor

Carbamazepine
Phenytoin
Rifampin
St. John’s wort

Clarithromycin
Conivaptan
Grapefruit juice
Intraconazole
Ketoconazole
Posaconazole
Voriconazole
Indinavir
Ropinivir
Ritonavir
Nelfinavir
Nefazadone

Carbamazepine
Phenytoin
Rifampin
St. John’s wort
Tiprinavir
Ritonavir

Amiodarone
Dronedarone
Verapamil
Quinidine
Cyclosporine
Clarithromycin
Erythromycin
Ketoconazole
Itraconazole

성응고인자 X의 작용을 직접 억제한다. NOAC은 와파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첫째 항응고 효

과가 일정하기 때문에 항응고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

기적인 혈액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둘째 경구 섭취 후 혈중 

최고 농도 도달시간이 4시간 이내로 짧고 응고인자를 직접 

억제하기 때문에 항응고 효과 발현이 신속하다. 셋째 반감기

도 10-17시간으로 짧아 복용 중단 시 항응고 효과도 빨리 사

라진다. 따라서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

적으로 복용해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술이나 시술 등

의 경우 항응고 효과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넷째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해독제가 없으며 항응고 효

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모니터 할 수 있는 검사가 없다. 다

섯째 음식물과의 상호 작용이 없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

도 적다. NOAC은 위장관 흡수 과정에서 점막 세포에 존재

하는 P-당단백질(P-glycoprotein)에 의해 일부가 다시 위장

관 외부로 배출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P-당단백질의 작용

을 방해하는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 외부로 배출이 

감소하여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 항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혈액으로 흡수된 후 대사 

과정은 약마다 차이가 있는데 dabigatran은 간에서 가수분해

를 통해 활성화 형태로 바뀌어야 항응고 효과를 가진다. 가

수분해 과정은 간에서의 cytochrome P (CYP) 대사와 무관

하고 활성화된 dabigatran은 대부분(80%) 신장을 통해 배설

되기 때문에 dabigatran은 간에서 CYP 대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간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활성화 형태로의 전

환이 지연되어 항응고 효과 발현이 늦어질 수 있다. 

Rivaroxaban은 1/3 가량은 신장을 통해 직접 배설되고 나머

지 2/3는 간의 CYP3A4 효소를 통해 대사된 후 이 중 50%는 

신장을 통해, 나머지 50%는 대변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신

장을 통해 배설되는 비율은 약 66%이지만 신기능 저하 시 실

제 항응고 효과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33%이다. Apixaban은 

27%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25%는 간의 CYP3A4/5 효소를 

통해 대사된다. Edoxaban은 간의 CYP 대사는 미미하며 

35%는 신장을 통해, 나머지 65%는 대변을 통해 배설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P-당단백질 억제 작용을 가진 약

물은 모든 NOAC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고 CYP3A4 대사

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rivaroxaban과 apixaban의 항응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는 4가지 약 모두 감량이 필요하고 중증 신기능 저하 환자 

또는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각 약물들의 

주요 약리학적 특성 및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을 

표-1과 표-2에 요약하였다.

2. 임상적 효과

현재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에서 NOAC의 뇌졸중 예

방 효과에 대한 5개의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되었다. 4개의 

임상시험은 용량조절(INR 2.0~3.0) 와파린과 비교하였고 1

개의 시험은 아스피린과 비교하였다.
4-8

 각 임상시험의 연구

설계, 선정기준, 환자특성 등이 차이가 있지만(표-3) 와파린

과 비교한 4개의 시험 모두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 예방에 

대한 비열등성을 입증하였고 아스피린과 비교한 1개의 시험

에서는 월등히 우월한 예방 효과를 보였다(표-4). 각 임상 시

험의 중요 결과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abigatran 

110 mg은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 예방과 허혈뇌졸중 예방 

효과는 유사하였고 출혈뇌졸중, 주요출혈 및 두개강내 출혈

은 유의하게 적었다. Dabigatran 150 mg은 뇌졸중 또는 전

신색전증 예방과 허혈뇌졸중 예방 효과는 더 우월하였으며 

출혈뇌졸중과 두개강내 출혈도 유의하게 적었으나 주요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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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NOAC과 와파린을 비교한 임상시험

직접항응고제 Dabigatran Rivaroxaban Apixaban Edoxaban
연구이름  RE-LY ROCKET AF ARISTOTLE ENGAGE AF
환자수 18,113 14,255 18,206 21,105

연구설계
공개치료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용량 및 용법
150 mg 1일 2회
110 mg 1일 2회

20 mg 1일 1회1 5 mg 1일 1회2 60 mg 1일 1회3

30 mg 1일 1회3

선정 기준
(CHADS2 점수)

1점 이상 2점 이상 1점 이상 2점 이상

나이(평균) 71세 73세 70세 72세
CHADS2 점수
(평균)

2.1-2.2 3.5 2.1 2.8

과거 뇌졸중 또는 
일과성허혈발작

20% 55% 19.5% 28%

TTR (평균) 64% 55% 62% 65%

1. CrCl 30~49 mL/min인 경우 15 mg 1일 1회 투여
2. 다음 사항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면 2.5 mg 1일 1회 투여: 나이 80세 이상, 체중 60 kg 이하 , Cr 1.5 mg/dL 이상
3.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용량을 반으로 감량 : CrCl 30~50 mL/min, 체중 60 kg 이하, verapamil, quinidine, dronedarone 중 

한가지 이상 복용

표-4. NOAC과 와파린 비교 임상시험 결과

비교약 및 위험도 뇌졸중/전신색전증
(연발생율 , %/년)

허혈뇌졸중
(연발생율, %/년)

출혈뇌졸중
(연발생율 , %/년)

주요출혈
(연발생율, %/년)

두개강내출혈
(연발생율, %/년)

Dabigatran 110 mg 1.53 1.34 0.12 2.71 0.23
와파린 1.69 1.20 0.38 3.36 0.76
상대위험도(95% CI) 0.91(0.74-1.11) 1.11(0.89-1.40) 0.31(0.17-0.56) 0.80(0.69-0.93) 0.30(0.19-0.45)
Dabigatran 150 mg 1.11 0.92 0.10 3.31 0.32
와파린 1.69 1.20 0.38 3.36 0.76
상대위험도(95% CI) 0.66(0.53-0.82) 0.76(0.60-0.98) 0.26(0.14-0.49) 0.93(0.81-1.07) 0.4(0.28-0.60)
Rivaroxaban 20 mg 2.1 1.34 0.26 3.6 0.49
와파린 2.4 1.42 0.44 3.4 0.74
위험비(95% CI) 0.88(0.75-1.03) 0.94(0.75-1.17) 0.59(0.37-0.93) 1.04(0.90-1.20) 0.67(0.47-0.93)
Apixaban 5 mg 1.27 0.97 0.24 2.13 0.33
와파린 1.60 1.05 0.47 3.09 0.80
위험비(95% CI) 0.79(0.66-0.95) 0.92(0.74-1.13) 0.51(0.35-0.75) 0.69(0.60-0.80) 0.42(0.30-0.58)
Edoxaban 60 mg 1.57 1.25 0.26 2.75 0.39
와파린 1.80 1.25 0.47 3.34 0.85
위험비(95% CI) 0.87(0.73-1.04) 1.00(0.83-1.19) 0.54(0.38-0.77) 0.80(0.71-0.91) 0.47(0.34-0.63)
Edoxaban 30 mg 2.04 1.77 0.16 1.61 0.26
와파린 1.80 1.25 0.47 3.34 0.85
위험비(95% CI) 1.13(0.96-1.34) 1.41(1.19-1.67) 0.33(0.22-0.50) 0.47(0.41-0.55) 0.30(0.23-0.46)

발생은 비슷하였다.
4
 Rivaroxaban은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

증과 허혈뇌졸중 예방 효과는 비슷하였고 출혈뇌졸중과 두

개강내 출혈은 유의하게 적었으나 주요출혈 발생은 비슷하

였다.
5
 Apixaban은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 예방 효과는 우

월하였으나 허혈뇌졸중 예방 효과는 비슷하였고 출혈뇌졸

중, 주요 출혈 및 두개강내 출혈은 모두 유의하게 적었다.
7
 

Edoxaban 60 mg은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과 허혈뇌졸중 

예방 효과는 비슷하였고 출혈뇌졸중, 주요 출혈 및 두개강내 

출혈은 유의하게 적었다.
8
 Edoxaban 30 mg은 뇌졸 또는 전

신색전증 예방 효과는 비슷하였으나 허혈뇌졸중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였고 출혈뇌졸중, 주요 출혈 및 두개강내 출

혈 등은 유의하게 적었다.
8
 따라서 와파린과 비교하여 뇌졸

중 또는 전신색전증 예방에 유의한 우월성을 보인 약물은 

dabigatran 150 mg과 apixaban이며 허혈뇌졸중 예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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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CHA2DS2-VASc 점수

위험인자 점수 점수 합계 연간 뇌졸중 위험
(%, 95% CI)

Congestive heart failure 1 0 0.8(0.6~1.0) 
Hypertension 1 1 2.0(1.7~2.4)
Age ≥75 years 2 2 3.7(3.4~4.1)
     65~74 1 3 5.9(5.5~6.3)
Diabetes 1 4 9.3(8.7~9.9)
Stroke or TIA history 2 5 15.3(14.3~16.2)
Vascular disease※ 1 6 19.7(18.2~21.4)
Sex category(female) 1 7 21.5(18.8~24.6)

8 22.4(16.3~30.8)
9 23.6(10.6~52.6)

※Myocardial infarction,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ortic plaque

표-6. HASBLED 점수

위험인자 점수
Hypertension (Systolic BP > 160 mmHg) 1
Abnormal renal or liver function (1 point each) 1~2
Stroke 1
Bleeding 1
Labile INRs 1
Elderly (> 65 years) 1
Drug or Alcohol (1 point each) 1~2

Abnormal renal function: chronic dialysis or renal transplantation or 
serum creatinine ≥200 mmol/L.
Abnormal liver function: chronic hepatic disease (e.g. cirrhosis) or bio-
chemical evidence of significant hepatic derangement (e.g. bilirubin .2 
x upper limit of normal, in association with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alkaline phosphatase .3 x upper limit normal, 
etc.). 
Bleeding: previous bleeding history and/or predisposition to bleeding, 
e.g. bleeding diathesis, anemia, etc.
Labile INRs: unstable/high INRs or poor time in therapeutic range (e.g. 
<60%).
Drugs/alcohol use: concomitant use of drugs, such as antiplatelet agent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or alcohol abuse, etc.

해 우월성을 보인 약물은 dabigatran 150 mg이 유일하였고 

edoxaban 30 mg은 와파린에 비해 허혈뇌졸중 발생이 더 많

았다. 4가지 약물 모두 와파린에 비해 출혈뇌졸중과 두개강

내출혈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고 dabigatran 110mg, apixaban, 

edoxaban은 주요 출혈 발생도 유의하게 적었다. 하지만 

dabigatran 150 mg, rivaroxaban, edoxaban 60mg은 와파린

에 비해 위장출혈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스피린과 비교

한 직접항응고제는 apixaban이 유일한데 와파린 사용이 부

적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뇌졸중 혹은 전신색전

증 및 허혈뇌졸중 예방에 대해 apixaban은 명백한 우월성을 

보였고 출혈뇌졸중, 두개강내출혈, 주요 출혈 등은 모두 아

스피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3. 항응고 약물의 사용 및 선택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에서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혈

전제 사용은 일차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종 결정은 출혈부작용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뇌졸중 위험

에 따른 판단은 CHADS2 점수 혹은 CHA2DS2-VASc 점수(표

-5)에 따른 권고안이 있는데 최근에는 후자가 더 많이 사용

되고 있다.
9
 CHA2DS2-VASc 점수가 0점이면 아스피린 사용

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혈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권

장된다. 1점이면 아스피린 또는 항응고제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항응고제 사용이 더 권장되며 2점 이상에서

는 항응고제 사용이 권장된다. 다만 65세 미만의 여성에서 

다른 위험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0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간

주한다. 출혈 위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HASBLED 점수

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고 9점 만점에 3점 이상이면 항

응고 치료 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9
(표-6) 

NOAC을 사용할 경우 어떤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신기능이 저하되거나 고령 

혹은 체중이 낮은 환자들의 경우 용량을 줄여야 한다. 구체

적인 권고 사항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표-7에 정리하였

다.
9-12

 Edoxaban은 가장 최근 임상 시험이 완료되어 구체적

인 권고 사항은 없으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60 mg 1일 1

회 사용이 권장되며 중등도 신기능 저하(CrCl 30-49 mL/min), 

체중 60 kg 이하 혹은 verapamil, quinidine, dronedarone 

중 한 가지 이상 약을 복용 중인 경우 30 mg으로 감량이 필

요하다.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서는 출혈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구

체적인 용법에 대한 근거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관상동맥질

환을 가진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상태와 심

방세동에 의한 뇌졸중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2개 

이상의 항혈소판제 사용이 필요한 급성관상동맥질환에서는 

뇌졸중 위험도가 낮으면(예, CHADS2 점수 1점 이하) 출혈 

위험에 무게를 두고 항응고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뇌졸

중 위험도가 높으면 (예, CHADS2 점수 2점 이상) 뇌졸중 위

험에 무게를 두고 항응고제를 병용하되 출혈에 대한 신중한 

모니터링 필요하다.
12

 관상동맥질환이 안정되어 단일 항혈소

판제로 충분한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병용하는 것이 좋지만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뇌졸중 위험도에 따라 항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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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신기능 및 나이에 따른 NOAC 사용 권고안

우리나라 미국 유럽
Dabigatran 150 mg 1일 2회. 

출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110 
mg 1일 2회.

Dabigatran 150 mg 1일 2회.
신기능 저하 (CrCl 15~30 mL/min)의 
경우 75 mg 1일 2회

150 mg 1일 2회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110 mg 1일 2회 사용 권장

1) 고령 (나이 80세 이상)
2) verapamil등 상호 작용 약물 복용 시
3) HAS-BLED 점수 3점 이상
4) 신기능 저하 (CrCl 30-49 mL/min).

Rivaroxaban 20 mg 1일 1회 .
신기능 저하(CrCl 30-49 mL/min)의 경우 
15 mg 1일 1회

20 mg 1일 1회 .
신기능 저하 (CrCl 15~50 mL/min)의 
경우 15 mg 1일 1회

20 mg 1일 1회 .
신기능 저하 (CrCl 15-49 mL/min)의 경우 
15 mg 1일 1회

Apixaban 5 mg 1일 2회.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2.5 mg 
1일 2회

1) 신기능 저하(Cr ≥ 1.5 mg/dL)
2) 80세 이상
3) 체중 60 kg 이하

5 mg 1일 2회.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2.5 mg 1일 2회

1) 신기능 저하(Cr ≥ 1.5 mg/dL)
2) 80세 이상
3) 체중 60 kg 이하

5 mg 1일 2회.
신기능 저하 (CrCl 15-29 mL/min)가 
있으면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2.5 mg 1일 2회

1) 신기능 저하(Cr ≥ 1.5 mg/dL)
2) 80세 이상
3) 체중 60 kg 이하

Dabigatran, rivaroxaban, apixaban 모두 
증등도 이상의 신기능 장애 (CrCl < 30 
mL/min)에서는 권장하지 않음

Apixaban은 CrCl < 25 mL/min인 
경우, dibagatran과 ribaroxaban은 
CrCL < 15 mL/min 인 경우 
권장하지 않음

Dabigatran, rivaroxaban, apixaban 모두 
증등도 이상의 신기능 장애 (CrCl < 15 
mL/min)에서는 권장하지 않음

표-8. 수술 전 NOAC 중단 시점

Dabigatran Apixaban Rivaroxaban
저위험 수술 고위험 수술 저위험 수술 고위험 수술 저위험 수술 고위험 수술

CrCl ≥ 80 ml/min ≥ 24시간 ≥ 48시간 ≥ 24시간 ≥ 48시간 ≥ 24시간 ≥ 48시간
CrCl 50-80 ml/min ≥ 36시간 ≥ 72시간 ≥ 24시간 ≥ 48시간 ≥ 24시간 ≥ 48시간
CrCl 30-50 ml/min ≥ 48시간 ≥ 96시간 ≥ 24시간 ≥ 48시간 ≥ 24시간 ≥ 48시간
CrCl 15-30 ml/min ≥ 36시간 ≥ 48시간 ≥ 36시간 ≥ 48시간

저위험 수술: 내시경 생검 , 전립선 또는 방광 생검, 혈관조영술 등
고위험 수술: 척추 천자 또는 마취 , 흉부 혹은 복부 수술, 간 생검 , 주요 정형외과 수술 등

판제 또는 항응고제만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12 한가

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NOAC의 뇌졸중 예방 효과는 비판막

성 심방세동 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것이기 때

문에 인공판막 또는 기타 유의한 판막 질환을 동반한 심방세

동 환자에서는 와파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수술 전 NOAC 복용 조절

수술 또는 침습적 시술이 계획된 경우 NOAC의 복용을 어

떻게 조절할 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권고를 제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기능과 수술 시 출혈 위험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2013년 유럽 부정맥학회에서 제시한 내용

(표-8)에 의하면 단순 내시경, 3개 이하의 발치, 농양절개와 

같은 표재성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 등의 경우에는 약물 중단

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타 수술의 경우 출혈 위험과 신기능에 

따라 24-96시간 전까지만 NOAC을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12 수술 후 NOAC을 다시 사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객관

적 자료가 없는데, 완전 지혈이 확실할 경우 6-8시간 이후 복

용을 시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8-72시간 경과 후 사용

을 권하고 있다.12

5. 급성 뇌경색 혈전용해치료

NOAC 복용 중 발생한 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한 정맥내 



구자성

308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혈전용해치료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다만 2

일 이상 NOAC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거나 aPTT와 

INR과 같은 응고기능 검사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일 경우 혈

전용해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13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근거 자료는 미약하나 동맥내 물리적 혈전제거 치료를 고려

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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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의 수술중신경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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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 in Scol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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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M) in scoliosis is to prevent and minimize neurologic insult. There are 

several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performing INM during scoliosis than during other spinal diseases because of different patho-

logic characteristics, surgical procedure and relative long duration of operation. The surgical correction of scoliosis may involve rota-

tion of the spinal cord which may affect the corticospinal tract and result in abnormal wave changes. The surgical instrumentation 

like screw insertion may cause pedicle wall penetration accompanying spinal cord or nerve root injuries. The long duration of oper-

ation time can cause decrease in body temperature and “anesthetic fade” effect.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or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INM wave changes.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method and clinical application of INM in scoliosis.  

Key Words: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Scoliosis surgery, Monitoring, Intra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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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측만증(Scoliosis) 수술중신경계감시(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M)의 목적은 외과의사에게 

수술 중에 신경계 손상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고, 신경계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하

지 마비나 위약감과 같은 중대한 수술 후 신경계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척추나 척수 수술

중신경계감시의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해부학

적, 신경생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감시를 한다. 해부학적으로 

척수의 혈관 분포를 보았을 때 전척수동맥(anterior spinal 

a.)은 척수의 2/3에 해당하는 앞쪽과 전외측(antero-lateral) 

부위에 혈류 공급을 하며 이 부위에는 운동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피질척수로가 분포하기 때문에 수술 후 사지마비 혹은 

하반신 마비 등의 근력 저하가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가 이 

부위의 기능을 감시하는데 사용이 된다. 후척수동맥(posterior 

spinal a.)은 척수의 등쪽 기둥(dorsal column)에 혈액을 공

급하며, 이는 체성감각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쳬성감각유발

전위(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이하 SSEP)를 이용

하여 감시한다. 하지만 척추측만증 수술중신경계감시를 정

확하고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타 척추 및 척수 수술과 

차이가 나는 병태생리학적, 수술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수

술중신경계감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측만증은 

정면에서 응시하였을 때 척추가 옆으로 굴곡이 진 상태를 나

타내지만, 추체 자체의 회전 변형과 동반되어 옆에서 관찰하

여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아닌 3차원적인 기형상태를 이

루고 있다. 척추측만증이 심한 경우에는 척수도 이런 기형에 

따라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질척

수로의 분포도 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수술중신

경계감시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척추측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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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anscranial electric stimulation (TES) arrays and montages. In array 1 
(Deletis, 2002), -1 is Cz  1 cm and + 6 is Cz + 6 cm. In array 2 (MacDonald et al., 
2007), sites are labeled ‘M’ for motor and are at C + 1 cm locations, except Mz at Cz 
+ 2 cm to make room for Cz SEP recording.

20
Figure 1. Cobb’s angle

1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그 수술중신경계감시의 검시 방법

과 고려사항 및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론

1. 척추측만증의 정의, 종류 및 수술 방법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치우쳐 측방으로 편위 되거

나 회전이 일어난 것으로 Cobb angle이 10° 이상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Cobb angle은 척추 전장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가장 기울어져 있는 상하의 끝 척추를 택한 

후, 각기 상단 및 하단에 선을 그은 뒤 이와 직각이 되는 선

을 그어 서로 교차되는 각을 구하여 표시할 수 있다(Fig. 1).
1
 

척추측만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선천성(congenital), 

신경근(neuromuscular) 그리고 특발성(idiopathic)의 형태가 

있다. 선천성 척추측만증은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 있어 척추 

뼈가 비대칭적이고 비정상적인 굴곡을 가진 상태를 말한

다. 신경근 척추측만증은 이차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원인에는 뇌성 마비(cerebral palsy), 근육디스트

로피(muscular dystrophy), 척수근위축증(spinal muscular 

dystrophy) 등이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으로 원인은 잘 불분명하며, 10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수술은 

성장기에 있는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curve)를 보이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 또는 보조기 치

료에도 불구하고 만곡이 진행하는 환자에서 시행한다.
2
 수술

은 나사못(screw)이나 갈고리(hook)를 척추경(pedicle)에 삽

입하고 강봉(rod)을 이용한 분절간 고정술을 시행한다. 여기

서 뒤척수융합술(posterior spinal fusion)의 방법으로 나사

못 척수줄기 나사못(screw)을 사용하는 것이 갈고리(hook)

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경계 합병증 없이 교정이 더 잘되며 

폐기능도 더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그러나 척추측만증 

수술은 주로 여러 범위에 걸쳐 척추를 수술하고 틀어진 만곡

을 교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전에 의하여 척수의 손상을 입

을 수 있다. 그 예로, 전척수동맥을 건드려 척수 허혈이나 경

색이 올 수 있고, 척수가 압박(compression)을 받거나 긴장

도(stretching)가 증가하여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척추경에 나사못을 삽입하면서 틈새가 발생하여 척수나 

신경뿌리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4
 이러한 신경계 손상과 합

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척추측만증 수술중신경계 감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 수술중신경계감시 방법

1) 체성감각유발전위(SSEP)

SSEP는 가장 널리 쓰이는 수술중신경계감시 방법으로 척

수뿐만 아니라 뇌, 말초 신경 기능과 관련된 수술을 진행할 

때도 사용된다. 감시하고자 하는 부위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

해서 수술하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말초 신경에서 자극을 주

어, 자극 후 기록은 위험이 있는 관심 부위의 원위부와 근위

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 이유는 관심 부위의 근위부에서 

기록은 기능의 손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원위부에서 기록은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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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ted potentials and origin of components 

Upper SEP waves
N20 - near field potential by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N18 - far field potential by medial lemniscus to thalamus
P14 - far field potential by cuneate nucleus
N13 - near field potential by cervical spine
N9 (EP) - near field potential by brachial plexus
Lower SEP waves  
P45 - near field potential by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N34 - far field potential by medial lemniscus to thalamus
P31 - far field potential by gracilis nucleus
N22 - near field potential by lumbar spine
PF - near field potential by popliteal fossa

EP; Erb point, PF; popliteal fossa
Neurophysiologic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2nd 
Aatif M. Husain

Table 2. SEP stimulating and recording parameters

Stimulation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Nerve stimulated Median or Ulnar Posterior tibial
Frequency (Hz) 2~5 2~5
Intensity (mA) 15~35 30~60
Duration (msec) 100~300 100~300
Number of averages 250~750 250~750

Recording
Filter (Hz) LFF 30 30

HFF 1,000~3,000 1,000~3,000
Time base (msec) 　 40~50 75~150

HFF, high-frequency filter; LFF, low-frequency filter
Neurophysiologic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2nd 
Aatif M. Husain

SSEP는 상지 또는 하지의 말초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고 

한군데 이상에서 기록을 하여 말초, 척수, 겉질하구조물 및 

겉질파형을 얻는다. 상지 SSEP에서는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나 척골신경을 자극하고 하지 SSEP는 발목에서 후경골신경

을 자극하면서 파형을 얻는다. SSEP를 일으키는 원발 매개

체(generator origin)는 상지의 경우 말초 신경과 팔신경얼기

(brachial plexus)를 지나 척수의 등쪽 기둥(dorsal column)

을 따라 분포하고 하지는 말초 신경과 허리엉치신경얼기

(lumbosacral plexus)를 거쳐서 등쪽 척수에 분포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5,6

 이후 연수핵(medullary nucleus: cunate and 

gracilis nucleus)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내측섬유대(medial 

lemniscus)에서 교차하여 시상핵(thalamic nucleus)에서 다

시 시냅스 형성 후 감각운동피질(sensorimotor cortex)에 도

달한다. 

SSEP의 파형은 극성을 띄면서 나타나는데, 기록되는 위치

와 잠복기를 가지고 파형을 해석할 수 있다. 상지에서 Erb 

점(Erb’s point)은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 뒤쪽 가

장자리에 중간 쇄골(clavicle) 상방 2 cm에 존재하며, 잠복기 

9 ms의 음극 파형(N9)을 얻을 수 있다. 이후 주행 경로를 

따라 잠복기 13 ms에서 C2 경추에 해당하는 반응(N13)과 

20ms에서는 감각운동피질에 해당하는 반응(N20) 등을 차례

로 얻을 수 있다(Table 1).
7
 하지에서는 잠복기 22 ms에서 요

추전위(N22)가 나타나며, 그 근처에서 말총(cauda equine)나 

요천추얼기(lumbosacral plexus)에 해당하는 반응이 기록된

다.
8
 이후 34 ms 지점에서 내측섬유대에서 시상핵에 이르는 

겉질하구조물 전위(N34)가 기록되며, 겉질파형(P45)을 약 

45 ms에서 얻을 수 있다. 하지에서는 발목부위의 후경골신

경 자극 후 슬와(popliteal fossa: PF)쪽에서 기록하고 그 상

방으로척수전위인 N22, 내측섬유대에서 시상핵에 이르는 전

위인 N34 그리고 감각운동피질 전위에 해당하는 P45를 얻을 

수 있다(Fig 3A). 전기 자극 강도는 상지는 약 15~35 mA, 

하지는 30~60 mA로 하며, 운동 역치에서 25% 증가된 강도

로 유관상으로 수술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근육 떨림을 확

인할 수 있으면 좋다. 그 밖에 하지 SSEP의 주행경로가 길기 

때문에 기록시간을 상지보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지만 대부

분의 기록 방법 및 변수는 동일하다(Table 2). 

2)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  

MEP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척수동맥의 혈관 분포에 해

당하는 척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며, 여기에

는 피질척수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술 후 신경학적 합병증

과 가장 접하면서도 중요한 수술중신경계감시이다. 이는 

자극과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신경운동유발전위(neurogenic 

MEP: nMEP), D-wave 그리고 근육운동유발전위(muscle MEP: 

mMEP)로 나눌 수 있다.

(1) 신경운동유발전위(Neurogenic MEP: nMEP)

nMEP는 수술 부위보다 근위부의 척추 부위에서 자극을 

주고 기록은 수술 부위 아래의 말초신경에서 하는 방법이다.
9
 

이는 경추 부위에 긴 바늘전극(percutaneous needle)을 삽

입하여 자극을 하고 슬와 부위의 말초 신경에서 기록하여 운

동 경로(motor pathway)의 기능을 감시할 목적으로 시행하

였다. 최근에 시행한 충돌연구(collision study)에 의하면 신

경운동유발전위가 운동경로에 의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감각

경로에 의한 전위라는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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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erve roots and their muscle innervations

Sternocleidomastoid C2, C3
Trapezius C3, C4
Biceps, brachioradialis, deltoid C5, C6
Triceps C7, C8
Adductor pollicis brevis C8, T1
Intercostals, abdominals, paraspinals T6~T12
Iliopsoas, adductor longus L2
Quadriceps, vastus lateralis L2~L4
Tibialis anterior L4~L5
Gastrocnemius, abductor hallucis S1, S2
Anal spincter S2~S4

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논란이 있다.
10,11

 기존 문헌을 보면, 

60명의 척추측만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nMEP를 했을 때, 기

술적인 문제(technical problems: placement of stimulus 

electrode, EMG artifacts)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술후신경계 합병증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12

 그러나 Minahan 등은 수술 중 nMEP가 정상으로 

보였던 환자 가운데 2명의 하반신마비(paraplegia) 증례를 

보고하여 nMEP가 척수의 운동 경로(motor pathway)를 감

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2) D 파형(D-wave)

D-wave는 두개경유(transcranial)에서 자극하여 척수의 경

질막 밖(epidural)에서 직접 기록하는 방법으로 근육이완제나 

마취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육운동유발전위(myogenic 

MEP, mMEP)보다 척수내수술(intramedullary surgery)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한 것으로 되어있

다.
13,14

 그러나 10번 흉추보다 아래에서 기록할 경우 충분한 

피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가 부족하여 진폭이 작아지

며, 편측화(lateralization)가 안되며 기록 시에 고정이 용이하

지 않은 단점이 있다.
15,16

 또한 척추측만증 교정을 통해 척수

가 돌아가게 되고, 이에 경질말 밖(epidural) 기록 전극이 재

배치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위양성(false-positive) 결과가 많

이 나타난다.
16

 

(3) 두개경유전기 운동유발전위(transcranial electrical MEP: 

Tce-MEP)  

근육운동유발전위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동경로 감시 

방법으로 두피에서 자극을 주고 상지와 하지의 근육에서 기

록을 하는 방법이다. 주로 상지는 짧은엄지벌림근(abductor 

pollicis brevis m.), 새끼벌림근(abductor digiti quanti m.), 

이두박근(biceps brachi m.) 등을 사용하며, 하지는 앞정간

근(anterior tibialis m.), 엄지벌림근(abductor halluces m.) 

등을 이용하며 신경뿌리의 분포를 고려하여 감시 목적에 따

라 적합한 근육을 선택한다(Table 3). 자극은 펄스열(pulse 

train) 두개강위 전기자극(transcranial electrical stimulation: 

TES)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전신마취하에 효과적인 근

육운동유발전위(muscle motor evoked potential: mMEP)를 

얻기 위해서는 펄스열로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발견하였고, 3~9회의 펄스로 자극을 준다.
17-19

 자극 방법에

는 정전압(constant voltage)과 정전류(constant current)가 

있으며 뇌내자극(intracranial stimulation)시에는 저항에 따

른 전류량 조절을 위하여 정전류 자극을 주로 사용하나, TES 

MEP에서는 정전압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20

 자극간 간

격(interstimulus interval)은 2~4 ms 그리고 펄스 기간은

(pulse duration)은 0.2~0.5 ms로 맞춘다. 자극 전극의 위치

는 2013년 미국 신경생리감시협회(American Society of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에서 두 가지 배열을 제시하

였는데, Deletis 가 제안한 C3, C1, C2, C4, Cz-1, Cz+6이 있

고, MacDonald 등이 C+1을 M이라고 명명하여 소개한 M3, 

M1, Mz, M2, M4가 있다(Fig. 2).
20

 반구간 몽타주(inter- 

hemispheric montage)로 C1/C2와 C3/C4가 있고 이를 자극

하여 팔과 다리 등에 MEP를 얻을 수 있다. 양극 변환(anode 

switching)을 통하여 좌우반구를 번갈아 가면서 자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양극(anode) C1, 음극(cathode) C2로 자

극을 주면 오른쪽 사지 근육에서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반대

로 양극 C2, 음극 C1으로 자극을 주면 왼쪽 사지에서 근육 

반응을 얻을 수 있다(Fig 3B).
21
 C3/C4 자극은 C1/C2 자극보

다 더 전류 단락(current shunt)가 적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반응을 얻을 수 있으나 자극에 따른 환자의 움직임이 더 심

하게 나타나고, 전류 침투(current penetration)가 더 깊이 일

어나기 때문에 두개내피질 허혈의 감시에는 제한이 있다.
7,22

3) 자발 및 유발 근전도(Spontaneous and triggered elec-

tromyography)

척수와 척수신경뿌리에서 나온 운동신경은 여러 개의 근

육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에 전극을 꽂아 수술중신경

계감시를 할 수 있다. 자발근전도감시(spontaneous EMG)는 

기록하는 근육에서 비정상적인 돌발파(burst), 증가된 신경

근긴장방전(neuromyotonic discharge) 또는 갑자기 전기생

리적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감시한다. 이는 mMEP와 함께 보

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척추 및 척수 수술에서 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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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P waterfall and MEP during scoliosis surgery. Left median nerve SEP (A-1). Right median nerve SEP (A-2). Left posterior tibial 
nerve SEP (A-3). Right posterior tibial nerve SEP (A-4). Left MEP (B-1). Right MEP (B-2) . SEP;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MEP; mo-
tor evoked potential,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TA; anterior tibialis, AHB; abductor hallucis brevis

경손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예상하는데 추

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23 자발근전도 반응에는 위상성 반

응(phasic activity)과 긴장성 반응(tonic activity)이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의 자극(눌림, 당김, 액체 관류)에 의하여 나

타날 수가 있다. 비록 근전도 이상 반응이 수술 후 신경계 

합병증 예상에 큰 도움은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육

반응이 보다 지속적이고, 높은 빈도(high frequency)의 반응

이 나타날수록 신경계 손상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8,24 유발근전도(triggered EMG)는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

하여 직접 자극을 주어서 이상 근전도 반응 여부와 그 역치

(threshold)를 관찰하는 감시 방법으로 종양 주위에 안면신

경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척수고정술에서 척추줄기(pedicle)

에 나사못(screw)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때도 사용된다. 

3. 마취제 선택과 고려사항

성공적인 수술중신경계감시를 위해서는 마취과와의 협조 

및 대화가 필수적이다. 마취제는 SSEP에도 영향을 미치나, 

특히 MEP의 경우 신경근 차단제(neuromuscular blocking: 

NMB agent, e.g., rocuronium, vecuronium)나 할로겐화된 

흡입마취제(e.g., isoflurane)를 사용할 경우 파형을 잃을 수도 

있다.25 불가피하게 NMB 차단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한

꺼번(bolus)에 주사하는 것보다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주

입하는 것이 수술중신경계 감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4 이

는 2Hz로 말초운동신경을 4번 자극하는 “train of four” 자극

을 통하여 1~2회의 근육 떨림(muscle twitch)이 관찰되는 정

도를 유지함으로써 마취 정도를 가늠하고 조절할 수 있다.25 

그러나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마취 방법은 propofol과 opioid

를 이용한 전신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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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A)이다. 이 방법은 마취제로 인한 MEP 신호의 약화가 다

른 흡입마취제나 NMB 차단제보다 적기 때문에 척추측만증 

수술에서도 선호된다.
26,27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anesthetic fade” 효과인데, 이것은 desflurane/ nitrous 

oxide/narcotic 또는 desflurane/propofol/narcotic 마취제를 

사용하여 장시간 수술을 진행할 경우 특별한 신경학적 손상

이나 다른 전신상태에 변화가 없어도 기존MEP를 얻을 수 있

는 역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28

4. 경고 기준(Warning criteria) 및 임상적 적용(Clinical 

application)

전통적으로 신경계 손상이 의심이 될 때 하였던 방식은 직

접 환자를 깨워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었으나, 

이는 그 순간의 신경학적 상태만을 나타내며, 마취에서 깨면

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기도삽입관 제거)과 수술시간의 

연장 같은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는 MEP와 SSEP를 동

시에 이용하여 수술 중 척수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일반적으로 SSEP 감시에서 경고기준은 기준선(baseline) 

값에 비교하여 진폭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잠복기가 10% 

이상 연장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9,30

 흔히 잠복기의 연장

은 탈수초화(demyelination)를 의미하고, 진폭의 감소는 전

도차단(conduction block)이나 축삭의 손상(axonal injury)

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술중신경계감시에서는 진폭의 변화를 

더 중요시한다.
31,32

 척추 및 척수 수술의 MEP의 해석은 머리 

수술보다 더 복잡하여 50%에서 80% 이상의 진폭 감소를 경

고 신호로 보는 보고도 있고,
33,34

 80% 이상 MEP 진폭 감소에

도 위양성(false-positive)이 보고된 사례도 있다.
20

 단순하게 

자극에 대하여 MEP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임상적

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14

 그 밖에도 MEP를 얻는 

역치가 특별한 마취제나 전신상태 변화 없이 상승한 것을 운

동경로 손상의 경고 신호로 보기도 한다.
35,36

    

5. 척추측만증수술에서 수술중신경계감시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

일반적인 척추 및 척수 수술과 달리 척추측만증수술에서 

수술중신경계를 감시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척수융합술(spinal fusion)을 위하여 나사못을 많

이 사용하는데, 이를 척추경(pedicle)에 삽입하면서 틈새가 

발생하여 특정 신경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운동

신경단위는 하나의 신경이 여러 군데의 근육에 분포할 수 있

으며, 신경 얼기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독신경뿌리

의 손상은 기본적인 SSEP나 MEP를 통해서는 감시를 할 수

가 없다. 이런 개별적인 신경뿌리 손상을 감시하기 위해서 

피부분절(dermatomal) SSEP를 실시해야 되지만, 사람마다 

피부분절 분포가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파형을 얻기가 어렵

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7
 다른 방법으

로 유발근전도기록(triggered electromyographic recordings)

를 이용하여 척추측만증 수술 중 나사못(screw)를 삽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척추경(pedicle) 틈새를 감시할 수 있다. 방

법은 나사못에 직접 정전류(constant current) 자극을 주고 

복직근(rectus abdominis)에서 기록하여 그 역치를 구한다.
38

 

내측척추경에 틈새가 발생하면 유발근전도기록의 역치가 감

소하게 되는데 흉추 또는 요천추뼈에서 역치가 8~15 mA에 

도달하면 나사못이 신경뿌리에 근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6 

mA 미만이면 척추경틈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38,39

 하지만 

현재 정해진 국제 기준은 없으며, 제 2~6 흉추사이에서 유발

근전도기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보고
40
도 있기 때문에 보

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강봉(rod)을 이용하여 만곡을 교정하는데, 이 때 척

수도 같이 돌아가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른 척추 및 척수 수술중감시와 수술 후 합병증 예측에 매

우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D-wave의 경우, 척추측만증 수

술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
 이는 기록 전

극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으나,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하면

서 척수가 같이 영향을 받거나 피질척수로의 비정상적인 변

형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셋째로 수술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이다. 수술 시간이 길

어지면 환자의 체온이 떨어질 수 있고, 온도가 감소하면 신

경 전도 속도가 느려져서 잠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온풍기 

같이 기기로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또, 

수술이 지연되면 장시간 마취제의 사용에 따른 “anesthetic 

fade” 효과로 같은 강도로 자극하여도 파형이 작아지는 현상

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사람과 척수병증

(myelopathy)이 있는 환자에서 각각 6.6시간과 5시간 이후

에 보일 수 있다.
28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술범위가 크기 때문에 

출혈이 많을 수 있고, 수혈이 자주 필요하다는 점이다. 혈색

소 7g/dL 미만의 심한 빈혈은 신경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10g/dL 이상되어야 안정적인 산소 공급이 조직 내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다량의 출혈은 저혈압을 일으키

고, 대뇌 혈류 공급에 차질을 일으켜 SEP 파형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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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겠다.
43

     

결  론

척추측만증 수술중신경계감시는 지금까지 알려진 척추 및 

척수 수술중감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몇 가지 다른 

특징을 유념해야 한다. 수술의 과정을 이해하여 어떤 처치과

정에서 파형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하고, 특정수술행위 

이후에 파형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전 단계로 되돌려서 

파형이 다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

적 행위 이외에 파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생

각하고 경고 신호를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아직까지 척

추측만증 수술중신경계감시에서 국제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의 수술 환경과 환자의 상태

를 고려하여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잘 관찰하고 의미 있는 해

석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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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 in Spastic Cerebral Palsy & Tethered Cord 
Syndrome

이 유 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Selective dorsal rhizotomy (SDR) and tethered cord surgery (TCS) are commonly performed pediatric surgeries. SDR is a procedure 

used to reduce spasticity in patients with spastic cerebral palsy. TCS, on the other hand, can be associated with several types of spi-

nal dysraphism. Since it is important to preserve sacral function in those surgeries,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M) 

has been widely used for identifying nerve roots and preventing development or progression of symptoms.

SDR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ensory rootlets that mainly contribute to the spasticity elicit abnormal motor response upon 

electrical stimulation. It was first performed by Fasano et al. and modified by Warwick J. Peacock. Before the procedure, needle elec-

trodes are placed in both lower extremities including thigh adductors (L2-4), quadriceps femoris (L2-4), tibialis anterior (L4-5), short 

head of biceps femoris (L5-S1), Gastrocnemius (S1-2), and external anal sphincter (S2-4). Free-running EMG,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motor evoked potential, bulbocavernosus reflex and triggered EMG are usual monitoring modalities. Stimulation of the 

dorsal rootlets is performed with square wave pulse of 0.1 ms and is applied as a 30- to 50-Hz stimulus for 0.5 to 1 second. 

Decremental and squared responses are considered normal, while other responses including the activation of muscles outside of the 

nerve root territory are considered abnormal.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rootlets associated with anal sphincter be spared.

In TCS, the purposes of INM are 1) monitoring and preserving sacral function and 2) mapping of the filum terminale. Muscles to be 

sampled are quadriceps femoris (L2-4), tibialis anterior (L4-5), extensor halluces longus (L5-S1), hamstrings (L5-S2), gluteus maximus 

(L5-S2), and medial gastrocnemius (S1-2). Common monitoring modalities are same as those of SDR.

TEL: +82-2-6822-5106   

E-mail: sedrin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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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신경계감시: 근거중심의학

구 용 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Special Issues : Evidence-based INM   

Yong Seo Koo

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Anam Hospital

Over the past years, the role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M) has grown from its research purpose to a practice 

standard for surgery which might involve the risk of neural injury. Although INM is not widely used in South Korea as in United 

States, there is an exploding interest in INM currently. However, some surgeons are still reluctant to use INM. Although many experts 

in INM believe that the evidence of INM is sufficient enough to preclude further study, some do not agree. Therefor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INM is discussed in this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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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objective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

ing (INM) is to prevent patients from neurological 

complications of various procedures including spinal 

surgery, surgeries of the aorta, thyroid surgery, and brain 

surgery. In United States, the cases of INM increased 

drastically over three decades
1
 and there is not enough man 

power to cover the demand for INM.
2
 

Many experts in INM believ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INM is both accurate in diagnosing 

neurological injury and effective in preventing the injury.
3-7

 

Having published the best evidence available on the use 

of evoke potentials during spinal operations,
3
 most of the 

authors believed “clinical experience and animal experiments 

establish unequivocally that IOM warns of spinal cord 

injury, and interventions reverse impairment and prevent 

paraplegia.”
5
 They even harshly criticized those who 

questioned the evidence of INM’s effectiveness in 

preventing neurological injury by considering the 

questioners as having “a lack of familiarity with and 

understanding of the full literature”, precluding the need 

for further evidences or studies. However, one of the 

authors of the article agreed on the questioners’ opinion 

and suggested that it is both “reasonable to use INM” and 

to perform further studies such as “a randomized trial to 

determine whether INM really helps patients”.

INM is a rapidly growing field in South Korea. However, 

some surgeons are still reluctant to use INM due to its 

additional cost and sometimes do not respond to INM alert 

due to stress and time pressure.
8
 Others even tried to insist 

that the evidence is against INM, showing high prevalence 

of complications in surgery with INM than in surgery 

without INM
9
 and no significant neurologic injuries after 

surgery without INM.
10

 However, the interpretations in 

these articles seems to be problematic.
2,5

 As INM 

professionals, it is our responsibility to tell possible risks 

and benefits of the monitoring to the patients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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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xford 2011 Levels of Evidence
16 

Figure 1. An example for a hierarchy of evidence
15

respect the right of every patient to self-determination.
11

 

In this lecture, the basics of evidence-based medicine 

(EBM) is discussed first, followed by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 in INM and the necessity for future studies. At 

the end of this lecture, the audience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INM in the context of EBM.

What is EBM?

Definition of EBM

EBM is defined as the “conscient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 of current best evidence in making decisions 

about individual patients”, which means “integrating 

individual clinical expertise with the best available 

external clinical evidence from systematic research”.
12

 

The complete practice of EBM comprises five steps.
13

Step 1: converting the need for information (about 

prevention, diagnosis, prognosis, therapy, causation, etc.)

Step 2: tracking down the best evidence with which to 

answer that question

Step 3: critically appraising that evidence for its validity 

(closeness to the truth), impact (size of the effect), and 

applicability (usefulness in our clinical practice)

Step 4: integrating the critical appraisal with our clinical 

expertise and with our patient’s unique biology, values 

and circumstances

Step 5: evaluating our effectiveness and efficacy in 

executing steps 1-4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m 

both for next time.

Since the objective of this review is to review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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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based INM, we will consider only Step 1-3.

There are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EBM.
14

 

The first one is a hierarchy of evidence as shown in 

Figure 1. 

This hierarchy of evidence might differ according to the 

types of questions as shown in Table 1.

The second one is that evidence alone is never 

sufficient to make a clinical decision. Decision must be 

based on the benefits and risks, inconvenience, and costs 

associated with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ies as well 

as the patients’ values and preferences.

For details of EBM, those interested are referred to 

textbooks.
13,14

Monitoring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clinical practice

Monitoring can be used in five different phases: 

pre-treatment, initial titration, maintenance, re-establish 

control, and cessation.
17

 For example, monitoring is 

commonly used in chronic conditions such as blood 

pressure, HbA1c, cholesterol level, thyroid hormones, 

FEV1, and drug levels. 

Although monitoring seems to be useful at any time, a 

monitoring should be accurate and simple, guide a 

strategy for achieving target, and improve patient 

outcome. Monitoring differs from both screening and 

intervention and can be justified by the following three 

criteria.
18

1. Clin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dition or 

effect of treatment occur over time.

2. There is an available monitoring test that reliably 

detects clinically significant changes when they occur.

3. Cost-effective action can be taken on the basis of 

the test result.

Examples of other fields which considered monitoring 

or diagnostic testing 

There are many examples of studies which changed the 

practice long believed to be useful by introducing 

evidence-based medicine.

Application of EBM in the field of INM

Step 1: Defining the questions

Since we reviewed the general principles of evidence- 

based medicine, we will apply these principles in the field 

of INM. Although the name of INM implies that it is a 

diagnostic test, the objective of INM seems to indicate that 

it is an intervention.
8
 Since the hierarchy of evidence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question, we need to 

define whether INM is diagnostic test or an intervention.

INM as a diagnostic test

- If we consider INM as a diagnostic, we can ask the 

following question: “Does INM accurately diagnose 

neural injury in the patients who receive surgery or 

procedure?”

- According to the Oxford 2011 Levels of Evidence 

(Table 1), the level 1 evidence for a diagnostic test is 

system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with 

consistently applied reference standard and blinding.

- There is one major problem in considering INM as a 

diagnostic test; there is no real time reference 

standard in the event of INM signal loss.
8
 Since INM 

is only a physiologic or surrogate marker for neural 

injury at a specific time, the INM change during 

surgery without postoperative normal neurological 

function is not considered as “false positive”. Even if 

we find INM change and then try wake-up tests, this 

still faces the same problem, which is called 

“treatment-paradox”.
19

 Therefore, we need consider 

whether evoked potentials, which commonly used in 

INM, are effective and relevant biomarkers and 

surrogate endpoints or not.

INM as an intervention

- Critical evaluation of INM as an intervention is 

strongly justified INM is only carried out when the 

surgery’s safety can be enhanced by reports of signal 

loss, reassuring signal preservation, or mapping 

results.
8
 Therefore, we can consider INM as an 

intervention and ask the following question: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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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 help to prevent neural injury in the patients 

who receive surgery or procedure?”

- According to the Oxford 2011 Levels of Evidence 

(Table 1), the level 1 evidence for an intervention (or 

treatment benefits) is systemic review of randomized 

trials or n-of-1 trials.

- Although conventional diagnostic testing may be 

viewed as a simple test-intervention-outcome paradigm, 

INM is more complicated and characterized as an inter-

ventional cascade: test-interpretation-communication- in-

tervention-outcome. Therefore, the measure outcome is 

heavily depends on a coordinated team effort includ-

ing technologists, neurophysiologists or neurologists, 

and surgeons. Among them, surgeon’s response to an 

alert
6
 and the diversity of INM care delivery models

20,21
 

are the mostly likely confounding factors when evalu-

ating INM as an intervention.

- However, many INM experts consider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INM as unethical.
5

Step 2: Finding the best evidence

This has been performed in three previous articles and 

one recent article which summarized these articles to 

suggest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8

INM as biomarkers and surrogate endpoints22

- Holdefer et al. recently proposed that evoked potentials 

are a useful biomarkers and surrogate endpoints.
22

 

Since clinical endpoints cannot be obtained during the 

anesthesia, evoked potentials such as somatosensory 

and motor evoked potentials should be used as surro-

gate endpoints during surgery. In order to evaluate 

evoked potentials as good biomarkers and surrogates, 

they used a three step framework, which included ana-

lytical validation, utilization, and qualification. After 

careful evaluation of evoked potentials as good bio-

markers and surrogates using the following reasoning, 

they concluded that “evoked potentials biomarkers 

comply with some but not all of the framework” and 

stated that “controlled trials or non-randomized studies 

with controlled observations may be required for full 

validation of evoked potentials surrogates”.

￭ Analytical validation: Can the biomarker be accurately 

measured?

 Evoked potentials can be accurately measured.

● The signal to noise ratio is good or excellent.

● Evoked potentials are responsive to diverse sur-

gical interventions during different surgical 

procedures. 

● Amplitudes and latencies of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show little variability under 

stable surgical and anesthetic conditions.

● Although amplitudes of motor evoked potentials 

are more variable, it is still consistent enough 

to detect marked reduction or diappearnce.

 In conclusion, evoked potentials can be accurately 

measured.

￭ Utilization: What is the specific context of the pro-

posed use?

 Motor evoked potentials are probably less sensi-

tive to compromise of individual nerve roots dur-

ing lumbar surgeries, than to corticospinal tract or 

anterior horn gray matter damage during surgeries 

at the cervical and thoracic levels.
23

￭ Qualification: Is the biomarker associated with the 

clinical endpoint of concern?

 1
st
 components: causal pathway linking disease 

(injury) and clinical endpoints

● Mechanistic associations

￭ The pathophysiologic mechanisms resulting in 

changes in evoked potentials are well understood and 

plausible.

● Causal links

￭ When Hill’s guideline for causality is applied to 

INM,
24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analysis for 

causality of two typical examples of surgery which 

can produce changes in monitored parameters during 

INM monitoring.

● Prognostic performance

￭ Since definition of ‘false positive’ might differ among 

the studies, Holdefer et al. defined the ‘false positive’ 



구용서

322 2015년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 - 강의록 - 

Clipping during aneurysm surgery Spinal correction during deformity surgery
Strength of association Very strong Strong
Consistency across settings Very strong Strong
Specificity No No
Temporality (does treatment precede effect) Yes Yes
Biological gradient (dose response) Yes Yes
Biological plausibility (mechanistic reasoning) Very strong Strong
Coherence with existing data Yes Yes
Experiment No No
Analogy NA NA

according to ‘causality guidelines’ and only consid-

ered those changes in INM which have strong associ-

ation and rapid changes in response to surgical set-

ting as having true neural injury. However, the opin-

ions about this definition might differ among 

investigators. They also showed that calculated like-

lihood ratios using estimat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previous studies showed favorable result for 

INM as a diagnostic tests.

 2nd
 components: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linical endpoints and interventions targeting the 

biomarker.

● Surgical interventions, evoked potentials and 

outcomes

￭ Since there are reversible signal changes, the surro-

gate markers cannot be 2 by 2 contingency table. 

INM change might be classified as ‘None’, ‘Quickly re-

versible’, ‘Protracted reversible’, and ‘Irreversible’ and 

clinical outcome also can be classified as more than 

two such as ‘no deficit’, ‘temporary deficit’, and 

‘permanent deficit’. 

￭ In the absence of controlled observations, these con-

tingency analyses may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in-

terventions on EPs correspond to the effects on post-

operative outcomes. Like estimates of EP diagnostic 

accuracy, they can benefit from judicious application 

of Hill’s guidelines to evaluate causality. They may al-

so be useful in teasing out details of intraoperative 

management in response to EP changes.

● Controlled observation

￭ Although controlled research design may be neces-

sary, these kinds of studies are unlikely to be avail-

able in the near future. Possible topics for the con-

trolled research design might be anterior cervical pro-

cedures in non-myelopathic patients, decompressive 

surgeries at lumbar levels below the spinal cord, and 

pedicle screw stimulation.

- Since INM can be used as biomarkers and surrogate 

endpoints, Howick et al. tried to find the evidences 

for INM as a diagnostic test as well as an intervention.

INM as a diagnostic test

- Howick et al.
8
 identified two reviews which inves-

tigated diagnostic accuracy
7,25

 and clinical effectiveness 

and one review which investigated whether INM pre-

dicted adverse outcomes.
3
 

- Nuwer et al. evaluated whether spinal cord INM with 

somatosensory and transcranial electrical motor 

evoked potentials predict adverse surgical outcomes.
3
 

They identified 4 Class I
26-29

 and 8 Class II studies.
30-37

INM as an intervention

- Howick et al. found 6 articles which studied INM
38-43

 

as an intervention four
38-41

 studies on spinal surgery 

from one previous systematic review
7
 and they found 

two more studies on thyroid surgery.

- Two other systematic reviews did not found any studies 

in humans which directly measured the efficacy of 

intervention.
3,25

 

Step 3: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EBM in the field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Systematic reviews on diagnostic value of INM

- Howick et al.
8
 combined evidence from two reviews.

7,25

 Most of the studies were case-comparis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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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controlled studies without blinding, which 

rank as level 3 or 4 according to the Oxford center for 

Evidence-Based Medicine Levels of Evidence Table.
16

 Two 

studies had higher quality evidence (level 2) because they 

were cross-sectional and involved blinded outcome 

assessors.
30,36

 The high quality studies indicate the poten-

tial for INM to provide patient benefit by showing the 

sensitivity ranging from 77-99% and specificity ranging 

from 27-100%. However, their heterogeneous results sug-

gest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to corroborate the 

findings. All accuracy studies cited here have problems 

with reference standards and complicated role of the sur-

geon’s response to alerts as mentioned above.

- Articles
26-37

 found by Nuwer et al.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INM or evoked potentials change 

and clinical outcome except for one Class II study.
33

 

In 4 Class I studies, patients who had evoked poten-

tials change had bad clinical outcome in 16-40%.

- According to the evidence, INM is considered to be 

accurate in diagnosing neural injury during surgery.

Systematic reviews on therapeutic value of INM

- Nuwer et al. rejected the possibility of future studies 

for controlled human studie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post-INM alert intervention and consid-

ered it as unethical because of multiple controlled 

studies in animals
44-49

 which demonstrated that inter-

vening after INM alerts reduces the risk of permanent 

neurologic injury.

- All the studies
38-43

 of INM effectiveness found by 

Howick et al. used historical controls or were retro-

spective cohort studies, which provide only low qual-

ity evidence.
16
 The summary rate for neurological defi-

cits in monitored patients was 2.1% and 3.6% in un-

monitored patients, which equates to a test-benefit rate 

ratio of 1.7. There was high heterogeneity (I
2
=75%), 

reducing the strength of conclusion. Therefore, dra-

matic effects were not seen in INM. 

Do we need more studies to improve the evidence?

Not all treatments need double-blind randomized clin-

ical trials.
50
 However, evidences of INM as an intervention 

is not complete and some do not agree with its efficacy 

in preventing neural injury during surgery. In line with 

this, Eccher et al. suggested that it would not be impos-

sible to do such a prospective trials with careful choice of 

surgical population and randomization design.
51

 Clinical 

trials might be done in the surgery of scoliosis,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kyphotic deformity correc-

tion, intrinsic cord tumor, cerebral hemispheric tumor, 

pedicle screw INM, and alert criteria for motor evoked 

potentials.
8,51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such trials such as absence of regulatory to prove its ef-

fectiveness, cost, and unwillingness to do such a trial for 

a surgeon.
51

 Therefore, Howick et al. also suggested to 

perform a large collaborative prospective observational 

cohort study.

Conclusion

INM should be used in patients who receive surgery 

which might result in neural injury due to the operation. 

However, the evidence of the role of INM in preventing 

patients from any neural injury is not complete.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validate the role 

of INM. Until the full validation of INM, the practice of 

INM is recommended to follow the published guide-

lines
3,11,52

 whenever it’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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