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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프로그램

일시: 2016년 4월 1일 (금)

장소: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

Time Session

1F 2F 

Main Hall Venue A Venue B Submit Hall Venue C Venue D 

103-105

108-110 
106+107호 101+102호 205호 203+204호 201+202호 

08:50-10:10 Video Session Case-Based Learning  
Neurology 

Video Round 1 

Parallel 

Symposium 1 

(INM)

10:10-10:2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min) 

10:20-12:00 
Update and 

Educational Course 
Neurology Update

Neurology 

Video Round 2 

편집위원회 

Workshop 

평의원회

10:20-11:20 

12:00-12:1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min) 

12:10-12:30 General Assembly 총회

12:30-13:20 
Luncheon 

Symposium 
Special Lecture 

13:20-13:50 Coffee Break Coffee break (30min) 

13:50-15:20 Parallel Symposium 

Parallel 

Symposium 2 

(Stroke) 

Parallel 

Symposium 3 

(Movement 

Disorders) 

Parallel 

Symposium 4 

(Muscle and 

Nerve) 

Parallel 

Symposium 5 

(Epilepsy) 

Parallel 

Symposium 6 

(Headache) 

대한노인신경의학회 

Joint Symposium 

15:20-15:3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min) 

15:30-17:00 Parallel Symposium 

Parallel 

Symposium 7 

(Neuro-otology) 

Parallel 

Symposium 8 

(Dementia) 

Parallel 

Symposium 9 

(Demyelinating 

disorders) 

Parallel 

Symposium 10 

(Sleep)

Parallel 

Symposium 11 

(Neurocritical 

care)

17:00-17:10 폐회 Closing Ceremony
수련병원과장회의

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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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Time Title Chairs / Speakers

Main Hall (1F)

103-105

108-110,

Venue A, 

Venue B

08:50-10:10
Educational Course 좌장: 김재우(동아의대), 

정대수(부산의대)Case-based Learning

08:50-09:10 Stroke 이   준(영남의대)

09:10-09:30 Muscle and nerve 손은희(충남의대)

09:30-09:50 Headache 김병수(분당제생병원)

09:50-10:10 Neuro-oncology 이순태(서울의대)

Submit Hall 

(2F) 205호

08:50-10:10
Neurology Video Round 1 좌장: 허   경(연세의대), 

김희태(한양의대)Epilepsy and Movement Disorders

08:50-09:10 Epilepsy 1: Typical semiology of focal & generalized epilepsy 김동욱(건국의대)

09:10-09:30 Epilepsy 2 : Atypical or unusual semiology 구대림(서울의대)

09:30-09:50 Movement Disorders 1 : Atypical parkinsonism 천상명(동아의대)

09:50-10:10 Movement Disorders 2 : Ataxic disorders 김상진(인제의대)

Venue C (2F) 

203+204호

08:50-10:10

Parallel Symposium-1
좌장: 김재문(충남의대), 

서대원(성균관의대)INM: Advantages and pitfalls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M): cases and literature reviews

08:50-09:10 Advantages of INM 김상범(경희의대)

09:10-09:30 Pitfalls of INM for brain tumor surgery 주병억(성균관의대)

09:30-09:50 Pitfalls of INM for vascular surgery 김대영(충남의대)

09:50-10:10 Pitfalls of INM for spinal surgery 윤병남(인하의대)

　 10:10-10:20 Coffee Break

Main Hall (1F)

103-105

Venue A, 

Venue B 

10:20-12:00 Neurolgy Update
좌장: 김경문(성균관의대), 

정재면(인제의대)

10:20-10:40 Stroke 나정호(인하의대)

10:40-11:00 Epilepsy 박강민(인제의대)

11:00-11:20 Dementia 박문호(고려의대)

11:20-11:40 Muscle and nerve 신경진(인제의대)

11:40-12:00 Movement disorders 이지영(서울의대)

Submit Hall 

(2F) 205호

10:20-12:00
Neurology Video Round 좌장: 김재일(단국의대), 

이재홍(울산의대)Dementia and Neuro-otology

10:20-10:35 Agrammatic type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홍윤정(동아의대)

10:35-10:50 Logopenic type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김지은(울산의대)

10:50-11:05 Tips for bedside aphasia evaluations 권미선(울산의대)

11:05-11:25 Vertical canal BPPV 이승한(전남의대)

11:25-11:45 Horizontal canal BPPV 박지윤(전주예수병원)

11:45-12:00 Vestibular neuritis and pseudo-vestibular neuritis 최재환(부산의대)

Venue C (2F) 

203+204호

10:20-12:00 편집위원회 workshop 좌장: 이상암(울산의대)

10:20-11:10 연구정보 수집과 활용 I (PubMed, EndNote) 박성애(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11:10-12:00 연구정보 수집과 활용 II (WoS, JCR, EndNote) 박성애(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Venue D (2F)

201+202호
10:20-11:20 평의원회

　 12:00-12:10 Coffee Break

Progr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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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Time Title Chairs / Speakers

Main Hall (1F) 
103-110호
108-110,

Submit Hall 
(2F) 205호

12:10-12:30 총회

12:30-13:20 Luncheon Symposium 좌장: 박성호(서울의대)

12:30-13:20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김지수(서울의대)

　 13:20-13:50 Coffee Break

Main Hall (1F) 

103-105

108-110 

13:50-15:20
Parallel Symposium-2 좌장: 정진상(성균관의대), 

김응규(인제의대)Stroke: From Prevention To Acute Stroke Diagnosis and Therapy

13:50-14:20 Update Korean stroke guideline for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홍근식(인제의대)

14:20-14:50
Blood pressure and diabetes mellitus control for the prevention of 

stroke and cerebrovascular disease
김응규(인제의대)

14:50-15:20 Imaging findings of acute ischemic and hemorrhagic stroke 강동화(울산의대)

Venue A (1F) 

106+107호

13:50-15:20

Parallel Symposium-3
좌장: 전범석(서울의대), 

김진호(조선의대)Movement Disorders: Neuroimaging and Electrophysiology for 

Diagnosis and Investigation in Parkinsonism

13:50-14:20 MRI studies in parkinsonism 김종민(서울의대)

14:20-14:50 PET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parkinsonism 류철형(연세의대)

14:40-15:20 TCS/TMS in parkinsonism 강석윤(한림의대)

Venue B (1F) 

101+102호

13:50-15:20

Parallel Symposium-4
좌장: 이동국(대구가톨릭의대), 

박기덕(이화의대)Muscle and Nerve: Clinical Approach to Peripheral Neuropathies; 

Principles and Basics

13:50-14:20 Initial Assessment in Peripheral Neuropathies 김승민(연세의대)

14:20-14:50 Electrodiagnostic Asessment in Peripheral Neuropathies 김병준(성균관의대)

14:50-15:20 Immunologic and genetic testing in Peripheral Neuropathies 김대성(부산의대)

Submit Hall 

(2F) 205호

13:50-15:20
Parallel Symposium-5 좌장: 이병인(인제의대), 

홍승봉(성균관의대)Epilepsy: Current Status on the Epileptic Surgery

13:50-14:15 Eligibility and strategy for optimal epilepsy surgery 이상건(서울의대)

14:15-14:40 Alpha and omega: presurgical evaluation 손영민(성균관의대)

14:40-15:00 Resective surgery of extratemporal lobe epilepsy 장진우(연세의대 신경외과)

15:00-15:20 Resective surgery of temporal lobe epilepsy 홍승철(성균관의대 신경외과)

Venue C (2F) 

203+204호

13:50-15:20
Parallel Symposium-6 좌장: 김병건(을지의대), 

조수진(한림의대)Headache: Chronic Daily Headache

13:50-14:20 Chronic migraine 주민경(한림의대)

14:20-14:50 Medication overuse headache 정필욱(성균관의대)

14:50-15:20 Other chronic daily headaches 김수경(경상의대)

Venue D (2F) 

201+202호

13:50-15:20 대한신경과학회-대한노인신경의학회 공동 심포지엄　
좌장: 이광우(가천의대), 

석승한(원광의대)

13:50-14:20 Definition of an older or elderly person: Is it time to be changed? 윤종률(한림의대 가정의학과)

14:20-14:50 Safety issues in pharmacologic management in the Elderly. 박병주(서울의대 예방의학과)

14:50-15:20 Autonomic dysfunction in the elderly 오지영(건국의대)

　 15:20-15:30 Coffee Break

Progr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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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Time Title Chairs / Speakers

Main Hall (1F) 

103-105

108-110 

15:30-17:00
Parallel Symposium-7 좌장: 성기범(순천향의대), 

김지수(서울의대)Neuro-otology: Abnormal Ocular Motility

15:30-15:50 Medulla 최광동(부산의대)

15:50-16:10 Pons 정성해(충남의대)

16:10-16:30 Midbrain 박재한(대구가톨릭의대)

16:30-16:50 Cerebellum 최정윤(고려의대)

16:50-17:00 QnA 　

Venue A (1F) 

106+107호

15:30-17:00

Parallel Symposium-8
좌장: 박미영(영남의대), 

양동원(가톨릭의대)Dementia: Management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nd 

preclinical Alzheimer's disease (AD)

15:30-15:50 Overview of MCI and preclinical AD 양동원(가톨릭의대)

15:50-16:10 Pharmacologic treatment of MCI and preclinical AD 박경원(동아의대)

16:10-16:30 Cognitive therapy in MCI and preclinical AD 최성혜(인하의대)

16:30-17:00 lifestyle intervention in MCI and preclinical AD 정지향(이화의대)

Venue B (1F) 

101+102호

15:30-17:00

Parallel Symposium-9
좌장: 김광국(울산의대), 

권오현(을지병원)Demyelinating Disorders: Recent update in the CNS demyelinating 

disease

15:30-15:50 Differential diagnosis of CNS demyelinating disease 신하영(연세의대)

15:50-16:10
Choosing the optimal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the multiple 

sclerosis
김우준(가톨릭의대)

16:10-16:30 Ongoling or recently published clinical trials for MS and NMO 허소영(고신의대)

16:30-16:50 Enviromental factors in the CNS demyelinating disease 민주홍(성균관의대)

16:50-17:00 QnA 　

Submit Hall 

(2F) 205호

15:30-16:00
Parallel Symposium-10 좌장: 허   경(연세의대), 

남현우(서울의대)Sleep: Sleep Phamacology

15:30-15:55 Hypotics and sedatives for sleep 정기영(서울의대)

15:55-16:15 Wake-promoting agents and anti-cataplectic medication 신원철(경희의대)

16:15-16:40
Medication for parasomnia and sleep-related movements disorder (RLS, 

PLM)
김명규(전남의대)

16:40-17:00 Other substances affecting sleep and wake (caffeine etc.) 조재욱(부산의대)

Venue C (2F) 

203+204호

15:30-17:00
Parallel Symposium-11 좌장: 이광수(가톨릭의대), 

박재현(인제의대)Neurocritical Care: Common Problems in the ICU

15:30-15:55 Neurologic prognostication after cardiac arrest: recent update 고상배(서울의대)

15:55-16:15 Sepsis associated encephalopathy: what is going on? 홍정호(계명의대)

16:15-16:40 Nutrition support in ICU: parentral vs. enteral 전상범(울산의대)

16:40-17:00 Common bedside procedures in neuro ICU 정진헌(동아의대)

Progr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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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의해 유발된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 
인슐린신경염

손 은 희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Treatment-induced neuropathy of diabetes: insulin neuritis

Eun Hee Sohn

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Treatment induced neuropathy in diabetes (TIND) which was also known as insulin neuritis is a small fiber and autonomic neuro-

pathy that appears after rapid improvements in glucose control. The risk of developing TIND is associated with the magnitude and 

rate of change in HbA1C and insulin which is known as risk factor of TIND has no effect on it. Neuropathic pain and autonomic dys-

function severity correlate with the magnitude of change in HbA1C. Therefore TIND is a iatrogenic cause of acute, painful autonomic 

neuropathy in patients with poor glycem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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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에 의해 유발되는 말초신경병은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크게 만성적으로 진행하고 비가역적인 자연경

과를 보이는 유형과 급성으로 나타나서 자연적 호전경과를 

보이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성적인 통증이 발부

터 시작하여 점차 진행하고 비가역적인 경과를 보이는 당뇨

병성다발말초신경병증(diabetic polyneuropathy, DPN)은 당

뇨병성말초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DN) 중 가장 흔

하게 나타난다. 급성 통증으로 발현하며 가역적인 경과를 보

이는 말초신경병증으로는 diabetic lumbosacral radiculoplexus 

neuropathy, 피부 병변은 없지만 임상증상이 대상포진바이

러스 감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truncal neuropathy, 인슐

린신경염(insulin neuritis), diabetic cachectic neuropathy 

등이 있다.1

Carvati가 인슐린 치료 시작 4주 후 심한 하지의 통증이 발

생하였고 인슐린 중단 3일 만에 통증이 완화된 당뇨병 환자

를 처음으로 보고하면서2 인슐린 사용과 연관되어 발생한 것

으로 추측하여 이를 “인슐린신경염”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처음 보고와 달리 계속 인슐린을 사용하던 환자에서 인슐린 

용량이 증가된 후 심한 통증이 발생한 증례,3 인슐린은 사용

하지 않고 경구혈당약만 복용하였거나 약물 치료 없이 음식 

조절로만 혈당을 조절했던 경우에도 급성 통증을 동반한 가

역적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한 증례들이4-6 보고되면서 인슐린

이 급성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증의 원인이 아님이 밝혀졌

다. 따라서 “인슐린신경염”이라는 진단명은 잘못된 것이며, 

“급성통증당뇨병성말초신경병(acute painful diabetic neuro-

pathy, APDN)”1 또는 “치료에 의해 유발된 당뇨병성말초신

경병(treatment induced neuropathy of diabetes, TIND)”
5
으

로 명명하자고 제시되고 있다.

역학 자료

현재까지 TIND는 주로 증례보고만이 있었고 대단위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으며, 이 질환에 대한 진단 기준

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역학 자료는 

없다. 보고에 따라 당뇨병환자 1,000명당 1명 정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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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하였지만
1
 최근 3차 당뇨병센터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대단위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

에서 DN 환자의 10.9%가 TIND였음을 보고하여5 예상보다 

많은 환자가 TIND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최근에 엄격한 혈당조절이 당뇨병

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7-9 보고 이후 당뇨병 

치료를 위해 엄격한 혈당조절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전 

연구와 비해 더 많은 TIND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증상과 감별진단

TIND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던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혈당이 조절된 후 발생하는 심한 통증과 자율신경이상 증상

이 주로 나타나는 세섬유신경병(small fiber neuropathy)이

다. 심한 신경병증성 통증이 주로 발부터 시작하는 길이에 

따른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길이와 관계없이 전

신에 통증이 있거나
10

 근위부에 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

다.11 밤에 악화되는 통증과 함께 통각과 온도각의 감소가 있

지만 근력저하는 없다. 자율신경이상 증상도 흔하게 동반되

며 기립불내성(orthostatic intolerance), 구역 또는 구토와 설

사 등의 위장관 증상,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자율

신경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자율신경검사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다. TIND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69%의 환자(78% 제1형 당뇨병, 43% 제2

형 당뇨병)에서 기립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이 관찰

되어
10

 인구기반 Rochester DPN 연구에서
12

 기립저혈압이 제

1형 당뇨병에서 22.9%, 제2형 당뇨병에서 16.2%에서 보이는 

것에 비해 더 흔히 관찰되었다. 

TIND는 여러 가지 면에서 DPN과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로 TIND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DPN 환자와 달리 갑자기 발

생하면서 DPN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고 DPN에서 사용

하는 여러 약제에 반응도 적다.
10

 둘째로 모든 환자가 급속한 

혈당조절 6주 이내에 통증과 함께 자율신경이상 증상이 발생

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TIND에서 보이는 통증과 자율신경이

상 증상은 DPN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저절로 호전되

는 것이 특징이다.4,5,10

TIND와 유사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통증을 주 증상으

로 하는 diabetic cachectic neuropathy와 감별점은 최근에 

혈당이 조절되기 시작한 6주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고 설명되

지 않는 체중감소가 없다는 점이다.
11

 

병  인

TIND의 통증과 자율신경이상 증상 정도는 혈당조절을 위

해 사용한 치료방법의 종류와는 관계 없으며 당화혈색소의 

감소정도 및 감소속도와 연관되어 있다.5 즉 빠른 기간 내에 

당화혈색소가 많이 감소할수록 더 넓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

하고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따라서 저혈당이나 신경의 

상대적인 저혈당이 TIND 발생의 원인이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TIND가 있는 환자들은 1년 후 당뇨병성망막

병증(diabetic retinopathy)이 더 많이 진행한다는 연구보고

로10 보아 TIND의 병인도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미세혈

관병증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TIND의 병인으로 추측되는 가설 중 하나인 저혈당에 의한 

신경손상은4 동물실험에서만 입증되었으며 실제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저혈당에 의한 

신경손상은 직경이 큰 신경이 침범되어 근력저하가 주 증상

이며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TIND의 임상양상에 부합하지 않

는다.
13

 또 다른 가설로 신경외막(epineurium)에서 혈관이 

증식되면서 동정맥션트(arterio-venous shunting)가 일어나 

신경내막(endoneurium)에 상대적인 허혈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TIND가 발생한다는 가설과
14

 비복신경(sural nerve) 조

직검사에서 만성적인 DPN환자에서 보이는 소견과 달리 파

괴된 신경보다 재생되고 있는 신경이 주로 관찰되는 것을 바

탕으로 재생되는 신경에서 이소성전위(ectopic discharge)가 

발생하여 통증이 유발될 것이라는 가설15 등이 있다. 또한 당

뇨병성망막병증도 갑작스런 혈당조절에 의해 염증을 유발하

는 시토카인(cytokine)이 분비되면서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

고, 저혈당에 의해 염증유발(proinflammatory) 시토카인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아16,17 시토카인에 의한 반응으로 TIND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설 모두 한 두 가지 연구에서만 보고

된 정도이며, 현재까지 TIND의 병인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

은 없다. 

진  단

TIND의 진단을 위해서는 다른 유사질환과 감별을 위해 주

의 깊은 병력청취와 신체검진과 함께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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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osed diagnostic criteria for treatment induced neuropathy in diabetes (TIND) and diabetic cachectic neuropathy

Treatment induced neuropathy in diabetes Diabetic cachectic neuropathy

History 1. Improved control of diabetes (type 1 or 2) following 
insulin or oral antidiabetic treatment

AND:
2. Onset of neuropathic pain (weeks from treatment): ＜6 

months
3. Autonomic symptoms
4. History of eating disorder in diabetes type 1

1. Recent diabetes onset (type 1 or 2)
AND:
2. Severe unintentional weight loss
3. Autonomic symptoms
4. History of eating disorder in diabetes type 1

Clinical criteria 1. Painful paresthesia
AND:
2. Symptoms suggestive of autonomic neuropathy

1. Painful paresthesia
AND:
2. Symptoms suggestive of autonomic neuropathy
AND:
3. Weight loss＞10% of baseline body weight

Electrodiagnostic criteria 1. Consistent with sensorimotor polyneuropathy
2. Can be normal at the initial stages

1. Consistent with sensorimotor polyneuropathy
2. Can be normal at the initial stages

Autonomic testing 1. Parasympathetic and sympathetic dysfunction 1. Parasympathetic and sympathetic dysfunction

Laboratory 1. Baseline HbA1C＞10%
AND:
2. HbA1C after treatment＜9%
OR:
3. Drop of HbA1C＞2% within 3 months
AND:
4. Normal values of TSH, ANA, vitamin B12, B1, protein 

electrophoresis

1. Baseline HbA1C ≥ 6.5%
AND:
2. Normal values of TSH, ANA, vitamin B12, B1, 

protein electrophoresis

Alternative diagnosis excluded Other polyneuropathies Pancreatic carcinoma, celiac disease, other cause of 
severe weight loss

사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비타민 B12, B1, 갑상선자극호르

몬, 혈청전기영동법, 항핵항체 등의 혈액검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경전도검사가 정상인 경우 세신경섬유(small nerve fiber)

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율신경검사나 피부조직검사를 

이용한 표피내신경밀도검사(intraepiermal nerve fiber den-

sity)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 TIND는 갑작스런 혈

당조절 이후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최근 연구에서는 

TIND 진단을 위해 당화혈색소 저하 정도와 속도 및 이와 증

상 발생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였다.5 즉 당화혈색소가 

3개월 이내에 2% 이상 감소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화혈

색소가 10%에서 8%로 감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14%에서 

10%로 감소하는 경우 등을 포함), Likert 척도에서 3점 초과

의 극심한 통증 또는 자율신경이상 증상이 갑작스런 혈당조

절 8주 이내에 나타날 때 TIND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TIND의 진단지침이 명확히 제시된 것은 

없다. 최근 제안된 TIND와 diabetic cachectic neuropathy의 

진단기준을 표 1에 나타내었다.1

치  료

TIND는 갑작스런 혈당조절에 의해 발생하는 의인성(iatro-

genic) 말초신경병이므로 혈당조절 속도를 조절하면 TIND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혈당조절 전 당화혈색소 농

도가 어느 정도일 때 TIND가 발생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3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2% 이내로 서서히 혈당조절

을 하면 TIND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

신경병증성 통증은 대증적 치료를 통해 조절하며 대개 14

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기 시작한다. 자율신경

이상 증상은 제 1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가역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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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TIND는 갑작스런 혈당조절 이후 심한 통증과 자율신경이

상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가역적인 DN의 하나이다. TIND

는 이전 보고들과 달리 인슐린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혈당조절을 위해 사용한 치료방법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발생하며, 당화혈색소 감소 정도와 감소 속도에 따라 

TIND의 중증도가 달라진다. 즉 TIND는 의인성 말초신경병

이므로 임상의사들의 이에 대해 인지하고 좀더 주의를 기울

여 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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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용을 동반한 만성편두통의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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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chronic migraine with medication over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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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igraine progression. Careful diagnostic approach is required in making a diagnosis of chronic migraine. 

Medication overuse headache is common comorbidity of chronic migraine. Comprehensive therapeutic strategies including stopping 

overused medication, avoidance of trigger factors, risk factor modification, and pharmacological preventive medication would in-

crease the possibility of favorable treatment outcome in patients with chronic mig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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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매일두통(chronic daily headache)은 한 달에 15일 이

상 발생하는 두통으로 정의되는데, 가장 흔한 아형은 만성편

두통(chronic migraine)으로 알려져 있다.1 만성편두통 환자

들은 정신과적 질환, 수면장애와 같은 질환과 약물과용의 동

반이 흔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치료가 쉽지 않은 편이

다.2 기존 인구기반의 연구들에서는 만성매일두통의 유병률

을 2% 내외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2009년도에 

국내에서 시행되었던 The Korean Headache Survey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1.8%가 만성매일두통을 가지고 있고 그 중 

74.1%에서 약물과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4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의 다기관에서 시행된 두통클리닉 기반

의 연구에서는 만성편두통 유병률을 9.0%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두통으로 두통클리닉을 찾는 두통질환 중에서 4번째로 

흔한 두통아형이었다.5 두통클리닉 또는 신경과에서 흔히 만

날 수 있는 약물과용이 동반된 만성편두통 환자의 증례를 살

펴보고,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증  례

두통클리닉 외래로 53세의 여성 신환이 내원하였다. 그녀

는 15년 전부터 두통이 시작되었다고 했고, 최근 2년 전부터

는 두통이 악화되어 거의 매일 있는 편이라고 하였다. 두통

의 악화로 인해 최근 2년 동안은 타지에서의 요양 생활을 하

는 중이라고 하였으며, 요양장소 인근의 병원에서 정기적인 

추적관찰과 함께 급성기약물(acute medication)을 처방 받고 

있다고 하였다. 두통빈도는 현재 심한 두통은 2일에 1회 꼴

로 경험하여 평균적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5일 정도 있다

고 하였으며, 대부분 아침부터 시각조짐이 있은 뒤 두통이 시

작된다고 하였다. 두통특성(headache characteristics)은 편

측성(우측)의 비박동성 양상으로 NRS 9점(0-10점)의 두통강

도로 일상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두통 증상의 악화를 경험한

다고 했다. 두통과 함께 구역/구토는 없었지만 빛공포증과 소



약물과용을 동반한 만성편두통의 증례

대한신경과학회 2016년도 제35차 춘계학술대회 - 강의록 - 7

Table 1. Diagnostic criteria of chronic migraine (ICHD-3 code: 1.3) and medication overuse headache (ICHD-3 code: 8.2) in ICHD-3 

beta version

1.3 Chronic migraine

  A. Headache (tension-type-like and/or migraine-like) on ≥ 15 days per month for ＞3 months and fulfilling criteria B and C

  B. Occurring in a patient who has had at least five attacks fulfilling criteria B-D for 1.1 Migraine without aura and/or criteria B and C for 1.2 
Migraine with aura

  C. On ≥ 8 days per month for ＞3 months, fulfilling any of the following:

     1. criteria C and D for 1.1 Migraine without aura

     2. criteria B and C for 1.2 Migraine with aura

     3. believed by the patient to be migraine at onset and relieved by a triptan or ergot derivative

  D.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ICHD-3 diagnosis.

8.2 Medication overuse headache (MOH)

  A. Headache occurring on ≥15 days per month in a patient with a pre-existing headache disorder

  B. Regular overuse for ＞3 months of one or more drugs that can be taken for acute and/or symptomatic treatment of headache*

  C.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ICHD-3 diagnosis.

*Regular overuse is defined as ≥ 10 days per month for regular intake of ergotamine/triptan or as ≥ 15 days per month for regular intake of simple 
analgesic/NSAIDs.

리공포증이 있었고 우측 안구에서 빠질듯한 통증이 동반된

다고 하였다. 급성기약물로 처방받은 naratriptan을 한 달에 

28회 치를 처방 받으면 모두 사용한다고 하였다. 급성기약물

의 사용으로 심한 두통은 호전되는 편이었지만 급성기약물

을 사용하지 않으면 두통은 참기 어렵기 때문에 급성기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는 것은 최근 2년 동안 

불가능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통과 동반하여 또는 

상관없이 우측 얼굴/팔다리의 저린 양상의 불편한 감각증상

이 수시로 발생하여 carbamazepine 100 mg, gabapentin 100 

mg, amitriptyline 5 mg을 감각증상에 대하여 복용한다고 하

였다. 동반질환으로는 1년 전에 우울감이 심하여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심리치료 후 호전된 상태라고 하였으며 생활습관

으로 매일 커피 1잔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환자에게는 두통의 치료를 위하여 급성기 약물의 중단을 

통한 해독치료(detoxicification of medication overuse)가 필

요하고 예방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급성기 약물

의 중단으로 인한 두통의 조절을 위하여 5일 동안 prednisolone 

30 mg BID과 함께, 예방약물로는 amitriptyline 2.5 mg, top-

iramate 50 mg, flunarizine 5 mg HS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

방하였다. 생활습관으로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고 규칙적

으로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교육하였다. 신경영상

검사(brain MRI)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주 

뒤 경과관찰에서 심한 두통은 2회 발생하였지만 강도가 절반 

이하로 급성기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참을 수 있었다고 하

였다. 시각조짐과 우측 얼굴/팔다리의 이상감각통증도 발생

하지 않았다.

고  찰

만성편두통은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 베타버전의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약물과용두통이 동반되

는 경우에 두 가지의 진단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Table 1).6 

국제두통질환분류의 진단기준은 만성편두통을 무조짐/조짐

편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서 3개월을 초과하

여 최소한 한 달에 15일 이상 발생하는 두통이 있으면서 8일 

이상은 무조짐/조짐편두통의 특성을 가지는 두통이 있거나 

환자가 편두통에 트립탄/에르고트제제로 두통이 완화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만성편두통의 진단기준이 이전 버전

에 비해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만성편두

통의 진단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다. 이는 만성편두통의 객관

적 진단에 도움이 되는 생물학적 표지자나 신경영상 및 생리

검사를 이용한 진단방법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임상증

상만을 바탕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만성편두통의 치료에서 예방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가

장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만성편두통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는 만성편두통의 위험인자에 대한 교정과 동반질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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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ransformation of chron-

ic migraine

Female sex

High baseline headache frequency

Excessive caffeine intake

Overuse of acute medication for migraine attack

Cutaneous allodynia

Head or neck injury

Comorbid pain disorders

Lower socioeconomic status

Major life changes

Psychiatric disease

Sleep disorders/snoring

Obesity

Table 3. Summary of evidence related to preventive medi-

cation for chronic migraine

Highest level evidence (≥ 2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trials)

  Topiramate

  Onabolinum toxin-A

Lower quality evidence (1 randomized study)

  Sodium valproate

  Gabapentin

  Tizanidine

Lowest quality evidence (open label study)

  Amitriptyline

  Atenolol

  Memantine

  Pregabalin

  Zonisamide
한 치료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Table 2).7 이를 위해, 만

성편두통 환자의 문진 과정에서 두통특성 및 급성기약물의 

사용뿐 만 아니라, 만성편두통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인구

학적 요인, 동반질환, 사회생활습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병력

청취가 필요하다.

약물과용은 만성편두통의 대표적인 교정가능한 위험인자

이면서, 난치성 만성편두통(또는 만성매일두통) 환자에게서 

약물과용두통이 동반된 경우 과용된 약물의 중단을 통한 해

독치료가 필요하다. 과용된 급성기약물을 급격하게 중단시

키는 방법과 서서히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나은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만, 예방

치료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권고된다.8,9 이 시기의 급성기

치료를 위해서 비경구형의 다양한 대체약물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데, 정맥경로(intravenous)의 prochlorperazine, chlor-

promazine, metoclopramide와 같은 neuroleptics와 valproate

와 같은 antiepileptics, dihydroergotamine 또는 ketolorac 

(NSAIDs)을 정맥 또는 근육(intramuscular) 주사를 시도해 볼 

수 있다.10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두통의 재발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독특한 약제로, 최근의 메타연구에서도 78.6%의 연

구에서 두통재발의 예방적 관점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61.2%의 연구에서는 급성기통증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11

만성편두통의 예방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약물로는 보툴리눔독소(onaboluinium toxin-A)와 topiramate

를 들 수 있고, 약물과용이 동반된 경우에 초기부터 사용해도 

예방치료 효과를 보고한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약제이다.7 만성편두통의 임상적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편두통 예방약제들의 만성편두

통의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Table 3). 

따라서, 실제 임상진료에서는 만성편두통 환자의 예방치료 

약물을 결정할 때, 삽화성편두통에 대한 예방치료 약제를 기

준으로 치료약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12

결  론

만성편두통은 신경과 진료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난치

성 두통질환으로 약물과용두통과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과

적 질환의 동반이 흔하기 때문에 그 치료가 쉽지 않은 편이

다. 약물과용두통의 해독치료가 외래에서 힘들거나, 두통의 

조절을 위한 약제의 비경구적 투약을 필요로 하거나, 심한 정

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입원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방약물의 치료와 동반질환의 치료를 포함한 다학

제적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발도 흔한 편이므로 환자에게 예상되

는 질환의 경과와 함께 적절한 치료목표를 미리 알려주고 만

성편두통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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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ical or unusual sem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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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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tween epileptic and non-epileptic spells. The best way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se conditions is video recording of the spell and si-

multaneous EEG recordings during the spell. However,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epileptic seizure and non-epileptic seizure in pa-

tients with atypical or unusual semiology.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optimal decision for epileptic seizures or non-epi-

leptic spells is important to lower the prescription rate of antiepileptic drugs in patients with non-epileptic sp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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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xic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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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xia refers to a lack or loss of movement coordination. It is associated with damage of dysfunction of the cerebellum or its afferent 

and efferent projections. The core symptoms are difficulty with balance and gait, clumsiness of the hands, and dysarthria. Ataxia can 

be divided into sporadic forms and inherited diseases. The evaluation of a patient with ataxia includes history and physical exam, 

laboratory tests such as paraneoplastic antibodies and vitamin levels, neuroimaging, and genetic testing. Few ataxias area fully 

treatable, but most are symptomatically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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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신경계감시의 비용대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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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benefit and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spinal surgery 

Sang Beom Kim

Department of Neurolog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Korea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for surgeries of the spine has been performed in clinical practice in recent years. Decision 

modeling using comparative effectiveness techniques holds the promise of evidence-based assessment of both cost and meaningful 

outcomes. In this paper, we briefly review the elements of comparative effectiveness analyses followed by a critical appraisal of the 

small but growing body of cost-effectiveness literature for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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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수술중 유발전위와 근전도신호감시는 노동과 장비면

에서는 비용이 들지만 척수나 다른 신경계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척수수술증 안전장치로서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

술중신경계감시는 제3자지불자로부터 상당한 정밀조사를 받

게 되었다. 수술중신경계감시에 대해 무작위제어연구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1
 비용대비효과분석은 비용-효과 틀에

서 수술중신경계감시의 편익을 보여주는 기존연구의 근거들

을 수집하는 수준이었다. 비용대비효과분석기법이 복잡하고 

낯설기 때문에, 척추수술에서 수술중신경계감시와 관련된 비

용대비효과 논문들을 소개하고 비평하고자 한다.2

비용-효과와 척추수술중신경계감시
(cost-effectiveness and spinal surgery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척추수술에서 수술중신경계감시는 비용대비효과기법면에

서 매력적이다. 어떠한 단일시점에서 중재를 하면 술후신경

계합병증과 같은 즉각적인 결과와 마비와 조기사망과 같은 

장기결과가 초래된다. 수술중신경계감시 환경에서는 감시유

무만이 유일한 비교측정기가 된다.3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tudies) 상환은 수술중신경계감시당 상환에 

사용된다. 신경계합병증이나 마비 발생률과 기타 결과는 지

역적으로 가용한 자료나 광범위한 증례일련연구들로부터의 

메타분석에서 결정되는데, 척수손상에 대한 직간접건강관리

비용은 National Spinal Cord Injury Statistical Center (NSCISC) 

에서 발표되었다.4

척추수술에서 수술중신경계감시의 비용-효과를 도입한 몇

몇 연구를 소개한다. 단일기관증례일련연구이거나 근거중심

가설모형에 기반하였다.

Ayoub 등은 1년동안 체성감각유발전위감시를 하면서 척

추수술을 시행한 210명의 증례일련연구를 하였는데,5 수술중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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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감시경보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체성감각유발

전위가 소실되었다가 회복된 환자는 3명이었다. 체성감각유

발전위가 소실되어 영구적인 척수손상이 발생되었다고 가정

하면, 신경계손상의 술후산출비용은 병원의 즉각적인 비용

과 연령범주 척수손상비용의 합이 된다. 체성감각유발전위감

시의 비용은 수술과정에 부가된 시간, 신경과협진비용, 완전

정맥마취비용 등이 합산되어 835달러이고, 병원은 연간 31,564

달러의 체성감각유발전위감시비용을 포함해서 64,075달러에

서 102,193달러에 달하는 연간건강관리비용을 절약한 셈이 된

다. 이 연구에서 비용결정을 위해 수명시계사용은 제안했지

만, 연구자들은 단지 1년동안 환자의 직접건강관리비용을 보

고했고, 그 이유는 감시없이 연간 이론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계산편이성으로 추론된다.

Traynelis 등은 6년간 정규경추수술을 시행한 720명의 증

례일련연구에서 아무도 수술중신경계감시를 받지 않았으나 

신경계합병증발생률은 0.4%였고, 1년 이상 추적시에 남아 

있는 신경계증상은 없었다고 하였다.6 경제분석에서 병원은 

수술중신경계감시비용인 100만달러를 절약한 셈이라고 하였

다. 이 연구는 몇몇 시점에서 문제점을 보여 주는데, 제외기

준이 외상과 종양관련 수술이었고, 선택수술 중 비감시에서 

선택편향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후향연구에서 지속되

는 신경계결손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으

나, 전국적으로 정규경추수술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Cramer 등은 양측 하지마비나 사지마비 등의 지속적인 신경

계결손이 4,075명의 환자 중 0.3%에서 보였다고 하였고,
7
 90% 

power와 0.05 alpha값을 갖는 연구에서는 1,100명의 환자에

서 0.3%의 합병증발생률이 기대된다.8 저자들은 전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이었다고 항변하였다.

단일기관연구와 달리, 몇몇 연구자들은 기존연구들로부터 

비용효과모형을 구축했다. Sala 등은 기초사례로 25세 환자의 

척추측만증수술의 양측하지마비발생률을 0.1%로 하고 NSCISC 

수명비용자료를 이용하여 수술중신경계감시가 수술당 2006

년 기준으로 977달러 이하이면 비용절감이 된다고 하였다.9 

민감도분석에서, 저자들은 수술중신경계감시비용이 2006년 

기준으로 2,924달러에 못 미치면 척수손상비용보다 더 중요

하고 사지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편익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척추측만증수술을 시행하는 25세 환자의 제한된 기초

사례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의 멋진 모형을 제공하였고, 이 매

력적인 모형은 다양한 척수손상에 대한 수명축적직접건강관

리비용의 유용성으로 가능해졌다. 간접건강관리비용과 생활

질정보는 이 모형을 편집할 때 사용되지 않았으며, 25세 이

상에서 비척추측만증수술에 대한 추산은 재계산되지 않았다. 

또한 수술중신경계감시경보에 다른 손상예방률은 100로 가

정하였다.

연속된 두 연구에서, Ney 등은 척추수술에서 다중수술중신

경계감시를 이용한 가설모형을 세웠다.
10

 집단 민감도와 특

이도를 사용하고, Fehlings 등의 체계적고찰에서 언급된 연구

들로부터 다중신경계감시(운동유발전위, 체성감각유발전위)

의 손상률을 추산했고,
11

 Wiedemayer 등의 준제어연구로부

터 수술중신경계감시경보에 따른 손상예방률을 기초했다.12 

관심결과는 신경계합병증 발생이고, 결과는 방지된 신경계합

병증 당 비용에 근거했다. 2009년 CMS는 다중신경계감시에 

대해 1,535달러를 상환했고, 94%의 민감도, 96%의 특이도, 

52%의 수술중신경계감시경보에 따른 예방률, 5%의 손상률

을 보였고, 예방된 신경계합병증 당 비용은 63,387달러였다.
10

 

10만번을 재현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61,939달러에

서 64,836달러 사이에서 95% 신뢰구간을 제공했다. 타비용과 

비교하면, 무증상경동맥초음파감시프로그램에서 방지된 신

경계손상(뇌졸중) 당 비용은 290,000달러였다. 

Ney 등은 비용-사건모형을 확장시켜 수술직후기간으로부

터 수명시계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용-편익접근을 통해 추론

했다.13 즉 NSCISC 자료를 이용하여, 불완전운동마비를 가진 

50세 환자의 직접건강관리비용에 대한 기초사례를 구축했다. 

간접비용은 손실임금과 편익형태로 결정했는데, Miller 등이 

자동차사고후 노동관련손실을 위해 개발한 공식에 근거했다.14 

10만번을 재현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25세에 초래

된 완전사지마비척수손상환자를 대수정규분포비용의 95% 신

뢰구간의 상한선으로 상정하고, 하한선으로 10만달러를 수명

손상비용으로 했다. 동일한 수술중신경계감시 진단특징, 수

술중신경계감시경보에 따른 예방률, CMS 상환율 등이 이전 

연구에서처럼 사용되었다. 저자들은 기초사례에서 수술중신

경계감시가 수술당 3,189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계산했고, 술

후신경계합병증 발생률이 0.3%를 상회하고 수술중신경계감

시경보에 따른 예방률이 14.2%보다 커도 비용절약이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두 모형은 가까운 근거에 의해 제한된다. 특히 

Wiedemayer 등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서 수

술중신경계감시경보를 받은 환자들 중 중재하지 않은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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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신경계결손이 발생한 반면, 중재를 가한 42명 중 

22명(52.4%)에서 새로운 신경계합병증은 생기지 않았다.12 또

한 이 연구는 대조군에서 경보에 따른 수술중중재가 많은 경

우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합병증예방률은 26%로 낮

았다. 게다가 두개내수술과 종양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규척

추수술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다른 비평은 술후신

경계합병증발생률이 5%로 높아서(다중수술중신경계감시를 

이용한 척추수술의 집단메타분석에 근거), 1% 미만이라고 

알려진 정규척추수술신경계합병증발생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  론

제한점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척수손상에 대한 환자-보고 생활질 정보가 

주어지면, 모형은 질-보정수명에 대한 비용을 보고하는 비용

효용분석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마르코프 모델화를 이용

하면, 보고된 수명비용은 1년 또는 그 미만의 주기길이 동안

의 관련건강상태에 대한 직간접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조정

될 필요가 있고, 전주기에 설쳐 합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들이 모이면 영국의 NICE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나 미국의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tudies)와 기관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위의 질

병상태와 중재를 가로지르는 알려진 건강상이익에 대한 지

속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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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falls of INM for brain tumor surgery

Byung-Euk Joo, MD, Dae-Won Seo,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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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Despite advances in instrumentation and the use of microsurgical and stereotactic techniques, postoperative motor defi-

cits can still result after brain tumor resection. Neurological complication rates after brain tumor surgery vary from 23 to 

44%. Motor complications are more frequent with surgery to treat tumors located near the primary motor cortex or the mo-

tor pathway. Intraoperative evoked potential monitoring is valuable for minimizing neural injury during many neurosurgical 

procedures.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monitoring has been widely used for brain and spinal surgery. However, so-

matosensory evoked potential monitoring cannot provide direct information regarding the integrity of the motor pathway. 

In addition, time is required for averaging of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data, and injury can occur during this data re-

construction period. Recently, electrical and magnetic motor evoked potential (MEP) monitoring has been demonstrated to 

improve the detection of intraoperative spinal cord injuries during spinal surgery and thoracoabdominal aneurysmectomy. 

In nonsurgical settings, MEP recordings (87-89%) were well correlated with clinical examination results for patients with 

brain tumors, acute trauma, stroke, or other neurological diseases. However, intraoperative MEP monitoring during brain 

surgery has not been well studied, and it is not yet clear whether MEP monitoring is safe and feasible for brain surgery. 

A potential risk of MEP monitoring for brain surgery is stimulation below lesions or subcortical regions, which may pro-

duce muscle responses and false-normal MEPs. Whenever supratentorial surgeries are performed, MEPs should ideally be 

elicited by direct cortical stimulation rather than via transcranial stimulation. The size of the craniotomy typically poses sig-

nificant limitations on stimulation electrode placement. Suboptimally placed (often laterally or posteriorly placed) stim-

ulation electrodes will activate the corticospinal tracts more caudally. Thus the monitored pathways will not include the 

motor cortex and the immediate subcortical area - or in other words, the surgical field. Careful direct cortical stimulation 

will yield much better results. However, direct cortical stimulation may not be straightforward and requires collaboration 

between the surgeon, the anesthetists and the INM team. Responses have to be obtained at several stimulation intensities 

until a threshold is found. This threshold may vary depending on the anesthetic conditions, which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Direct cortical stimulation is typically reserved for the initial intraoperative mapping of the motor cortex, but not 

necessarily for continuous monitoring during the remainder of th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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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경과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역시 매우 빠

르게 발전을 보이는 분야로, 이 글에서는 뇌졸중 전공이 아닌 

의사에게도 실제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의 뇌졸중 관련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 최신지견을 정리하였다.

혈관내 재개통 치료술(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ERT)

동맥내 혈전용해술(intra-arterial thrombolysis)은 정맥내 

조직플라스미노겐활성제(intravenou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IV tPA)가 개발되기 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도되기 시작하였으며, 뇌허혈의 직접적인 원인인 혈관폐쇄

를 재개통시켜 뇌혈류를 회복시키는 이론적 근거와 오랜 역

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2013년의 SYNTHESIS-Expansion, 

MR RESCUE, IMS-III 연구들까지 모두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

자 기존의 동맥내 혈전용해술 방법에 대한 회의와 개선의 필

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4년 발표된 MR CLEAN 연구를 

필두로 2015년 초의 ESCAPE, SWIFT-PRIME, EXTEND-IA, 

REVASCAT에 이르기까지 5개의 연구가 연속적으로 ERT 효

과를 입증하면서 급성 허혈뇌졸중 치료의 paradigm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고 있다.1-5 

이들 최근 5개 연구들은 첫째, Solitaire 같은 스텐트 혈전제

거술을 주로 사용하여 재개통 성공률을 크게 높였고(modified 

TICI grade 2b/3 70-90%), 둘째, 치료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는데(평균 onset-to-puncture time 180-260분) 

이를 위해 환자 선별을 위한 신경영상 방법을 가능한 간소화

시켰다는 공통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6 따라서 최근의 허

혈뇌졸중 진료 지침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발생 6시간 이내의 

초급성 허혈뇌졸중에서 비침습성 혈관영상(CT/MR angiog-

raphy)으로 주요 혈관의 폐쇄가 확인된 경우 스텐트 혈전제

거술을 우선적으로 이용한 ERT를 시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

고, 국내에서도 2016년 뇌졸중 학회, 신경중재치료학회, 뇌

혈관내수술학회 등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료

지침을 집필하여 발표하였다. 이 진료지침에서는 ERT 10항

목, 신경영상 5항목, 뇌졸중 진료체계 5항목에 걸쳐 관련 권

고사항과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7 

급성 허혈뇌졸중 신경영상(acute stroke neuroimaging)

IV tPA 투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아지므로, 현재

도 발생 후 4.5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급성 뇌졸중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최초 영상으로 뇌 CT를 시행하여 출혈뇌졸중

을 감별하고 금기사항이 없으면 바로 IV tPA를 투여하는 것

이 급성 허혈뇌졸중 치료의 첫째 원칙이다. IV tPA 이후 또는 

IV tPA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초급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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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뇌졸중이라면 ERT 적응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주로 MRI를 활용한 혈관조영술 및 확산-관류 

불일치(diffusion-perfusion mismatch) 소견 등을 기준으로 

조직 손상 정도를 예측하였으나, MRI의 경우 시행하기까지

의 병원방문-신경영상 시간(door-to-imaging time)이 응급실

에서 바로 시행 가능한 CT보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걸리고 

또 신경영상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도 MRI가 CT보다 오래 걸

려 결과적으로 ERT를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

로 이어진다. ERT도 IV tPA 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

아지므로
8
 최근의 연구 방법들은 주로 CT를 통해 허혈뇌졸중 

여부 및 CT 혈관조영술으로 주요동맥 폐쇄만 확인 후 바로 

ERT 여부를 결정하는 추세이다. 뇌허혈로 인한 조직 손상 정

도를 예측하기 위해 비조영증강 CT 에서 ASPECT 점수나 CT 

Perfusion image, Multi-Phase CT 혈관조영술을 통한 곁순환

(collateral) 정도 등이 보조적으로 이용된다. 

이렇듯 최근의 급성 허혈뇌졸중 신경영상은 기존의 MR- 

based protocol에서 CT-based protocol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CT ASPECT 점수는 MR 확산강조영상처럼 뚜

렷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자간 불일치가 높고, Multiphase 

CT 혈관조영술은 중대뇌동맥 이외의 주요혈관 폐쇄를 보기

에 MR보다 불리한 등, 영상만 비교한다면 MR이 CT보다 우

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CT에 비해 늦지 않게 시행

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주임상경로(critical pathway)만 확립된

다면 MR-based protocol로 급성 허혈뇌졸중 환자를 평가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뇌졸중 진료체계(stroke organization): 일차 뇌졸중
센터(primary stroke center) 대 포괄적 뇌졸중센터
(comprehensive stroke center)

ERT의 효과 입증은 기존의 뇌졸중 진료체계에도 큰 변화

를 몰고 올 전망이다. IV tPA가 임상적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유일한 치료이었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IV tPA를 투여하기 

위해 일차 뇌졸중 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가능한 많은 일

차 뇌졸중센터를 필요로 하였으나, 혈관내 치료가 급성 허혈

뇌졸중의 주요 치료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

는 포괄적 뇌졸중센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응급실

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IV tPA 투여

를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앰뷸런스에 CT 및 원격진료(tele-

medicine)장비가 장착된 이동 뇌졸중 치료실(mobile stroke 

unit)도 미국에서 점차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급성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일

차 또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 중 어디로 후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

렵다. 두 곳 모두 환자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다면 ERT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포괄적 뇌졸중센터로 보내야 하겠지

만, 일차 뇌졸중센터가 더 가까이 있다면 IV tPA를 빨리 투여

할 수 있도록 일차 뇌졸중센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그리고 일차 뇌졸중센터에서는 적응증에 해당되면 신속

히 IV tPA를 투여하고, ERT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선별하여 

역시 최대한 빨리(가능한 한두 시간 이내) 환자를 포괄적 뇌

졸중 센터로 보낼 수 있도록 주임상경로(clinical pathway)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맥내 혈전용해술(intravenous thrombolysis)

IV tPA는 아직도 초급성 뇌혈관 치료의 최우선순위로서 

ERT 대상 여부 이전에 IV tPA 적응증이 된다면 먼저 투여하

고, 필요 시 추가적으로 ERT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

시아에서는 IV tPA의 용량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국내에서

는 표준 용량인 0.9mg/kg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감소 용량인 0.6mg/kg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고 있다. 유럽에서 진

행된 대표적 tPA 시판 후 조사인 SITS-MOST 연구의 아시아 

판인 SITS-NEW 연구는 591명의 아시아인에서 표준 용량을 

사용하였는데, 유럽에 비해 출혈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

으나(1.9 vs. 1.7 %, p＝0.12)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임상 결

과는 SITS-MOST보다 좋아서(3개월 기능적 독립 62.5 vs. 

54.8%, p＜0.0001; 사망률 10.2 vs. 11.3%, p＝0.51) 아시아

에서 표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9 그러나 이는 

같은 표준 용량을 유럽과 아시아에서 비교한 것이지 표준용

량과 감소용량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교

하는 ENCHANTED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 환자 모집이 종료

되었고 곧 발표될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필두로 항혈소판제는 허혈뇌졸중의 이차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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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항혈전 효과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병용 항혈소판제 요법이(dual antiplatelet therapy: DAPT) 

시도되어 왔으나 뇌혈관의 경우는 심혈관과 달리 효과에 비

해 출혈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MATCH, CHARISMA 연

구에서 보듯 장기간 투여 시에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뇌졸중 

재발은 처음 수주 동안 가장 높으므로 최근에는 발생 초기에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FASTER 등의 

연구에서 그 가능성이 보였고 2013년 중국에서 5,170명의 환

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CHANCE 연구는10 발생초기에서 3

주까지 기간 동안 아스피린과 clopidogrel의 병용요법이 아

스피린 단독요법보다 90일간의 뇌졸중 발생률을 낮추었고

(8.2 vs. 11.7%, p＜0.000) 출혈 부작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허혈뇌졸중 발생 초기 3주 가량 DAPT를 사용하

는 것이 현재 추세이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설계

의 POINT 연구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항응고제

2012년 Dabigatran을 신호탄으로 이후 Rivaroxaban, 

Apixaban에 이어 2015년 Edoxaban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경

구용 항응고제(novel oral anticoagulant: NOAC)들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었다. NOAC이 INR이 잘 조절되는 경우의 와

파린 요법과 비교하여 뇌졸중 예방 효과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출혈 부작용이 줄어들고 약물이나 음식과의 상

호작용이 적으며 정기적 혈액검사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와파린 복용보다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어 

심방세동을 동반한 뇌졸중에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을 대신하여 점차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수술 등 불가피한 

경우 24-48시간만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와파린

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NOAC은 대개 

콩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기능에 따라 용량의 조절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대신, 환자가 약을 잘 복용

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상대적 단점도 있다. 또한 과

량 투여나 출혈 발생시 필요한 해독제도 개발은 되었으나 아

직은 출시 예정이어서 사용에 제한점이 있다. 환자가 복용 

중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 IV tPA를 사용하기에도 아직 자료

가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원인이 불분명한 색전성 뇌졸중에서(embolic 

stroke with undetermined source: ESUS) NOAC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ESUS인 경우 발작성 심방세동(parox-

ysmal atrial fibrillation) 등으로 인한 심방의 혈전, 난원공개

존(patent foramen ovale)에 의한 역설적 색전(paradoxical 

embolism), 대동맥궁의 죽상경화반(aortic arch atheroma)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와파린 같은 항응고

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와

파린의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색전증 원인이 확

인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여 왔다. 그

러나 NOAC을 이러한 ESUS 에 사용하면 안정성과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재 rivaroxaban과 (NAVIGATE-ESUS) apixaban (ATTICUS) 

각각 ESUS를 대상으로 항혈소판제 사용군과 무작위 대조 임

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혈압 조절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의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얼마나 낮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어왔다. 기존의 관찰 연구에 의하면 혈압을 120/ 

80 mmHg 이하로 낮출수록 뇌졸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는데, 이는 실제 임상에서 임상시험을 통하여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2014년 발표된 고혈압 진료지침(JNC 8)

에서는 60세 이상 환자에서는 혈압을 150/90 mmHg까지만 

낮추면 될 것을 권고하여 너무 관대한 목표설정이라는 논란

이 되기도 하였다.11 2015년 발표된 SPRINT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였는데, 혈압이 130/90 mmHg 이상이

고 당뇨, 뇌졸중은 없으나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은 9,361

명을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을 140 mmHg (standard therapy) 

및 120 mmHg (intensive therapy) 이하 두 군으로 나누어 혈

압을 조절한 결과 intensive therapy 군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및 사망률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65 vs. 

2.19%/y, p＜0.001).
12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나, intensive therapy 군에서 hypo-

tension, syncope, acute renal failure, electrolyte imbalance 

같은 serious adverse event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뇌졸중 환자들은 제외하였으므

로 이 결과를 뇌졸중 이차예방에 적용하기 어렵다. 

뇌혈관 협착 등으로 뇌혈류가 떨어진 환자를 진료해야 하

는 신경과 의사에게 혈압 조절의 목표치는 항상 고민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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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그러나 두개내 뇌혈관 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WASID 연구나13 증상성 경동맥 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NASCET/ECST 사후 연구(post-hoc analysis),14 그리고 심지

어는 경동맥 폐쇄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14년의 COSS 연구 

결과에서도15 모두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춘 군에서 좋은 예

후를 보였기 때문에 양측 경동맥 협착을 제외한 뇌졸중 환자

에서 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쪽으로 근거가 기울

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주도하는 두개내 협착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혈압 조절 연구가 종료되어(STABLE-ICAS) 조

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혈당 조절

당뇨 조절이 뇌졸중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

지가 없다. 그러나 혈압의 경우와 달리 혈당을 적극적으로

(＜HbA1c＜7.0%) 조절하였던 연구는 오히려 심혈관계 질

환 발생을 낮추지 못하였으며 저혈당으로 인한 합병증만 증

가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장기간 당뇨 병력이 있거나 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혈당을 너무 엄

격하게 조절하지는 않는 추세이며 이는 대부분의 뇌졸중 환

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다.16 

다양한 종류의 당뇨 치료제들 중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

키는 thiazolidinedione 계통의 rosiglitazone 역시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켜 시판 후 퇴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다

른 PPAR agonist인 pioglitazone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어 계

속 사용되고 있었지만 심혈관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였는

데, 최근 이 약물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초에 발표된 IRIS 연구는 3,876명의 당뇨가 아닌 인슐린 저항

성만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pioglitazone 45 mg/d 무

작위 대조 임상연구를 진행하여 4.8년간 관찰한 결과 뇌졸중

과 심근경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9.0 vs. 11.8%, p＝
0.007).

17
 그러나 체중 증가 및 골절 등의 부작용도 증가하였

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뇌졸중 환자

에게 pioglitazone 처방으로 이어질 지는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경동맥 협착

증상이 있는 70% 이상의 경동맥 협착은 수술/시술 전후 

합병증이 6% 이하인 경우 경동맥 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 삽

입술이 약물치료에 비해 뇌졸중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

에는 현재도 이론이 없다. 무증상 경동맥 협착의 경우도 기

존의 진료지침은 60% 이상의 협착에 대해 수술/시술 전후 합

병증이 3% 미만이면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무증상 경동맥 협착의 경우 치료 방침이 최근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원인으로는 내과적 치료의 발전, 특히 스타

틴의 투여로 인해 내과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뇌졸중 예방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18 실제로 경동맥 협착의 대조군 임상 

연구의 경향을 보면 내과적 치료군의 뇌졸중 발생률이 점차

로 낮아지고 있어 최근에는 연간 1% 정도로 떨어진 상태이

다. 물론 수술이나 시술로 인한 합병증도 기술의 발달로 점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약물 치료로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의 연구 결과나 지침에 근거하여 60% 

이상의 무증상 협착을 수술/시술 하는 것 보다는 환자의 상

태를 감안하여 내과적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추세

이다.19

경동맥 협착 치료에 있어 내막절제술과 스텐트 삽입술간

의 비교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70-99%의 

심한 무증상 경동맥 협착을 대상으로 하였던 ACT-I 연구나,20 

CREST 10년 추적 연구,21 2014년에 발표된 ICSS 연구에서22 

모두 스텐트가 수술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

지만,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지도 못하였다. 2015년까지의 

메타분석 결과도 스텐트가 수술 후 심근경색의 위험은 더 낮

았지만, 뇌졸중 발생 및 사망률은 수술보다 높아서(relative 

risk, 1.45; 95% CI, 1.20 to 1.75) 아직도 스텐트가 수술을 넘

어서지는 못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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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on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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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mmission on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y and the Commission on Epidemiology of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have charged a Task Force to revise definition of status epilepticus. The proposed new definition of status epi-

lepticus is as follows: Status epilepticus is a condition resulting either from the failure of the mechanisms responsible for seizure ter-

mination or from the initiation of mechanisms, which lead to abnormally, prolonged seizures (after time point t1). It is a condition, 

which can have long-term consequences (after time point t2), including neuronal death, neuronal injury, and alteration of neuronal 

networks, depending on the type and duration of seizures. In this review, we discuss the recent clinical research and basic science of 

epilepsy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status epilept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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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박 문 호a,b

고려대학교 의과대학a,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b 신경과

Dementia

Moon Ho Parka,b

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a

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Ansan, Koreab

Investigation in the field of Alzheimer's disease (AD), the commonest cause of dementia, has been very active in recent years and it 

may be difficult for the clinician to keep up with all the innovations and to be aware of the implications they have in clinical practice. 

The authors, thus, reviewed recent literature on the theme in order to provide the clinician with an updated overview, intended to 

support decision-making on aspects of diagnosis and management. This article begins to focus on the epidemiology of AD. 

Afterward, neuropsychology,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and others are appro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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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123 Jeokgeum-ro, Danwon-gu, Ansan 15355, Korea

Tel: +82-31-412-5150   Fax: +82-31-412-5154

E-mail: parkmuno@yahoo.co.kr Figure 1. Title words of top 500 articles in 2015.

서  론

치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는 대표적

인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최근 알

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이에 지난 

2015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최근의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Fig. 1).

본  론

1. 치매 역학

최근 통계청의 사망 자료 발표에 따르면, 전통적 사망 원

인 1위의 암은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노인층에서 더욱 취

약한 알츠하이머병의 사망률은 급증하였다. 특히 알츠하이

머병은 2011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10대 사망원인에 

진입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치매

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1

2. 임상검사 

임상검사를 바탕으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

력하고 있다. 여러 바이오마커를 이용하기도 하며, 신경인지

검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주관적인 기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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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 in cognitive performance during the 2 year intervention. Figure shows estimated mean change in cognitive per-

formance from baseline until 12 and 24 months (higher scores suggest better performance) in the modified intention-to-treat 

population. Error bars are SEs. Mixed-model repeated-measures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between-group differences (group ×

time interaction) in changes from baseline to 24 months based on data from all participants with at least one post-baseline 

measurement. NTB＝neuropsychiatric test battery.

Table 1. Summary of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s with dementia (all forms) as the outcome (hazard ratio or HR values with 

95% confidence interval or CI)

Response
Model 1, n＝2,043 

(Dem＝372)
Model 2, n＝2,012 

(Dem＝366)
Model 3, n＝2,010 

(Dem＝366)

n (%) HR CI HR CI HR CI

1. Compared with 
others

Better 532 (26.0) 1.09 0.86-1.38 1.08 0.85-1.38 1.09 0.86-1.40

Same (ref) 1,327 (65.0) - -

Worse/m worse 184 (9.0) 2.30*** 1.71-3.08 2.23*** 1.65-3.02 1.92*** 1.42-2.61

2. Compared with 5 
years ago

Better/same (ref) 901 (44.1) - -

Worse 1,048 (51.3) 1.49*** 1.20-1.85 1.50*** 1.20-1.87 1.48*** 1.19-1.85

Much worse 94 (4.6) 2.04** 1.32-3.17 2.07** 1.33-3.23 1.66* 1.06-2.60

3. Others think you 
have a poor 
memory

Never (ref) 740 (36.2) - -

Rarely 617 (30.2) 1.19 0.91-1.55 1.21 0.93-1.57 1.38* 1.05-1.80

Occasionally 615 (30.1) 1.50*** 1.16-1.95 1.50*** 1.15-1.96 1.50** 1.15-1.96

Often/usually 71 (3.5) 3.94*** 2.50-6.20 3.97*** 2.49-6.33 4.04*** 2.54-6.45

NOTE. ref＝reference category. Covariates in Model 1: age, sex; Model 2: age, sex, education (years), cardiovascular risk factors, depressive 
symptoms; Model 3: age, sex, education (years), cardiovascular risk factors, depressive symptoms, episodic memory scor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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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subjective memory impairment; SMI)도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미래의 치매 발병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

다(Table 1).2

3. 인지건강개선을 위한 활동

치매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 혈관성 또는 생활습관인

자 등이 알려져 있다. FINGER (Finnish geriatric intervention 

study to prevent cognitive impairment and disability study)

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로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는 

약 1,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운동, 인지훈련, 혈관성 

위험인자의 조절이 인지 기능의 향상 또는 유지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을 보고하였다(Fi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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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염증탈수초다발말초신경병과 다른 병태생리를 
보이는 급성운동축삭신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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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motor axonal neuropathy as a different disease entity of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Kyong Jin Shin

Department of Neurology, Haeundae-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Busan, Korea

Acute motor axonal neuropathy (AMAN) is an immune-mediated polyneuropathy which has different and peculiar immunopathophysio-

logic mechanisms from those of classic Guillaine Barre syndrome (GBS) known as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

neuroradiculopathy (AIDP). Since the first case report of axonal GBS in 1986 and the investigation of Chinese paralytic syndrome 

children in 1991, AMAN has been known as an axonal variant of GBS which is associated with anti-ganglioside antibody and pre-

vious Campylobacter Jejuni infection. Molecular mimicry of human gangliosides by Campylobacter jejuni lipooligosaccharide and an-

tibody-dependent immue response in the nodal area of peripheral nerve followed by complement activation are the main mecha-

nisms of AMAN. AMAN has also different clinical features compared with AIDP. AMAN exhibits generally pure motor neuropathy 

with less frequent involvement of cranial and autonomic nerves. Deep tendon reflexes are generally preserved or even exaggerated 

in AMAN. Clinical progression and time to nadir in AMAN are faster and earlier than those in AIDP. Recovery from AMAN generally 

takes longer time and less complete compared with AIDP. Recently, a major advance in the knowledge of the pathophysiology of 

AMAN has been progressed and an issue in the diagnosis of AMAN has been debated. I would like to present the update of the 

AMAN and the demand of new diagnostic criteria of AMAN. 

Key Words: Acute motor axonal neuropathy, Guillaine Barre syndrome,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Patho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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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프랑스 신경학자 조르주길랑과 알랙산드르 바레가 

보고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길랑-바레 증후군은 급성 마

비를 유발시키는 면역매개 다발말초신경병이다. 상기도 감염

이나 장염 후에 전신마비성 말초신경병을 일으키는 길랑-바

레증후군은 신경전도 검사 및 조직검사에서 염증성탈수초성 

병변을 보이면서 혈장교환술이나 정맥면역글로불린 투여에 

비교적 좋은 치료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면역매개 말초신

경질환이다.
1-4

 1986년 Feasby 등이 축삭형의 길랑-바레 증후

군을 최초로 보고하였고5 1991년 Ho 등은 매해 여름이면 어

린이들에게 급성 운동마비와 호흡마비가 동반되는 중국북부

지방의 토착병으로 알려진 중국인마비증후군(Chinese para-

lytic syndrome)이 급성운동축삭신경병(acute axonal motor 

neuropathy, AMAN)임을 밝혀냈다.6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이 

캠필로박터제주니 장염과 연관성이 밝혀진 이후 캠필로박터

제주니 병원체의 리포올리고사카라이드가 신경계의 강글리

오사이드와 분자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졌다.7-9 현

재까지 축적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은 기

존의 길랑바레증후군과는 다른 면역병태생리와 임상양상, 치

료반응을 보이는 구별되는 질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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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생리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독특한 임상양상과 역학을 이해하

려면 탈수초성 길랑-바레증후군과 다른 독특한 병태생리를 

알아야 한다. 캠필로박터제주니의 리포올리고사카라이드는 

급성운동축삭신경병과 연관이 있는 GM1, GD1a 강글리오사

이드와 분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 밝혀졌다.8-11 분자적 유

사성에 의한 자가면역질환을 증명하려면 특정 감염질환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환자의 항원에 대한 항체

나 T세포가 밝혀져야 하며 환자의 검체물과 관련 감염질환 

물질을 실험동물에 투입했을 때 인체와 비슷한 병리를 재현

해야 하는데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키는 질환이다.7 캠필로박터제주니 감염 후 발생한 급성운

동축삭신경병 환자의 혈청에서 GM1, GD1a에 대한 항체가 

다량 발견되었고 캠필로박터제주니의 리포올리고사카라이드 

말단구조가 GM1, GD1a의 구조와 일치하였다.8-10,12,13 일본

흰토끼에 소의 뇌 강글리오사이드나 GM1을 투여해 급성이

완성마비를 일으키고 병리검사에서 임파구 침착이나 탈수초

변화 없이 축삭변성을 일으키는 급성운동축삭신경병과 유사

한 동물모델을 만들었다. 일본흰토끼 동물모델의 마미총과 

천수전근에서 랑비에결절에 IgG 침착과 축삭주변 공간에 대

식세포 침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급성운동축삭신경병 환자

의 부검소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같은 실험동물에 캠필로박

터제주니의 리포올리고사카라이드를 투여했을때도 급성운

동축삭신경병 동물모델이 만들어졌다.14-16

전형적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미지의 수초단백질에 대해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일으켜 T세포와 대식세포가 분절성 염

증 탈수초병변과 이차적인 축삭변성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급성축상운동신경병은 캠필로박터제주니 감염에 의해 만들

어진 IgG타입의 GM1, GD1a 항체가 랑비에결절에 침착하면

서 보체반응을 일으켜 염증성축삭변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졌다. 급성운동축삭신경병에서 활성화된 항체와 보체는 운

동신경 랑비에결절의 축삭초(axolemma)에 결합해 막공격복

합체를 이루고 이것들에 의해 축삭변성이 일어나며 여기에 T

세포에 의한 염증반응이나 탈수초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전

형적인 길랑-바레 증후군과 다른 병리 소견이다.7,12,15

IgG 면역글로불린이 랑비에결절에 침착되고 보체가 활성

화되면 나크륨통로가 사라지고 랑비에결절주변에서 콘탁틴 

같은 결합단백질이 소실되어 축삭신경교접합의 붕괴와 결절

주변 수초말단루프 박리를 일으킨다.
7,17

 이런 변화는 결절주

변 탈수초와 비슷한 효과를 보여 이 시기에 신경전도검사를 

하면 전도차단과 같은 소견이 보여 탈수초성 길랑-바레증후

군으로 오진할 수도 있다.
7,8,17,18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초기

에 보이는 축삭신경교접합의 붕괴와 결절주변 수초말단루프 

박리는 며칠 후 회복되기도 하고 심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축삭변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7

역  학

길랑-바레 증후군은 전세계적으로 매해 인구 십만 명 당 약 

1.3명이 새롭게 유발되는 드물지 않은 질환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유병률은 대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지만 급성축상운동신경병은 대륙에 따라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급성운동축삭

신경병이 전체 길랑-바레 증후군의 10% 내외를 차지해 비교

적 드물게 발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나 멕시코, 남미에서는 3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7,17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이 대륙

에 따라 다른 유병률을 보이는 것은 캠필로박터제주니 장염

의 빈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고 유병률을 

보이는 지역이 무덥고 습한 기후는 가지는 지역임을 감안하

면 큰 설득력을 가진다. 최근 캠필로박터제주니 병원체의 아

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강글리오사이드 면역반응이 보임이 

밝혀지면서 대륙별 캠필로박터제주니 병원체의 주된 아형분

석이 연구중이다.
17,19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진단에 이용되는 전기생리학적인 진

단기준이 최근 몇몇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급성운동축삭신

경병 초기의 가역적전도실패(reversible conduction failure) 

현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재 급성운동축삭신경병 환자

들이 많은 경우 전형적인 탈수초성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오

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탈리아 연구에 

의하면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30%에서 가역적전도실패 현

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19 시간간격을 두고 연속

적인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한다면 급성축삭운동신경병의 대

륙별 유병률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급성축상운동신경병은 지역별로 다른 임상양상을 보이는

데 중국와 멕시코에서는 여름철에 주로 아이들에게 많이 발

병하였고 일본과 영국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어른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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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병하였다.
20-24

 방글라데시의 보고에서는 급성축상운동

신경병이 시골지역에사는 비교적 젊은 남자들에게 호발하였

다고 한다.25 이 역시 캠필로박터제주니 감염과 연관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임상양상

급성축상운동신경병은 전형적인 탈수초성 길랑-바레 증후

군과 달리 뇌신경과 자율신경 침범이 드물고 감각신경보다

는 운동신경을 주로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의 경

우 저림증을 호소하고 연속적인 신경전도 검사상 감각신경

에 이상소견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된 질환의 타깃은 운동신

경이다.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원인 항원인 GM1, GD1a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GD1a의 컴

퓨터모델 분석연구에서 운동신경에 적합한 GD1a아형이 급

성운동축삭신경병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아직까

지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이 운동신경에 호발되고 뇌신경 및 

자율신경계 침범이 드문 이유는 확실치 않다.7 

일반적으로 길랑-바레증후군은 심부건반사가 감소되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급성운동축삭신경병에서는 심부

건반사가 비교적 잘 나오고 이부 환자에서는 항진되는 소견

을 보인다. 심부건반사가 비교적 잘 나오는 이유는 급성운동

축삭신경병이 순수운동신경에 호발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일부에서 보이는 심부건반사 항진은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일부에서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이 혈관뇌장벽을 넘어 척수의 

억제신경원을 침범하여 심부건반사가 항진되는 가설을 주장

하지만 아직 증거는 부족하다.22,26

진  단

탈수초길랑-바레증후군과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감별진단

은 발병 초기에 시행되는 신경전도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Ho 혹은 Hadden에 의한 진단기준에 의해 탈수

초병변을 진단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급성축삭운

동신경병에서 보이는 가역적전도실패는 급성축삭운동신경병

을 탈수초성길랑-바레증후군으로 오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급성운동축삭신경병에서 보이는 가역적전도실패는 수일에서 

수주내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정

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신경전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신경전도검사는 

향후 급성운동축삭신경병의 진단기준에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17,20,23

치  료

탈수초길랑-바레증후군과 같이 급성운동축삭신경병에서도 

면역글로불린 정주와 혈장교환술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

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세포면역성 병태생리를 보이는 

길랑-바레증후군과 달리 급성운동축삭신경병는 강글리오사

이드 항체와 보체활성화와 같은 다른 병태생리를 보여 향후 

타깃특화면역치료(target-specific immunotherapy)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몇몇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급성운동축

삭신경병의 타깃특화면역치료제의 종류로는 항-CD 52나 항

-IL2수용체 같은 T세포 신호전달 물질, CD 19, 20 단클론항

체, 항-보체 항체등이 있다.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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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동질환의 최신 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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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in movement disorders 

Jee-Young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Seoul, Korea

Updates in movement disorders section deals with introduction of recent discoveries on the basal ganglia loops beyond the classic 

direct and indirect parallel pathways. These include direct corticopallidal projections mostly to the external segment bypassing the 

striatum, and axonal bridging collaterals from the direct pathway neurons to the Globus pallidus externa, and also interactions be-

tween the hyperdirect and indirect pathways. All these projections play a role in the regulatory mechanism and plasticity in human 

motor controls under the dopamine depleted states and the influence of dopaminergic drug treatment. It can provide a new insight 

to the pathophysiology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in Parkinson’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 affecting the basal ganglia. Another 

advance is that the GCH1 mutation, which is known as a most common cause of dopa-responsive dystonia, is shown to predispose 

nigral degeneration in later adulthood in affected individuals by both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This discovery would not only 

challenge the concept of GCH1 mutation as a pure metabolic defect, but emphasize an important protective role of dopamine in the 

substantia nigra in maintaining or rescuing neuronal cells in early life hood. In the later part of this presentation, recent development 

of new formulations of levodopa and clinical trials in the treatment of early to advanced PD patients will b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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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에서 특징적인 임상소견

홍 윤 정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Agrammatic type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Yun Jeong Hong,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Primary progressive aphasia (PPA) is a language disorder that shows changes in the ability to speak, read, write and understand as-

sociated with a disease process that causes fronto-temporal atrophy. PPA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clinical 

features including semantic variant PPA, logopenic variant PPA, and nonfluent agrammatic PPA. Patients with naPPA presents as the 

deterioration in their ability to produce speech. Patients first become hesitant in their speech, begin to talk less, and eventually be-

come mute. The show hesitant and effortful speech, however, the comprehension ability is preserved relatively and most people 

maintain the ability to care for themselves for a few years after onset of the disease. Typical cortical atrophic changes in left inferior 

frontal insula and anterior superior temporal areas are shown in patients with naPPA. To help differentiation between naPPA and 

other types of PPA, the clinical features and recent studies of naPPA will be reviewed in this article. 

Yun Jeong Hong,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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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ingongwon-ro 26, Seo-gu, Busan 49201,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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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발진행실어증(primary progressive aphasia, PPA)은 좌

뇌반구의 전두엽 및 측두엽 위축과 관련된 진행성 언어장애

를 가리키는 증후군으로 1992년 Mesulam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었다.
1
 이어서 Grossman 등이 1996년에 원발진행실어

증의 아형 중 하나인 진행비유창실어증(progressive non-flu-

ent aphasia or non-fluent/agrammatic variant PPA, naPPA)

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진행비유착실어증은 언어유창성이 떨

어지고, 스스로 말하기가 어려우며, 문법 오류가 심해지는 원

발진행실어증의 한 아형으로 알려져 있다. 원발진행실어증은 

임상양상에 따라 세 가지 아형으로 구분하여 진단하는데, 진

행비유착실어증을 비롯하여 의미치매(semantic variant PPA) 

및 로고페닉(logopenic variant) PPA 등이 그 아형에 해당한

다. 그러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발진행실어

증의 아형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형적인 임상양상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임상양상에 따라 구분

되었더라도 실제 병리소견을 예측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많

다. 여기서는 원발진행실어증의 한 아형인 진행비유착실어

증에 대해서 그 임상양상과 진단기준 및 다른 아형과의 감별

점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진행비유착실어증의 유병률은 병리소견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하였을 때 십만 명당 약 0.65-3.9명에 해당하며 발병률

은 십만 명당 약 0.5-0.9명이다.
3
 평균 발병연령은 약 60세 정

도이며, 기대여명은 약 7년 정도이나, 이는 보고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3 특별한 위험인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2. 임상양상(Clinical features)

진행비유착실어증은 언어유창성의 저하가 특징적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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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for the diagnosis of PPA: Based on criteria by Mesulam

Inclusion: criteria 1-3 must be answered positively

1. Most prominent clinical feature is difficulty with language

2. These deficits are the principal cause of impaired daily living activities

3. Aphasia should be the most prominent deficit at symptom onset and for the initial phases of the disease

Exclusion: criteria 1-4 must be answered negatively for a PPA diagnosis

1. Pattern of deficits is better accounted for by other nondegenerative nervous system or medical disorders

2. Cognitive disturbance is better accounted for by a psychiatric diagnosis

3. Prominent initial episodic memory, visual memory, and visuoperceptual impairments

4. Prominent, initial behavioral disturbance

PPA＝primary progressive aphasia.

자가 자발적으로 말하게 하거나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였을 

때 분당 발화 단어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강력히 의심

해볼 수 있다.3 또한, 음성운율(speech prosody)도 사라진다

는 특징을 보인다. 발화 시 문법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하거나 표현을 생략하게 되

고, 같은 이유로 이해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들려주면 이해

하기 어려워한다. 언어유창성 저하의 또 다른 이유는 운동말

장애(motor speech disorder) 때문이기도 한데, 이를 언어실

행증(apraxia of speech, AoS)이라고 부른다. 문법상의 어려

움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데에 필요한 복잡한 근육의 부조화

로 인해 말이 느려지게 된다. 반면에 초기에는 다른 언어기

능은 상대적으로 보존된다. 자발적 발화 외에 따라말하기나 

숫자세기 등은 양호하며 이름대기능력도 상대적으로 보존된

다. 한 개의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정상이나, 동사가 포함

되어 있거나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에 대한 이해력은 저하

된다. 발음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이지만 크게 읽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행비유착실어증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병이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름대기, 읽기, 발음에서도 이

상소견을 보이며, 기타 다른 인지기능에서도 저하를 보이게 

된다.
4
 예를 들면, 작업기억력(working memory), 계획능력

(mental planning), 동시작업(dual-tasking) 등에서도 장애를 

보인다. 따라서 backward digit span, generative naming 

(COWAT 중에서 letter와 관계된 phonemic fluency)에서 이

상소견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사건기억력(episodic mem-

ory)은 보존되며, 시공간기능(visuospatial function) 역시 보

존된다. 따라서 진행비유착실어증 환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인 고립이나 인격의 변화를 겪는 경우는 드물다.
3
 

신경학적 검사 상, 추체외로증상(extrapyramidal disorder)

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피질기저핵변성(corticobasal syn-

drome, CBS)의 특징적인 편측성 강직(rigidity), 근긴장이상

(dystonia), 간대성근경련(myoclonus), 그리고 실행증(apraxia)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상하주시장애(vertical gaze disorder) 

및 축방향 강직(axial rigidity)를 동반할 경우 진행성핵상마비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5

3. 진단기준(Diagnostic criteria)

진행비유창실어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원발진행실어

증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Table 1).
6
 이어서 원발진

행실어증 중에서 진행비유창실어증의 진단에는 2011년에 

Gorno-Tempini 등이 발표한 진단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

는데, 이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7

4. 뇌영상검사(Neuroimaging in naPPA)

구조적 자기공명영상(structural MRI) 검사 상, 좌뇌의 in-

ferior frontal region에 위축이 발견된다. 뇌위축은 frontal 

operculum 및 anterior insula 뿐만 아니라 prefrontal region, 

superior portion of anterior temporal lobe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3 motor speech disorder가 동반된 경우 뇌영상검사 

상에서도 premotor and supplementary motor area까지 위

축이 발견될 수 있다.8 

기능적 뇌영상검사(functional neuroimaging)상, 좌측 

inferior frontal lobe (frontal operculum and anterior insula)

에 뇌기능저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9 또한 최근의 뇌확산

텐서자기공명영상(diffusion-tensor imaging study)들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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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diagnosis of nonfluent/agrammatic variant PPA

I. Clinical diagnosis of nonfluent/agrammatic variant PPA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ore features must be present:

1. Agrammatism in language production

2. Effortful, halting speech with inconsistent speech sound errors and distortions (apraxia of speech)

At least 2 of 3 of the following other features must be present:

1. Impaired comprehension of syntactically complex sentences

2. Spared single-word comprehension

3. Spared object knowledge

II. Imaging-supported nonfluent/agrammatic variant diagnosis

Both of the following criteria must be present:

1. Clinical diagnosis of nonfluent/agrammatic variant PPA

2. Imaging must show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sults:

a. Predominant left posterior fronto-insular atrophy on MRI or

b. Predominant left posterior fronto-insular hypoperfusion or hypometabolism on SPECT or PET

III. Nonfluent/agrammatic variant PPA with definite pathology

Clinical diagnosis (criterion 1 below) and either criterion 2 or 3 must be present:

1. Clinical diagnosis of nonfluent/agrammatic variant PPA

2. Histopathologic evidence of a specific neurodegenerative pathology (e.g. FTLD-tau, FTLD-TDP, AD, other)

3. Presence of a known pathogenic mutation

AD＝Alzheimer's disease; FTLD＝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PPA primary progressive aphasia.

여 해당 병변인 전두엽과 다른 언어/인지 영역 간의 연결성

(connectivity)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이것이 peri- 

Sylvian neural network의 장애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추측

된다.10 

5. 병리소견(Pathology)

진행비유창실어증의 뇌를 보면, 좌측 inferior frontal and 

anterior-superior temporal area에 focal atrophic change를 

보인다. 다양한 병리소견이 이러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데, 

tauopathy (FTLD-tau)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우병리(tauopathy)에는 진행핵상마비(progressive supra-

nuclear palsy, PSP), 피질기저핵변성(corticobasal degener-

ation, CBD), 픽병(dementia with Pick bodies) 등이 포함된

다. 반면, 또다른 연구에서는 FTLD with transactive-response 

DNA-binding protein of ~43 kD (FTLD-TDP) 병리소견이 

발견되는데,11 TDP-43 histopathology의 네 가지 종류 중에

서도 type A가 가장 흔한 것으로 생각된다.
12

 그러나, 진행비

유창실어증의 병리소견은 FTLD-tau pathology가 주로 침착

된 복합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타우병리소견

이 아닌 경우 일부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소견이 발견

되는 경우도 있다.13

6. 감별진단(Differential diagnosis)

진행비유창실어증을 진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언어유창성의 장애가 있는가 하는 점

이다. 환자들은 문법적인 오류를 보이며 간단한 구조의 어휘

력만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잡한 문법의 문장을 이

해하는 데에도 장애가 생긴다. 이러한 소견이 구음 장애 또

는 언어 실행증 등과 동반되어 점점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면 진행비유창실어증을 의심해볼 수 있겠다. 간혹 로고페닉 

원발진행실어증(logopenic variant PPA, lvPPA) 환자에서의 

word-finding difficulty 및 auditory-verbal short-term mem-

ory impairment가 진행비유창실어증 환자에서의 문법적인 

장애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복잡한 문장을 읽

게 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multi-syllabic word나 sentence repetition을 시켜보거나 

digit span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 역시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3 진행성비유창실어증에서는 문법적으로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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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한개의 단어이해력(single-word comprehension)이

나 지식(object knowledgment)은 보존되므로 환자에게 con-

frontational naming등의 과제를 수행시켜보는 것이 초기에 

다른 원발진행실어증과의 감별점이 될 수 있겠다. 

결  론

진행비유창실어증은 진행성의 뇌퇴행성 질환을 시사하며, 

초기에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기저에 있는 타우병리 소

견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여러 연구를 통하

여 임상적인 진단과 함께 병리적인 진단을 돕기 위한 바이오

마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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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penic primary progressive aphasia

김 지 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Ji Eun Kim, MD

Department of Neu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e logopenic type is the most recently described variant of PPA. This disorder typically presents with word finding difficulty without 

agrammatism, impaired repetition and impaired comprehension of complex sentences with relatively preserved comprehension of 

isolated words. Growing evidences suggest that logopenic variant PPA is mo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Alzheimer’s disease 

pathology. Therefore, together with the advent of novel disease-modifying drugs for the treatment of AD, new therapeutic options 

can be considered even in patients with language disorder especially for logopenic variant PPA. In this context, clinicians should keep 

in mind key features of logopenic variant PPA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two types of 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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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bedside aphasia evaluation

권 미 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Miseon Kwon, PhD

Department of Neu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phasia is an acquired neurogenic language disorder, which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neurogenic speech problems or com-

munication disorders such as dysarthria, apraxia of speech, or cognitive communication disorders. Bedside evaluations for the pa-

tients with aphasia have time-, effort-, and cost-saving effects but those tests have some limitations to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t clear protocol established for a specific purpose of evaluations. The use of standard screening tests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However, many experienced clinicians often use informal processes to assess the nature and severity of lin-

guistic or communicative impairments of those patients. The principles of aphasia evaluation in each modality of language need to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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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involving horizontal canal

Ji-Yun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Korea

The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involving the horizontal canal is usually diagnosed by means of the head-roll test. 

The most important diagnostic finding is a horizontal and direction-changing positional nystagmus provoked by the supine head roll 

test. Horizontal nystagmus occurs with the head turned in either direction, and in both positions it beats either toward the ground 

(geotropic nystagmus) or toward the ceiling (apogeotropic nystagmus). BPPV involving the horizontal canal is treated with physical 

maneuver that allow the otoconial debris to exit the lateral canal by centrifugal inertia and/or gravity. BPPV involving the horizontal 

change with geotropic nystagmus is commonly treated with the barbecue rotation. Alternative treatments are Vannucchi’s forced 

prolonged position and Gufoni’s maneuver. BPPV involving the horizontal canal with apogeotropic nystagmus is attributed to oto-

lithic debris that is attached to the cupula (cupulolithiasis) or that is free-floating within the anterior arm of the horizontal semi-

circular canal near the cupula (canalolithiasis). Possible adjunctive strategies for this type of BPPV include head-shaking in the hori-

zontal plane for 15 seconds and modified versions of Semont’s maneuver and Gufoni’s maneuver.

Key Word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Semicircular canal, Nystag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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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bular neuritis and pseudo-vestibular neuritis

Jae-Hwan Choi, MD

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Acute vestibular syndrome (AVS) is characterized by the rapid onset (over seconds to hours) of vertigo/dizziness, nausea/vomiting, 

and gait unsteadiness with head motion intolerance and nystagmus lasting days to weeks. AVS is often due to acute peripheral vesti-

bulopathy (APV) such as vestibular neuritis or labyrinthitis. However, some patients with AVS have dangerous brainstem or cerebellar 

strokes. Clinically,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central AVS from APV because patients with strokes should receive proper medi-

cation and lifetime prophylaxis. Careful eye movement assessment is essential to detect central AVS because initial MRIs can be 

falsely negative in posterior circulation stroke. Recently, distinctive ocular motor findings have been defined in lesions restricted to 

each central vestibular structure, and these can aid in differentiating central AVS from APV and understanding the function of each 

vestibular structure. This session will review an important differentiation between APV and central AVS based on ocular motor 

examinations. 

Key Words: Acute vestibular syndrome, Vestibular neuritis, Pseudo-vestibular neu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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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Ji-Soo Kim,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is characterized by brief recurrent episodes of vertigo triggered by changes in head 

position. BPPV is the most common etiology of recurrent vertigo and is caused by abnormal stimulation of the cupula by free-floating 

otoliths (canalolithiasis) or otoliths that have adhered to the cupula (cupulolithiasis) within any of the three semicircular canals. 

Typical symptoms and signs of BPPV are evoked when the head is positioned so that the plane of the affected semicircular canal is 

spatially vertical and thus aligned with gravity. Paroxysm of vertigo and nystagmus develops after a brief latency during the 

Dix-Hallpike maneuver in posterior-canal BPPV, and during the supine roll test in horizontal-canal BPPV. Positioning the head in the 

opposite direction usually reverses the direction of the nystagmus. The duration, frequency, and symptom intensity of BPPV vary de-

pending on the involved canals and the location of otolithic debris. Spontaneous recovery may be expected even with conservative 

treatments. However, canalith-repositioning maneuvers usually provide an immediate resolution of symptoms by clearing the canal-

iths from the semicircular canal into the vestib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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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nalization therapy in acute ischem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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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cute large artery occlusion으로 인한 중증 허혈뇌졸중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그동안 근거가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증상발생 4.5시간 이내 intravenous recombinant tissue plas-

minogen activator (IV-TPA) 투여였으나, 이 치료만으로는 단

지 13-50% 환자에서만 혈관재개통이 이루어져 많은 환자들

이 중증장애를 가지거나 사망하였다. 동맥내 혈관재개통술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ERT)은 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막힌 혈관을 뚫고 혈류를 재개통시켜 환자의 예후

를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1998년 PRolyse in Acute 

Cerebral Thromboembolism (PROACT) 임상시험을 시작으

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1 PROACT II와 메타분석에서 혈전

용해술치료를 하지 않는 대조군에 비해 ERT가 환자의 예후

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3 그러나 4.5시간 내 

IV-TPA가 표준치료로 자리를 잡았고, ERT는 IV-TPA에 비해 

치료시작 시간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중증 허혈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ERT를 IV-TPA에 추가하거나 또는 단

독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IV-TPA 단독치료를 비교한 임상시

험들이 진행되었으나, ERT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스텐트를 이용한 혈전제거술과 대상환자를 선별하

는 뇌영상검법이 발전하면서 2014년 후반 처음으로 임상시

험에서 ERT 효과가 입증되었고, 이후 4개 임상시험도 연속적

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여 Acute large artery occlusion으로 

인한 중증 허혈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
4-8

2012년 12월 이전의 근거

ERT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첫 임상시험은 1998년에 발

표된 PROACT 2상 임상시험이었다. 혈관조영술로 중대뇌동

맥 M1 또는 M2 폐색이 확인된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6시간 

이내에 폐색동맥 부위에 2시간 동안 6 mg pro-UK (26명) 또

는 위약(14명)을 투여하였으며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

파괴를 허용하지 않았다. 부분적 또는 완전재개통률이 pro-UK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57.7% vs. 14.3%; 2p＝0.017), 신

경학적 악화를 동반한 뇌출혈은 pro-UK군에서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15.4% vs. 7.1%, 2p＝0.64). 이 

연구는 3상 임상시험을 위한 2상 임상시험으로 임상적 결과

변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 설계된 연구는 아니었다.1 

PROACT II는 첫 3상 임상시험으로 6시간 이내 치료가 가

능한 중대뇌동맥폐색 180명 환자를 대상으로 pro-UK 9 mg 

치료군(121명)과 위약군(59명)을 비교하였는데, PROACT 

II도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파괴는 허용하지 않았다. 

Pro-UK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치료 2시간 후 혈관재개통률이 

높았고(66% vs. 18%; p＜0.001), 일차결과변수인 90일 modi-

fied Rankin Score (mRS) 0-2점 분율도 높았으나(40% vs. 

25%, p＝0.04), 이차결과변수인 mRS 0-1점 분율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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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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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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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 식약청이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요구하였고 제

조사는 추가연구를 포기하여 개발이 중단되었다.
2
 

PROACT II 이후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ERT 치료군

과 혈전용해술 비치료군을 비교한 3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

으나 소규모이거나 조기 중단되었다.
9-11

 그 중 일본에서 시행

한 Middle cerebral artery Embolism Local fibrinolytic inter-

vention Trial (MELT)는 6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중대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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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폐색환자를 대상으로 urokinase와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

적 혈전파괴를 시행하는 ERT군과 위약군을 비교하기 위해 

2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에서 2005년 IV-TPA가 승

인되어 114명(intra-arterial urokinase군 57명과 위약군 57명)

을 모집한 상태에서 연구를 조기종료하였다. MELT는 일차결

과변수인 mRS 0-2 outcome에 대한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으

나(49.1% vs. 38.6%; p＝0.345), mRS 0-1 outcome (42.1% 

vs. 22.8%, p＝0.045)과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0-1 비율은 ERT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35.1% 

vs. 14.0%; p＝0.017).
11

199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발표된 ERT와 비혈전용해술치

료를 비교한 5개 임상시험(395명 환자) 메타분석에서 ERT는 

혈관재개통률을 증가시킴으로써(Thrombolysis in Myocardial 

Ischemia [TIMI] grade 2-3: odds ratio [95% CI], 6.42 [3.67- 

11.24]; P＜0.00001), mRS 0-2 비율 (2.05 [1.33 to 3.14]; P＝
0.001)과 mRS 0-1 비율(2.14 [1.31 to 3.51]; P＝0.003)을 증

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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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도 

있었다. ERT는 혈전용해술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증상성 두개내출혈의 위험을 증가시켰지만(2.87 [1.21-6.83]; 

P＝0.02)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0.83 [0.48-1.39]; P

＝0.46).3

기계적 혈전제거술(mechanical thrombectomy) 효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Merci device가 개발되었고, 첫 다

기관 임상연구에서 IV-TPA 치료를 할 수 없고 평균 NIHSS 

score 20점인 acute large artery occlusion 환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내 치료하여 48%에서 혈관재개통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중증 허혈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

을 감안하더라도 3개월 mRS 0-2 비율은 22.6%로 낮았고, 반

면에 사망률은 43.5%로 매우 높았다.
12

 80% 환자에서 개선

된 Merci device를 사용한 추가적인 연구였던 Multi-MERCI 

(Mechanical Embolus Removal in Cerebral Ischemia)는 정

맥 TPA 치료에 금기가 있거나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혈관

이 막혀있는 NIHSS 중앙값이 19점인 164명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발생 8시간 이내에 치료하였다. 개선된 Merci device 결

과만 보면 혈관재개통률이 57.3%, 추가적으로 TPA를 동맥

으로 투여한 경우 69.5%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개월 mRS 

0-2 비율은 36%, 그리고 사망률은 34%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13 

스텐트를 이용하여 혈전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인 stent 

retriever thrombectomy device가 도입되었다. SWIFT 임상

시험은 NIHSS 중앙값 18점인 113명 환자를 대상으로 Solitaire

와 Merci를 비교하였는데 Solitaire를 사용한 경우가 증후성 

뇌출혈을 동반하지 않는 TIMI 2-3 재개통률이 높았고(61% 

vs 24%; OR 4.87 [2.4-11.10], 비열등성 P＜0.0001, 우월성 P

＝0.0001), 3개월 good neurological outcome (mRS 0-2, 

equal to prestroke mRS, or NIHSS improvement ≥10) 달성

비율도 높았으며(58% vs 33%; OR 2.78 [1.25-6.22], 비열등

성 P＝0.0001, 우월성 P＝0.02), 3개월 사망률은 낮았다 (17% 

vs 38%; OR 0.34 [0.14-0.81], 비열등성 P＝0.0001, 우월성 P

＝0.02).
14

TREVO2 임상시험은 SWIFT 연구대상과 비슷한 178명 환

자를 대상으로 다른 종류의 stent retriever인 Trevo device를 

이용하여 Merci device와 비교하였는데, 마찬가지로 Trevo

를 사용한 경우가 TIMI 2-3 재개통률이 높았고(86% vs 24%; 

OR 4.22 [2.01-8.86], 비열등성 및 우월성 P＜0.0001), 3개월 

mRS 0-2 비율도 높았으며(40% vs 22%; OR 2.39 [1.16-4.95], 

P＝0.013), 3개월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다(33% vs 24%; OR 

1.61 [0.83-3.13], P＝0.1845).15

그 외에 연구들로 Penumbra aspiration device를 사용하

여 8시간 이내 환자를 치료한 결과, 81.5%-87% 환자에서 혈

관재개통을 이루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한 연

구는 없었다.
16,17

 BASICS (Basilar Artery International Coo-

peration Study)은 acute basilar artery occlusion 환자 중 항

혈전제 치료군 183명, IV-TPA 치료군 121명, 그리고 동맥내 

치료군 288명에 대한 예후를 비교한 관찰연구였는데, 중증의 

장애를 보인 환자(n＝347)에서는 항혈전제 치료군에 비하여 

IV-TPA 치료군(adjusted RR 0·88, 0·76-1·01)과 동맥내 

치료군(adjusted RR 0·94, 0·86-1·02)이 예후가 불량할

(mRS 4-6) 위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IV-TPA 치

료군과 동맥내 치료군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차이가 없었다 

(adjusted RR 1·06, 0·91-1·22).
18

2012년 12월 이후의 근거

ERT는 혈관재개통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치료를 시작하

는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맥 TPA 치료를 시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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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ERT를 실시하는, 즉 빨리 치료를 시작

하고 혈관재개통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IV-TPA 치료를 위주로 하는 표

준치료와 ERT를 비교한 임상시험인 Interventional Manage-

ment of Stroke (IMS) III, Mechanical Retrieval and Recanali-

zation of Stroke Clots Using Embolectomy (MR RESCUE), 

그리고 SYNTHESIS Expansion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ERT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19-21 

가장 대표적인 임상시험인 IMS III는 2001년과 2006년 사

이에 진행된 IMS I/I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22,23

 

IMS III는 3시간 이내 내원한 moderate-to-severe neurological 

deficit를 보이는(NIHSS 점수 10점 이상 또는 CTA로 M1, ICA, 

또는 BA occlusion 확인) 656명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인 

IV-TPA 단독치료와 IV-TPA와 ERT 병합치료를 비교하였다. 

일차결과변수인 90일 mRS 0-2 outcome이 병합치료군 40.8%, 

IV-TPA군 38.7% (absolute risk reduction, 1.5% [-6.1 to 9.1])

로 차이가 없었다. NIHSS 점수 중증도, 연령, 폐색부위, 그리

고 치료시작 시간 등 사전에 계획한 subgroup analysis에서

도 두 치료는 차이가 없었다. 증상성 뇌출혈(6.2% vs. 5.9%, 

P＝0.83)과 사망률(19.1% vs. 21.6%, P＝0.52)도 차이가 없

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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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와 달리 penumbra 존재 유

무에 상관없이 Merci를 이용한 ERT는 표준치료에 비해 환자

의 예후를 개선시키지 못했고, 증상성 뇌출혈과 사망률도 차

이가 없었다.20 

SYNTHESIS-Expansion은 SYNTHESIS-pilot 연구에서(54명) 

ERT가 IV-TPA에 비해 증상성 뇌출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서 예후를 개선시키는 경향을 보여 계획된 3상 임상시험이

다.21,24 증상발생 4.5시간 이내 362명 환자를 대상으로 ERT

와 IV-TPA를 비교하였는데, ERT군으로 배정된 경우에는 IV- 

TPA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ERT군의 치료시작 시간이 

약 1시간 늦어졌다. 일차결과변수인 90일 mRS 0-1 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었고, 7일 이내 증상성 뇌출혈과 사망

률도 차이가 없었다. SYNTHESIS-pilot 연구결과와 달리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mRS 0-1 비율은 ERT군에서 

IV-TPA군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30.4% vs. 34.8%; OR [95% 

CI], 0.71 [0.44-1.14]; P＝0.16).21

실패한 IMS III, MR RESCUE, 그리고 SYNTHESIS-Expansion

의 공통점은 대부분 환자를 old device를 사용해서 ERT를 시

행했기 때문에 재개통률이 낮았을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

렸다는 것이다. 또한 IMS III와 SYNTHESIS-Expansion에서

는 모든 환자에서 large artery occlusion을 확인하지 않고 무

작위배정을 한 문제점이 있었고, MR RESCUE는 뇌졸중 발생 

5.5시간이 지난 후 무작위배정이 되었으므로 치료시작 시간

이 늦었으며 혈관재개통의 효과가 낮을 diffusion lesion이 

큰 환자도 포함한 단점이 있다. 

이전 임상시험의 실패 요인을 보완하여 2010년에서 2013

년 사이에 5개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anterior circulation

의 acute large artery occlusion에서 ERT의 효과를 증명하여 

2014년과 2015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4-8 이 연구들의 특

징은 1) 대부분의 환자에서 재개통률의 효과가 개선된 stent- 

retriever thrombectomy device를 사용하였고, 2) 모든 환자

에서 무작위배정 전에 large artery occlusion을 확인하였으

며, 3)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infarct core, penumbra, 또는 

collateral circulation을 평가하여 혈관재개통으로 인한 효과

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를 선별했다는 점이다.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Endovascular 

treatment for Acute ischemic stroke in the Netherlands (MR 

CLEAN)은 처음으로 ERT의 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이었다.4 

MR CLEAN은 6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anterior circulation

의 large artery occlusion 환자 중 NIHSS 점수가 2점 이상이

면 연구자가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다

른 임상시험과 달리 구체적으로 infarct core, penumbra, 또

는 collateral circulation 기준을 두지 않은 pragmatic trial 이

었다. 최근 시행된 5개 임상시험 중 가장 많은 환자인 500명

을 등록하였는데, 환자들의 NIHSS 중앙값은 17.5점이었고, 

약 90%의 환자가 IV-TPA 치료를 받았다. 일차결과변수인 

mRS outcome distribution이 ERT군에서 표준치료군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OR 1.67 [1.21-2.30]), 90일 mRS 0-2 비율도 

ERT군에서 높았다 (32.6% vs. 19.1%; 2.16 [1.39, 3.38]). 증

상성 뇌출혈과 90일 사망률은 두 군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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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vascular Treatment for Small Core and Anterior 

Circulation Proximal Occlusion With Emphasis on Minimizing 

CT to Recanalization Times (ESCAPE)는 원래 12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500명 환자를 모집할 계획하였으나, MR CLEAN 

결과가 나온 후 315명 환자를 모집한 후 중간분석을 시행하

여 ERT 효과를 확인한 후 조기종료하였다.5 대상환자들의 

NIHSS 중앙값은 16.5점이었고, 6시간 이내 치료한 환자는 

84.5%, 12시간 이내에 치료한 환자는 15.5%였다. 전체 환자

의 약 75%는 IV-TPA 치료를 받았다. 일차결과변수인 mRS 

outcome distribution이 ERT 치료군에서 표준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adjusted OR 3.1 [2.0-4.7]; P＜0.001), 

90일 mRS 0-2 outcome 비율도 ERT군에서 높았다(53.0% vs. 

29.3%; 1.7 [1.3-2.2]; P＜0.001) 증상성 뇌출혈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90일 사망률이 ERT군에서 유의하게 낮았

다(10.4% vs. 19.0%; 0.5 [0.3-0.8]; P＝0.04). ESCAPE은 ERT

가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일한 연구이다. 

ESCAPE의 특징은 multiphase CT를 이용하여 ERT 효과가 

좋을 small ischemic core와 good collateral circulation을 가

진 환자를 선별하였으며, 병원 도착 후 치료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CT 검사 후 first reper-

fusion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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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software를 이용하

여 small infarct core와 penumbra를 가진 환자를 선별하여 

등록하였다.6 70명 환자가 모집되었고 NIHSS 점수가 ERT군

은 17점 표준치료군은 13점이었으며 100% 환자가 IV-TPA 

치료를 받았다. 표준치료군에 비해 ERT군에서 일차결과변수

인 24시간 reperfusion 비율(100% vs. 37%; 4.7 [2.5-9.0]; P

＜0.001)과 NIHSS score 8점 이상 개선 또는 0-1점이 되는 

비율(80% vs. 37%; 6.0 [2.0-18.0]: P＝0.002)이 유의하게 향

상되었다. ERT는 90일 mRS outcome distribution (2.0 [1.2- 

3.8]; P＝0.006)과 mRS 0-2 비율(71% vs. 40%; 4.2 [1.4-12]; 

P＝0.01)도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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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군에서 낮았으나 환자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EXTEND-IA는다른 연구에 비해 환자들의 예후가 가

장 좋았는데, 이는 ERT의 효과가 아주 좋을 환자를 까다롭게 

선별하였기 때문이고, 70명이라는 적은 환자수를 모집하고

도 ERT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좁

은 기준을 택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진료에서 EXTEND-IA 

기준으로 치료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얻을 가능

성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Solitaire With the Intention for Thrombectomy as Primary 

Endovascular Treatment Trial (SWIFT PRIME)는 6시간 이내 

ERT 치료가 가능한 환자 중 ASPECT 점수나 CT perfusion을 

이용하여 ischemic score가 적은 환자들을 선별하였다. MR 

CLEAN과 ESCAPE결과가 발표되어 196명 환자를 모집한 상

태에서 중간분석하여 ERT 효과를 확인하고 조기종료하였다. 

대상환자의 NIHSS 점수는 17점이었고 ERT군과 표준치료군 

모든 환자가 IV-TPA 치료를 받았다. ERT군에서 일차결과변

수인 mRS outcome distribution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2.63 

[1.57-4.40]; P＜0.001), 90일 mRS 0-2 outcome 비율도 유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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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켰

는데, 병원 도착 후 groin puncture까지 걸린 시간이 90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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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 효과가 뚜렷

하여 206명만 모집하고 조기종료하였다.8 8시간 이내 환자를 

모집하였고, small infarct core 기준은 CT/MRI에서 ASPECT 

score가 7/6 이하, 그리고 IV-TPA 치료를 시작 후 30분 이내 

호전이 없는 경우 무작위배정을 하였다. 대상환자의 NIHSS 

점수는 17점이었고 ERT군의 68%, 표준치료군의 77%가 IV- 

TPA 치료를 받았다. ERT군에서 일차결과변수인 mRS out-

come distribution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1.7 [1.05-2.8]), 

90일 mRS 0-2 outcome 분율도 유의하게 높았다(43.7% vs. 

28.2%; 2.1 [1.1-4.0]). 증상성 뇌출혈(1.9% vs. 1.9%; P＝1.00)

과 90일 사망률(18.4% vs. 15.5%; P＝0.60)은 두 군에서 차

이가 없었다.

Stent-retriever를 주로 이용한 5개 임상시험은 선정기준, 

치료시작 시간, 그리고 reperfusion rate 등에 따라 환자들의 

예후가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ERT의 효과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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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5개 임상시험(ERT군 633명; standard therapy군 645

명)을 메타분석한 결과, ERT 치료로 예후가 개선될 odds ra-

ti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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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고 mRS 0-1 outcome의 경우는 2.49 (1.85-3.36) (P＜0.00001)

이었다. IV-TPA에 ERT를 추가하였을 때 mortality는 유의하

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나(0.78 [0.54-1.12]; P＝0.18), mRS 5-6 

outcome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0.57 [0.41-0.78]; P＝0.0006). 

Number-needed-to-treat (NNT)로 평가한 ERT 효과는 매우 

커서, mRS 0-2 outcome의 NNT＝5, mRS 0-1의 NNT＝7, 

mRS 5-6를 줄이기 위한 NNT＝9, 그리고 mortality를 줄이기 

위한 NNT＝29였다.25 

진료지침 개정

최근 발표된 임상시험들은 혈전제거술이 large artery oc-

clusion으로 인한 acute ischemic stroke 환자의 예후를 개선

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상진료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

을 주고자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대한신

경중재치료의학회 3개 학회에서 추천 받은 34명의 전문가들

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고찰한 후 합의과정을 

통하여 진료지침을 개정하였다.
26

 

개정 전 권고안(2012년 12월 발표)

1. 동맥내 혈전용해술은 6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대뇌동맥

이나 내경동맥 폐색환자 중 정맥내 혈전용해술 치료의 적응

증이 되지 않거나 최근 수술 등으로 금기인 환자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근거 수준 Ia, 권고수준 A) - 근거수준 및 권

고수준 개정

2.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는 기관은 뇌혈관 조영장

비가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면 훈련받은 중재시술 전

문가가 있어야 한다. 각 기관은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

는 의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GPP) - 근거

수준 및 권고수준 개정

3. 뇌바닥동맥 (Basilar artery) 폐색과 같은 뒷순환계 뇌졸

중 환자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기관내 기준에 따라 치료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수준 III, 권고수준 B) - 근거

수준 및 권고수준 개정

4.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가능하면 우선 시행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도할 수 있다. 

(근거수준 III, 권고수준 B) - 추가

5. 물리적 혈전용해술은 8시간 이내에 발생한 주요 동맥 

폐색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다. 기구 선택은 

Stent retriever 계열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다. (근거수준 Ib, 권고수준 A) - 

추가

ERT 대상환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5,000명의 허혈뇌졸중 환자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38

 27,851명 환자자료에 기반한 국

내 다기관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2008-2013년 사이에 전체 

허혈뇌졸중 환자의 4.6%가 ERT 치료를 받았다.39 미국의 경

우 2012년에 허혈뇌졸중 환자의 2%가 ERT 치료를 받았는

데,40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3% 환자가 ERT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1,500-2,250 명 한자가 ERT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내 대규모 연

구결과를 보면 acute large artery occlusion에 의할 가능성이 

높은 NIHSS 점수 10점 이상인 중증 허혈뇌졸중 환자 비율이 

약 20% 정도이므로,
39

 환자들이 일찍 병원에 도착한다면 ERT 

대상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RT는 중증의 뇌졸

중 환자에게 그 어떤 치료보다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

료이며, 효과적인 ERT를 위해서는 대상환자 선별과 치료과

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뿐 아니라 

많은 인력자원과 인력자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혈관계질환 중 가장 복잡한 과정을 요하는 치

료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동반되어야 이러한 이득이 큰 

뇌졸중 치료시스템을 정착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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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권고안(2016년 1월 발표)

Recommendations References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1. In patients with major ischemic stroke due to an acute large artery occlusion in the anterior circulation (internal carotid 
artery, M1, and possibly large M2 branch) within 6 hours, endovascular recanalization therapy (ERT) is recommended to 
improve clinical outcomes (LOE Ia, GOR A).

4-8,25

  2. In patients eligible for intravenou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IV-TPA), administration of IV-TPA is recommended before 
the initiation of ERT (LOE Ia, GOR A). Since IV-TPA should not significantly delay ERT, it is recommended to simultaneously 
proceed ERT during IV-TPA treatment without waiting for clinical response to IV-TPA.

9-13,21

  3. In patients who are contraindicated for IV-TPA, ERT is recommended as a first-line therapy in patients with major ischemic 
stroke due to an acute large artery occlusion in the anterior circulation within 6 hours (LOE IIa, GOR B).

9-13

  4. In patients with major ischemic stroke due to acute large artery occlusion in the poster circulation (basilar artery, P1, and 
vertebral artery) within 6 hours, ERT can be considered (LOE III, GOR B).

27

  5. For patients with acute large artery occlusion in the anterior or posterior circulation presenting after 6 hours, ERT can be 
considered for patients having favorable multimodal imaging profiles regarding expected benefit and safety. Each center is 
encouraged to define own selection criteria (LOE IV, GOR C).

5,8

  6. If indicated, ERT should be initiated as fast as possible (LOE IIa, GOR B). 28,29

  7. Stent-retriever thrombectomy is recommended as a first-line ERT (LOE Ia, GOR A). 4-8,14,15,25

  8. If recanalization is not achieved with stent-retriever thrombectomy, the addition of other ERT modalities can be considered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expected efficacy and safety (LOE IV, GOR C).

4,5,25

  9. Other mechanical thrombectomy or thrombus aspiration devices may be considered as a first-line modality at the discretion 
of responsible interventionists after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spects (LOE IV, GOR C).

4,5,25

10. During ERT, conscious sedation is generally preferred to general anesthesia. However, the decision should be made after 
consideration of patient’s condition and center’s experience (LOE III, GOR B).

30-33

Neuroimaging evaluation

  1. Noncontrast CT or MRI should be conducted to exclude hemorrhagic stroke or other non-stroke etiologies (GPP). 4,14-18,6-13,19

  2. Non-invasive vascular imaging (CT angiography or MR angiography) is recommended to confirm acute large artery 
occlusion for patients with major ischemic stroke (GPP).

9-13

  3. For patients who are not able to perform non-invasive vascular imaging, stroke severity or clot sign on noncontrast CT can 
guide decision for ERT (GPP).

34

  4. For selecting patients, neuroimaging evaluation for extensive early ischemic injury can guide decision for ERT (GPP). 9-13,28,29

  5. Advanced multimodal imaging to assess collaterals, extent of ischemic core, or perfusion-diffusion mismatch can be 
considered to identify patients who are likely to benefit from ERT (GPP). However, the multimodal imaging should not 
significantly delay ERT.

9-13

System organization

  1. For centers capable of providing ERT,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critical pathway and formal protocol is 
recommended to accelerate the delivery of ERT (GPP).

5,7,34-36

  2. For centers which are not adequately staffed for ERT, it is encouraged to have a referral plan to a center capable of ERT for 
patients eligible for ERT. If indicated, initiating IV-TPA before referral is encouraged (GPP).

8,34-37

  3. Each center is encouraged to define own criteria for the multidisciplinary ERT team that is responsible for initial evaluation, 
decision making, and ERT procedure (GPP).

34-36

  4. To ass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RT, each center is encouraged to monitor key time metrics of door-to-neuroimaging 
and door-to-groin puncture (GPP).

34-36

  5. It is encouraged to assess functional outcome, recanalization rate, and complication rate after ERT (G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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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병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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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pressure and diabetes mellitus control for the prevention of 
stroke and cerebr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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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s for ischemic stroke, but most people did not know the importance of its 

significance. Just after the release of JNC8 expert panel documentation, most doctors, especially cardiologists and neurologists not 

following the guideline due to a slightly settled blood pressure. Fortunately, the SPRINT result was promising for the treatment for 

those with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is also important regarding not only glucose level but also combined comorbid condtion.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for the intensive lowering of glucose level for reduce cardiovascular outcome. But EMPA-REG 

OUTCOME showed antidiabetid agent, especially empagliflozine reduced cardiovascular mortality. According to recent important re-

sults about hypertension and diabetes, we must control blood pressure and diabetes for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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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혈압은 국제 빌병 부담과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940만명의 사망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 

나이와 고혈압은 뇌졸중 발생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혈압이 높아질수록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률은 증가한다(Figure). 200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9억7

천만명의 고혈압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인구의 약 1/3이 고혈압을 가질 수도 있다.

당뇨는 고혈당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고지혈증이나 고

혈압 같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더 조절이 

중요하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8.3%가 당뇨

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2백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또한 

뇌졸중 치료에 사용되는 경비의 약 15%가 당뇨와 연관이 있

다.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면 microvascular compli-

cation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macorvascular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결과는 없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당뇨 

조절이 사망률 및 심혈관사건을 줄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서 향후 당뇨 조절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론

1. 고혈압

1) Risk of stroke 

뇌졸중과 원인인자간의 상관관계는 INTERSTROKE 연구

결과에 잘 나와 있으며1 다른 10개의 위험인자와 비교해도 

허혈성 뇌졸중의 population attributable risk는 고혈압이 가

장 높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져서 

60-70대에 가장 높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하여 고혈압의 유병

률은 낮다. 뇌졸중의 중요하고 가장 흔한 위험인자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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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ge and stroke mortality.

구하고 고혈압의 인지율이나 치료율 및 조절률은 아직도 미

흡하다.

최근의 meta analysis의 결과는 고혈압이 아닌 전단계 고

혈압(prehypertension)에서도 뇌졸중의 위험이 높았고 특히 

high range prehypertension (130-139/85-89)이 low range 

hypertension (120-129/80-84)보다도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높았다.2

또한 다른 메타분석에서 혈압을 10 mmHg 감소하였을때 

주요 심혈관계 질환은 20%, 관상동맥 질환은 17%, 뇌졸중 

27%, 심부전 28%, 사망률은 13% 감소한다고 하였다.3

2) Diagnosis of hypertension. Which modality is optimal

우리가 흔히 측정하는 진찰실에서의 혈압과 환자들이 직

접 측정하는 가정혈압은 ambulatory 혈압 측정(ABP)과 비교

해서 민감도 및 특이도가 부족하기에 고혈압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ABP를 고려해봄직 하다. ABP는 특히 진단

이 불확실 하거나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하루 중 

변동이 심하거나 혈압이 불규칙적인 환자나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올라가는 white coat를 보이는 환자에서 유용한 검사

법이다. 가정혈압이 진료실 혈압보다는 end organ damage

를 더 잘 반영하고 뇌졸중과 심혈관 사망률을 더 잘 반영한

다. 그래서 ABP를 검사할수 없는 환자들은 가정혈압을 측정

하는 것이 유용하다.4

3) Which level of blood pressure is optimal for pre-

vention of stroke?

2013년에 JNC 7 가이드라인에
5
 따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당뇨나 신장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140/90mm Hg, 당뇨나 신

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30/80 mmHg로 조절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2014년 JNC 8에는
6
 나이에 따른 혈압조절을 달리

하고 기존의 당뇨나 신장질환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러나 JNC 8 발표 이후 혈압치료 수치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5년에 Lancet에 발표된 Ettehad의 meta-analysis3와 

Systolic Blood Pressure Intervention Trial (SPRINT) 결과는7 

JNC 8의 결과와는 다르게 혈압을 낮게 조절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Ettehad 등은 613,815명의 고혈

압 환자를 분석하여 혈압이 10 mmHg 감소함에 따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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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사건,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이 감소하고 130 mmHg 

이하로 혈압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SPRINT 연

구는 9,361명의 혈압이 130 mmHg 이상 혹은 당뇨가 없는 고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20 mmHg (적극

적 치료군)과 140 mmHg 이하(표준 치료군)로 나누었다. 적

극적 치료군에서 심근경색 및 다른 관상동맥 질환,뇌졸중, 심

부전 혹은 심혈관계 원인으로 기인한 사망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JNC 8에서 권고한 혈압 가이드라인은 

향후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4) Comorbid conditions

만성 콩팥 질환은 성인 인구의 약 10-15%를 차지하며 뇌졸

중의 위험 인지이며 항응고제 사용시출혈의 위험성이 증가

한다. 만성 콩팥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사

망률 및 심혈관계 사망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일반적으

로 콩팥질환의 정도는 혈중 크레아티닌및 사구체 여과율로 

이상정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구체 여과율은 나이, 성별, 

근력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심혈관계의 outcome을 반영하기

는 어렵다. Proteinuria와 albuminuria는 콩팥 손상을 측정하

는 대체 검사방법이며 만성콩팥 코호트 연구(chronic renal 

insufficicency cohort study, CRIC)에서는 뇌졸중의 위험을 

사구체 여과율보다 잘 예측할수 있다고 하였고 Proteinuria와 

albuminuria가 있는 환자에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혹은 angiotension receptor blocker 약물을 사용하

더라도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고 하였다.8

최근에 발표된 43,256명의 당뇨가 있는 만성 콩팔 질환의 

net work 메타 분석에서는 어떤 종류의 혈압약을 사용하더

라도 사망률은 줄이지 못하였지만 만성 말기 신부전은 an-

giotensin-receptor blocker와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복합사용군이나 ARB 단독 사용군에서 의미 있게 낮

게 발생하였고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급성 신장 손상이

나 고 칼륨 증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발생되지는 

않았다.9 이전 Ongoing Telmisartan Alone and in combina-

tion with Ramipril Global Endpoint Trial (ONTARGET) 연

구에서는 ARB, ACE 복합군에서 이득이 없었는데 이는 만성 

콩팥질환 환자들의 숫자가 적었고, 환자수는 적지만 명백한 

diabetic nephropathy를 가진 환자에서는 복합치료가 효과

가 있을 거라는 결과가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혈압을 

10 mm Hg 감소하면 여러 심혈관계 질환은 감소가 되지만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은 혈압을 떨어뜨려도 변화가 없었다.4 

일반적으로 renin-angiotension-aldosteron 억제는 단백뇨 및 

구조적인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성 신장 손

상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상반된 결과는 신부전은 단 하나의 

질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낮아도 생길수 

있는 다른 병리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under-

lying disease, 즉 주요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의 유무와 상관없이 혈압강하의 효과가 있지만 신부전환자

에서는 이런 혈압강하 효과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혈압약의 class와는 상관없이 혈압을 떨어뜨리

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이 메타 분석에서는 뇌졸중 예방에

는 다른 약물보다도 칼슘 길항제가, 신부전 예방에는 Angio-

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

2. 당뇨

1) Risk factors for stroke in diabetic subjects.

Impaired glucose tolerance 환자의 약 80%는 궁극적으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므로 IGT가 있는 환자들은 적

극적인 당뇨 조절 및 life style modification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 즉 고혈압, 이상지질증, 심방

세동, 허혈성 심질환등도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인자들만으로는 당뇨환자에서 뇌졸중의 

발병빈도가 높은 것을 설명 할 수는 없다. 즉 당뇨환자에서 

이러한 위험인자를 교정한 후에도 뇌졸중의 발병 빈도는 약 

2배정도로 여전히 높으므로 당뇨 그 자체가 뇌졸중의 독립적

인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개 모든 뇌졸중 환자

의 대상연령이 중년 혹은 노인인구에서 시행되었으며 주로 2

형 당뇨환자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0는 76%의 환자가 1형 당

뇨여서 대상군에 따라 다르다. WHO Multinational Stu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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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cular Disease in Diabetes (WHO MSVDD) 연구에서는 1

형당뇨환자나 2형당뇨환자에서 뇌졸중의 발병빈도는 유사하

다고 하였다.11 또한 인슐린으로 치료를 받는 당뇨환자중 30

세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는 일반 대상군보다도 뇌졸중으

로 인한 사망률이 남자에서는 약 3.1, 여자에서는 약 4.4배 

높다고 하였고 특히 20-39세 연령군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률이 남자에서는 5배 여자에서는 7배 높은 걸로 보고하여
12

 

젊은 연령군의 당뇨 환자들이 나이든 환자들 보다고 주의를 

요한다.

2) Intensive vs standard care

Action to control Cardiovascular risk in Diabetes Study 

Group (ACCORD) 연구는13 제2형 당뇨환자 10,251명을 대상

으로 적극적 치료군(당화 혈색소 6.0% 이하)과 일반 치료군

(당화혈색소 7.0-7.9%)에서 일차 종결점(nonfatal MI, nonfatal 

stroke, or death from CA cause)을 본 것인데 연구 시작 3.5

년만에 적극적 치료군에서 사망률이 높아서 조기 중단되었다.

Action in Diabetes and Vascular Disease: Preterex and 

Diamicron Modified Release Controlled Evaluation (ADVANCE)

는14 11,140명의 2형 당뇨환자에게 적극적 치료(당화 혈색소 

6.5 이하)와 일반치료를 한 연구이다. 5년의 연구기간동안 평

균 당화 혈색소는 적극적 치료군에서 6.5%, 일반치료군에서 

7.3%였으며 적극적 치료군에서 주요 대혈관 및 소혈관 사건, 

주요 소혈관 사건(주로 nephropathy)은 감소했지만 주요 대

혈관사건, 심혈관계 사망 혹은 어떤 이유의 사망은 줄이지 못

하였다.

Empagliflozin, Cardiovascular outcomes, and mortality in 

type 2 diabetes (EMPA-REG OUTCOME) 연구는15 empagli-

flozin-inhibitor of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을 기존

의 당뇨약물에 추가로 사용한 군과 위약을 사용한 7,0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Empagliflozin을 사용한 군에

서 일차종결점인 심혈관계 원인에 의한 사망, 심부전으로 인

한 입원, 어떤 원인에 의한 사망이 감소하였다.

결  론

고혈압과 당뇨는 뇌졸중의 발병원인 중 중요한 위험인자

이지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환자들

은 많지 않다. 그리고 고혈압을 조절 잘 해서 정상 혈압이 되

더라도 정상 혈압인 환자들과 비교하여 약물 복용하는 개수

에 비례하여 위험은 증가하기에 고혈압의 발병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당뇨는 대혈관 합병증뿐만 

아니라 소혈관 합병증도 유발하며 다른 질환도 동반하기에 

약물 조절뿐만 아니라 life syle modification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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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증의 MRI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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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studies in parkins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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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MRI has been known to have a limited role regarding diagnosis of patients with suspected 

parkinsonism. However, after the advent of ultra-high field MRI, such as 7 Tesla, this situation is changing. In this talk, a compre-

hensive review of recent advances in the field of MR imaging in parkinsonism will be provided. First, anatomical and pathological as-

pects of neurodegeneration in parkinsonism will be summarized. Second, novel data obtained from 7 Tesla MR imaging of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multiple system atrophy, and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will be presented. Third, a clinical application of 3 

Tesla MRI for parkinsonism imaging, such as 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 will be discussed. Finally, a potential utility of MR 

imaging in the premotor stage of parkinsonism will be shown regarding idiopathic rapid-eye-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Through this talk, the main points are as follows:

(1) To understand anatomical and pathological substrates shown on MR images.

(2) To interpret qualitatively the shape of substantia nigra on MR images.

(3)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MRI to find at-risk subjects.

(4) To suggest future MRI studies providing us with more accurate and easier imaging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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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based differential diagnosis of parkins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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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증에서의 두개경유초음파 및 두개경유자기자극

강 석 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신경과학교실 

Transcranial sonography and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in 
parkins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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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sonism is characterized by tremor, bradykinesia, rigidity, and postural instability. Because the etiology of parkinsonism is di-

verse, the differential diagnosis is important. New imaging and electrophysiological techniques are supportive in the diagnosis. Here, 

recent advances of transcranial sonography and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will b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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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킨슨증(parkinsonism)은 떨림(tremor), 운동완만

(bradykinesia), 경축(rigidity), 그리고, 체위불안정(postural 

insta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증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임

상증상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고 발병초기에는 

서로 유사한 경우도 있어서 문진이나 신경학적 검진만으로

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ref. Rizzo G et 

al, 2016). 최근 검사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정확한 진단

을 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경유

초음파(transcranial sonography, TCS)와 두개경유자기자극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에 대해 이야기하

고자 한다.

본  론

1. 두개경유초음파(transcranial sonography, TCS)

TCS는 1995년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에서 흑색질

(substantia nigra)의 고에코발생(hyperechogenicity)이 보고

된 이래로 꾸준히 임상적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증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하지불안증후군, 헌팅턴병, 다발

성경화증 등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파킨슨병의 진단 및 파킨슨증후군의 감별을 

다루고자 한다.

흑색질 고에코발생이 발생하는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대개는 철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예를 들면, 철분농도가 높은 

창백핵(globus pallidus)가 TCS에선 저에코발생을 보인다. 따

라서, 철분 외에도 다른 요소가 고에코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TCS를 통해서 brainstem, basal ganglia, ventricles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측정법은 에코발생(echo-

genicity)을 등급을 정한 것과, 수동으로 면적을 잰 것을 합쳐

서 평가한다. 기계 혹은 검사 프로토콜마다 흑색질 에코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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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 중에는 각 검사실마

다 최소한 100명의 정상인 자료를 확보할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1)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parkinsonian syndrome)

파킨슨병의 진단에 흑색질의 고에코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측 흑색질 고에코발생이보인다면 파킨슨병 가

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약 70% 정도까

지 보고하였다. Van de Loo44 팀의 연구에 의하면 잘 숙련된 

검사자인 경우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79%, 81%라고 하

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흑색질의 고에코발생 정도가 파킨슨

병의 운동기능이나 임상증상악화와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

나,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흑색질 검사 단독으로는 파킨슨병과 파킨슨증

후군의 감별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흑색질에서 고에코발

생을 보이고, 기저핵에서 정상에코발생(normal echogenicity)

을 보인다면 파킨슨병 가능성이 높고(positive predictive val-

ue＝0.91), 흑색질에서 정상에코발생소견, 렌즈핵(lentiform 

nucleus)에서 고에코발생소견을 보인다면 다계통위축증 P 

타입(multiple system atrophy-P, MSA-P) 혹은 진행핵상마비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positive predictive value＝0.96). 이들 중에선 PSP

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3뇌실의 크기가 커지고 중

뇌위축소견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레비소체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는 파킨슨병과 같이 동일한 고에코발생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양측 에코신호강도의 퍼지는 양

상(예를 들면, 좌우 차이 등)이 달라서 감별이 가능하다는 보

고도 있었다.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에서 건강한 성인에서도 흑

색질 고에코발생이 10% 내외에서 발견되고 있고 연령증가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흑

색질 고에코발생이 신경변성에 취약할 위험과 관련이 있다

고 하여 이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2) 본태떨림(essential tremor)

일반적으로 본태떨림의 경우에는 흑색질이 정상에코발생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태떨림 환자에서 고에코발

생 혹은 정상에코발생 정상 상한치를 보이는 환자는 파킨슨

병 발생위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기적인 관찰을 

권장된다. 또한, 활동떨림과 의도떨림을 보이는 환자가 경미

한 안정시떨림이 보이는 경우에 TCS가 정상에코발생소견이

라면 본태떨림 환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후 이러한 추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2. 두개경유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TMS는 1980년대에 소개된 이래로 꾸준한 기술적인 발전

을 해오고 있으며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의 운

동기능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TMS를 이용한 

파킨슨증 감별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MS를 이용한 운동신경계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리뷰논문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국내 논문으로는 Shin과 Sohn이 2011년에 대한임상신

경생리학회지에 발표한 리뷰가 있다. 

TMS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킨슨증의 

감별진단(예를 들면, 파킨슨병과 파킨슨증후군)일 수 있는데 

현재의 TMS 검사기술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감별이 쉽지 않

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로는, triple stimulation technique (TST)

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이 기술은 피질척수로(cortico-

spinal tract) 평가에 매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어 피질척수

로를 침범한다고 알려져 있는 MSA-P나 혈관파킨슨증 진단

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MSA-P연구에서는 정

상 TST를 보이는 다수의 환자가 있어서 명백한 cut-off level

을 정하기 어려웠다. 

진단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데 비해서 치료에 대한 연구

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반복적 두개경유자기자극(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은 자기장펄스를 특

정뇌영역에 전달함으로써 자극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뇌 영

역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뇌영역까

지도 대뇌피질흥분도(cortical excitability)를 변화시키는 기

술이다. rTMS는 자극방법에 따라 대뇌피질흥분도를 증가시

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한다. 여러 연구에서 rTMS는 파킨

슨병환자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최

근에는 보행동결 등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운동증상에 대

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rTMS는 자극부위, 자극 빈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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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자극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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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assessment in peripheral neuropat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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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neuropathies are disorder of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which includes the peripheral motor, sensory, and autonomic 

neurons as well as the glia that surround them. These disorders can be genetic, toxic, immunologic, or metabolic. Some or all pop-

ulations of peripheral nerves can be affected. A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the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neuro-

physiology is essential to evaluate and treat patients with neuropathy effectively. A shotgun approach in which every conceivable 

cause of neuropathy is investigated all at once is expensive, may be misleading, and is therefore not in the patient's best interests. 

Sural nerve biopsies can aid in the evaluation of neuropathies when they are used to answer specific questions about the neuropathy 

but should not be utilized as a component of a nonspecific fishing exp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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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초신경병 환자의 평가에 있어 체계화된 접근은 필수적

이다. 특이 초기 단계의 평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지름길로 도

달하게 하는 데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독성 물질, 후천적 혹

은 유전적 요인 및 다양한 원인들이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한

다. 모든 환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shot-gun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실

제 진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세심한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을 통하여 말초신경병이 존재함을 

밝히고, 적절한 전기생리검사를 이용하여 기능 이상을 구체

화한 다음 적절한 실험실적 검사를 적용하여 확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말초신경계 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를 대하

는 신경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 도전을 받게 

된다. 첫째로 가장 두드러지는 명제는 과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진찰 소견이 말초신경계 침범에 의한 것이 확실한

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다. 대뇌, 척수, 척수전각세포, 신경

근접합부 혹은 근육 질환에 의하여 유사한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 아닌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말초신경병

의 원인이나 형태를 적절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완벽한 감별 

진단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셋째로, 중요한 도전 과제

는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여 질병의 진행을 늦추어서, 환자

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있다. 실제 완벽한 치료 방법

이 없더라도 대증적 치료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

는 것은 의사의 본분이지만 말초신경계 질환의 많은 수가 치

료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말초신경계 질환은 광범위한 평가를 거친 후에도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가 흔하여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25%에 달한

다는 보고도 있으나,1 실제 임상에서 이 수치는 너무 저평가

된 것으로 여겨져 이보다 더 많은 경우가 원인 불명의 말초

신경병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

분명 말초신경병증의 많은 부분을 소섬유신경병(small fiber 

neuropathy)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

도 이들 소섬유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과연 진정한 말

초신경병의 범주에 속하는지 규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음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은 환자들이, 특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손발 말단부가 시리고 차갑

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이런 부류의 환자가 모두 

소섬유신경병증은 아니겠지만, 진정한 하나의 질환으로 확정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굵은 직경의 말초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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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tomic Distribution of Neuropathi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MONONEUROPATHY

Entrapment neuropathies

Trauma

Every cause listed under multiple mononeuropathies (below) may start with single nerve involvement 

MULTIPLE MONONEUROPATHIES

Hereditary liability to pressure palsies

Vasculitic neuropathy

Diabetic mononeuropathies and lumbosacral radiculoplexus neuropathy

Sarcoid

Leprosy

Multifocal motor neuropathy

AIDS

Tangier disease

Focal variant of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may affect one or more nerves of a limb)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이며, 신경학적 진찰에서도 특별한 이

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많은 환자들을 기능적 혹은 정

신과적 질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흔하다. 피부조직검사를 통

하여 진피 내의 무수신경섬유(intraepidermal nerve fibers)

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소섬유신경병증을 진단하기가 수월해 

졌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연구적인 

목적이 더 강하여 임상적으로 진단적 검사 방법으로 보편화 

하기에는 요원한 현실이다.2-5

말초신경병을 대하는 임상가를 간혹 당황하게 만드는 또 다

른 요소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미 확립된 말초신경

병의 일정한 형태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

다는 점이다. 전형적으로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은 어떤 질환이 말초신경계를 광범위하게 침범하여 대칭적

으로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단신경병증

(mononeuropathy) 혹은 다발성 단신경병증(multiple mon-

oneuropathy)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개별 말초신경을 침범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Table 1). 다발성 단신경병증과 

다발 신경병증을 구분하는 것이 감별 진단의 중요한 단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한쪽 팔의 정중신경병증과 반대쪽 다리

의 비골신경을 침범하는 아주 명확한 형태를 보이는 다발성 

단신경병증은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괴사성 혈

관염이나 유육종증에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신경의 

침범이 겹치면서 다발성 단신경병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

발 신경병증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경우 섬세한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이 오류를 피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양측 족하수를 보이는 환자

에서 하지 근육들의 자세한 진찰을 통하여 한쪽 다리에서는 

비골신경 지배 근육의 근력 약화를, 다른 쪽 다리에서는 비골

신경 지배 근육뿐만 아니라 경골신경 지배 근육의 근력 저하

를 찾아낸다면 비대칭성을 규명할 수 있다. 신경학적 진찰로 

어떤 특정한 차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진단검사를 통

하여 비대칭성을 인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좌우를 

동시에 검사하여야 한다.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지지 요소들과 신경세포체, 축삭, 

슈반세포 간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들 구성 요소의 어느 하나의 문제로만 말초신경병의 병인을 

국한시키려 하는 전통적인 접근법도 임상가로 하여금 오류

를 범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축삭형 신경

병증은 주로 원위부 근력약화와 근위축을 나타내며, 탈수초

성 신경병증은 근위부 및 원위부 근육을 동시에 침범하는 것

으로 알려져 왔다. 가장 흔한 유전성 말초신경 질환인 Charcot- 

Marie-Tooth disease (CMT)에서 축삭형이건 탈수초성이건 

양군 모두에서 슬관절 이하로 하지 근육이 가늘어지는 위축

을 보이고,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이 말단부에 현저하며, 말

단부 신경 기능 장애로 유발되는 첨요족(pes cavus)이나 망치 

발가락(hammer toe)을 보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축삭형과 

탈수초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PMP 22 myelin protein 

결핍을 보이는 CMT 환자의 nerve xenograft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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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tomic Distribution of Neuropathi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SYMMETRIC POLYNEUROPATHIES

Inflammatory/Immune-Mediated Neuropathies

Guillain-Barre' syndrome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Vasculitic neuropathy

Sarcoid neuropathy

Neuropathies associated with connective tissue disease

Toxic Neuropathies 

Drugs, metals, alcohol

Inherited Neuropathies

Hereditary motor sensory neuropathies

Giant axonol neuropathy

Hereditary sensory and autonomic neuropathies 

Peroxismal disorders (adrenomyeloneuropathy Refsum disease)

Porphyric neuropathies

Lipoprotein disorders (Tangier disease, abetaliproteinemia)

Lysosomal enzyme deficiency (Fabry disease)

Vitamin Deficiencies

Cobalamin, vitamin E, thiamine

Neuropathies Associated with Cancer

Remote effects of cancer

Direct tumor infiltration 

Paraproteinemia-Related Neuropathies

Diabetic Polyneuropathy

Neuropathies Associated with Organ Systemic Failure

Kidney, Lung, Liver

Critical illness polyneuropathy

Neuropathies Associated with organ transplantation

Neuroapthies Associated with Infection

HIV

Lyme disease

Leprosy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eripheral Nerve Disoders, Medell JR. 2002, 5 

병리학적으로 축삭 세포골격(axonal cytoskeleton)에도 현저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영향으로 축삭형에

서도 원위부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따

라서 축삭형과 탈수초성으로 단순하게 이분하는 것이 임상

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6

실제 임상에서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에 있

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로는 환자가 동시에 앓고 있는 다양

한 의학적 문제들로 인해 말초신경병의 해석이 어려움을 겪

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부전증, 암, 

이전의 항암제 투여 등이 병력을 왜곡 시키고, 전기진단검사 

결과 해석에서도 혼돈을 유발하여 말초신경병 자체의 진단

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진단에 있어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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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 P's

환자의 말초신경병 소견을 특징화하여 임상적으로 말초신

경병 접근을 쉽게 해 주는 Mayo clinic의 Peter J Dyck이 제

안한 “P”로 시작하는 10가지 영어 단어의 조합을 소개하고자 

한다.7

1. Pattern

병력과 진찰을 통하여 말초신경계 병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하나의 신

경침범(단 신경병증), 단 뿌리신경병증(monoradiculopathy), 

한 개의 신경절 침범(monoganglionopathy), 신경총(plexus), 

다발성 단신경병증 혹은 다발 신경병증의 감별하는 것이다.
8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에 부가적으로 다발성 말초신경 및 신

경뿌리병증, 원위부 다발신경병증(distal polyneuropathy), 

체간부 신경뿌리병증(truncal radiculopathies), 근위부 비대

칭성 신경병증(proximal asymmetric neuropathies), 뇌신병

증(cranial neuropathies) 등 다양한 아형이 존재함을 이해하

여야 한다.

또한 질병의 시간적 변화 양상(temporal pattern)이 급성 

발병인지, 아급성인지, 또는 만성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경

과(course)도 단발성(monophasic), 재발성(recurrent), 진행

성(progressive)를 보는 것은 진단적 가치를 지닌다. 

임상 특성 분석 상 삼차신경 분지의 급성 발병의 통증, 이

상 감각, 피부 발진은 안면부 대상포진 진단에 쉽게 도달하게 

해 준다. 다발성 단신경병증은 1) 당뇨병이나 혈관염의 말초

신경 혈관 침범에 의한 경우,9,10 2) 나병이나 유육종증과 같

이 염증성 병인에 의해 말초신경이 다초점성으로 침범되는 경

우, 3) 다초점성 운동신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11 

4) 다초점성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말초신경 및 신경

뿌리병증(multifocal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apthy), 5) 여러 부위에서 말초신경이 동시

에 압박을 받는 경우, 6) 압박 마비 용이성 유전성 말초신경

병증(hereditary neuropathy with liability to pressure palsy), 

7) 신경계 종양 침범으로 대체로 나뉘어진다. 

천천히 진행하는 불분명한 발병을 보이면서, 서서히 수 년

간 진행하는 대칭적인 말초신경병증은 대부분 유전성 말초

신경병증이 원인일 것이다.

2. Population (functional or size class)

주어진 말초신경병증에서 어떤 신경(축삭)이 침범하였는

지 분석하는 것은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운동 

신경원의 선택적 침범은 회백질척수염, 운동뉴런질환, 다양

한 종류의 진행성 근육 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atrophy) 

등을 추정하게 한다. 작은 직경 섬유의 구심성 감각신경 침

범은 다양한 원인의 유전성-자율신경병증, 유전분증, Fabry

병, Tangier disease를 고려한다. 아주 선택적으로 굵은 신경

만 침범한 경우는 spinocerebellar degeneration의 일환일 수 

있다.12,13

3. Part of neuron

신경의 어떠한 부위가 주된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데에 기

여하는지 구분하여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신경원 질환

의 일환인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서는 신경원이 세포체부터 

말단부 가지까지 모두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반면 CMT에서

는 신경 세포체나 근위부 축삭에 반하여 원위부 축삭의 변성

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원발성 감각신경원 질환에 있

어 어떤 질환은 원위부로 향해 있는 축삭만, 어떤 질환에서는 

중추로 향해 있는 축삭만, 또는 어떤 질환에서는 양 방향의 

축삭이 모두 침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14 이러한 입증은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 의의는 크지 않다. 

슈반세포는 선택적으로 화학전 반응(예: 납, 디프테리아 톡

신, lysolecithin) 또는 염증성 탈수초 현상으로 침범된다.

4. Physiology

대부분의 말초신경병에서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검사

와 같은 전기생리학적검사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다.15 신경전달속도의 이상이 유전성 말초신경병증에서는 증

상이나 결손을 나타내기 이전부터 관찰되기도 한다. 국소적 

압박이나 포착을 규명하는 데에도 신경전도검사가 유용하

며, 염증성 탈수초 병변이 심한 위치를 파악하거나 허혈성 병

변에서 어느 부위의 신경이 침범 되었는지 찾아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5. Pathology

어떤 병리적 변화가 주류를 이루는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

이 된다.13,16 신경세포, 축삭 등 세포 성분을 주로 침범하는 병

변인지(parechymatous), 혈관, 결체조직 혹은 신경내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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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neurial fluid)를 주로 침범하는 간질성(interstial) 병변

인지 추정하여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염증성-탈수초성, 괴

사성 혈관염, 감염(나병), 허혈성 손상, 유전분 침착 등을 감

별해 보는 것이다.

6. Prickling

이러한 증상은 유전성인 경우 17%에서 발현되나 후천성 

질환에서는 60% 이상에서 증상을 나타낸다고 한다.17 찌르는

듯한 증상은 환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의도

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하지는 말아야 한다. 증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일시적인 신경 압박의 일환으로 

표현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 만성 후천성 말초신경병증

에서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러한 증상은 소멸되거나 감소

할 수 있다. 간헐적 신경병증을 보이는 유전성 말초신경병인 

급성 간헐성 포피리아 신경병증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적용

되지 않는다.

7. Phenomena

선행하는 혹은 동행하는 부수적인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 귈랑바레증후군에서 선행하는 상기도염 여

부를 파악하거나, Borrelia burgdorferi 감염, HIV 감염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은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당뇨병, 말단비

대증, 요독증, 간 기능 이상, 다양한 독성 물질에의 노출이나 

중금속 노출, 약물(L-tryptophan, cispaltinum, vinka alkaloid), 

물리적 손상(전기 감작, 압박, 견인, 둔상, 방사선 조사 등) 여

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8. Pedigree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에 있어 가족력을 분석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미확진된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유

전성이기 때문이다.
17

 세심한 가족력 청취와 함께 발모양 이

상, 다른 발 이상, 발 감각 이상, 가족 중에 조기부터 지팡이 

사용하는 경우 여부 등 자세하게 평가함이 중요하다.

9. Plasma

다양한 혈청학적 검사를 포함한 검사실 소견이 감별 진단

에 도움이 된다. 유전분증, 임파종, 골수종, 불분명 의미의 단

클론감마혈증의 진단에 있어 단클론감마혈증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Metachromatic leukodystrophy 

같은 질환에서는 arylsulfatase 같은 효소를 측정함이 진단에 

이를 수 있다.

10. Pharmacology

여러 약물학적 치료에 대한 반응도 중요한 진단적 가치를 

지닌다. 스테로이드, 혈장교환술, IVIg 투여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면역 염증성 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맺음말

진료실을 방문하는 말초신경병 추정 환자들을 짧은 시간

에 감별 진단하기란 어렵다. 물론 일부 환자들에서는 바로 

진단에 이를 정도로 명확한 질병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

나, 충분한 진료 시간의 여유가 없어 자세한 병력이나 진찰을 

시행하기 어려운 진료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진단

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우선 환자가 말초신경병이 확실한지 파악하고, 

말초신경병이 있다면 그 형태, 즉 단신경병증, 다발성 단신경

병증, 다발 신경병증으로 구분하고, 위에 기술한 10 P's를 적

용하여 감별을 구상한 다음 검사실 검사를 통하여 확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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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logic and genetic testing in 
peripheral neuropathies

Dae-Seong Kim

Department of Ne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Immune-mediated neuropathies and inherited neuropathies comprise major subgroups of peripheral neuropathies. Steps of diagnosis 

is not different from other neuromuscular diseases, and clinicians should adhere to the basic principles of clinical approach of neuro-

muscular disease such as history taking including developmental and familial history, general and neurological examination, labo-

ratory tests, electrodiagnosis, and occasionally nerve biopsy. Establishing a correct clinical impression is very important to make a 

confirmative diagnosis using immunologic or genetic tests. Immunologic tests are important for the diagnosis of various im-

mune-mediated neuropathies in many aspects. The result may confirm the diagnosis, support the proposed mechanism of the dis-

ease, or provides an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nature of the disease. Although clinicians do not usually perform the tests by them-

selves, they should understand the principles, clinical significance, and shortcomings of the various immunological tests. In this lec-

ture, basic principles, interpretation,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important immunologic tests in establishing a diagnosis of im-

mune-mediated neuropathy will discussed. Inherited neuropathies are the most common genetic disease in the field of neurology. 

However, their diagnosis can be challenging due to marked genotypic and phenotypic variability. For an example, Charcot-Marie- 

Tooth disease (CMT),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of inherited neuropathy, is associated with more than 70 different genes. 

Recent advances in molecular genetics provides effective guidelines of genetic testing in patients with CMT depending on the in-

heritance pattern, clinical severity, and degree of slowing in nerve conduction velocities. Basic principles and shortcomings of each 

genetic tests, suggested algorithms of genetic testing in CMT for clinicians will be discussed in this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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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ility and strategy for optimal epilepsy surgery

Sang K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tiepileptic drug treatment is unsuccessful in one third of epilepsy patients. Over 75% of the cost of epilepsy care has applied to 

these patients. Epilepsy surgery offers the only opportunity to become free of seizures for these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patients. High resolution MRI substantially improved the cost effectiveness and success of surgical treatment. There are rapidly di-

minishing chances of becoming seizure-free after trying three AEDs. Individuals who would be able to withstand neurosurgery and 

who have focal seizures which continue despite taking AEDs are candidates for epilepsy surgery. However, the number of epilepsy 

surgery is not higher today. Furthermore, there is a long interval between the onset of epilepsy and the referral for those who are re-

ferred to epilepsy surgery. The cost-effectiveness of epilepsy surgery is well known. However, the absence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 the superiority of the surgical intervention over to the continued pharmacotherapy hampers the early enrollment for the epi-

lepsy surgery. There are two different categories of epilepsy surgery. They are respective and functional surgeries. Resective surgery is 

removing epileptognic zone that give rise to seizures, and rendering the patient seizure free. Functional surgery is the palliative pro-

cedure to alleviate the burden of seizures. The goals of epilepsy surgery are lifelong stable seizure-free outcome without neurologic, 

cognitive, psychiatric compromise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epilepsy patients. To select the adequate candidates for epilepsy 

suergery, we have to recogni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medically refractory epilepsy, assess the information on outcome to epi-

lepsy surgery and natural history over time, and assess the psychiatric and neuro-cognitiv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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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rgical evaluation: the alpha & omega

손 영 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Young-Min 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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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lepsy surgery has benefited from major advances during the last two decad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neuroimaging and 

long-term video-electroencephalographic (EEG) monitoring. The primary aim of the presurgical evaluation is to identify the epilepto-

genic zone (EZ, ie the minimum amount of brain tissue that should be resected to render the patient seizure-free). At the present 

time, none of the available investigations allows direct delineation of the EZ. Thus, the identification of the EZ results from the in-

tegration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sequence of ictal signs and symptoms that defines the symptomatogenic zone, the brain 

regions that generate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s (so-called irritative zone), the ictal onset zone corresponding to the region of 

EEG seizure onset, and the epileptogenic lesion disclosed by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Eloquent cortex and the functional 

deficit zone also need to be identified to ensure a safe and optimal surgical treatment. Finally, several indicators of postoperative 

outcome need to be gathered to anticipate the chance of successful epilepsy surgery. Three types of investigations should be dis-

tinguished: (i) those considered mandatory for every patient, which include a detailed past history and description of seizures by the 

patient and his or her relatives, interictal scalp EEG data, and an optimal brain MRI unless contraindicated; (ii) long-term video-EEG 

monitoring that allows capture of the patient’s seizure is also considered a mandatory investigation in the majority of epilepsy sur-

gery centers, but it might be skipped in a minority of patients; and (iii) all other investigations that are either used in selected pa-

tients in most epilepsy surgery centers. Invasive EEG recordings and the Wada test illustrate the former situation, whereas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ictal single photon-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and magnetoencephalography (MEG) are 

examples of the latter. However, the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perform a presurgical evaluation must be individualized, and 

take into account the likelihood of meeting the patient's expectations in terms of outcome. These expectations need to be balanced 

with the apparent severity of the epileptic condition, the chance of achieving a successful surgical treatment, and the risk of a post-

operative neurological, cognitive, or psychiatric deterioration. At the present talk, the roles and specific features of the main types of 

presurgical investigations will be reviewed and discussed. 

Evaluation for epilepsy surgery (presurgical evalua-
tion) 

Info

In order to decide if epilepsy surgery can help you to 

control your seizures, we need to do a number of tests. 

These tests help us locate where in the brain seizures may 

be starting. They also tell us if any part of the brain is ab-

normal in other ways. Each person is evaluated in-

dividually before we decide which tests you will need.

Diagnostic EMU Evaluation - We need to determine first 

whether or not your typical spells/events are truly epi-

leptic seizures and if they are the right types of seizures for 

the epilepsy surgery.

Phase I Evaluation - If we think you should be evaluated 

for possible surgery to help control your seizures, we 

bring you into the hospital for another EMU evaluation 

with additional tests. Ultimately, we need to capture 3-5 

seizures to ensure all of your seizures are coming from 

one focus. Also, an ictal SPECT study is done during this 

admission.

SPECT Study - SPECT is a special type of brain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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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 stands for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A small amount of a radioactive isotope is 

given intravenously when the seizure occurs. This isotope 

goes to the part of the brain where the seizure is occurring. 

Inter-ictal SPECT is often obtained for the baseline. This is 

a very safe test. This type of radioactivity only lasts a cou-

ple of hours in the body before it is eliminated. There are 

no special precautions after the injection.

MRI of Brain - High resolution MRI is performed to eval-

uate any structural abnormalities or lesions which may be 

responsible for seizure foci.

Inter-ictal PET Scan - This is also a special brain scan. 

PET stands for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It is similar 

to SPECT scan. It is also very safe and usually can be done 

as an outpatient study. It will show if there is any func-

tional abnormality in the brain where there may be the 

seizure focus.

Neuropsychological Testing - It will be performed by 

our neuropsychologist in the office. These tests show us 

how the different areas of the brain work. The tests in-

clude thinking, problem solving, reading, visual identi-

fication, naming, other language function, memory, and 

movement. These tests help identify areas where the pa-

tients may have problems. Usually the problem areas are 

the areas where your seizures are happening. These tests 

take several hours. Please get a good night’s sleep and 

have a meal before coming.

Psychiatric Evaluation - Epilepsy is hard to live with. 

Having epilepsy can cause many emotional problems for 

you and your family. Depression is more common in pa-

tients with epilepsy. Also, many of anti-epileptic medi-

cations can cause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 Epilepsy surgery can produce many 

changes in your life. Patients who undergo the surgical 

evaluation see our psychiatrist for an evaluation so that we 

can be sure they will get all the emotional support.

WADA Test and Angiogram - The WADA test is named 

after Dr. Juhn Wada. The test is conducted while the pa-

tient is awake. A barbiturate or other anesthetic medi-

cation is introduced into one of the internal carotid arteries 

via angiogram. The drug is injected into one hemisphere 

at a time in order to shut down temporarily any language 

and/or memory function in that hemisphere. The patient is 

engaged in a series of language and memory related tests 

to understand which hemisphere support these functions.

Functional MRI - It is a specialized MRI to understand 

how the different areas of your brain work. It measures 

the hemodynamic response (change in blood flow) related 

to neural activity in the brain with various activities.

MEG- Magnetoencephalogram (MEG) is a record of 

magnetic fields, measured outside the head, produced by 

electrical activity within the brain. The magnetic fields are 

produced by the same underlying electrical changes that 

give rise to the electroencephalogram (EEG). This techni-

que is also used for mapping brain activity.

Surgery Conference - When all the tests are done, our 

team meets. Team members include neurologists, neuro-

surgeons, nurses, neuro-psychologists, psychiatrists, neu-

ro-radiologists, social workers or case managers, and EEG 

technologists. All decisions are made by the team. Together 

we review all the information gathered so far. We then de-

cide what will be the best treatment options for our 

patients. This information is later discussed with the pa-

tients and their family.

Phase II - It is an evaluation of continuous video-EEG 

monitoring with intracranial electrodes instead of scalp 

electrodes. Some patients who are evaluated for epilepsy 

surgery with Phase I scalp video-EEG monitoring need to 

have more intensive video-EEG monitoring. This time we 

do an operation and put special electrodes into or onto the 

brain. Then we record seizures just as we did during the 

previous diagnostic and Phase I evaluation. This helps us 

to pinpoint more precisely the area where your seizures 

are starting within only a few millimeter radiuses. It also 

helps us learn if the seizures are coming from more than 

one area of the brain. During this invasive evaluation, we 

may perform the brain mapping with electrocorticography 

and stimulation which can tell us if the seizure focus has 

any important function such as controlling language, 

movement, o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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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ctive surgery in temporal lobe epilepsy

Seung-Chyul Hong,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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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ral lobe epilepsy (TLE)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area of seizure onset from intracranial EEG into mesial TLE (MTLE), lateral 

TLE (LTLE), and combined mesiolateral TLE (MLTLE). Presurgical definition of each identity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LE surgery. 

Clinical features (history and typical limbic type complex partial seizures), typical scalp EEG finding, hippocampal atrophy on MRI, hy-

pometabolism on PET and concordant Wada test result favoring for MTLE are gold standard for best candidate of surgical treatment 

(amygdalohippocampectomy procedures) without invasive procedures. If any one of above items is discordant, however, intracranial 

procedur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 confounding situation is that MLTLE is now defined if there is independent mesial 

and lateral seizure onset zones by intracranial recording procedures, or if the EEG data do not allow precise differentiation between 

mesial and lateral onset. Identification of MLTLE from whole TLE cases became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urgical treatment. 

Clear definition of MLTLE from MTLE or LTLE requires intracranial recording procedures. For accurate definition of seizure onset from 

mesial structures, depth electrodes placed into amygdala and hippocampus are necessary as well as subdural electrodes at lateral 

and basal surfaces of temporal lobe. We have been using this combined depth and subdural electrodes protocol for TLE cases for the 

accurate differentiation of each identity. The indications, method of surgical procedures, and outcome are to be presented.

Key Words: Temporal lobe epilepsy, Intracranial electrodes, Temporal lobectom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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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편두통(chronic migraine)

주 민 경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Table 1. Diagnostic criteria for chronic migraine in ICHD-3 beta 

A. Headache (tension-type-like and/or migraine-like) on ≥ 15 days per 
month for >3 months and fulfilling criteria B and C

B. Occurring in a patient who has had at least five attacks fulfilling 
criteria B-D for 1.1 Migraine without aura and/or criteria B and C 
for 1.2 Migraine with aura

C. On ≥8 days per month for >3 months, fulfilling any of the 
following:

1. criteria C and D for 1.1 Migraine without aura

2. criteria B and C for 1.2 Migraine with aura

3. believed by the patient to be migraine at onset and relieved by a 
triptan or ergot derivative

D.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ICHD-3 diagnosis.

서  론

두통이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있는 두통이 있는 상태는 자

주 나타나는 두통과 동반증상으로 인해 환자가 받는 고통이 

심한 상태로, 병의원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두통의 형태이

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두통이 나타나서 혼합두

통(mixed headache) 등으로 불리었으나, 그 병리기전를 잘 

알지 못하고 진단과 치료에 많은 곤란이 있었다. 일부 두통

연구자들이 편두통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변형편두통(tran-

formed migraine) 또는 만성편두통(chronic migraine) 진단

을 제안하였으나 2004년 제2판 국제두통질환분류(the second 

edit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CHD-2)에서야 만성편두통 진단기준이 포함되게 되었고 2013

년 발표된 제3판 베타판 국제두통질환분류(the third beta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

orders, ICHD-3 beta)에서 만성편두통진단기준의 개정되어 

포함되게 되었다.1,2 본 논문에서는 만성편두통진단기준의 

배경과 진단기준의 변화, 만성편두통의 병리기전, 만성편두

통의 치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1. 만성편두통 진단기준의 배경과 변화

만성매일두통(chronic daily headache)은 1달에 두통이 15

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역학조사에서 

만성매일두통의 유병률은 성인의 약 1%-4%에서 나타나는 흔

한 질병이다. 대부분의 만성매일두통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원발두통이다. 원발만성매일두통은 Silberstein 등은 크게 변

형편두통(transformed migraine), 만성긴장형두통(chronic 

tension-type headache), 신생매일지속두통(new daily per-

sistent headache) 그리고 지속반두통(hemicranias continua)

로 구분하였다.3 변형편두통은 대부분의 만성매일두통이 현

재 편두통 발작이 때때로 있거나, 과거 편두통 병력이 있거나 

편두통 발작 빈도가 증가하면서 편두통 특징이 감소하는 변

형(transformation)이 나타나는 경우의 진단으로 제안되었다.4 

대부분의 두통의 역학조사에서 변형편두통은 가장 흔한 형

태로 보고되었다.
5,6

 다양한 형태의 원발 만성매일두통의 효

과적인 진단을 위해 특히 미국의 연구자들의 제안에 의해 

2004년 발간된 ICHD-2진단기준에 만성편두통 진단기준이 

포함되게 되었으나 3개월 이상 편두통이 1달에 15일 이상 나

타나는 경우로 정의되어 전체 만성매일두통의 약 5%만이 만

성편두통에 해당하였다.1,7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06년 

ICHD-2의 부록(appendix)에 원발만성매일두통이면서 1달

에 편두통 또는 개연편두통(probable migraine) 또는 편두통

특이약물인 에르고트 또는 트립탄에 반응하는 두통이 8일 이

상인 경우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기준에 의해 전체 만성매

일두통환자의 약 85%가 만성편두통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7,8 

2013년의 ICHD-3 beta에서는 편두통 또는 에르고트 또는 트

립탄에 반응하는 두통이 8일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었다(Table 

1).2 그러나 국제두통질환분류 이외에도 현재까지 한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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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청에서 유일한 만성편두통치료제로 인정받은 보

툴리눔톡신A (botulinum toxin A)의 대규모임상연구인 Phase 

III REsearch Evaluating Migraine Prophylaxis Therapy 

(PREEMPT) 연구에서는 원발만성매일두통 중 전체 두통일의 

절반 이상이 편두통 또는 개연편두통으로 정의하여 ICHD진

단기준과는 차이가 있다.9 최근에는 일부 연구자들이 편두통

과 개연편두통의 횟수와 기간을 제외한 만성편두통진단기준

을 제안하였다.10 요약하면 다양한 형태의 두통이 존재하는 

원발만성매일두통의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 만성편두통진단

기준이 제안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는 상당수의 원발만성매일두통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지

만, 아직 ICHD-3 beta의 만성편두통진단기준은 타당도가 확

인이 된 것은 아니다. 만성편두통의 ICHD-3 beta 진단기준

의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만

성편두통의 진단기준은 ICHD-3 beta이다.

2. 만성편두통의 병리기전

만성편두통의 병리기전은 아직 잘 이해되고 있지 않지만, 

통증의 비정상적인 조절에 의한 과다한 전달, 중추감작

(central sensitization), 피질의 과흥분(hyperexcitability), 신

경인성염증(neurogenic inflammation)등이 제안되었다.
11

통증의 비정상적인 조절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만성

편두통의 병리기전이다. 하강통증조절경로(descending pain 

modulating pathway)에 의한 통증억제가 감소하여 통증을 

과다하게 전달하여 환자가 과다한 통증을 겪게 되는 것이

다.12 통증억제 감소는 삽화편두통(episodic migraine, 삽화

편두통)에서도 관찰되는데, 만성편두통에서는 보다 현저하

게 통증억제가 감소하여 더 심하게 통증을 겪게 된다. 만성

편두통환자는 무해자극통증(allodynia)를 흔히 겪게 되는데, 

무해자극통증은 중추감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편두통환자의 후두엽에 경구개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을 가했을 때 삽화편두통환자나 비편두통에 비

해 훨씬 낮은 자극에 섬광시(phosphene)가 발생하는 것은 

만성편두통에서 피질의 과흥분을 시사한다.13 화학적으로도 

만성편두통환자에서 비두통, 비편두통 그리고 삽화편두통 

대조군에 비해 통증물질인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CGRP)의 증가가 관찰되었다.14

3. 동반이환

편두통은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 섬유근통, 만성피로

증후군과 같은 통증질환, 고혈압, 고지혈 등과 동반이환이 관

찰된다.15 동반이환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는 편두통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다. 만성편두통은 삽화편두통에 비해 이러한 

특히 심리적 동반이환 빈도가 더 높고 동반질환도 더 심각하

다. 특히 심리적인 동반이환인 우울은 삽화편두통이 25.6%

인데 비해 만성편두통에서는 41.2%로 약 2배 정도 더 증가하

게 된다.
16

 불안의 경우에도 불안이 비편두통두통(7.8%)에 

비해 삽화편두통(9.2%)에서 더 흔하고, 만성편두통은 약 

18.6%로 삽화편두통에 비해 약 2배 더 흔하게 관찰된다.17 

따라서 만성편두통의 진단과 치료에는 심리적인 동반이환을 

잘 평가하고 치료해야 할 것이다. 

4. 치료

만성편두통치료는 비약물적인치료, 급성기치료와 예방치

료가 있으며 삽화편두통치료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비약

물적인 만성편두통치료로 중요한 점은 삽화편두통에서 만성

편두통으로 변경과 관련된 위험인자(risk factor)의 조절이 

중요하다. 조절 가능한 변환인자로는 불안, 우울과 같은 심

리적인 요인, 수면무호흡, 불면증과 같은 수면관련 요인, 측

두하악질환(temporomandibular disorder), 비만, 카페인 과

용, 약물 과용, 고빈도 편두통 발작 등이 있다. 조절이 불가능

한 위험인자로는 고령, 낮은 사회경제적인 인자, 유전적인 인

자, 머리외상과 같은 것이 있다.18 이 중 조절 가능한 위험인

자는 편두통예방치료, 약물과용의 중단, 카페인과용 중단. 

수면질환치료, 체중 감량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다(Table 2). 

급성기치료는 두통이 있을 때 두통완화약물인 트립탄과 

NSAIDs를 사용하는 것으로 삽화편두통과 원칙적으로 동일

하나 고빈도의 편두통 발작으로 인해 1주에 2일 이하로 사용

하여 약물과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방치료는 만성편두통에서 효과를 보인 약물이 삽화편두

통과 차이를 보여 약물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까지 2개 

이상의 무작위맹검시험에서 효과를 보인 약물로는 topiramate

와 botulinum toxin A가 있으며, 1개의 무작위맹검시험에서 

효과를 보인 약물은 valproate, gabapentin, tizanidine이 있

다. 개방시험에서 효과를 보인 약물로는 amitriptyline, ate-

nolol, memantine, zonisamide, pregabalin 등이 있다. 그러

나 삽화편두통치료에 효과가 있는 propranolol, 칼슘통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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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sk factors for chronic migraine transformation from 

episodic migraine

Modifiable risk factors

Psychiatric problems

Sleep-related problems: snoring, sleep apnea, sleep deprivation

Temporomandibular disorder

Obesity

Caffeine overuse

Medication overuse

High headache frequency

Prolonged nausea

Non-modifiable risk factors

Elderly

Low socioeconomic status

Genetic background

Life events

단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억제제, Angiotensin 

Receptor차단제는 만성편두통에 대한 치료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19 특히 만성편두통 치료에 효과가 있는 botulinum 

toxin A는 삽화편두통에는 효과가 없어 두 질환의 치료약물 

선정에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통증물질인 CGRP에 대

한 항CGRP단일클론항체치료가 만성편두통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추후 만성편두통치료에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20

결  론

만성편두통은 전체 인구의 1-4%가 앓고 있는 질병으로, 자

주 있는 두통과 동반증상으로 인해 두통환자의 고통이 심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이 현저한 질병이다. 병의원을 

방문하는 두통환자 중에서는 전체 환자의 약 20-30%를 차지

하며, 흔히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동반이환, 전신통증

과 같은 만성통증질환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

하다. 만성편두통의 치료는 대개 삽화편두통에 비해 치료효

과가 덜 하며 난치두통이 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약물 및 비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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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용두통

정 필 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Medication-overuse headache

Pil-Wook Chung,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Medication-overuse headache (MOH) is a chronic headache disorder, occurring from overuse of 1 or more classes of headache abor-

tive medication. MOH is a worldwide health problem with a prevalence of 1%-2%. Most patients with MOH have migraine or ten-

sion-type headache as their primary headache. The pathophysiology of MOH is still unknown. Withdrawal of the overused medi-

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the treatment of choice and showed good clinical response. However, currently, there is no clear con-

sensus regarding the optimal strategy for management of MOH. In most cases, treatment of MOH consists of abrupt withdrawal 

therapy and then initiation of an appropriate preventive drug therapy. Some data suggest that withdrawal symptoms could be treat-

ed with steroids. MOH is both preventable and treatable disease, therefore, it needs to be recognized early to enable appropriate 

treatment to be ini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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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물과용두통(Medication-overuse headache)은 만성두통

과 동반된 진통제, 트립탄, 아편유사제 등의 다양한 두통의 

급성기치료약제의 과용을 특징으로 하는 두통증후군으로 이

차성 만성매일두통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에르고타민 과용 후 

발생되는 두통은 1950년대 경부터 보고되고 있었으며 1980

년대 이후부터는 에르고타민 외에도 일반 진통제의 반복적인 

복용에 의하여 삽화성두통이 만성두통으로 변형된다는 사실

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1 약물과용두통은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도 큰 질환

이다. 진통제 및 트립탄 등의 두통에 대한 급성기 약물 치료

가 증가되면서 최근에는 약물과용두통이 두통 치료에서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

자 중에서도 약물과용두통 환자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문 두통크리닉에 내원하는 두통 환자 중에서는 50% 이상

을 차지하기도 한다. 약물과용두통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과용하고 있는 두통 치료제를 중지하는 것이다. 본 종

설에서는 약물과용두통의 기전, 역학, 진단, 치료에 관한 최

신지견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약물과용두통의 진단 기준(국제두통질환분류의 
발전에 따라서) 

약물과용두통에 대한 개념이 1980년대 이후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은 

계속 변화되면서 정립되고 있다. 기존에는 반동두통(Rebound 

headache), 변형편두통(transformed migraine)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연구자마다 약물과용두통과 같은 의미로 혹은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2 1988년에 국제두통질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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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 ICHD)

가 최초로 발표되면서 두통 질환의 임상 연구에서 많은 발전

이 있었다. ICHD 1판에서는 물질의 사용 또는 노출에 기인

한 두통(Headache induced by chronic substance use or 

exposure)가 두통질환분류에 의하여 질환명으로 제시되었다. 

2004년도에 ICHD 2판이 발표되었으며 약물과용두통이라는 

진단기준이 처음으로 두통진단분류기준에 포함되었다. ICHD 

2판에서의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은 수 차례 개정되었으

며 2013년도에 ICHD 3판 베타판(ICHD-3 beta)이 발표되었

다. ICHD-3 beta의 진단기준에 의하면 약물과용두통은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의 두통이 발생되며 두통에 대한 급성 

혹은 대증치료약물을 규칙적으로 과용(약물의 종류에 따라

서 한 달에 10일 또는 15일 이상)하는 상태가 적어도 3달 이

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이 가능하다. 약물과용두통 환자들

은 만성편두통이나 만성긴장형두통 등의 만성매일두통의 진

단기준에도 동시에 부합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기존에는 

진통제를 중단한 이후 두통이 호전되어야 확실한 약물과용

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었으나 진단 기준 변경으로 진통제 중

단 이전에도 기준에 부합되면 약물과용두통으로의 진단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두 가지 진단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경

우에는 약물과용두통과 기존 원발두통의 두 가지 진단을 동

시에 내려야 한다.3
 과용하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약물과

용두통의 진단에 필요한 약물복용일수가 상이한데 트립탄, 

에르고타민, 아편유사제, 혼합진통제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

일 이상 복용시,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틸살리실산, 기타 비스

테로이드소염제(NSAID) 과용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시 약물과용두통으로 진단한다.

역  학

약물과용두통의 유병률은 진단기준 및 연구 대상군에 따

라서 다양하게 보고된다. 인구 대상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구

에서의 약물과용두통의 유병률이 약 1-2%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4,5 최근에 시행된 인구대상기반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

찰에 의하면 0.5-7.2%로 연구마다 유병률이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6 그러나 두통크리닉이나 삼차기관에 내원한 

두통 환자에서는 약물과용두통이 30-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약물과용두통으로 인한 영향이 단순 유병률에 비

해서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약 

3-4배 정도 더 호발되고 40대에서 가장 호발된다. 또한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호발되는데 이는 의료기관이용의 

저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 양상 및 특징

약물과용두통으로 진행되는 원발두통으로는 편두통이 가

장 많다.
7
 특징적으로 이차두통보다는 편두통이나 긴장형두

통 등의 원발두통에서 약물과용두통으로 진행되는데 이차두

통 중에서는 외상후두통이 약물과용두통과의 연관이 비교적 

깊다. 류마티즘 등의 다른 통증 질환으로 진통제를 지속적으

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과용두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어서 편두통 등의 기존 원발두통이 약물과용

두통의 발생 기전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8
 과용

하는 약제에 따른 약물과용두통의 특징이나 차이점에 대해

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까지 에르고타민이 

약물과용두통의 중요한 원인인 지역도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최근에는 트립탄 계열의 약제가 약물과용두통의 가장 큰 원

인으로 보고되고 있다.9 트립탄 복용 후 약물과용두통의 발

생까지 걸리는 기간(평균1.7년)이 일반진통제(평균4.8년)에 

비해서 짧으며,10 소량의 복용에도 약물과용두통이 유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약물과용두통의 치료시에는 오히려 금단 두

통의 기간이 타 약제에 비해서 짧은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1 단순진통제(simple NSAIDs)는 약물과용두통

의 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타 약제에 비해서 긴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에르고타민에 의한 약물과용두통이 타 약제에 

비해서 두통의 강도가 심하며 트립탄을 단독으로 과용하는 

경우보다는 트립탄과 진통제를 동시에 과용한 경우에 두통

의 강도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트립탄 과용시에는 편

두통 양상의 두통이 발생되고 에르고타민은 긴장형두통 양

상이 특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대부분의 약물과용

두통 환자에서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복용하므로 각각의 약제

와 약물과용두통의 연관성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2

발병기전

어떠한 기전에 의하여 만성적인 약물 복용이 약물과용두

통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약물과용두통은 대부분 기존에 원발두통증후군이 있던 환자

에서 발생되며 편두통과 긴장형두통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13 그러나 두통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관절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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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이유로 장기적인 약물 복용을 한 경우에는 약물과용

두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두통에만 특이적인 통

증경로(Headache-specific pain pathways)와 유발약물간의 

모종의 상호작용이 약물과용두통 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14 약물마다 통증에 대한 작용 기전이 다르

므로 과용하는 약물군에 따라서 다른 기전이 관여할 가능성

도 제시되고 있다. 대뇌피질의 신경흥분성의 변화, 중추성 감

작화의 변화, 세로토닌과 도파민 활성의 변화 등이 약물과용

두통의 발생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립탄

과 아편유사제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CGRP) 농도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감작화

로 두통의 만성화에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15,16 

아편유사제나 barbiturates 등이 약물과용두통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약물과용두통을 약물중독(drug addiction)의 일

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트립탄, 진통제 등의 약제에서 약

물중독이 발생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약물과용두통의 발생

기전에서 약물중독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그러나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약물과용두통 및 만성매

일두통 환자에서 약물중독의 가족력이 증가되어서 약물과용

두통과 약물중독의 공통적인 병태생리를 배제할 수는 없

다.17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약물과용두통과 특

정유전자 이상의 연관성도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

규모 연구 결과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

다. 약물과용두통환자의 영상검사상에서 대뇌피질부피 감소 

등의 구조적 변화, 국소적인 대사저하나 대사항진 등의 기능

적인 변화 소견도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약물과용두통의 치료 및 예방

약물과용두통의 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된 무작위대

조군 연구가 거의 없으며 다양한 원발두통 및 다양한 약제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치료 방침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과용하는 약물의 중단(withdrawal)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약물과용두통 치료의 

목적은 과용하던 약물의 해독화(detoxification)로 인한 만성

두통의 호전, 그리고 두통의 급성기 및 예방치료 약제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20,21

1. 과용약물의 중단전략(Withdrawal procedure) 및 

금단두통(Withdrawal headache)의 치료

약물중단 방법은 다양하다. 갑자기 중단하는 방법과 서서

히 감량하는 방법이 있으며 예방약제를 약물중단과 동시에 

시작하는 방법과 일단 과용약물을 중단한 이후 시작하는 방

법이 있다. 입원(2일-2주) 치료와 외래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며 치료내용도 의료진이 약물과용두통에 대해서 단순히 

경고 및 조언을 하는 방법, 심리요법과 바이오피드백, 그리고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다학제적 접근법, 약물요법만 시행하

는 방법이 있으며 중단치료시 사용되는 약물도 안정제, 정신

이완제(neuroleptics), 진토제, 과용하던 약물을 제외한 다른 

진통제 투여,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된 치료법은 없다. 약물중단시

에는 과용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서서히 감량하는 것

보다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편유

사제, barbiturate, benzodiapezine에 의한 약물과용두통은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서히 중단하는 것

이 권고되고 있다.22 과용약물중단시에는 다양한 금단 증상

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동두통, 오심, 구토, 불안

초조, 빈맥,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

서는 약물중단 개시 이후 약 2-10일 정도의 금단 증상이 나타

나는데 연구에 따르면 금단에 의한 두통이 나타나는 기간이 

트립탄은 평균 4일 정도로 짧고 에르고타민(평균 6.7일)과 

NSAID (평균 9.5일)에서는 좀 더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3 심리치료 등의 비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약물

요법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물요법없이 의사가 약물과용 중단을 

교육한 군과 외래에서 약물중단치료를 시행한 군, 입원하여 

집중적인 약물중단치료를 시행한 군 사이에 치료 효과가 차

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약물과용두통의 위험성

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4 과용약물중단시에 입원 혹은 외래 치료방침의 선택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두 가

지 치료전략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5 그러나 아

편유사제, barbiturate, benzodiazepine에 의한 약물과용두통, 

정신과적 문제나 신체질환이 동반된 경우, 금단증상이 심한 

경우, 그리고 기존에 약물중단전략에 실패했던 경우에는 입

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과용약물을 중단하는 경우 금단 현상에 의한 두통이 심하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스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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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medication overuse headache (MOH) by EFNS headache panel.
21

 The level of recom-

mendation is classified as follows.

1. Patients with MOH should be offered advice and teaching to encourage withdrawal treatment. (B)

2. There is no general evidence whether abrupt or tapering withdrawal treatment should be preferred. For the overuse of analgesics, ergotamine 
derivatives, or triptans, abrupt withdrawal is recommended. For the overuse of opioids, benzodiazepines, or barbiturates, tapering down of the 
medication should be offered. (good practice point)

3. The type of withdrawal treatment (inpatient, outpatient, advice alone) does not influence the success of the treatment and the relapse rate in 
general. (A)

4. In patients with opioid, benzodiazepine, or barbiturate overuse, with severe psychiatric or medical comorbidity or with failure of a previous 
outpatient withdrawal treatment, inpatient withdrawal treatment should be offered. (good practice point)

5. Individualized preventive medication should be started at the first day of withdrawal treatment or even before if applicable. (C) 

6. Topiramate 100 mg (up to 200 mg maximum) per day is probably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MOH. (B)

7. Corticosteroids (at least 60 mg prednisone or prednisolone) and amitriptyline (up to 50 mg) are possibly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withdrawal 
symptoms. (good practice point)

8. Patients after withdrawal therapy should be followed up regularly to prevent relapse of medication overuse. (good practice point)

Level A: established as effective, ineffective, or harmful by at least one convincing class I study or at least two consistent, convincing class II studies.
Level B: probably effective, ineffective, or harmful by at least one convincing class II study or overwhelming class III evidence.
Level C: possibly effective, ineffective, or harmful by at least two convincing class III studies.
Good practice point: lack of evidence but consensus within the task force.

이드 제제가 약물중단시에서 발생되는 금단두통에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진통제가 약물

과용두통의 원인이 되므로 경험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약물중

단시기에 많이 사용되었었다.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에서는 

약물중단기에 prednisolone을 단기투여한 군에서 치료 효과

가 입증되지 않았으나26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대단위의 공개연구에서는 prednisolone투여가 반동두통과 

금단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27 다른 무작위배정연구

에서는 prednisolone을 투여한 군에서 금단기간의 두통은 

감소되지 않았으나 두통구제약 복용 횟수를 감소시키는 효

과가 보고되었다.28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있으나 약물과용두통의 중단치료시 prednisolone

이 금단증상 및 두통의 완화, 구제약 복용 감소를 위하여 고

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benzodiazepines, 

prochlorperazine, metoclopramide, amitriptyline, dexame-

thasone, naproxen 등이 약물과용두통의 금단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근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

태이므로 중단치료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투여

를 고려해볼 수 있다. 

2. 예방요법

약물과용두통에서의 예방요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드문 상태이며 기존 연구는 대부분 만성매일두통, 만성편두

통, 약물과용두통 환자가 다양하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방

약제의 선택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일반적으로는 약

물과용두통을 유발한 원발두통(대게는 만성편두통)에 준하

여 예방치료약제를 선택해야 한다. 약물과용두통 환자가 포

함된 만성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topiramate의 예방효과

에 대한 연구에서는 두통빈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약

물과용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최

근에 약물과용두통 환자가 포함된 만성편두통의 치료에서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A)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약

물과용두통의 치료에서도 보툴리눔 독소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9 예방요법을 약물중단치료와 동시에 투여하

는 것이 우월한지 약물중단치료가 끝난 이후에 고려하는 것

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이 있다. 일부의 환자들은 과용하던 약을 중단

함으로써 두통이 거의 사라지거나 두통이 매우 약해지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경과를 보면서 예방치료가 필요할 

때에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기도 하지만30 일반적으로는 예방

약제 투여를 약물중단 이후로 미룰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

며 환자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약물중단치료없이 예방약제 

투여만으로 약물과용두통이 치료될 수도 있다.21 2011년에 

European federation of neurological societies (EFNS)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약물과용두

통의 치료지침을 제시하였다(Tab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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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 및 재발 

연구마다 환자군 및 치료 방법이 다르며 대부분 삼차기관

을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여서 선택 삐뚤림

(selection bias)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예후를 정확

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약물과용 중단이후 1년이 지나

면 약 20-40% 정도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1 1년 이

후의 장기 예후에 대해서는 연구가 드물지만 1년 이후의 재

발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남용두통의 재발과 관련

된 위험인자 혹은 특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는 재발과 관련된 인자들은 불분명하다.

결  론

약물과용두통은 두통크리닉에서 흔하게 접하는 두통으로 

과용되는 약물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특히 약물과용두통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으로도 

약물과용두통의 예방과 치료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두통을 치료하는 의사의 예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다양한 만성편두통 예방 치료가 확립되면서 향후 약물

과용두통에 대한 연구 및 치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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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daily headache (CDH) is characterized by headaches occurring on more than 15 days per months. According to the interna-

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ICHD) IIIß criteria, common CDH disorders included chronic migraine, chronic tension type 

headache, new daily persistent headache, medication overuse headache and hemicranias continua. Medication overuse may b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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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ronic migraine, there are a few reviews about other CDH. We focus on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other CDHs to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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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매일두통(chronic daily headache)은 한 달에 15일 이

상 발생하는 두통이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5% 정도의 환자가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매일두통은 다양한 진단의 두

통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므로 

그 진단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인 만성매일

두통의 임상양상은 만성편두통(chronic migraine), 만성긴장

형두통(chronic tension-type headache), 신생매일지속두통

(new daily persistent headache), 약물과용두통(medication 

overuse headache), 지속반두통(hemicrania continua) 등으

로 나타날 수 있다. 만성매일두통 환자의 80%는 만성편두통

으로 약물과용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흔하다. 하지만 만성편

두통과 약물과용두통을 제외한 다른 만성매일두통 환자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분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문

에서는 만성편두통과 약물과용두통을 제외한 기타 만성매일

두통의 종류와 그 진단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일차성 만성매일두통의 정의와 분류 

일차성 만성매일두통은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임상에 

적용하기 쉽게 분류하면 크게 지속시간에 따라 하루에 평균 

4시간 이하로 나타나는 만성군발두통, 만성발작성두통, 수면

두통, 단기지속 편측신경통형 두통 발작(short-lasting unilat-

eral neuralgiform headache attacks with conjunctival in-

jection and tearing, SUNCT) 등과 평균 4시간 이상 나타나는 

만성편두통, 만성긴장형두통, 지속성반두통, 신생매일지속두

통 등이 있다. 이중 만성군발두통, 만성발작성반두통, SUNCT, 

지속성반두통 등은 삼차자율두통으로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

반되며, 수면두통, 만성편두통, 만성긴장형두통, 신생매일지

속두통은 자율신경계 증상동반이 드물다. 

만성매일두통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

나 대게 1주일에 5-6일 정도 지속되는 양측성 두통으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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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만성긴장형두통 진단기준 

*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IIß criteria

Table 1. 만성매일두통(chronic daily headache, CDH)의 원인 

가 멍하고 맑지 않다고 호소한다. 강도는 대게 경도나 중증

도 정도로 계단오르기와 같은 일상생활에 의한 악화는 뚜렷

하지 않다. 또한 오심, 구토, 빛공포증, 소리공포증은 나타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종 통증이 중증도에서 심도

까지 악화되거나 박동성 양상으로 발생하면서 오심, 구토, 빛

공포증, 광선공포증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한 가지 두통질환

으로 분류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일차성 만성매일두통은 기존 일차성 두통의 만성화와 변형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환자

의 두통이 처음 생긴 때부터 현재의 두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일차성 두통의 만성화에는 대표적인 

약물과용 이외에 경추이상, 우울증, 잘못된 생활습관(운동부

족, 카페인남용, 수면부족, 불규칙한 식사, 음주 등) 등이 있다

(Table 1).

2. 만성긴장형두통(Chronic tension type headache)

만성긴장형 두통은 대게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에서 이행

된 질환으로 매일 또는 매우 고빈도의 두통이 전형적으로 양

측에 압박감 또는 조이는 통증, 경도에서 중등도의 강도로, 

수시간에서 수일 지속되거나 끊임없이 계속된다. 전체적인 

인구를 조사한다면 만성긴장형두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

정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두통이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

물어 실제 진단율은 낮다. 대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도

한 신체의 물리적인 긴장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이나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두통을 완화

하는 자가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 경험하

게 된다(Table 2).

만성긴장형두통 환자의 통증은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

화되지 않으나, 경도의 구역증상을 갖거나 빛공포증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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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군발두통의 진단기준 

*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IIß criteria

리공포증을 보일 수 있다. 환자들은 행동장애를 보이는 경우

가 많고 급성기약물을 과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약물과용이 

있으면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데, 약물과용두통과 만

성긴장형두통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만성긴장형 

두통과 약물과용두통을 둘 다 진단한다. 이후 약물 과용 중

단 치료 후 다시 진단을 내리는데, 만성긴장형두통의 진단기

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고 다른 삽화성 두통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만성편두통은 낮은 강도의 두통만 거의 매일 계속되는 가

운데 편두통 양상의 두통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만성긴

장형두통에서는 그러한 두통이 없이 비교적 낮은 강도의 두

통만 거의 매일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한 달에 25일간 

두통이 환자에서 8일은 편두통에 부합되고, 17일은 긴장형

두통에 부합된다면 두 진단기준을 모두를 한 환자가 충족하

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만성편두통으로만 진단하기로 

한다. 

만성긴장형두통은 두개주변 압통 항진 여부에 따라 두개

주변 압통과 관련된 만성긴장형 두통과 두개주변 압통과 관

련되지 않은 만성긴장형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만성 삼차자율신경두통(Chronic trigeminal autonomic 

cephalalgias)

1) 만성군발두통(Chronic cluster headache)

대부분 군발두통은 수 주 또는 수 개월간 연이어 발생하는 

군발기를 가지다가, 수 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관해기에 의해 

나눠진다. 그러나 10-15%의 환자는 이러한 관해기가 없는 만

성군발두통을 경험한다. 따라서 만성둔발두통은 군발두통이 

관해기가 없거나 1개월 미만이며,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진단한다(Table 3).

군발두통의 통증은 안와, 안와위, 측두부의 부위에서 강도

가 가장 심하며, 다른 부위로 확대될 수 있다. 가장 심한 발작 

중 그 통증은 매우 격심하여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

으며, 방안을 왔다갔다하는 특징적 성향을 보인다. 대부분 

통증은 각각의 군발기 내에서 같은 쪽에서만 발생한다. 그러

나 만성군발두통의 경우 어느 때라도 발작이 규칙적으로 일

어나며, 알코올, 히스타민, 니트로글리세린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2) 만성돌발반두통(Chronic paroxysmal hemicranias)

돌발반두통은 반드시 편측에만 발생하며 안와, 안와위, 측

두부 또는 이들 부위들의 어떤 조합이든 2-30분간 지속되고, 

하루 몇 번에서 여러 번까지 발생하는 심한 통증 발작을 특

징으로 한다. 통증은 동측에서 발생하는 결막충혈, 눈물, 코

막힘, 콧물, 이마와 얼굴의 땀, 동공수축, 눈꺼풀처짐, 눈꺼풀

부종을 동반하며 인도메타신 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러한 돌

발반두통이 관해기가 없거나 1개월 미만이며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 만성돌발반두통으로 진단한다. 종종 만성돌발반

두통과 삼차신경통의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가

지 진단이 모두 고려하여 만성돌발반두통-틱증후군으로 언

급하기도 하며 이때 두 질환 각각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필

요할 수 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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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통발작의 진단 기준 

*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IIß criteria

Table 4. 돌발반두통의 진단 기준

*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IIß criteria

3) 만성결막충혈과 눈물을 동반한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

통발작(Chronic SUNCT)

반드시 편측에만 발생하고 수 초에서 수 분간 지속되는 중

등도 또는 심도의 머리 통증으로, 하루에 최소한 한번은 발생

하고 동측의 눈물과 결막 충혈을 모두 동반하는 경우 SUNCT

로 진단한다. 대게 통증이 몰려 나타나는 발작기가 최소한 2

번으로, 7일에서 1년까지 지속되며, 1개월 이상 통증이 없는 

기간으로 분리되면 삽화성 SUNCT으로, 관해기가 없거나 1

개월 미만이며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SUNCT로 진단

한다(Table 5). 

삼차신경통과 SUNCT가 같이 발생한 경우 삼차신경통을 

동반한 SUNCT라고 진단하며, carbamazepine에 반응이 없

으면 SUNCT 자체만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MRI를 꼭 확인

하여 후방오목(posterior fossa)병변과 뇌하수체를 침범하는 

병변에 의한 이차 SUNCT 를 배제하여야한다.

4) 만성두개자율신경증상을 동반한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

통발작(Chronic SUNA)

만성SUNA은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통발작 진단 중 결

막충혈과 눈물 중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없는 경우로 진단하

며, 이러한 양상의 통증이 관해기 없거나 1개월 미만이며 1

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고려한다. 

5) 지속반두통(hemicrania continua)

지속반두통은 항상 편측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통증으

로, 동측에서 발생하는 결막충혈, 눈물, 코막힘, 콧물, 이마와 

얼굴의 땀, 동공 수축, 눈꺼풀처짐, 눈꺼풀부종을 동반하며 

인도메타신에 잘 듣는 특징이 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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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지속반두통의 진단기준

*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IIß criteria

Table 7. 수면두통의 진단 기준 

*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IIß criteria

통증이 대게 중등도 이상으로 한쪽에서만 계속되는데 좌우

측을 바꿔가며 나타날 수 있다. 목에 압통점(tender spot)이 

있을 수 있으며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증상의 변동을 보이

는 경우도 있다. 악화되면 빛공포증과 소리공포증이 나타나

고 구역질을 하며 눈물을 흘린다(Table 6). 

성인의 경우 경구 인도메타신은 적어도 하루에 150 mg로 

시작하여 필요하면 하루 225 mg까지 증량하여야 한다. 주사

제 용량은 100-200 mg이며 유지 용량은 효과에 따라 감량 가

능하다.

4. 수면 두통(Hypnic headache)

수면 중에만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잠에서 깨게 하는 두통

으로 4시간 미만 지속되며, 특징적인 동반증상이 없고 다른 

병리에 기인하지 않아야 한다(Table 7). 수면두통은 보통 50

세 이후에 시작되나 젊은 사람에도 생길 수 있다. 통증은 보

통 경도에서 중등도이지만 심도의 두통도 1/5의 환자에서 보

고된다. 통증은 2/3에서 양측성이다. 통증은 보통 15-180분 

지속되지만 더 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증례에서 수면두통의 

시작은 수면단계와 연관이 없으며, 거의 매일 또는 매일 지속

되지만 한 달에 15일 미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아형도 있

다. 비록 수면두통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긴장형두통과 비슷

하지만 최근 연구는 편두통 양상을 띨 수도 있고, 일부는 발

작 중 구역이 동반 됨을 보고하고 있다.

수면두통의 치료는 리튬, 카페인, 멜라토닌과 인도메타신

이 몇몇 증례에서 효과적이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삼차자율신경두통들, 특히 군발두통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또한 수면 중 발생하여 잠을 깨게 하는 두통의 다른 가능한 

원인들을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 특히 수면무호흡, 야간고

혈압, 저혈당, 약물과용 및 두 개내 질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신생매일지속두통(new daily-persistent headache)

신생매일지속두통은 명확히 기억되는 시작 시점부터 매일 

지속되는 두통으로 특징적 양상이 없어 편두통 양상 또는 긴

장형두통 양상 또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질 수 있다(Table 

8). 편두통이나 긴장형두통이 전혀 없었던 사람에게 두통이 

처음으로 생기면서부터 만성매일두통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약물과용을 하기 쉬우며 환자는 발병 일자나 시각을 정

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만성편두통 환자보다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만성긴장형두통과 비슷한 소견을 

보인다. 원인으로는 Epstein-Barr virus감염과의 관련성이 제

기되고 있다. 

신생매일지속두통은 전형적으로 과거 두통의 병력이 없는 



기타 만성 매일 두통

대한신경과학회 2016년도 제35차 춘계학술대회 - 강의록 - 123

Table 8. 신생매일지속두통의 진단기준 

*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IIß criteria

사람에서 발생하며, 시작부터 매일 계속되어 곧 중단없이 지

속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질환을 갖는 환자들은 예외 

없이 시작시점을 기억하여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 만약 그

렇지 못하다면 다른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과거 편두통이나 

긴장형두통의 병력을 가진 경우 이 진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두통의 빈도가 증가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어

야 한다. 비슷하게 약물과용 후에 기존 두통이 악화된 것도 

아니어야 한다.

신생매일지속두통은 두개내압상승에 기인한 두통, 저뇌척

수압에 기인한 두통, 머리의 외상성손상에 기인한 두통과 같

은 다른 이차두통이 적절한 검사로 배제되어야 한다.

신생매일지속두통은 특별한 치료 없이 수 개월 내에 저절

로 호전되는 아형과 적극적인 치료에도 지속되는 치료 불응 

아형을 갖는다. 이 둘을 분리하여 분류하지는 않는다.

6. 이차성 만성매일두통의 감별 

흔한 이차성 만성매일두통의 원인 질환으로는 특발성두개

내압상승, 뇌척수액 감소 또는 뇌척수액 과다, 뇌막염 또는 

뇌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 삼차신경 또는 경추신경 관련 

질환, 부비동염, 수면무호흡증, 외상후두통, 뇌혈관질환에 의

한 두통, 뇌종양에 의한 두통 등이 있다. 이차성 만성매일두

통의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청취, 이학

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신경영상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만성매일두통의 진단은 이차두통의 존재를 먼저 고려하여 

병력 및 진단적 검사를 통해 그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이차두통을 의심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선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 점차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나 국소징후가 동반된 두통, 유두부종, 

목경직, 자세변화에 따라 심해지거나 완화되는 두통의 양상, 

Valsalva 수기에 의해 유발되는 두통, 발열과 같은 두통을 유

발할 수 있는 전신증상이 있는 경우, 50세 이후에 새로 발생

한 두통 등의 소견이 있을 때는 신경영상 검사를 포함한 적

절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결  론

만성매일두통은 다양한 1차 두통질환과 2차 두통질환에 

의해서 유발된다. 따라서 주의 깊게 병력과 신경학적검사를 

통해 이차 두통을 우선 감별해야 한다. 이차두통이 없는 것

을 확인 후 드물게 나타나는 일차두통들, 즉 만성편두통, 만

성긴장형두통, 만성군발두통, 수면두통, 지속반두통, 신생매

일지속두통 등을 감별한 후 이에 해당되면 적절한 치료를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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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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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dysfunction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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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nervous system is important to maintain human homeostasis through complex mechanism. Various changes occurred in 

ANS with advancing age cause many symptoms and signs. Among them, orthostatic hypotension and syncope are common encoun-

ter in the elderly. Differentiation between normal decline of autonomic function with aging and pathologic process involving ANS is 

often difficult. Herein, effects of aging o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function and the clinical consequences will be reviewed.

Key Words: Autonomic dysfunction, Elderly, Orthostatic intolerance, Hyperhid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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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령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혈관계 기능 변화

1. Enhanced sympathetic nervous system activity

2. Decreased baroreceptor sensitivity

3. Increased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

4. Tendency to lowered cardiac output

5. Suppressed plasma renin activity

6. Decreased vascular endothelium production of nitric oxide

7. Increased blood pressure variability

서  론

자율신경계는 여러 반사작용을 통해 신체 내, 외부의 스트

레스로부터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시스템이

다. 나이가 듦에 따라 자율신경계도 노화 과정을 밟게 되어 

여러 증상들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고령에서는 심혈관계와 

체온조절과 관련된 기능이 취약하여, 기립저혈압, 실신, 발한

기능을 쉽게 볼 수 있다.1 노화 과정 외에도 노인들은 당뇨병

에 의한 자율신경병증,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

한 자율신경장애가 쉽게 발병할 수 있고, 동맥경화증, 심부전

과 같은 장기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외

에도 고혈압이나 전립선비대증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이들 증상이 노화 과정에 의한 자율

신경기능의 저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에 의한 것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노화과정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에 대

해 간단히 살펴보고, 비교적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립

저혈압과 실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화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 변화

1. 심혈관계 자율신경기능 변화

노령기의 자율신경기능 변화는 교감신경활성도 증가와 부

교감신경 활성도 감소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혈역동학적 변화가 나타난다(표 1).
2
 압반사민감도(baroreflex 

sensitivity)는 점차 둔화되는데, 교감신경의 신경흥분이 증가

하면서 혈중 카테콜라민 농도도 증가하고,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확장도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3
 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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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카테콜라민 농도가 상승되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

체의 반응도 저하된다.4 이런 일련의 변화로 인해 기립시 적

절한 압반사가 작용하지 못하거나 보상성 빈맥이 일어나지 

못해 기립못견딤증이나 기림저혈압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노화에 따라 일중 혈압의 기복이 점차 커지는데, 수

축기혈압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역시 압반사가 둔화

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정상적으로 수면 중 나타

나는 혈압감소(nocturnal dipping)도 소실된다.

2. 땀분비 및 체온조절기능 변화

노인에서는 외부 기온 변화에 따른 체온조절능력이 저하

되어 고체온증(심부체온 38°C 이상) 혹은 저체온증(심부체온 

35°C 이하)이 발생할 수 있다. 체온이 상승하면 피하혈관이 

확장되어 체열을 발산해야 하는데 노인에서는 노르아드레날

린은 증가하고 일산화질소(NO)는 감소하여 혈관평활근이 

쉽게 이완되지 못한다.5 결국 심부체온이 상승하게 되어 일

사병이나 열사병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6

한편, 추운 곳에서는 피부를 통한 냉감각이 척수를 통해 

시상하부로 전달되면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체온발산을 

막고 골격근떨림(shievering)을 통해 체온을 올리게 된다. 노

인에서는 이런 냉감각의 인지 과정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감

소하면서 열을 생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7 규칙적

인 근력운동으로 근육 소실을 예방하고 급격한 외부 기온 변

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위장관 운동기능 변화

연령이 증가하면서 침샘과 위장관 운동기능이 모두 감소

한다. 소화관의 근육층신경얼기(myenteric plexus)와 점막

하신경얼기(submucosal plexus) 신경원과 교세포(glia)는 성

인이 되면서 천천히 소실되기 시작하는데, 하부 위장관으로 

갈수록 더 심한 변화가 초래된다.8,9 이런 변화는 노인에게 위

장관 운동 저하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초래할 수 있

다.10

노년기 기립저혈압

1. 기전 

선 자세에서는 중력에 의해 약 500-1,000 mL의 혈액이 점

차 내장 혈관이나 다리 정맥으로 쏠려서 맥압(pulse pres-

sure)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대동맥궁(aortic arch)과 경동맥

에 위치한 압수용체(baroreceptor)가 이를 감지하면 교감신

경계를 활성화시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방에 분지하는 

미주신경을 억제해 심박수를 증가시켜 전체적인 혈압과 심

박출량을 유지하게 한다.

노인에서는 α-매개성 혈관수축이 현저히 감소하고 부교감

신경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맥귀환(venous return)이 감

소하는 상황에서도 압반사가 원활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또

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농도 감소, 말초 혈관 저항

도 증가, 심방 탄력도 저하 등도 노인이 기립저혈압에 취약한 

원인이 된다.
3

기립저혈압은 정상 노인의 5%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나

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해서 85세 이상 인구의 약 25%에

서 어지럼증을 동반한 기립저혈압이 나타난다고 한다.
11

 기

립어지럼은 노인이 넘어지는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외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활동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2. 진단

전통적인 기립저혈압(classical orthostatic hypotension)은 

누운 상태에 비해 일어서 있을 때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 mmHg, 이완기혈압이 10 mmHg 이상 감소하면서 이로 

인한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어

서서 30초 이내 어지럼이 나타났다가 점차 소실되는 경우를 

초기 기립저혈압(initial orthostatic hypotension)이라고 하

는데 주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거나 체내 수분양이 부족한 

경우에 볼 수 있다. 그 외에 기립 3분 이후, 30분 이내에 혈압

이 떨어지는 경우를 지연 기립저혈압(delayed orthostatic 

hypotension)이라고 하며, 고령, 약물 부작용, 자율신경부전 

등 여러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립저혈압은 이차적으로 대뇌 혈류를 감소시키므로 미만

성의 대뇌피질기능 저하, 즉 어지럼, 붕 뜬 느낌, 두통, 피로

감, 멍한 느낌, 뿌옇게 보임, 떨림, 불안감 등을 유발한다. 어

깨근육으로의 혈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래 서있거나 걸으

면 양 어깨와 뒷목이 눌리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통증 부위가 옷걸이 모양과 유사하다고 하여 ‘coat-hanger 

headach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립저혈압은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정맥귀환이 줄어들기 쉬운 환경에서 잘 유발되는

데, 음주 후, 더운 곳에 오래 서있거나 반신욕 혹은 사우나가 

그런 경우이다. 또 과식을 해서 내장기관으로 혈류가 과도하

게 쏠리는 경우(postprandial hypotension), 음주 후도 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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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립저혈압을 유발하는 약물

종류 예

Antidepressants imipramine, trazodone, paroxetine, venlafaxine

Antihypertensives clonidine, beta-blockers, verapamil

Diuretics furosemide

Antiprostatic drugs prazocin, terazocin

Antiparkinson drugs levodopa, bromocriptine, ropirinole, pramipexole

Others amiodarone, vincrisitine, cispatin, bortezomib

발되는 환경이다. 밤새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혈

압을 회복하기 위한 생리적 반사가 빨리 일어나지 못해 어찔

함을 쉽게 느끼게 된다.

일어설 때 어지럼이 반복되는 병력과 진료실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 누워서 충분히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일어난 직후, 1분 후, 3분 후 

각각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지럼이 심하거나 다리 힘이 없어서 혼자 오래 서있지 못하

는 경우는 기립경사테이블(head-up tilt table)을 이용해서 검

사할 수 있다.

우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기립저혈압을 유발하는 부

작용이 있는 약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표 2). 또 평소 수

분 섭취량이 충분한지, 질환으로 인해 오래 누워있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어 지속된다면 설사나 구

토 등 체액 소실이 유발된 상황인지 물어야 하며, 드물게 위

장관 출혈로 인해 기립저혈압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

므로 확인해야 한다. 또 하지 정맥류가 심해서 정맥저류

(venous pooling)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도 물어보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치료

발생 원인에 따라 유발 인자를 교정해 주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이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약

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약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수분은 하루 약 2 L의 물을 나누어 마시도록 

하는데,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 빈뇨로 인해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오전과 오후에 주로 마

시고, 대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앉아서 물을 500 cc 정도 

마신 다음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면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음식을 약간 짜게 섭취하는 것도 체내에 수분을 오래 저장

할 수 있어 권고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소금섭취량이 

기립저혈압 환자에게 권장량과 유사하고 고혈압 환자에게 오

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일중 활동 

중에는 탄력성이 좋은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복대를 착용해

서 다리 혈관이나 내장혈관을 외부에서 압박해 정맥귀환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근력운동

이나 자전거 타기 등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치료가 된다.

이런 일차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약물 요법을 시

작한다. 체액량을 유지하기 위해 mineralocorticoid인 flu-

drocortisone (0.1mg/일)을 투약하거나 말초혈관 수축작용을 

가지는 midodrine (2.5 mg 2-4회/일)을 처방한다. Midodrine

은 효과가 우수하나 누웠을 때 혈압을 상승시켜(supine hy-

pertension)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후 4시 이후에는 복용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노년기 실신

1. 원인 및 기전

실신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약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실신을 한번 경험한 노인 중 약 30%에서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에서 실신은 골절이나 이차적인 문제를 동반

하게 되어 그 자체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

인에서는 심장탓이나 기립저혈압 등에 의한 경우가 상대적

으로 청년층에 비해 많아 실신이 반복되거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실신을 

경험한 노인의 약 7%에서 30일 이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는데, 90세 이상, 남성, 부정맥 병력, 수축기 혈압이 160 

mmHg 이상, 심전도나 혈중 트로포닌(troponin) 수치가 높

은 경우는 고위험 군이다.12

심장의 구조적 혹은 리듬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부정맥, 

경동맥증후군(carotid sinus syndrome), 심근병, 동맥박리 

등이 있으며, 가장 흔한 심장의 구조적 이상은 대동맥협착

(aortic stenosis)이다. 노인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빈도가 높

고 치료 약물 혹은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 심실성빈맥도 발생

할 수 있다. Amiodarone, procainamide, flecanide 등이 심

실성빈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제들이다. 

2. 진단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에서는 실신 환자의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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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닝검사로 자세한 병력 청취, 임상진찰, 기립후 혈압 측정, 

12-lead 심전도검사를 권고하고 있다.13 이후 의심되는 원인

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실신의 진단에 가장 중

요한 것은 병력 청취이다. 증상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 발생 

당시, 발생 후 증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마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자세히 문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서 실신 전, 후

의 사정과 환경에 대해 물어야 한다. 의식 소실 전 전조 증상

이 뚜렷이 있는 경우는 신경심장탓 실신을, 체위 변화가 있었

던 경우는 기립저혈압을 의심하게 하지만, 노인의 경우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해도 실신 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어 병력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누워있는 상태나 운동 중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였

거나 기존에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급사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심장탓실신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병력청취로 의심되는 원인에 따라 필요한 진단검사를 선

택한다. 기립저혈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워서 안정 상태

에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일어서서 3분 내에 혈압과 맥

박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단, 환자가 혈

압 측정 시 혈관운동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의미 있는 

정도로 혈압이 떨어지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의심된다면 반

복해서 측정한다. 스스로 일어서 있기 어려운 경우나 신경심

장탓실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립경사검사(head up tile 

test)를 한다. 5분 간 누워서 안정을 취한 다음 60-70도 각도

를 테이블을 기울여서 혈압과 맥박을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심장탓실신이 의심되면 24시간 지속심전도검사나 심장초음

파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전도에서 심장탓실신을 의심

하게 할 수 있는 소견은 2도 혹은 3도 방실차단, 1도방실차단

을 동반한 다발갈래차단(bundle branch block), 좌측섬유속

차단(fascicular block)을 동반한 우측다발갈래차단이다. 

3. 치료

실신의 원인에 따라 치료도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치료 목

표는 실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신체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신경심장탓실신이 반복되거나 기립성 저혈압에 의

한 실신 환자는 실신이 잘 유발되는 환경을 피하도록 교육한

다. 사우나, 찜질방, 반신욕이나 오래 서있는 상황을 피하도

록 해야 한다.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실신의 전조 증상

이 생기면 다리에 힘을 주고 꼬거나 누울 수 있는 상황이면 

자리에 눕도록 교육한다. 복대나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자전거운동 등으로 하지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심장탓실신인 경우는 급사 위험이 높으므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신을 경험한 대동맥협

착 환자는 1년 내 사망률 25%, 2년 내 사망률 50%로 매우 예

후가 나쁘므로 진단되면 판막치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결  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신경계도 노화과정을 밟으면서 

여러 신체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단순한 생리적 노화 현상

뿐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내과적 질환에 의한 말초성 자율신

경병증 또는 신경계 퇴행질환에 의한 중추성 자율신경병증

에도 취약해 진다. 노인에게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자율

신경계이상은 기립저혈압과 실신이다. 기립저혈압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실신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실신은 낙

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신체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14 정

확한 원인을 찾아내어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교정 

가능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호전되

지 않는 경우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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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ullary lesion

Kwang-Dong Choi,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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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ullary infarction may be divided into lateral and medial. Primary medullary hemorrhage is extremely rare. Lateral medullary in-

farction (LMI, Wallenberg syndrome) has been a prototype of central vestibular syndrome by mostly involving the vestibular nuclei. In 

contrast, the vestibular and ocular motor findings began to be recognized rather recently in medial medullary infarction (MMI). In 

LMI, spontaneous nystagmus is usually horizontal or mixed horizontal-torsional with a small vertical component. Typically, the hori-

zontal nystagmus beats away from the lesion side while it may beat toward the lesion side during ipsilesional gaze. Head shaking 

nystagmus (HSN) is frequently observed, and the horizontal component of HSN is ipsilesional in most patients. Patients with LMI in-

variably show ocular ipsipulsion that comprises a steady-state ocular deviation to the lesion side, hypermetric ipsilesional saccades 

and hypometric contralesional saccades, and oblique ipsilesional misdirection of vertical saccades. LMI cause ipsiversive ocular tilt re-

action (OTR) and SVV tilt, and prominent imbalance with falling to the lesion side as if being pulled by a strong external force. Body 

lateropulsion correlates with subjective visual vertical (SVV) tilt, i.e., the more pronounced the lateropulsion, the greater the SVV tilt. 

Horizontal nystagmus usually beats ipsilesionally, probably due to involvement of the NPH. Upbeat nystagmus is an occasional find-

ing and may be ascribed to damage to the nucleus of Roller or nucleus intercalates. In caudal medulla, the nucleus of Roller and the 

caudal subgroup of the paramedian tract cells are involved in processing of vertical eye position through their projections to the cer-

ebellar flocculus and may be the neural substrates for upbeat nystagmus. GEN is common and mostly more intense when looking to 

the lesion side. Damage to the climbing fibers before decussation may cause ocular contrapulsion. MMI may show contraversive OTR 

and SVV tilt, which indicates a damage to the graviceptive brainstem pathways from the vestibular nuclei after decussation. Recently, 

distinct clinical features of dorsal medullary infarction wa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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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교 병변에서 눈운동 이상

정 성 해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Abnormal ocular motility: pons

Seong-Hae Jeong

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Disease affecting the pons often causes disorders of horizontal gaze. Abnormal ocular motor motilities related to pontine leion will 

be mentioned in this lecture. 

Seong-Hae Jeong, MD

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33 Munhwa-ro, Jung-gu, Daejeon 35015, Korea

Tel: +82-42-280-8057   Fax: +82-42-252-8654

E-mail: mseaj@hanmail.net

Figure. 뇌교 병변에서 발생하는 안구운동이상. LR: lateral rectus, 

MR: medial rectus, ATD: ascending tract of Deiters, MLF: me-

dial longitudinal fasciculus, EBN: excitatory burst neuron, IBN: 

inhibitory burst neuron, NPH: nucleus prepositus hypoglossi, 

MVN: medial vestibular nucleus of Schwalbe.

다리뇌에서 눈운동을 담당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방정중

다리뇌망상체(paramedian pontine reticular formation, PPRF), 

갓돌림신경핵(abducens nucleus) 및 다발(fascicle), 안쪽세

로다발(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전정신경핵의 일부, 

등가쪽다리뇌핵(dorsolateral pontine nucleus) 등이다. 이들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로 침범되느냐에 따라 수평안구운동이

상이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난다(Figure).

갓돌림신경핵병터(abducens nucleus lesion)

갓돌림신경핵에는 동측의 바깥곧은근(lateral rectus)을 지

배하는 운동신경원과 반대편의 안쪽곧은근 아핵(medial rec-

tus subnucleus)을 지배하는 중간신경원(interneuron)이 존재

한다. 갓돌림신경핵은 모든 수평동향안운동(horizontal con-

jugate eye movement)을 담당하는 최종공통신경로서 수평

신속운동뿐만 아니라, 부드런따라보기, 전정눈반사에도 관

여한다. 갓돌림신경핵마비에서 운동신경원과 중간신경원이 

모두 침범되면 병터 쪽으로 주시 마비가 발생하므로 급성기

에는 건측으로 주시편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건측주시시 

주시유발안진이 관찰될 수 있는데, 이는 주시유지에 관여하

는 내측전정핵과 방정중신경로(paramedian cell tract)에서 

기원한 신경이 침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적

으로 갓돌림신경핵마비에서는 신속운동, 부드런따라보기 및 

전정눈반사가 모두 이상을 보이나, 병터 반대편에서 중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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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돌아오는 눈운동은 유지되는 것이 PPRF 병터와의 감별

점이다. 이는 병터 쪽 억제돌발신경세포(inhibitory bursting 

neuron, IBN)가 정상이므로 반대측 주시에 대한 억제가 남

아 있기 때문이다. 신속운동에서는 움직이지 않던 눈이 전정

눈반사처럼 불수의적인 운동시 움직였다면 이는 외전신경핵 

상부, 즉 핵상병터(supranuclear lesion)를 시사한다. 갓돌림

신경핵은 안쪽세로다발과 인접해 있고, 특히 안면신경이 갓

돌림신경핵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나가므로, 핵마비에

서는 동측의 핵사이눈근육마비(internuclear ophthalmoplegia) 

및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가 흔히 동반된다.

갓돌림신경다발병터

갓돌림신경다발이 침범되는 경우로 반대편 편마비 및 동

측의 안면신경 마비가 동반되면 Millard-Gubler 증후군, 반대

편 편마비만 동반되면 Raymond 증후군이라 한다. 

방정중다리뇌망상체(paramedian pontine reticular 
formation, PPRF)병터

PPRF는 갓돌림신경핵 안쪽, 안쪽세로다발 앞쪽에 위치하

며, 흥분 및 억제 돌발신경(excitatory & inhibitory burst 

neuron)뿐만 아니라 범정지신경세포(omnipause neuron), 

정중곁세포군(cell groups of paramedian tract)와 갓돌림신

경핵으로 연결되는 수평눈운동(수평전정눈반사, 부드런따라

보기, 주시유지)에 관계하는 신경들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수평방향의 신속운동에 관여하는 돌발세포 이상으로 병터 

쪽 신속운동마비가 특징적으로 발생하나 다른 전정눈반사, 

부드런따라보기에도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병

터 반대쪽으로 주시편위(gaze deviation)와 주시유발안진이 

동반되기도 한다. 양측성병터에서는 수평눈운동이 모두 마

비되며, 수직신속운동 속도저하도 동반되는데 이는 범정지

신경세포 기능 이상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쪽세로다발병터

외측 주시시 병측 눈의 내전 장애와 반대편 눈(외전눈)의 

해리성 외전안진(dissociated abducting nystagmus)을 특징

으로 하는 핵사이눈근육마비(internuclear ophthalmoplegia, 

INO)가 대표적이다. 이는 반대편 갓돌림신경핵과 동측눈돌

림신경핵의 안쪽곧은근 아핵(subnucleus)를 연결하는 안쪽

세로다발 병터가 원인이다. 증상이 경미하면 운동 범위의 제

한 없이 내전 신속운동의 속도만 느려질 수 있고(adduction 

lag, 내전지체), 눈모음(convergence)할 때 내전이 가능한 경

우는 주로 하부 안쪽세로다발침범시 관찰할 수 있다(posterior 

INO). 반대편 눈의 외전안진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1) 안쪽곧은근 마비를 보상하기 위한 신경지배의 증

가가 Hering의 법칙에 의해 반대편 바깥곧은근에도 같이 전

달되어 엄밀히 말해 안진이라고 할 수 없는 overshooting 

saccade, saccadic drift와 같은 saccadic pulse, 2) 주시유지

에 관여하는 정중곁로세포군 이상으로 발생한 주시유발안진

이 병측 눈은 내전장애로 명확하지 않고, 외전눈에서만 뚜렷

이 나타난다는 설명, 3) 눈모음긴장(convergence tone)이 증

가되어 건측 눈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신속운동이 안진처

럼 나타난다는 가설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소안

진 및 병터 쪽 눈의 상사시(반대편 스큐편위)가 동반될 수 있

다. 임상적으로 눈돌림신경 병터에 의한 안쪽곧은근 마비과 

감별할 수 있는 점은 1) 제일 안위에서 정위, 2) 병변 반대안의 

외전안진, 3) 눈모음에 의해 내전 가능(posterior INO) 4) 다

른 동안신경마비 징후 부재 등이다. 이외에도 수직방향의 부

드런따라보기, 전정눈반사 및 눈모음에 관련된 신경섬유들이 

위치하므로, 이들 눈운동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며, 양측성 병

터에서 더 심하게 관찰된다. 또한 양측성 핵간안근마비에서 

외사시가 동반되는 것을 wall-eyed bilateral INO (WEBINO)

라고 하며, 동반된 눈모음의 이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정확

한 발생 기전은 모른다.

하나반증후군(one-and-a-half syndrome)

한쪽 주시마비와 핵사이눈근육마비가 동반된 경우로 한쪽 

안쪽세로다발과 PPRF혹은 한쪽 안쪽세로다발과 갓돌림신경

핵 병터에서 발생한다. 환자에서는 오직 반대편 눈의 외전만

이 가능하며, 반대쪽 눈의 외사시가 동반될 수 있다(마비성

다리뇌외사시, paralytic pontine exotropia). 이때 반대편 눈

에만 외사시가 보이는 것을 병터 쪽 눈에는 INO로 인해 나타

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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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찌운동(Ocular bobbing)

눈찌운동은 눈이 수 mm 정도 빠르게 아래로 움직였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서서히 되돌아오는 눈운동으로 규칙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리듬이나 빈도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눈은 곧바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원래의 위치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눈찌

운동은 몇 가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전형적 눈찌운동은 양

안에서 같이 나타나고 수평 눈운동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대

개 다리뇌 출혈이나 경색에서 관찰될 수 있다. 단안성(mo-

nocular, partial)의 경우에는 동반된 눈돌림신경마비로 인해 

한쪽에서만 눈찌운동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비전형적 눈찌

운동은 수평눈운동장애 없이 눈찌운동이 나타나거나, 눈모

음과 눈찌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눈돌림신경마비가 

동반되지 않았는데 양쪽 눈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다. 

눈찌운동은 다리뇌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혼수 환자, 다리

뇌압박, 폐쇄수두증, 대사뇌증, 뇌염 등에서 관찰되며, 비전

형적 눈찌운동은 대사뇌증, 폐색수두 증, 소뇌 출혈 등에서 

관찰될 수 있다. 역눈찌운동(reverse ocular bobbing)은 눈

찌운동과는 반대로 눈이 빠르게 위로 향했다가 서서히 원래

의 위치로 내려오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대사뇌증에 동반

된다. 눈담금질운동(ocular dipping)은 눈이 서서히 아래로 

향했다가 빠르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현상이다. 눈이 

위로 향할 때 안륜근(orbicularis oculi) 수축이 동반되는 경

우도 있다. 저산소성 혼수, 크루츠펠트야콥병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눈찌운동과 달리 특정 부위의 병터를 시사하지 않는

다. 역눈담금질운동(reverse ocular dipping)은 양쪽 눈이 2-4

초에 걸쳐 서서히 위로 향해, 2-10초간 머무른 후 빠르게 원

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눈운동으로 AIDS에 동반된 뇌막염

에서 보고된 바 있다. 다리뇌병터에 특징적인 동공은 매우 

작으나 불빛반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pinpoint reactive 

pupil).

가쪽 다리뇌병터

전하소뇌동맥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으며, 전정신경핵의 

침범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중추성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전하소뇌동맥의 폐색에서는 말초전정 및 소뇌경색이 흔히 동

반되므로 이로 인한 눈운동이상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 병

터 주시 시 큰 소뇌성안진이, 병터 반대편 주시에서는 진폭이 

작은 전정안진이 특징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데 이를 Bruns

안진이라고 한다. 소뇌안진은 소뇌타래나 뇌줄기의 압박으

로 인한 주시유발안진이며, 반대편 주시에서 보이는 전정안

진은 전정신경의 병터 때문이다. 소뇌다리(cerebellopontine 

angle)종양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나, 급성 병터에서는 

전하소뇌동맥 경색을 의심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등가쪽다

리뇌핵의 침범에 의한 병측 부드런따라보기 장애, 중심피개

로의 손상에 의한 눈입천장떨림, 눈교감신경로의 병터에 의

한 Horner 증후군이 관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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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뇌의 병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눈운동이상 

박 재 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Ocular motility disorders associated with midbrain lesion

Jae 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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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cal gaze is mediated by three main nuclei, the rostral interstitial nucleus of the 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riMLF), interstitial 

nucleus of Cajal (INC) and nucleus of the posterior commissure (NPC) that are located in the upper midbrain. In primates, coordi-

nated actions are required for vertical gaze generation among these three nuclei. The riMLF, INC and NPC are known to project their 

axons to the oculomotor nuclear complex via distinct pathways. Therefore the midbrain lesions generate various patterns of vertical 

gaze palsy in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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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뇌는 교뇌와 간뇌(diencephalon) 사이에 위치한다. 배

쪽은 대뇌다리(cerebral peduncle)라고 불리는 신경 다발이 

있어 대뇌와 교뇌를 연결하며, 대뇌다리 사이의 오목(fossa)

으로 눈돌림신경이 지나간다. 등쪽은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두 개의 돌기로 구성된 사각판(quadrigeminal plate)이 있으

며, 위쪽의 돌기를 위둔덕(superior colliculus)이라 하고 아

래쪽의 돌기를 아래둔덕(inferior colliculus)이라 한다. 도르

래신경이 아래둔덕 바로 아래의 도르래신경핵에서 시작되어 

교차 후 대뇌다리 주위를 돌아 배쪽으로 주행한다. 또한 중

뇌는 동맥의 혈액공급에 따라 앞내측(anteromedial), 앞외측

(anterolateral), 외측(lateral), 등측(dorsal)의 네 영역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구조물들

이 존재하고 뇌기저동맥에서 분지된 상소뇌동맥과 후대뇌동

맥에서 대부분의 혈액공급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뇌에 병변

이 생기면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운동과 관련된 구조물인 안쪽세로다발입쪽사이

질핵(rostral interstitial 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riMLF), 

눈돌림신경핵과 눈돌림신경, Cajal사이질핵(interstitial nucleus 

of Cajar, INC) 그리고 뒤맞교차(posterior commissure, PC)

의 손상은 수직 및 회선의 눈운동에 이상을 가져온다. 중뇌에 

존재하는 눈운동과 관련된 구조물들을 중심으로 그 기능과 

손상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눈운동이상에 대해 좀 더 살펴보

도록 하겠다. 

안쪽세로다발입쪽사이질핵(riMLF)

riMLF는 중뇌에 있는 적색핵(red nucleus)의 등내쪽, INC

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며 눈의 수직 및 회선 운동, 그 중에서

도 특히 신속보기(saccade)를 발생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역

할을 한다. riMLF에 존재하는 신속보기를 일으키는 돌발파신

경세포(burst neuron)는 눈의 수직 및 회선운동에 관여하는 

각각의 근육에 축삭을 보내 Hering의 법칙에 따라 눈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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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findings with lesions of the rostral interstitial nucleus of MLF (riMLF)

Unilateral lesion

1. A mild and variable defect of downward saccades

2. Loss of ipsitorsional quick phases (e.g., with a right riMLF lesion, quick phases that are clockwise from the patient’s viewpoint (top pole beating 
toward the right ear) are lost

3. Static, contralesional torsional deviation (top pole) with torsional nystagmus (top pole) beating contralesionally

Bilateral lesion

1. More profound defect of vertical saccades that may be more pronounced for downward than upward eye movement

2. Vertical gaze holding, VOR, and pursuit, and horizontal saccades are preserved

Table 2. Clinical Findings with lesions of the interstitial nucleus of Cajal (INC)

Unilateral lesion

1. Impaired gaze-holding function in the vertical and torsional planes following saccades to tertiary positions

2. Ocular tilt reaction: skew deviation (ipsilateral hypertropia), extorsion of the contralateral eye and intorsion of the ipsilateral eye, and contralateral 
head tilt

3. Torsional nystagmus that has ipsilesional quick phases—top pole beats to the side of the lesion; downbeat nystagmus may also be present

Bilateral lesion

1. Reduced range of all vertical eye movements but saccades not slowed

주시가 일어나도록 한다. 

한쪽 riMLF는 올림근(elevator muscle)에 있어서는 양쪽의 

상직근(superior rectus muscle)과 하사근(inferior oblique 

muscle)을 움직이는 눈돌림신경아핵(oculomotor ubnucleus)

과의 연결을 통해 양측의 올림근을 모두 지배하지만, 내림근

(depressor muscle)에 있어서는 하직근(inferior rectus mus-

cle)을 움직이는 눈돌림신경아핵과 반대쪽 상사근(superior 

oblique muscle)을 움직이는 도르래신경핵(trochlear nucleus)

과의 연결을 통해 동측만 지배한다. 또한 올림근에 있어서의 

양측성 지배는 PC를 통하지 않고 눈돌림신경핵과 도르래신경

핵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쪽 riMLF 

병변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의 신속보기에 부분적인 장애를 

보일 수 있다. 눈의 수직운동을 일으키는 외안근들은 회선운

동에도 관여하므로 riMLF 병변은 회선방향 신속보기에도 영

향을 주는데, 오른쪽 riMLF 병변에서는 시계방향(환자의 관점

에서)으로의 회선운동, 즉 오른쪽 눈의 외회선(extorsion)과 

왼쪽 눈의 내회선(intorsion)의 빠른 성분이 소실된다. 따라서 

한쪽 riMLF병터는 roll 평면에서 병터 반대쪽으로 고개 회전

을 시켰을 때 회선운동의 빠른 성분이 관찰되지 않거나, 양안

의 상극(upper pole)이 병터 반대쪽으로 향하는 회선안진

(torsional nystagmus)과 회선편위(torsional deviation)가 관

찰될 수 있다. 양쪽의 riMLF 병변은 양눈의 하방으로의 신속

보기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상하방 모두의 신속보기에 장애

를 일으킬 수 있으며, 회선운동의 빠른 성분도 양 방향에서 

모두 소실된다(Table 1).

Cajal 사이질핵(INC)

INC 는 riMLF 의 바로 아래, 그리고 눈돌림신경핵의 입쪽

극(rostral pole)의 외측에 위치하며 수직및 회선방향으로의 

주시고정(gaze holding)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INC 는 PC

를 통해 눈운동신경핵들에 신경축삭을 보내기도 하고 PC 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동측의 눈운동신경핵들로 축삭을 내기도 

하는데, PC 를 통한 지배가 더 큰 역할을 한다. 또한 INC 는 

다른 눈운동과 관련된 구조물들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어 

INC 에 병변이 생기면 단순히 수직방향으로의 주시고정에만 

이상이 생기지 않고 여러 종류의 수직 및 회선 눈운동이상을 

보인다. INC 의 병변은 수직 및 회선주시고정의 장애를 초래

하여 수직주시유발안진(gaze-evoked nystagmus)을 보일 수 

있으며 눈머리협조(eye-head coordination) 이상으로 안구

기울임반응(ocular tilt reaction)이 나타날 수 있다. 오른쪽 

INC의 병변의 경우 시계방향(환자의 관점)으로 회선안진이 

발생하는데, 이는 오른쪽 riMLF 병변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회

선안진이 나타나는 것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으로 IN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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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findings with lesions of the posterior commisure 

1. Impairment of all classes of vertical eye movements, especially upward, with loss of vertical gaze-holding (neural integrator) function

2. Attempted upward or horizontal saccades evokes “convergence-retraction nystagmus”

3. Pathologic lid retraction while looking straight ahead (Collier’s sign)

4. Pupils are mid-dilated and may show a smaller reaction to light than to a near stimulus(light-near dissociation)

riMLF 병변을 임상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다. 

양쪽 INC 병변은 모든 수직눈운동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

으나 신속보기의 속도 자체는 정상적이다(Table 2).

뒤맞교차(PC)

PC의 병변은 전통적으로 중뇌뒤쪽증후군(dorsal midbrain 

syndrome), 파리노증후군(Parinaud’s syndrome), 덮개앞증후

군(pretectal syndrome) 등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왔으며 양쪽

의 INC 병변과 동일한 눈운동이상을 보일 수 있는데, 올림근

과는 다르게 내림근에는 동측의 INC에서도 일부 지배를 하

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눈운동이상은 상방으로의 눈운

동이상에 비해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또한 뒤맞교차에는 수

직주시 및 눈꺼풀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뒤맞교차핵이 위치

해 있다. 뒤맞교차핵은 뒤맞교차를 통해 반대편 INC와 riMLF

에 연결되어 상방주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m-group neurons 

(INC의 입쪽, riMLF의 안쪽에 위치)에 연결되어 수직눈운동

시에 눈꺼풀이 따라 움직이도록 수직신속보기와 눈꺼풀 움

직임의 협조(coordination)를 담당한다. 따라서 뒤맞교차의 

병터는 뒤맞교차핵 신경로의 이상을 동반하여 상방주시장애

와 더불어 눈꺼풀뒤당김(lid retraction, Collier징후) 같은 증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눈모음후퇴안진(convergence retraction 

nystagmus)은 상방 신속보기 혹은 OKN drum을 아래로 돌려

서 상방 시선이동안진(optokinetic nystagmus)을 유발할 때 

양쪽 눈이 내측 및 안와꼭지(orbital apex)를 향해 격동안진

(jerky nystagmus)을 보이는 것으로, 상방 신속보기 대신에 

눈모음과 뒤당김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눈모음후퇴

안진은 신속보기의 장애로 여겨지지만 이향눈운동의 장애라

는 의견도 있다. 빛반사(light reflex)는 소실되는데 반해 근

접자극에 의해 동공이 수축하는 근접반사는 남아있는 빛근

접반사해리(light-near dissociation)는 덮개앞(pretectal)병터

로 인해 꼬리쪽으로 Edinger-Westphal핵에 전달되는 빛반사

경로는 차단되었으나 입쪽으로 전달되는 근접반사(near re-

flex)경로는 보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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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 ocular motility in cerebellar dysfunction

Jeong-Yoon Choi, M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veral parts of cerebellum are engaged in normal ocular motilities including vestibulo-ocular reflexes (VOR), smooth pursuit, and 

saccades. And diverse abnormal ocular motilities in cerebellar disorders can be summarized by three anatomically categorized cer-

ebellar syndromes; floccular and parafloccular disorders, nodulus and ventral uvular disorders, and dorsal vermis, fastigial nucleus, 

and uncinate fascicular syndrome. Floccular and parafloccular regions have abundant neuronal connections related to visual and ves-

tibular information and function in gaze holding and VOR adaptation. Spontaneous downbeat nystagmus, VOR adaptation failure, 

impaired smooth pursuit and VOR cancellation, gaze-evoked nystagmus and pulse-step mismatch are well-known findings of floccu-

lar and parafloccular dysfunction. Dissociated VOR response (normal or elevated response to low-frequency and low-velocity stim-

ulation and decreased response to high-frequency and high-speed stimulation) is a newly discovered finding in floccular and paraf-

loccular dysfunction. Nodulus and ventral uvular regions play a crucial role maintaining a spatial orientation of VOR. Periodic alter-

nating nystagmus, head-shaking nystagmus, and several type of positional nystagmus have been reported in nodulus and uvular 

dysfunction. Central paroxysmal positional nystagmus is highlighted in recent regarding its’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Finally, 

dorsal vermis, fastigial nucleus, and uncinate fasciculus comprise a local circuit controlling saccadic and pursuit eye movements. Thus 

lesion in dorsal vermis, fastigial nucleus, and uncinate fasciculus cause saccadic lateropulsion, directional saccadic preponderance, 

and pursuit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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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와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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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preclinical Alzheimer’s disease

Dong Won Yang, MD, Eun Ye L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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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Cognitive Impairment(MCI) is a high risk state that rapidly convert to dementia. Recently medications targeted to delay or stop 

disease progression of Alzheimer’s disease(AD) by changing production or elimination of beta amyloid had been studied in many 

clinical trials. NIA-AA proposed new diagnostic criteria of AD in 2011 for the early detection of AD and to provide critical opportunity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Recent development of biomarkers of beta amyloid protein and neurodegeneration of AD made it pos-

sible to diagnose MCI caused by AD and to detect Alzheimer’ s pathology in vivo in non-demented and cognitively normal subjects. 

Understanding of MCI due to AD and preclinical AD will help clinicians to have insights in the clinical trials of all spectrum of AD. 

Key Words: Mild cognitive impairment, Preclinical MCI,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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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란 인지 기

능 중 기억력만 떨어지고 다른 기능들은 비교적 유지가 되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장애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아직

까지도 임상적으로 MCI를 진단하는 기준은 Petersen 등이 제

시한 기준을 많이 쓰고 있는데 (1)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기

억력 저하 호소 (2) 동일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비하여 기억

력이 떨어져있음(1 또는 1.5 standard deviation 이하) (3) 전

반적인 인지기능은 유지를 함 (4) 일상생활에 이상이 없음 

(5) DSM-IV 등의 치매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음의 5가지 조건

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하고 있다.1 

MCI는 단일 질환군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이 모여있어 

다양성을 보인다.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였을 때, 시간이 지

나면서 모두 AD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일부는 AD로 일부는 

다른 형태의 치매로 또 일부는 더 이상 인지 기능이 떨어지

지 않고 그대로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인지기능 검사상 MCI

는 크게 4가지로 구별된다.2 Amnestic single or multiple do-

main MCI는 기억력 저하를 보이는 전형적인 MCI 진단 기준

에 부합되는 군으로 추적 관찰 시 대부분 AD로 넘어간다. 

Non-amnestic single or multiple domain MCI는 기억력은 

정상이나 다른 인지기능이 떨어진 경우로 frontotemporal 

dementia, Lewy body dementia, vascular dementia, primary 

progressive aphasia등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amnestic MCI 

환자들이 치매로 이행 되었을 때 부검을 해보면 30%에서 AD

와는 다른 조직소견을 보여서 임상적 진단만으로 조직 소견

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MCI는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으로 진행하는 전 단계로 치매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임상단계이다. MCI 환자는 65세 이상 노인

의 10-20%로 대략 치매 환자 수만큼 존재 한다고 알려져 있

다. MCI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 1년에 작게는 5% 많게는 약 

15-20%씩 치매로 이행되는 것을 관찰되고 7-8년 동안 80% 

정도의 환자들이 AD로 진행한다.3 일부의(15-20%) MCI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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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lzheimer’s disease의 시간과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spectrum. Preclinical AD, MCI due to AD, AD dementia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자들은 1-2년 후에 검사를 하였을 때 인지기능이 호전되는 

것을 보이는데 이후에 더 추적해 보면 지속적인 인지 저하를 

보여 초기에 호전을 보여도 안심을 할 수 없다. MCI 환자들

이 치매로 넘어가는 속도는 1년에 약 10-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정상인의 1-2%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에 속

한다. MCI에서 치매로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는 나이가 많거

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APOE E4 carrier이거나 cued recall 

(조건 회상)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 MRI상 해마의 위축이 있

는 경우이다. 

MCI를 진단 시 신경 영상이 도움을 주는데 amnestic MCI 

환자에서 MRI volumetry 검사를 하면 hippocampus의 위축

이 관찰되고 위축의 정도는 정상인보다는 심하지만 CDR 0.5

의 AD 환자보다는 약하다고 한다. MRI상 해마 위축의 정도

와 조직 소견상 뇌 신경의 손상이 서로 잘 연관되고, 뇌 부피

의 변화를 수년간 추적 검사를 해보면 해마의 위축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정상에서 MCI로, 또 MCI에서 AD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4 최근에는 diffusion tensor imag-

ing을 이용하여 MCI 환자의 뇌 미세구조 변화를 초기에 밝히

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었는데 기존의 부피측정보다 조

기에 예민하게 변화를 볼 수 있다.5 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를 이용한 검사에서 측두엽과 두정엽에서 

포도당의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이 MCI 환자에서 발견되는데 

이 소견은 초기 AD와 비슷한 양상이다. 병리 조직 검사에서 

Clinical Dementia Rating 0.5인 MCI를 조사하면 약 82%의 

환자에서 AD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조직 소견을 보여, MCI

는 임상적으로 조직학적으로 AD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biomarker 연구의 발달로 뇌 조직을 얻지 않고도 AD

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개발 되었다. 뇌척수액의 Aß42, 

total tau, hyperphosphorylated tau를 측정하면 높은 민감도

와 특이도(85-90%)를 가지고 AD를 진단할 수 있어 향후 임

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밀로이드 PET도 뇌

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임상연구나 임상에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실시

되는 MCI를 대상으로 한 병의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는 아밀로이드 PET을 이용하여 적

합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National Institute on Aging-Alzheimer's Asso-

ciation (NIA-AA) working group에서 AD 진단 기준을 새롭

게 제시하였다.6 AD는 Fig. 1에서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인지기능과 증상이 변하는 연속선상에 있

는 질환군이다. 여기에서 MCI due to AD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 시작하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MCI라고 진단된 환자들 중

에서 AD의 biomarker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AD의 

biomarker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

의 축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뇌척수액에 낮은 Aß42 농도를 보

이거나 아밀로이드 PET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이다. 두 번

째는 신경퇴행(neurodegeneration)을 보이는 것으로 뇌척수

액에서 total tau나 hyperphosphorylated tau의 농도가 올라

가거나, FDG-PET에서 측두-두정엽의 당 대사가 떨어지거나, 

MRI상 측두엽이나 내측 두정엽의 위축을 보이는 경우이다. 

임상적으로 MCI이면서 두 가지 biomarker가 다 양성이면 

biomarker probability는 ‘highest’로 높고, 두 가지 중 어느 

한가지만 양성인 경우는 ‘intermediate’로 낮아지고 둘 다 음

성인 경우는 ‘lowest’로 가장 낮은 가능성을 나타내게 된다. 

전임상(preclinical) AD는 MCI의 전단계로 biomarker와 인

지기능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Stage1 preclinical 

AD는 인지기능의 이상이 없으면서 neurodegeneration 없이 

아밀로이드만 양성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를 위하여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MRI와 

아밀로이드 PET을 찍었는데 MRI에는 이상이 없지만 PET에

서 아밀로이드 양성이 나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Stage 2 

preclinical AD는 인지기능 이상이 없으면서 neurodegene-

ration과 아밀로이드 양성을 둘 다 보이는 경우이다. Stage 3 

preclinical AD는 약한 인지기능의 이상을 보이면서 neuro-

degeneration과 베타아밀로이드 양성을 둘 다 보이는 경우

이다(Table 1). Preclinical AD를 구분한 것은 임상 연구를 위

한 것으로 향후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을 제거하는 약

물을 MCI이전 단계로 투여를 해야 할 때 대상이 되는 환자군

을 선정하고 preclinical AD의 특징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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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clinical AD의 분류와 특징

Aß (PET or CSF) Markers of neuronal injury (tau, FDG, sMRI) Evidence of subtle cognitive change

Stage 1 preclinical AD Positive Negative No

Stage 2 preclinical AD Positive Positive No

Stage 3 preclinical AD Positive positive Subtle change

AD, Alzheimer’s disease; Aß, amyloid beta;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DG, fluorodeoxyglucose; sMRI, structur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다.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베타아밀로이드 biomarker 연

구에서 연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20-40%의 아밀로이

드 양성을 보이는데 이들이 preclinical AD에 해당한다.7 실

제 preclinical AD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보면 stage가 올

라갈수록 치매로 전환되는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년 

이내에 치매로 전환될 확률은 정상 2%, stage 1 11%, stage 2 

26%, stage3 56%였다.8

최근 AD의 분자생물학적 이해가 깊어지고 베타아밀로이

드 단백을 제거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시도 되고 있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에 대한 단일클론항체, 

아밀로이드를 이용한 능동 백신연구, beta secretase 억제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이미 치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효

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 단계로 접어

들면 베타아밀로이드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파생되어 나타

나는 에너지 고갈, 유해산소 발생, 면역 이상, 분자생물학적 

변화로 인하여 베타아밀로이드 단백만 제거 하여서는 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저지 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들 약물 들을 치매가 생기기 전 단계인 MCI에서 투여하여 치

매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MCI 

이전단계인 preclinical AD에서도 이런 연구가 진행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MCI due to AD, preclinical 

AD에 대한 이해와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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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999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이후, 2013년에는 12.2%로 증가하였고, 2030

년에는 24.3%로 높아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전망이다.1 고

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 중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은 유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장애로 노인건강

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가 되었다.2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며, 65세에서 85

세 범위 내에서는 나이가 5세 증가할 때마다 발병률이 2배씩 

높아진다.2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1는 노령에

서 정상노화인지기능에서 치매로 이행되는 시기(transitional 

state)를 일컫는 용어로서 치매가 아닌 인지장애(cognitive 

impairment, no dementia)2로 표현된다. MCI는 주관적인 또

는 보호자에 의한 기억장애의 호소,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정상, 일반적인 다른 인지기능은 정상이나 

나이와 교육 수준을 고려한 기억력 장애(1 또는 1.5 표준편차 

이하)를 보이는 상태로 정의하고, 유병률은 60세 이상의 인

구에서는 3%, 7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15%로 보고되었다.3 

퇴행성 치매질환의 임상 전(preclinical) 상태, 즉 퇴행성 뇌

질환에 의해 인지기능 장애는 있으나, 아직 치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

기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기 진단, 조기 치

료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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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의 약물치료제로서 아세틸콜린에

스테라아제 억제제와 NMDA수용체대항제를 사용해왔다.4 또

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수 차례 임상시험을 시행하였으나, 

이 약물들은 약간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지만 질병

변경효과(disease-modifying effect)는 입증되지 않아 병의 진

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

하였다.4,5 최근 아밀로이드와 타우단백을 표적으로 하거나 신

경전달물질, 신경염증 등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에 기반을 둔 

약물들이 개발되었고 임상시험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실패

하였으나4,6 성공적인 약물개발을 위해서 생체지표(biomarker)

를 이용한 새로운 진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7-10

 이 고찰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및 무증상 알츠하

이머병의 약물임상시험과 최근 새로 시도되고 있는 임상약

물시험의 최신 현황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알츠하이머병의 생체지표와 새로운 진단기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베타아

밀로이드(beta-amyloid, Aβ)의 비정상적인 대사로 인해 Aβ 
판(plaque)이 형성되어 축적되는 것과 타우(tau)의 과인산화

로 인한 신경세포손상이 가장 유력하다.11 그 외에도 아포E

단백질유전자, 알파-시누클레인 침착, 산화스트레스, 뇌세포

의 염증변화 등이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의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알츠하이머병의 

생체지표(biomarker)는 체내에서 진행되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생리적, 생화학적, 해부적인 지표들

로 병의 단계를 나누거나 병의 조기 진단에 이용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생체지표는 뇌척수액 Aβ42의 

감소, 뇌척수액 타우의 증가, fluorodeoxyglucose-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DG-PET)에서 특정 뇌부위의 당대

사의 감소, 아밀로이드 PET에서 아밀로이드의 축적, 뇌MRI

에서 관찰되는 뇌위축 등이다.
12

 지난 30년간의 연구에서 알

츠하이머병 생체지표의 변화는 인지기능이 정상일 때부터 

시작되고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십 여 년 이상 지속된 후에 

비로소 임상적으로 치매가 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National Institute on Aging- 

Alzheimer’s Association (NIA-AA)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병

리는 있으나 임상적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전 상태를 전임상

단계(preclinical)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새로 제안하였다.8 이 

진단기준에 의하면 전임상단계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침착만 있는 1단계, 아밀로이드침착과 신경세포퇴행이 있는 

2단계, 2단계에서 경한 인지장애를 동반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7,8 전임상단계를 지나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경도인지장애단계라 하고 인지장애가 진행하여 기능

적 저하를 동반한 단계를 치매단계라 정의하였다.9,10 이와 같

이 알츠하이머병은 무증상의 시기부터 증상이 나타나 진행

하는 시기까지 일련의 스펙트럼을 가진다.
7
 생체지표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행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리를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이며 알츠하이머병의 일차예방이나 이차

예방을 위한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7,12

2. 약물치료 현황

그동안 MCI에서 치매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많은 약물 연구가 진행되어왔다(Table 1). 이러한 

약물로는 항콜린분해효소억제제(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es-

trogen replacement therapy (ERT), ginkgo biloba와 vitamin 

E가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약물들은 임상적 인지기능의 호

전 및 치매로의 이행을 늦추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따라서 MCI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지

침(Guideline)으로 추천되는 약물은 아직 없다.
13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 시키는 약물과 질

병변경효과를 가진 약물로 나눌 수 있다. 질병변경효과란 알

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병리에 영향을 미쳐 신경을 보호하

고 병의 진행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여 환자의 관점에서는 

병리기전과 상관 없이 어떤 치료적 개입을 했을 때 병의 진

행을 지연시키고 그 효과가 지속적인 것을 말한다.
14 

1990년

대 중반에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가 도입되었고 2003

년 NMDA수용체대항제가 승인되었다.6 그러나 이 약물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일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병의 진행을 억제

하는 질병변경효과는 밝혀지지 않았다.5 질병변경효과를 가

진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약 80개의 후보 물질과 200

개의 임상연구가 시행되었으나 대부분 연구가 실패하였다.
4,15-20

 

또한 최근에 관심을 모았던 Aβ의 N-terminal을 인식하는 항

체인 bapineuzumab과 mid-portion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인 

solanezumab 및 면역글로불린 기반(immunoglobuli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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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Alzheimer’s disease prevention trials 

Alzheimer’s disease-specific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 Donepezil (5 mg/day, 10 mg/day, or 5 mg/day for 42 days followed by forced dose escalation to 10 mg/day)

• Rivastigmine (3-12 mg/day)

• Galantamine (16 mg/day or 16-24 mg/day)

• Galantamine (16 mg/day) + memantine (20 mg/day)

Non-specific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 Naproxen (400 mg/day)

• Celecoxib (440 mg/day)

• Rofecoxib (25 mg/day)

• Trifl usal (900 mg/day)

Antihypertensive treatment

• Lisinopril (10-40 mg/day)

• Candesartan (8-32 mg/day)

• Slow-release indapamide (1・5 mg/day) with optional perindopril (2-4 mg/day)

• Nitrendipine (10-40 mg/day) with enalapril (5-20 mg/day), hydrochlorothiazide (12・5-25 mg/day), or both

• Perinopril (4 mg/day) with optional indapamide (2・5 mg/day [or 2 mg/day in Japan])

Hormone replacement therapy

• 17β-oestradiol (1 mg/day) and norethindrone (0・35 mg on 3 days per week)

• Conjugated equine oestrogen (0・625 mg/day)

• Conjugated equine oestrogen (0・625 mg/day) + medroxyprogesterone acetate (2・5 mg/day)

Other

• Intensive glycaemic control targeting HbA1c to less than 6・0% using various antidiabetic treatments

• Ginkgo biloba (240 mg/day)

Nutritional interventions

Homocysteine-lowering vitamins:

• Vitamin B12 (1,000 μg/day)

• Vitamin B12 (1,000 μg/day) + folic acid (400 μg/day)

• Vitamin B12 (400-500 μg/day) + folic acid (2-2・5 mg/day) or folate (800-1,000 μg/day) + vitamin B6 (10-25mg/day)

Fish oil or omega-3 fatty acids:

• Docosahexaenoic acid (DHA; 900 mg/day)

• DHA (500 mg) + eicosapentaenoic acid (EPA; 200 mg/day)

• Fish oil (1,800 or 400 mg/day EPA-DHA)

Other:

• High-dose (990 mg/day), medium-dose (520 mg/day), or low-dose (45 mg/day) flavanol supplement

• Vitamin E (2,000 IU/day)

약물인 gammagard에 대한 3상 임상약물시험도 모두 실패 

또는 부분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의 

험난함을 시사하였다.
16-18

 현재에도 질병변경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기전의 약물이 개발 중이며 그 중 Aβ를 표적으

로 하는 약물이 가장 많고,21-26 타우의 과인산화와 응집을 억

제하는 약물,32 신경전달물질 조절을 기전으로 하는 약물,27-28 

그 외 면역기전이나 신경염증 등과 관련된 약물 등이 개발되

고 있다(Table 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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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rrently proposed disease-modifying therapies for Alzheimer’s disease

Target pathway Drug mode of action Status of clinical trial

Amyloid ↓ Aβ production BMS-708163 γ-secretase inhibitor Phase II, discontinued

 EHT0202 α-secretase stimulator Phase II, completed

EVP-0962 γ-secretase modulator Phase II, single center

Tarenflurbil γ-secretase modulator Failed in phase III

Semagacestat γ-secretase inhibitor Failed in phase III

TTP488 RAGE inhibitor Phase IIb

↓ Aβ aggregation Tramiprosate ↓ Aβ aggregation Failed in phase III

↑ Aβ clearance Crenezumab Passive immunization Phase II, completed

Solanezumab Passive immunization Phase III

Gantenezumab Passive immunization Phase II 

IVIG newGAM Passive immunization Phase II 

Affitope AD02 Active immunization Phase II, completed 

CAD106 Active immunization Phase II

Tau ↓ tau aggregation TRx0237 Tau aggregation inhibitor Phase III 

Epothilone D Microtubule stabilizer Phase I

Neurotransmitter Varenicline Nicotine agonist Phase II, discontinued 

Lu AE58054 5-HT6 antagonist Phase III 

Other Simvastatin Immunomodulation Phase II

Thalidomide TNF-α inhibitor Phase II

Intranasal insulin Synaptic modulation, Regulate Aβ Phase II, completed 

Aβ, beta-amyloid;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Source: http://www.clinicaltrials.go

3. 무증상 혹은 전임상단계 알츠하이머병 임상약물시험

최근 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리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뇌의 손상이 비가역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초기 단계의 환

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8 따라서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임상시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식품의약국에서는 초기 단

계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을 공지하였고 학계

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33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의 경우 전반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 

이전의 진단기준으로 환자를 선택하고 결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즉 최근 생체지표를 이용

한 새로 제시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환자

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8-10,33

 임상시험의 결과 측정에서도 

인지기능과 사회적 활동 및 일상생활기능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는 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es (CDR-SB) 

score와 같은 혼합스케일(composite scale)을 측정하거나, 미

세한 인지장애는 일상생활기능에 변화를 주지 못하므로 적

절한 인지기능검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치매가 발생 할 

때까지의 생존분석(time-to-event survival analysis)방법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3

4. 알츠하이머병 예방 약물치료 전략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은 건강한 인구가 알츠하이머병의 병

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1차예방과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치매로 진단 받기 전 단계에서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2차예방, 임상적으로 치매로 진단된 후 증

상을 완화하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3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1차예방 

혹은 2차예방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병리가 발생하기 전 혹

은 병리는 있으나 아직 임상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중재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알츠하이머병 예방

을 위한 다양한 임상약물 시험이 시도 되고 있으며, 특히 A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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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억제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이중눈가

림, 위약대조, 평행군 임상시험이 2013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Table 2).34,35 이 중 Alzheimer’s Disease Cooperative Study 

(ADCS)에서 시행하는 A4 연구에서는 아밀로이드 PET에서 

양성을 보이는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solan-

euzumab (anti-Aβ16-24)이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지 

시험 중이며,
36

 API (Alzheimer’s Preventive Initiative) 연구는 

E280A PS1 돌연변이를 가진 군에서 crenuzumab (Hu IgG4 

anti-multiple epitope Aβ1-40)의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37 DIAN 

연구에서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PSEN1, PSEN2, APP 

돌연변이를 가진 피험자군에서 solaneuzumab, gantenerumab 

(antibody to fibrillary form, Aβ3-12; 18-27)의 효과를 시험

한다.
34

 이 연구들은 아직 치매로 발병하기 전의 피험자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좀 더 예민하게 임상약물시험의 효과측정

을 위해 인지기능뿐 아니라 생체지표, 정상 인지기능에서 경

도인지장애로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같이 측정할 예

정이다.35 

결  론

알츠하이머병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뇌의 손상이 비가역

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 고위험 상태 혹은 초기 단계 인지장

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많은 

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생체지표의 발달로 뇌척수액 

생체지표(Aβ42, 타우) 혹은 아밀로이드 PET 영상을 이용한 조

기 발견 및 질병진행 예측 등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으며 알

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대규모 약물 임상시험의 결

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결국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하나

의 특효약에 의해서 치료되기는 어렵고, 질병의 변화가 시작

되는 중년의 나이부터 다양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는 다영역 

중재 및 예방적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MCI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

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치매 치료의 가장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는 대상이다. 즉 적절한 치료가 있다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위험요소의 치료 등으로 환자의 남은 생활의 질을 높

여 줄 수 있고, 국가와 같은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접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

직 MCI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이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검사 방법 등의 객관화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연구자들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기존 알츠하

이머병의 약물적 치료요법으로 MCI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MCI의 치료법은 기존 알츠하이

머병의 치료법에 근간을 둘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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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와 주관적인지장애의 인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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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therapy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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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of progression to dementia due to Alzheimer’s disease (AD) is high in persons with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or am-

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 However, there are no pharmacological treatments to improve cognition or slow the disease 

progression in persons with SCD and aMCI. There is growing evidence that supports an important role of cognitive interventions. 

Four theoretical models of cognitive intervention for aMCI are restorative cognitive training, compensatory cognitive training such as 

using memory strategies and memory aids, lifestyle intervention, and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such as relaxation exercises 

and managing stress and poor sleep. Comprehensive intervention that entails multiple approach is more effective in aMCI compared 

with focused approach on one model. Multimodal cognitive training is more effective in aMCI than cognitive training on single cog-

nitive domain. In persons with SCD, memory training is recommended to be combined with expectancy change which is directed at 

changing beliefs and attitudes about one’s own memory. It is done by applying methods of cognitive restructuring and psycho-

education directed at supplying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anxiety and the information on normal memory aging processes, 

and teaching methods of stress reduct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s specialized for persons with 

preclinical AD or MCI due to AD that are confirmed with AD bio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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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증상이 발현되기 10년 이상 전부터 뇌에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현상이 시작 된다.
1
 알츠하이머 병리 현상이 시작

되었으나 아직 객관적인 인지장애가 관찰되지 않는 단계를 

증상발현전(preclinical)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 단계라고 하고,
1
 자세한 면담과 인지기능검사에서 인지

기능의 감퇴가 관찰되나 아직 치매는 아닌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한다.2 경도인지장애

는 다양한 병리현상에 의한 임상증후군이다. 임상양상 및 인

지기능검사 소견에 따라 기억성과 비기억성 경도인지장애로 

구분한다.3 기억성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치매의 전구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정상노인의 1-2%가 매년 치매로 진행

하는 것에 비해, 기억성 경도인지장애는 1년에 10-15%가 치

매로 진행한다.3 한 연구에서는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의 62%

에서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

mography, PET) 검사상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4
 

증상발현전 알츠하이머병을 ‘National Institute on Aging- 

Alzheimer's Association (NIA-AA)’에서는 3단계로 구분한다.1 

1단계는 베타아밀로이드1-42만 축적되는 단계이고, 2단계에

는 베타아밀로이드1-42가 축적되며 신경퇴행(neurode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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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 변화들이 시작되어 뇌척수액에서 타우단백질이 상승

하거나 FDG-PET에서 포도당 대사의 저하가 관찰된다. 3단

계는 비로소 주관적인지장애(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를 호소하는 단계이다. 주관적인지장애는 객관적인 인

지기능검사에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주관적으로 과

거보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을 호소하는 경우이다.5 주관적

인지장애도 알츠하이머병, 우울, 수면장애,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임상증후군이다.5,6 주관적인지

장애 연구들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1년에 주관적인지장애의 

2.3%가 치매로 진행하고 6.6%가 경도인지장애로 진행한다.
7
 

4년의 종적연구에 의하면 주관적인지장애의 14%가 치매로 

진행하였고 27%가 경도인지장애로 진행하였다.5 주관적인

지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지장애를 호소하지 않

는 사람들에 비하여 치매 발병 위험도가 두 배 높다.7

증상발현전 알츠하이머병이나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질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증상발현전 알츠하이머병이나 경도인지장애의 인지기능

을 개선시키거나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입증된 약

물은 아직 없다.8 활발한 사회활동,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직

업이나 활동, 육체 운동이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9,10 주관적인지장애나 경도인지장애의 

비약물적 치료(nonpharmacological treatment)에 대한 관심

이 매우 증대되었다. 비약물적치료에는 인지중재치료(cognitive 

intervention), 운동, 영양(nutrition), 등이 있다.

경도인지장애와 주관적인지장애를 대상으로 한 인지중재

치료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1-14 

본문에서는 기

억성경도인지장애와 주관적인지장애를 대상으로 한 인지중

재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론

1. 인지중재치료의 분류

인지중재치료는 인지훈련(cognitive training), 인지재활

(cognitive rehabilitation), 인지자극(cognitive stimul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훈련은 기억력이나 주의력 등

의 특정한 인지영역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체

계화된 과제를 훈련자의 지도에 따라 실행하는 훈련이다.15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목적에 맞게 제작

된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할 수도 있다. 또 일상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보기 등의 상황을 구현하여 

훈련을 하기도 한다. 몇 명의 그룹으로 훈련을 시행하기도 

하며 일대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인지훈련의 가설은 신경형

성력(neuroplasticity)에 의하여 특정 인지영역의 기능을 유지

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고 다른 인지영역까지 개선효과가 파

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대상으

로 6주의 기억훈련 전후로 단어학습과 회상을 시행하며 기능

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을 실시하였는데 기억훈련 

후에 시행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서 새로운 부위의 활성

화가 관찰되고 정상군과의 차이가 감소하였다.16 

인지재활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

점을 둔다. 환자들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르

기 때문에 인지재활의 구체적인 목표는 환자와 보호자와 상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따라서 인지재활은 대개 개별적

으로 시행한다. 예를 들면 메모장이나 타이머를 활용하게 한

다든지 불필요하게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하여 기억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를 줄이는 것 등이다. 인지재활은 개선한 

그 부분의 일상생활만 좋아지고 다른 일상생활 영역으로 효

과가 파급되지는 않는다. 

인지자극은 대개 4-5명의 그룹으로 시행한다. 인지자극은 

특정한 인지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향상과 사

회적 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시사문제들을 알려주는 현실지남력 요법(reality 

orientation), 회상요법, 여러 감각 자극요법(multi-sensory 

stimulation), 토론, 퍼즐, 단어게임, 노래부르기나 악기연주 

등의 음악 활동, 빵굽기 등의 요리, 화분가꾸기, 등이 있다. 

인지중재치료 시에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인지기능의 강점

과 부족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우울, 불안감에 대하여 같이 대화를 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경도인지장애의 인지중재치료 

1) 인지중재치료 유형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의 저하만을 호소하는 가벼운 경

우도 있고, 일상생활의 기능에도 경미한 저하가 드러나는 경

우도 있으며, 우울, 불안, 등의 신경정신증상(neuropsychiatric 

symptom)을 동반한 경우도 있다. 현재 환자가 어떤 단계인

지를 파악하고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경도인지장애 대상 인지중재치료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17 

첫째는 전형적인 인지훈련(restorative cognitive train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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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는 보상인지훈련(compensatory cognitive training)

으로 기억전략(mnemonics)이나 계획 방법 등을 가르치고 

달력, 메모장, 타이머, 네비게이션,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다. 셋째는 생활방식 중재(lifestyle intervention)이다. 즉 흡

연이나 과음, 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악영향과 운동, 두뇌활

동, 뇌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 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 교육하고 생활방식을 바꾸도록 격려하고 동기

를 부여하는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정신요법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으로 이완운동, 명상, 스트

레스나 피로, 불면 등을 관리하는 방법의 교육, 등이 포함된

다.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한 가지 인지영역에 대한 전형적

인 인지훈련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유의한 인지기능의 개선

이 관찰되지 않았다.
18

 위의 네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 이상

을 같이 시행하고 인지훈련은 여러 인지영역을 훈련하는 경

우에 인지기능의 유의한 개선이 관찰되었다.18

2) 인지중재치료의 실제

인지중재치료를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시행하고 

얼마 간격으로 어느 기간 동안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에 대하여 확정된 것은 없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그룹으로 진행되었고 한번에 시행하는 훈련 시간

은 30-150분으로 다양한데,12 1-2시간을 시행한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다.19 연구들마다 훈련기간도 2주-9개월로 다양하

고,
19

 인지중재치료의 횟수도 1-60회로 다양하다.
12

 비용과 

효과를 고려할 때 3개월간 6-20회기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주장도 있고,12 6개월 정도 인지중재치료를 시행한 연구

들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도 있다.
19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기억력 개선을 위한 인지중재치료가 

가장 비중이 크다. 그 외에 주의력이나 집행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훈련이나 언어, 시공간력 훈련을 포함하기도 한다. 기억

력에 대한 인지중재치료는 전형적인 인지훈련과 기억전략 

교육이 포함된다. 일부의 연구들에서는 미래기억(prospective 

memory)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20 

기억전략은 첫째, 입력단계 강화 훈련으로 반복해서 외우

기, 큰소리로 외우기, 메모하기, 주의를 기울여 기억하기, 가

나다 순으로 외우기, 앞 글자 따서 외우기, 이야기 만들어 외

우기, 중심단어 외우기, 심상법(visual imagery), 범주화(cate-

gorization), 덩어리화(chunking), 연상법(association), 오류 

없는 학습(errorless learning), 등이 있다. 덩어리화는 기억

의 입력 단계의 저장용량에는 한계(7±2 항목)가 있어서 기억

대상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 기억하는 것이다. 이때 범주화를 

활용하여 덩어리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상법은 기억 

대상을 익숙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때, 그 사람의 특징과 이름을 연결하는 ‘얼굴-

이름연상법(face-name associations)’이 대표적이다. 둘째, 인

출단계를 강화하는 기억법에는 알람, 타이머 활용, 잘 보이는 

곳에 두기, 다른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기, 기억한 순서

나 위치적인 순서, 가나다순이나 사건 발생 순서 등을 활용하

는 ‘순서에 따라 회상’, 입력 시 상황이나 관련 정보를 인출 

단서로 활용는 ‘연상법’, 기억대상이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시간, 사람을 인출 단서로 활용하는 ‘입력당시로 되돌아가

기’, 제시된 정보의 회상 간격을 점차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회상함으로써 학습과 정보의 저장을 촉진하는 ‘시간차회상

(spaced retrieval)’ 등이 있다. 

3) 인지중재치료의 평가

인지중재치료의 평가는 객관적인 인지기능검사와 주관적

인 평가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지연회상기억검사를 활용하여 인지중재치료의 효과를 평가

하였고, 일부의 연구에서 AD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 (ADAS-cog)를 활용하였다.12,19 그 외에 주의력, 집

행기능, 언어, 시공간력,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등을 

활용한 전반적인 인지기능, 등을 평가한 연구들도 있다.
11,12,19

 

미래기억훈련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미래기억평가척도를 시

행하기도 하였다.20 주관적평가에는 설문을 통한 일상생활에

서의 기억력 평가, 삶의 질, 우울감, 도구일상생활능력 평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지중재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 신경

형성력을 통한 인지예비능(cognitive reserve)을 향상시켜 치

매로의 진행을 늦추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에 민감한 도구일상생활능력의 평가가 중요하다.12 인지중재

치료가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중재치료 종료 후 추적평가를 진행한 연구들도 

있는데 그 기간은 다양하다.12 

무작위배정를 시행한 연구들만의 결과를 분석하면 53%의 

연구들에서 인지중재치료 후에 지연회상기억력의 향상이 관

찰되었고, 작업기억은 54%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50%

에서, 집행기능은 37.5%에서, 주의력은 83.3%에서, 언어기능

은 33.3%에서, 시공간력은 33.3%에서 호전이 관찰되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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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영상으로 인지중재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은 많지는 

않으나 모든 연구들에서 인지중재치료군에서 기능적 자기공

명영상의 뇌활성화 증가, FDG-PET의 포도당대사 증가, 또는 

뇌용적의 증가 등이 관찰되었다.
19

 

3. 주관적인지장애의 인지중재치료

1) 인지중재치료 유형

주관적인지장애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인지중재치료 

연구들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인지중재치료를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한다.21 첫째는 전형적인 인지훈련인 기억력훈련이

다. 전산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

다. 둘째,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기대변화(expectancy change) 

교육이 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 불안

이나 스트레스와 기억력저하의 관련성,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정신교육(psychoeducation)을 통해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켜 주관적인지장애를 

치료하는 것이다. 셋째, 기억훈련과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기

대변화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다. 

2) 인지중재치료의 평가

주관적인지장애 대상으로 시행한 인지중재치료의 무작위

배정 연구들은 기억력에 관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일차평가

변수로 사용한 연구들이 많다.
21

 서구의 연구들에서 많이 사

용된 설문지는 ‘Metamemory in Adulhood Questionnaire 

(MAQ)’,22 ‘Memory Functioning Questionnaire (MFQ)’23 등

이다. 그 외 언어학습검사나 이야기회상검사와 같은 객관적

인 기억력평가, 우울척도, 삶의 질 평가 등을 시행한다.21 무

작위배정연구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주관적인지장애에서는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기대변화 교육 또는 이를 기억력훈련

과 병행한 경우에 유의한 주관적인지장애의 개선효과가 있

었다.21 최근 국내의 한 주관적인지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기억훈련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인지훈련 후에 유

의하게 객관적 인지기능검사에서 호전된 결과를 보고하였

다.24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인지장애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기보

다는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중재치료의 효과를 조사하였

다.25-28 최근에는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전산화 인지훈련 프

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규명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26,27 

결  론

경도인지장애 대상 인지중재치료는 전형적인 인지훈련, 기

억전략의 교육과 메모장이나 타이머 등을 활용하게 하는 보

상인지훈련, 생활방식 중재, 이완운동이나 명상 등의 정신요

법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 인지영역만을 훈련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인지영역을 훈련하는 다영역 인지훈련

이 효과적이며, 어느 한 가지 유형만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 여러 유형의 인지중재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경

도인지장애의 인지기능개선에 효과적이다. 주관적인지장애

의 인지중재치료 시에는 기억훈련 등의 인지훈련만 시행하

는 경우보다는 인지장애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정상노인, 주관적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를 대상으

로 하는 전산화 인지훈련프로그램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주관적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는 병리기전이 다

양한 증상증후군이므로 향후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통하여 확진된 증상발현전 알츠하이머병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에 특화된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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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intervention in MCI and preclinical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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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매가 고령화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면서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의 발생시점을 2년 늦출 경우 194만 명의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약물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치매환자관리의 소극적 대응(3차 예

방) 차원에서 1차 예방(인지건강의 유지와 증진)과 같은 적

극적 개념의 접근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되고 있다. 2011년부

터 미국에서는 치매예방에 대한 축적된 근거를 바탕으로 미

국질병관리본부(CDC)에서 The Healthy Brain initiative를 

시작하여 인지건강을 수립하기 위한 public health road map

을 제시하여 진행중이다.
2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윤환 등

3

이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바

탕으로 노인의 인지기능상태와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lifestyle) 요인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인지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중심의 수칙을 제시하였었고 본 강의

에서는 2009년 발표된 치매예방 생활습관에 대한 자료와 

2015년 미국 CDC자료
4
를 근거로 하여 요약하고자 한다.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한 조사3

조사된 생활습관 요인은 신체적 활동, 금연, 사회적 활동, 

인지적 활동, 적당한 음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영양 등 7가지로 분류되었다. 신체활동, 금연, 사회활

동, 인지활동, 적당한 음주, 적정체중, 영양(생선, 채소, 과일, 

비타민 C와 비타민 E 섭취등)이 인지건강의 주요 예방요인

으로 보고하였다. 각 권장사항에 대해 체계적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지건강보호 및 치매예방에 관한 인지건강수

칙을 제시하였는데, 수칙의 제목은 생활습관별 영문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PASCAL’로 명명하였고 (Physical activity, 

Anti-smoking, Social activity, Cognitive activity, Alcohol 

drinking in moderation, Lean body mass and healthy diet) 

이후 공저자인 나덕력 등에 의해 진(진땀나게 운동하자), 인

(인정사정없이 담배끊자), 사(사회활동열심히 하자), 대(사

회활동열심히 하자), 천(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자), 명(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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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linked to Core function of 

public health (CDC, 2015).

긴 식사를 하자)으로 수정되어 대한치매학회를 통해 홍보되

어지고 있다.(대한치매학회 자료요청가능)

1. 신체활동

중급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는 

및 유의하지 않은 관련성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고 하나, 전반

적으로 신체활동(운동)은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 특히 걷기와 같은 경미한 운동 또는 각종 스포츠 

활동을 통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

기능 상태가 더 양호하였고 인지기능 저하, 인지장애,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의 발생률이 낮았다.

2. 금연

금연이 인지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

리는 데는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없으나,긍정적인 연구들이 

있고, 금연의 다른 건강효과에 대해 고려할때 금연을 인지건

강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였다.

3. 사회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표가 개발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이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상대적으로 인지기

능의 저하속도가 느리고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발생률이 낮

았다.

4. 인지활동

대다수의 연구에서 인지활동이 인지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으로 보고했다. 책읽기, 글쓰기, 수업청강, 공부하기,퍼즐 맞

추기, 미술활동 등 적극적인 두뇌활동과 텔레비전 시청과 같

은 소극적인 지적활동중 적극적인 지적 활동 횟수가 빈번할

수록 알츠하이머병의 발생위험이 낮은것으로 보고되었다. 

5. 음주

중등도의 적당한 음주가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과음, 문제 

음주, 폭음 등이 인지건강에 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체질양지수

비만이 인지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떤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체질량지수 증가가 인지건강

에 보호요인으로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급격한 체중 감소

(＞10%)는 치매 발생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7. 영양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가 인지건강에 좋은 영향

을 미치고 또한 비타민 C와 E 같은 비타민제 복용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육류 등의 고지방 섭취는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he Healthy Brain initiative에 대한 조사4

미국 CDC는 The healthy Brain initiative의 interim report 

안에서 National Public Health Road Map to Maintaining 

Cognitive Health에 대한 guideline을 제시하였다.4 Guideline

에서 중요한 Frame work로 첫 번째) Systematic review의 연

구를 통한 두 번째) 정책수립후 수행 세 번째) 관련 전문의료

서비스관계자(health care service provider)들의 교육, 네 번

째) 고위험군인 고령사회 대상자들에 대한 monitoring과 지

속적인 지역사회(고령대상자, 가족 및 의료서비스관계자)의 

교육을 지속하는 연결고리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보완과 교

육, 정부기관과 health care system을 제공하는 주체(보험회

사 또는 국가의료보험)의 공동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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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ercise Recommendation for Elderly
5

What is it? What are the benefits? What can I do? How often?

Aerobic 
Activity

 Aerobic (or endurance) exercise 
uses your large muscle groups 
(chest, legs, and back) to increase 
your heart rate and breathing.

 You can speak several words in a 
row but not have a long chat 
while exercising.

 Stay active as you age.  Go for a brisk walk.
 Do heavy housework or 

gardening.
 Look into a water aerobics or 

tennis class for seniors. You 
may find free or discounted 
classes at a local community 
or senior center.

 Aim to spread at least 150 
minutes of moderately 
intense activity throughout 
the week.

 Reach your 150-minute 
goal by exercising at least 
10 minutes at a time.

Activity to 
Strengthen 
Muscles

 This activity strengthens your 
muscles by making you push or 
pull against something, such as 
gravity, hand-held weights, 
exercise bands, or even soup 
cans.

 Increase your strength and 
independence.

 Reduce your need for a cane.
 Improve your balance at the 

same time.

 Raise and lower arms and 
legs for a number of counts. 
You can even do this while 
seated.

 Climb stairs in your house or 
at a mall if you can do so 
safely. Use your cane if 
needed.

 Dig in the garden, rake, and 
push a lawn mower.

 Aim for at least 2 days a 
week.

Activity to 
Improve 
Balance

 Balance activity requires you to 
keep control of your body as you 
move. 

 It may help strengthen muscles in 
your abdomen (stomach area), 
lower back, hips, and legs.

 Stay steady on your feet.
 Reduce the risk of a fall or 

injury.
 Improve your strength at the 

same time.

 Try walking heel to toe in a 
straight line.

 Practice standing on one foot.
 Stand up from a chair and sit 

down again without using 
your hands.

 Aim for 3 or more days a 
week.

Activity to 
Increase 
Flexibility

 Flexibility activity improves your 
range of motion.

 Keep the full range of motion 
of your muscles and joints.

 Prevent stiffness as you age.
 Lower your stress.

 Stretch all muscle groups.
 Take a yoga class or practice 

yoga with a video.

 Aim for 3 or more days a 
week

인 monitoring 수단으로 BRFSS(Behavioral risk factor sur-

veillance system)에서 한국에서 MMSE를 사용하고 있는 것

에 반에 Self-reported increased confusion or memory loss 

(ICML)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고령대상자, 가족) 및 의료서비스관계자들

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웹사이트(http://www.acl.gov/Get_Help/BrainHealth/ 

Index.aspx)에는 관련 교육자료가 모두 free download로 올

라가 있고, 지속적인 update 가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치

매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한 조사자료에서 제시된 key 

factor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첫째로 의료서비스 제공자(Health care provider)에게 현

재 신체활동 가능상태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또한 exercise가 치매예방의 중요한 역활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NIH에서 

운영하는 Go4Life® (www.nia.nih.gov/go4life)의 interactive

한 website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1) 

매주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한다. 2)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움직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이나 신체상태가 건강한 경우에는 1) 2시간 

30분(150분)의 중등도 유산소운동(빠르게 걷기)와 함께 일주

일에 2 일이상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운동이나 2) 1시

간 15분(75분)의 극심한 강도의 유산소운동(조깅이나 러닝)

와 함께 일주일에 2일 이상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운

동이나 3) 두 가지의 운동을 적적하게 혼합하여 유산소운동

을 하면서 일주일에 2일 이상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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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ne drink” from National institute on Aging
5

One drink is equal to one of the following:

 One 12-ounce can or bottle of regular beer, ale, or wine cooler

 One 8- or 9-ounce can or bottle of malt liquor

 One 5-ounce glass of red or white wine

 One 1.5-ounce shot glass of hard liquor (spirits) like gin, vodka, 
or whiskey. 

Table 3. Vitamin Recommendation for Older Adults
5

Vitamin Power for Older Adults

 Vitamin B12. If you are 50 years or older, choose foods high in 
vitamin B12, such as fortified cereals, or take a B12 supplement 
(2.4 mcg total of B12 a day). Vitamin B12 helps your brain, 
blood, and nervous system

 Vitamin D. If you are older than 70, you need 800 IU 
(international units) of vitamin D a day (600 IU for adults under 
70). Natural sources include sunlight, salmon and tuna, and foods 
fortified with vitamin D such as cereals, dairy products, and 
orange juice. Vitamin D can help prevent softening of the bones 
and reduce the risk of bone fractures

2. 금연

나이에 불문하고 금연을 인지건강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였다.

3. 사회활동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더 행복하고 더 건

강하게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기에 게임 외에 스스로 의미 있

는 일을 찾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변사회망을 이동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4. 음주

노인에서의 음주는 젊은 사람의 음주와는 다르다. 특히 여

러 사건(넘어져서 골절, 뇌손상, 자동차사고) 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나, 65세 이상에서 음주를 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남성의 경우 2 drink 미만, 여성의 경우 1 drink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5. 영양

영양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섭취를 증가할 식품

으로 1) 과일, 야채, 2) whole grains, 3) Lean meat, fish, 

Poultry, 4) low-fat or non-fat dairy products, 대신 섭취를 

줄여야 할 음식으로 1) solid fat, 2) 당분 및 3) 소금성분이며,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와 아래와 같은 비타민 섭취를 권장하

고 있다.

6. Brain Health Educator Guide 20146

2014년 Health care provider를 위한 education교육의 핵

심사항으로 To Protect your brain, 1) Take care of your 

health 2) Eat Healthy foods 3) Be Active 4) Learn new 

things 5) Connect with family, friends and communities로 

권고하고 있고 그 중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Take care of 

your health)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2) 고혈압/고지혈증/고

혈당과 같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을 조절 받아

야 한다. 3)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지 주변의 의료진

(Health Care Provider)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4)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낙상을 방지해야 한다. 5) 담배를 끊어야 

한다.

결  론

국내에서 시행된 2009년 자료 및 2014-2015년 미국 NIH/ 

CDC의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의 검토 결과 1) 뇌

는 우선적으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보호를 위해 

건강한 음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습과 중등도이상의 

신체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국내는 2009년 

이후 체계적인 자료가 없으나,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노인노쇠 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사업”(연구자: 경희대 가

정의학과 원장원 및 아주의대 예방의학과 이윤환)이 시작되

어 향후 노쇠예방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내에 치매예

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방법이 제안 될 것이라 판단되나, 조

속한 한국형 노인을 위한 뇌건강 또는 치매예방 표준 가이드

라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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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ment of tools that enable selection of the best treatment option for each new patient with MS. While currently available disease 

modifying drugs are generally clearly assigned as first-line or second-line treatment, no universal guidelines exist that help in the real 

world setting to decide when and how exactly a transition from first-line to second-line therapy should be initiated. Recently, in-

tegrated strategies combining MRI and clinical markers in scoring systems have provided a potentially useful approach for the man-

agement of patients with MS. As long as data are not yet sufficient to allow a direct comparison of efficacy among second-line drugs, 

the treatment decision should be primarily based on the individual situation and risk profile of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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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은 전통적으로 국소

적 백질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탈수초 병변으로 

여겨졌으나, 회백질 부분에도 국소 병변이 존재한다는 것, 또 

국소 병변과는 독립적으로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것이 특별한 국소 병변이 없는, MRI에서 정상으로 보

이는 조직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는 MS의 광범위한 병리 기전 중 하나인 신경퇴행(neurode-

generation)이 질병의 초기에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질병의 

초기에 발생하는 신경과 축삭의 손상은 염증에 의해 유발되

는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후기인 진행단계(progressive stage)

에 관찰되는 신경퇴행은 주로 염증과 무관한 기전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회백질과 정상으로보이는백질(normal-appear-

ing white matter, NAWM)에서의 주된 변화는 뇌 용적의 점

진적인 감소와 관련되어 있고, 국소 염증 병변은 임상적 재발

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신경퇴행과 뇌 용적 감소 등의 광범위

한 손상은 장애 진행과 관련되어 있다. 국소적인 염증과 광

범위한 신경퇴행성 손상 모두를 표적으로 한 치료를 일찍 시

작함으로써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과 장애의 진행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다. 또 재발, 장애의 진행, MRI 병변, 뇌 용적 등

을 포함한 질병의 활성도와 악화를 파악하여 치료를 최적화

함으로써 장애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고 질병의 과

정을 조절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MS의 질병조절치료(disease-modifying therapy)

를 위해 베타인터페론(beta-interferon, IFN-β)과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Glatiramer acetate, GA) 등이 널리 사용되어 왔

으며, 최근 몇 가지 약제가 새롭게 승인되어 일차 및 이차 약

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약제 중 어떤 것도 MS에 

대한 치료 효과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환자는 약제 

투여 중에도 재발이나 장애의 진행을 경험하여 대안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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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io and Modified Rio Scores (from Ref. 2)

Rio Score Modified Rio Score

Criterion Change over the first year Criterion Change over the first year

MRI criterion＝0
MRI criterion＝1

≤ 2 active* T2 lesions
＞2 active T2 lesions

MRI criterion＝0
MRI criterion＝1

≤ 4 (5)‡ new T2 lesions
＞4 (5)‡ new T2 lesions

Relapse criterion＝0
Relapse criterion＝1

No relapses
≥1 relapse

Relapse criterion＝0
Relapse criterion＝1
Relapse criterion＝2

No relapses
1 relapse
≥ 2 relapses

EDSS criterion＝0
EDSS criterion＝1

Increase in EDSS score of ＜1 point
Increase in EDSS score of ≥ 1 point,
Sustained over at least 6 months

Not included Not included

Rio Score＝MRI criterion + relapse criterion + EDSS criterion Modified Rio Score＝MRI criterion + relapse criterion
*Active lesions defined as new or enlarging T2-weighted lesions plus gadolinium-enhancing lesions over the first year. 
‡The cut-off of four lesions was in the validation set; the cut-off of five lesions was in the training set. EDSS,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의료진으로서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

자들을 선별하여 다른 치료제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따

라서 치료에 대한 반응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치료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어떤 치료제로 교체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MS의 질병 조절 치료제

1. IFN-β와 GA

IFN-β와 GA는 재발-이장성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

ting multiple sclerosis, RRMS)에 대해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

된 일차 약제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IFN-β와 GA가 

MS의 질병 활성도를 만족스럽게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다. IFN-β에서 다른 IFN-β 또는 GA로, 또는 그 

반대로 약물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많지 않으며, 

또 IFN-β를 장기 투여했을 때 장애를 일관되게 감소시킨다는 

근거 역시 많지 않다. 단, IFN-β이나 GA 투여 중 다른 IFN-β 
또는 GA로 교체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므로, 시도해 볼 수

는 있다. 또 IFN-β 투여중 중화항체가 생성되어 약물의 효과

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GA로의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 IFN-β, GA 등의 일차 약제 투여중 뚜렷한 질병 활성

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좋은 약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새로운 일차/이차 약제들

현재 MS의 질병 조절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로는 전통적

인 IFN-β와 GA 외에도 테리플루노마이드(teriflunomide), 디메

틸푸마레이트(dimethyl fumarate, DMF), 핑골리모드(fingoli-

mod), 나탈리주맙(natalizumab), 알렘투주맙(alemtuzumab)

이 있다. Table 1에 IFN-β와 GA 이후 MS의 장기 질병 조절 

치료제로 승인된 일차/이차 약제들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1

질병 활성도 결정 및 다른 치료제로의 교체

MS의 병리 기전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질병의 활

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질병의 활성도를 결정하는 인

자로는 주로 임상적 재발, 장애의 진전, MRI 병변 활성도가 

이용된다.

2008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IFN-β로 1년 이상 치료받은 222

명의 RRMS 환자의 임상 자료를 분석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Rio score). 즉, 치료 시작 뒤 1년간

의 임상적 재발, 장애 진행(EDSS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의 1 이상 증가가 6개월 뒤 확인된 경우), 그리고 활성 

MRI 병변(2개 이상의 새로운 T2 병변이나 가돌리늄 조영 증

강 병변)을 조합하여, 뒤이은 2년간의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

상되는 환자를 가려내었다(Table 2).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

지 이상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들은 이후 추적 관찰 기간 중 

장애 진행이나 재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환

자들은 다른 약제로 치료제를 교체할 여지가 있었다. 흥미로

운 것은, 첫 1년의 기간 중 임상적 재발이나 MRI 활성만 보였

던 환자들은 뒤이은 2년 동안 새로운 임상적인 질병 활성이

나 진전을 보일 위험이 낮았다. 반면 첫 1년 동안 장애 진전

만을 보였던 환자는 이후 장애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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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 evidence-based quantitative algorithm to mon-
itor response to IFN-β. This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the Modified Rio Score for the assessment of the risk of pro-
gression over 4 years in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treat-
ed for 1.5 years with IFN-β therapy. 

*
Substantial new T2 activ-

ity is defined as ＞4-5 new T2 lesions in 1 year of treatment, 
or ＞1-2 new T2 lesions if the reference MRI scan to assess 
new T2 lesion formation is obtained at least 6 months after 
initiating therapy (from Ref. 3)

Table 3. Recommendations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concern when considering treatment modification based on relapses
*

(from Ref. 4)

Criteria
Level of concern

Low Medium High

Rate 1 relapse in the second year of treatment 1 relapse in the first year of treatment ＞1 relapse in the first year of treatment

Severity Mild
Steroids not required
Minimal effect on ADL
1 functional domain affected
No or mild motor/cerebellar involvement

Moderate
Steroids required
Moderate effect on ADL
＞1 functional domain affected
Moderate motor/cerebellar involvement

Severe
Steroids/hospitalization required
Severe effect on ADL
＞1 functional domain affected
Severe motor/cerebellar involvement

Recovery (duration) Prompt recovery
No functional deficit

Incomplete recovery at 3 months
Some functional impairment

Incomplete recovery at 6 months
Functional impairment

*The level of concern determined by meeting at least on criterion.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4. Recommendations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concern when considering treatment modification based on disability pro-

gression (from Ref. 4)

Criteria Level of concern

EDSS score Low Medium High

≤ 3.5 ≤ 1 points 2 points at 6 months* ＞2 points at 6 months*

2 points at 12 months*

4.0 to 5.0 ＜1 point 1 point at 6 months* ＞1 point at 6 months*

1 point at 12 months*

≥ 5.5 0.5 points at 6 months* ＞0.5 points at 6 months

Clinically documented 
progression

No motor
Minor sensory

Some motor, cerebellar or cognitive
Multiple EDSS domains affected

Pronounced motor/cerebellar or cognitive
Multiple EDSS domains affected

T25FW** ≤ 20% confirmed at 6 months ＞20% and ＜100% increase confirmed at 6 months ≥ 100% increase confirmed at 6 months
*IF EDSS progression alone is used to assess response to treatment, any change requires subsequent confirmation at 3-6 months.
**Timed 25-foor Walk tested at baseline with aid, if required.

뒤이은 연구에서는 Rio score를 조금 더 간략하게 수정하

였으며(Modified Rio score), 여기서는 장애진행에 대한 항

목은 제외하고 임상적 재발과 MRI 활성만을 척도로 삼아서, 

두 가지 척도에 의해 환자를 0-3의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

(Table 2). 그에 따라 일정 기간(6개월) 뒤 재평가를 시행하

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인 환자(responder)와 반응을 보

이지 않는 환자(non-responder)를 구분하여 이후의 치료 방

침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Figure 1).3,4

2013년 Canadian Multiple Sclerosis Working Group 

(GMSWG)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인자에서 질병 활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세 단계(낮음[low], 

중간[medium], 높음[high])의 주의 단계를 정의하였으며(Table 

3-5), 한 영역에서 주의 단계가 “높음”이거나, 두 개 영역에서 

“중간”이거나, 세 개 영역 모두에서 “낮음”의 주의 단계에 해

당할 경우에는 최적하반응(suboptimal response) 상태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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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eatment optimization in a patient with relaps-

ing-remitting MS experiencing a suboptimal response to 

therapy. 
*
Future options may include teriflunomide, BG-12, 

laquinimod. IFN, interferon; GA, glatiramer acetate; natalizu-

mab (from Ref. 4)

Table 5. Recommendations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concern when considering treatment modification based on annual MRI 

findings (from Ref. 4)

Activity on MRI*
Level of concern

Low Medium High

New Gd-enhancing lesions OR
Accumulation of new T2 lesions per year

1 lesion 2 lesions ≥3 lesions

Note: Routine follow-up MRI with gadolinium (Gd) is recommended 6-12 months after initiating therapy for RRMS (or in CIS if therapy is not 
initiated). Note: New T2 lesions that are also enhancing on the same scan are only counted once as unique active lesions. *The presence of 
Gd-enhancing lesions is more reliable than new T2 lesion counts. New T2 lesion counts require high quality comparable MRI scans and interpretation 
by highly qualified individuals.

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바꿀 것을 고려하도록 권유하였다

(Figure 2).5

질병의 활성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질병무

활성증거”(NEDA, no evidence of disease activity)라는 개념

이 정의되었으며, 이는 임상적 재발과, EDSS로 표현되는 장

애의 진전, 그리고 새로운 MRI 병변(새로운 T1 가돌리늄 조

영 병변 및 T2 병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6
 이러한 요소들

로 MS의 병리학적 변화를 좀더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

문에, NEDA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뇌용적감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국소적 손상뿐 아니

라 광범위한 손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다. 또 

인지기능 저하나 환자가 보고하는 삶의 질에 대한 설문 결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MS에서 진행되는 질병 활성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3. 한계와 개선점

현재의 임상적/영상학적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

이 있기 때문에 질병 활성도의 모든 면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의 진전을 EDSS로 측정할 경우 

중간 점수와 높은 점수 범위에서는 장애의 진전에 대해 덜 민

감하며, 주로 보행 상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지기능이나 

시기능의 면이 간과되기 쉽다. 뇌용적감소의 측정은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검출하기 힘든 병리학적 변화를 검출할 수 있

다. 뇌용적감소는 MS의 초기에 시작되며, 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신경퇴행의 표지자로 여겨

지며, 장기적인 장애 진전과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다

고 여겨진다. 최근 장애 진전에 대한 치료 효과가 뇌용적감

소에 대한 치료 효과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고, 

뇌용적감소를 단독으로 또는 MRI 병변과 결합하여 MS의 장

애 진전에 대한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뇌용적감소 측정에 대한 표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일상적인 임상 진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병적인 뇌용적감소 속도를 정

의함으로써 이를 임상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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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20년에 걸쳐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과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재발 완화형 

MS (relapsing-remitting MS, RRMS)에서 다양한 면역조절 치

료(immunomodulatory treatment)의 유효성이 보고되고 있

고, NMO에서도 면역억제제(immunosuppressant)나 단일클

론항체를 이용한 리툭시맵(rituximab)이 재발 예방 치료제로

서 인정 받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본 고에서는 MS와 NMO

에서 새롭게 도입된 치료제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1 년간 완

료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임상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관련 최신 임상시험

1)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S, RRMS)

(1) Ocrelizumab (OPERA I, OPERA II)

Ocrelizumab은 B 세포에 발현된 CD 20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 인간화 단일클론항체(humanized mon-

oclonal antibody)로서 B 림프구를 고갈시킨다. Rituximab

도 동일한 CD20항원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나, 유전자 재조합 

키메릭 단일클론항체(chimeric monoclonal antibody)라는 

점에서 ocrelizumab과 차이가 있다. 2011년 220명의 RRMS

를 대상으로 48주 동안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제2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위약군과 ocrelizumab 600 mg, 

2,000 mg 투여군 IM interferon beta-1a (INF-beta 1a)으로 

나누어(1:1:1:1) 48주 동안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1 연간재

발률(annual relapse rate, ARR) 및 뇌자기공명영상(MRI)의 

T1-조영증강 병변 수를 비교시 ocrelizumab 투여군이 위약

군 이나 INF beta-1a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ARR을 보였

고 조영증강 병변 수의 감소를 보였다. 비록 단기 보고이지

만, 위약군과 NF-beta 1a 투여군 사이에 유해사례 발생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2015년 ECTRIMS (Barcelona at the Congress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reatment and Research in Multiple 

Sclerosis 2015 meeting)에서 ocrelizumab의 제3임상시험 결

과들이 발표되었는데, OPERA I과 OPERA II는 RRMS를 대상

으로 한 임상연구이다.2 OPERA I (821명)과 II (835명)는 RRMS 

환자를 ocrelizumab 600 mg 투여군과 SC INF-beta 1a 투여

군으로 나누어 2년째 ARR을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Ocrelizu-

mab 투여군이 INF-beta 1a 투여군에 비해 ARR가 낮았다

(OPERA I-46%, II-47%). 12주 장애진행(confirmed disability 

progression, CDP)은 ocrelizumab 투여군이 INF-beta 1a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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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하게 위험 감소를 보였다(OPERA I-43%, II-37%). T1 

조영증가 병변 수는 ocrelizumab 투여군이 INF-beta 1a에 비

해 낮았고(OPERA I-94%, II-95%), 새로운 병변 수의 감소도 

낮게 확인되었다(OPERA I-77%, II-83%). 부작용은 ocrelizu-

mab 투여군과 INF-beta 1a이 유사했으며, 투여관련반응은 

ocrelizumab 투여군이 INF-beta 1a 투여군보다 높았다(34.3% 

vs 9.7%)

(2) Daclizumab HYP (SELECT, DECIDE)

Daclizumab은 Interleukin-2 수용체의 α-chain(IL-2Rα, 

CD25)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이다. 신장 이식 

후 거부반응에 대한 예방목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자가면역

질환과 IL-2수용체의 연관관계가 밝혀지면서 MS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가 진행되었다. 2013년 600명의 RRMS를 대상

으로 52주 동안 진행한 무작위 위약대조군, 제2상 임상시험 

(SELECT)에서3 대조군과 비교시 daclizumab HYP 투여군에

서 유의하게 재발률, MRI의 새로운 병변 발생, 장애진행(CDP)

의 감소가 보고되었다. 최근 2015년 1841명의 RRMS 환자를 

대상으로 144주 동안 시행한 무작위, 이중맹검, 활성-대조, 

제3상임상시험(DECIDE)이 발표되었으며, daclizumab HYP 

투여군과 INF-beta 1a IM투여군을 비교하였다.4 여기서 da-

clizumab 투여군이 INF-beta 1a 투여군보다 45% 낮은 연간

재발률과 54% 낮은 MRI상 활성 병변을 보였으나, 12주 CDP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염, 발진이나 간수치의 상

승은 daclizumab 투여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3) MT-1301 (MOMENTUM)

MT-1303은 선택적인 sphingosine-1-phosphate type 1 

(S1P1) 수용체 조절제이다. MT-1301은 빠르게 활성형태로

(MT-1303-P) 대사되어 S1P1의 기능적 길항제로서 작용한다. 

RRMS의 치료제로 이미 승인받은 fingolimod 역시 S1P1 수

용체 길항제이나 용량 의존적으로 서맥을 유발하는데, fin-

golimod와 달리 MT-1303-P는 S1P3 수용체에 친화도가 낮아

서, 잠재적인 서맥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을 

근거로 무작위, 이중맹검, 병행설계 및 위약 대조군 임상연구

(MOMENTUM)가 2015 ECTRIMS에서 보고되었다.
5
 381명의 

RRMS를 대상으로 하여 MT-1303 (0.1 mg, 0.2 mg, 0.4 mg)

투여군과 위약군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연간재발률 및 조영

증강병변 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약군과 비교시 조영증

가 병변은 MT-1301군이 유의하게 적었고, 연간재발률도 MT- 

1301 0.4 mg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모든 용량에

서 서맥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흔한 유해작용은 두통과 

상기도 감염이었고,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4) Autologus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HALT-MS)

자가조혈모세포이식(Autologus hematopoietic cell trans-

plantation, HCT)은 지난 20년 동안 MS에서 연구되어 왔고 

원인염증세포의 제거와 함께 면역체계의 복귀(reset)를 기전

으로 한다. 초기의 임상연구들은 장애가 상당히 진행한 pro-

gressive MS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량면역억제제(high-dose 

immunosuppressive therapy, HDIT)와 병행하여 HCT를 시

행하였다.6 15년의 모니터링 시 염증활성의 유의한 호전이 보

고되어, RRMS에서 HDIR/HCT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 2015년 발표된 단일군, 제2임상연구(HALT-MS)는
7
 일

반적인 disease-modifying therapy에 실패했던 25명의 RRMS

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1차 평가 변수(primary end point)

는 사망, 장애발생(EDSS＞0.5), 재발, 2개 이상의 새롭게 발생

한 MRI병변으로 하였다. 약 3년 추적 시점에서 24명 중 78.4%

가 임상 사건(event free survival)이 없었고, 이들 중 약 90%

에서 진행이 없었으며 86%에서 재발이 없었다. HCT후 2년 

6개월 및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각 1명의 사망이 있

었으며, 가역적이었으나 위장계 및 혈액학적 HDIT/ HCT 초

기 독성효과가 있었다. 일반적인 면역치료에 실패한 MS환자

에서 잠재적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보이지만,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5) Alemtuzumab (4 year-extended CARE-MS II)

Alemtuzumab은 CD 52를 항원으로 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화 항체로서, 순환하는 T 림프구와 B 림프구를 고갈시키거나 

재분포 시킴으로써 장기적인 획득 면역(adaptive immunity)

의 변화를 유도한다. 제2임상시험에서 INF-beta 1a와 비교 

시 alemtuzumab이 5년 동안 우위의 효과를 보인 것을 바탕

으로, 2012년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195명의 RRMS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제3임상시험 결과(CARE MS-1)가 발표되

었다.8 2년 동안 alemtuzumab 투여군이 INF beta 1a 투여군

에 비해 낮은 재발률을 보이고(22% vs 40%), 재발이 없는 상

태(78% vs 59%)의 비율이 높았다. CARE MS-II는 표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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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명을 대상으로 alemtuzumab 투여군과 INF beta 1a와 

비교하였다.9 CARE-MS I과 유사하게 2년 동안 alemtuzumab 

투여군이 INF-beta 1a에 비해 낮은 재발률을 보였고(35% vs 

51%), 재발이 없는 상태(65% vs 47%)의 비율이 높았다. 주

입관련반응, 감염, 혈소판감소증 및 갑상선 기능이상이 유해

반응으로 보고되었다. 2015에 4년의 추적을 바탕으로 하여 

CARE-MS II Extension Study 결과가 발표되었는데,10 CARE-MS 

II에서 alemtuzumab를 투여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초기 2번의 코스(매주 1회 5번 12 mg투여+ 12개월 뒤 매

주 1회 3번)를 투여 받은 사람이 67.7%, 추가적으로 1회의 

코스를 더 받은 사람이 24.2%, 7.4%에서 2코스 더 투여 받았

다. 3년째 68.4%에서, 4년째 69.9%에서 새로운 활성 병변이 

MRI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alemtuzumab이 효과적

인 MS치료제이며, 3-4년까지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Teriflunomide (Nine-year follow-up of the TEMSO 

trial)

Teriflunomide는 dihydro-orotate dehydrogenase의 선택

적 억제제로서, T 세포 및 B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3개의 무

작위 위약 대조 임상 연구가 RRMS에서 시행되었으며 ARR, 

장애 및 MRI의 활성 감소가 확인되었다.11,12,13 2011년 발표

된 TEMSO trial은
12

 2년 동안 1,088명의 RRMS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2016년 TEMSO trial시험종료 후 7년 추가연장 임

상연구가 출판되었다.14 TEMSO연구의 약 93% (742명)가 연

구에 참여되었으며 약 190주 후에 63% (468명)의 환자가 ter-

iflunomide를 유지하였다. 유해작용은 간수치 상승, 감염, 얇

아지는 머리카락, 백혈구 감소 등이 보고되었으나 TEMSO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였다. 약 11%가 이러한 부작용

으로 중단하였다. ARR이나 조영 증강 병변은 위약에서 teri-

flunomide로 바꾼 환자 군에서 감소하였고 낮은 상태로 유지

되었다. 장애는 9년 추적기간동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7) Fingolimod (A Post hoc Analysis of the TRANSFORMS 

Trial)

TRANSFORMS는 이중 맹검, 무작위, 활성대조, 제3임상연

구로 1년 동안 1,153명의 RRMS를 대상으로 하여 Fingolimod

와 IFN beta-1a (IM)투여군을 비교한 것으로 fingolimod 투

여군이 IFN beta-1a 투여군보다 우위의 재발방지 효과를 보

였다.15 최근 1차 평가변수로서 질병무활성증거(no evidence 

of disease activity, NEDA) 개념을 도입하여 TRANSFORMS 

임상을 사후분석이 보고되었다.
16

 NEDA-4를 만족은 재발의 

증거나 새로운 T2 lesion의 발생, 6-month CDP과 뇌위축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었다. Fingolimod 투여군이 IFN beta-1a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NEDA-4를 만족하였다(27.9% vs 

16.7%). 1년 넘어 NEDA-4에 도달할 확률은 fingolimod 투여

군이 IFN beta-1a 투여군의 2배였다.

2) 원발 진행형 다발성경화증(primary progressive MS, PPMS)

최근까지 PPMS 환자에게 승인받은 약물은 없으며, RRMS

에서 승인받은 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들이 PPMS에 적용

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장애진행을 제한하는 임상효과가 제

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ocrelizumab과 고용량 biotin

은 염증성, 신경퇴행성 병변의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Ocrelizumab (ORATORIO)

2015년 ECTRIMS에서 PRMS를 대상으로 ocrelizumab의 

제3임상결과(ORATORIO)가 발표되었다.17 732명의 PPMS 

환자를 위약군과 Ocrelizumab 600 mg 투여군이 120주 동안 

비교 되었다. PPMS환자의 경우 정확한 재발이나 병변을 특

징화시키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장애가 진행하기 때문에 장

애진행(CDP) 비율을 평가 변수로 삼았다. Ocrelizumab 투여

군이 위약군보다 12주 CDP가 24%, 24주 CDP는 25%, 25feet 

보행시간은 29% 낮았다. 120주 시점에서 위약군은 T2 고신

호강도 병변이 7.4% 증가한 반면, ocrelizumab의 경우 3.4% 

감소하였으며, 전체 뇌부피 감소도 위약과 비교시 17.5% 적

었다. Ocrelizumab 투약중 발생한 부작용도 위약군과 유사

하였으며(95.1% vs 90.0%)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입 시 반응

이었다. Oratorio 연구의 경우 지난 20년간 PPMS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약물 효과를 보

인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Fingolimode (INFORMS)

Finglolimod는 경구 shpingosine 1-phosphate receptor 

modulateor로서 RRMS환자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PPMS

환자에서 연구된 적이 없었다. 2016년 출판된 INFORMS 

study는18 PPMS 환자 970명을 대상으로 하여 3년 이상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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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fingolimode 투여군을 1:1 무작위 배정하여 진행되었

다. Kaplan-Meier 분석에서 12주 CDP는 fingolimode 복용

군이 77.2%, 위약군의 80.3%에서 확인되어 fingolimode 복

용군에서 유의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MRI에서는 위약

군과 비교시 유의하게 fingolimode 투여군에서 새로운 T2 

lesion 수나 조영증강 병변 수의 감소를 보였으나 뇌위축에

서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각한 부작용은 fin-

golimode 복용군이 약 25%, 위약군에서 약 24%에서 확인되

었다.

(3) MD1003 

MD1003 (Biotine)은 별아교세포와 뉴런에 발현하는 효소

의 보조인자로서, 호기 에너지 생성(aerobic energy production)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내부에서 adenosine triphosphate

의 유효성 증가는 탈수초화 된 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저

산소성 손상을 감소시킨다. 또한 수초생성에 사용되는 지방

산 합성 보조인자로서 작용하면서 수초 보수(myelin repair)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2015년 예비시험(pilot study) 

보고에서 23명의 PPMS 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량 biotine (100- 

300 mg/일) 투여하며 9개월 추적 시, 장애나 질환진행을 막

는데 효과가 있었다.19 2015년 AN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에서는 154명의 진행성 MS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조 제3임상실험(MS-SPI) 결과를 발표하였다. Biotin 300 

mg/일 투여군이 위약군과 비교시 9, 12개월 CDP의 향상을 

보이거나 25 ft timed walk test에서 20%의 단축을 보였다. 

따라서 고용량의 biotine이 진행성 MS환자의 잠재적인 치료

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20

2.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 Eculizumab

NMO 쥐 모델에서 염증세포의 침윤 및 탈수초 과정에는 

AQP4-IgG뿐만 아니라 보체 활성화가 필수적임이 입증 되었

는데, Eculizumab은 인간화 단클론 항체로서 complement 

protein C5를 중화시켜 C5a와 C5b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방

해한다. 2013년 공개 예비연구(open-label pilot study)21가 

시행되었으며 14명의 NMO 환자(지난 6개월 이내 2회 이상

의 재발 또는 지난 1년 동안 3회 이상의 재발)를 대상으로 4

주 동안 1주 간격으로 경정맥 eculizumab 600 mg을 투여했

고, 5주부터 48주까지 2주 간격으로 900 mg을 투여했다. 총 

14명의 환자 중 12명에서 1년 동안 재발이 없었으며, EDSS는 

4.3에서 3.5로 호전되었다. 1명에서 수막구균 패혈증(men-

ingococcal sepsis)이 발생하였으나 치료되었고, 다른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2) Tocilizumab

Tocilizumab은 IL-6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로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이

외에서 전신홍반성루프스나, castleman질환과 같은 다른 자

가면역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예

비시험(pilot study) 보고에서22 고용량 스테로이드, 혈장교환

술 후 prednisolone, azathioprine등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재

발이 자주 발생한 시신경척수염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한 달

에 한 번 tocilizumab (8 mg/kg)을 1년 동안 투여 시 ARR가 

2.9회에서 0.4회로 감소하고 EDSS 및 통증에 호전을 보였다. 

2015년 toclizumab의 장기 치료 효과에 대한 후향관찰연구

(평균 30개월)가 보고되었는데,23 리툭시맵을 포함한 다른 면

역억제제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빈번했던 NMO 환자 8명

에게 toclizumab (6-8 mg) 투여 후 연간재발률의 감소 및 안

정성을 보고하였다.

3) Cetirizine

호중구나 호산구 같은 과립성 백혈구의 침윤은 시신경척

수염 병변에서 별아교세포, 탈수초 및 축삭손상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Cetirizine은 eosinophil안정제로서 알레르기 치

료제로 승인 받았으며 2015년 ANN에서 13명의 NMO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가 보고 되었다.24 연간재발률, 재

발강도, 내약성과 cytokine를 비롯한 염증변수들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등록된 모든 환자에서 6개월간 재발이나 약물

중단 및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향후 장기 추적

을 통한 추가적인 임상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MS와 NMO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면역병리학적 원리의 정립과 더불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단일클론항체로 대표되는 새로운 표적치료제

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MS 임상 연구에서는 1차 평가 변

수로서 ARR나 MRI의 T2/T1 조영증가 병변 수 측정을 벗어

나 뇌부피의 변화, 정량적 MRI 테크닉의 사용, 질병무활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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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NEDA) 등을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다면적 접

근이 치료 평가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기대된다.

NMO 임상연구에서 치료하지 않은 위약군은 심한 신경학

적 장애를 남길 수 있다는 질환특성을 고려 할 때 대조군을 

포함한 임상연구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NMO의 

임상 연구들은 주로 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평가 

변수를 첫 재발에 두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재발 강도나 장

애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추가적인 측정방법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고에서 소개된 최신 임상연구 약물들의 긍정

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임상에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장기적 시점에서 치료효과와 약물 유해작용

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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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factors in the CNS demyelinating 
disease

민 주 홍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 뇌신경센터 신경과

Multiple Sclerosis (MS) and neuromyelitis optica (NMO) are demyelinating and inflammatory disorders, which have evidences indicat-

ing that autoimmunity plays a considerable role in the mechanism in CNS. These autoimmune diseases are accepted as the complex 

from interactions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genetic susceptibility. Particularly, in MS, there are many studies regarding en-

vironmental factors such as UV exposure or vitamin D deficiency, viral infections, hygiene, parasite, and cigarette smoking. By con-

trast, the rol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NMO has not been fully investigated, yet. Herein,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these dis-

orders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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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1. 비타민 D

MS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다. 그 중 비타민 D 

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타민 D가 칼

슘의 homeostasis regulation뿐 아니라, 염증 및 면역조절에 

관여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MS뿐만 아니라, 류

마티스 관절염, 1형 당뇨,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면역질환에

서도 비타민 D 결핍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되어 왔다. 이

전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비타민 D제제의 사용 또는 햇

빛에 대한 노출이 MS의 위험을 줄였다.1,2 또한, 비타민 D를 

하루 400 IU 복용하는 여성에서 MS의 위험이 40% 감소하였

다.3 또한, 25-hydroxy-vitamin D (25(OH)D) 수치가 40 ng/ml

보다 높은 경우, MRI병변도 적고, 재발도 적었고, 이 수치는 

완해(remission)시보다 발병(relapse)시 더 낮고, 질병의 심

한 정도(severity)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4,5 면역조절에

서 비타민 D의 역할은 25(OH)D를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형

태인 calcitriol로 변환시키는 효소를 코딩하는 CPYP27B1과 

관련이 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MS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6 또한, 비타민 D

는 MS의 가장 강력한 유전적 위험인자인 HLD-DRB1*1501과 

특이적으로 상호작용한다.7 이외에도 MS의 동물모델에서 비

타민 D의 신경보호효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EAE) 모델에

서 1, 25(OH)2 vitamin D를 질병 발병 전에 줄 경우, MS발병

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8,9

 거꾸로, 비타민 D 결핍은 

EAE 발병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고 질병의 심각성을 증가시

킨다.9 또한, 비타민 D의 기전과 관련해서는, MS환자에서 비

타민 D수치가 정상인에서보다 낮고, 완해 시보다 발병 시 더 

낮은 것은 비타민 D-dependent T세포의 조절과 밀접하게 관

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활성화된 비타민 D는 CD4+ T 세

포에 몇 가지 면역조절 효과를 가진다. 첫 번째, CD4+ T세포

의 증식을 억제하고, 두 번째는 IL-10분비세포의 숫자를 증가

시키고, IL-6와 IL-17 생산하는 세포를 억제하고 CD4+CD25+ 

FoxP3+ regulatory T세포를 유도한다.
10
 이와 같이, 1,25(OH)2 

vitamin D는 여러 기전을 통해서 면역억제에 영향을 주므로, 

비타민 D결핍을 교정하는 것이 MS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조절하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2. 위생과 기생충 감염 

몇 가지 연구들이 어린 시절이나 young adulthood시 MS

의 강한 위험인자로 감염을 주목해왔다. 특히 1966년에는 어

린 시절 high sanitation level과 MS의 발병률이 관계가 있다

고 보고되었고, 감염과 알러지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들이 이를 지지한다고 생각되었다.11 또한, MS의 분포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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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uman pathogen인 Trichuris trichiura라는 기생충과 역

의 상관관계가 있다.12 기생충 감염이 적은 곳에서 MS의 발

병률이 증가하였고, 기생충 약 복용후 감염이 치료가 끝난 개

개인은 MS활성도의 증가와 같이 다른 알러젠(allergen)에 

대한 피부반응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13,14 동물실험에서 

Schistosoma mansoni등으로 감염시킨 쥐의 경우, EAE의 발

병을 지연시키고, 임상 경과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IFN-gamma, TNF-alpha, IL-12, NO의 감소와 IL-10, 

TGF-beta의 증가가 동반되었다.15,16 즉, 만성 기생충 감염은 

기생충과 관련없는 병인 모두에 대한 항원 특이적인 면역반

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생충에 의한 MS

보호 기전으로는 유도된 regulatory T세포에 의한 억제사이

토카인인 IL-10, TGF-beta를 분비의 증가와 IL-10의 분비와 

관련있는 regulataory B 세포가 주목 받고 있다. 

3. Epstine-Barr Virus (EBV) 감염

EBV는 double-stranded DNA 바이러스로써, 90%의 인구

가 10대이전에 감염되어서 평생 지속되는데, 첫 감염 시 증

상은 없으나, infectious mononucleosis (IM)같은 급성 열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EVB가 MS의 강력한 위험인자라

는 증거는 매우 많다. IM와 MS는 비슷한 epidemiology 를 

가진다. 두 질환 모두 젊은 성인에서 발생하고 50세 이후에

는 드물며, 흑인, 아시아인, 에스키모인에서 드물고 적도에서 

남, 북으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17-19

 위생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EBV에 감염 되도 IM의 가능성은 떨어지며, IM의 병력

이 있는 개인에서 MS위험은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또한, MS 환자중 많은 수에서 EBV감염이 양성이며, 

EBV감염된 정상인에 비해서 MS환자의 경우, anti-EBV 항체

의 역가가 높다(high titers).21 최근의 meta-analysis를 보면 

MS의 EBV의 노출 및 anti-VCA IgG, anticomplex DBNA 

IgG, anti-EBNA-1 IgG 항체와의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

한, EBV감염된 개인에서 anti-EBV항체가 MS발병 5년 전부

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2

 이러한 경우, EBV항체 역가가 증

가하는 것은 MS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병의 

조기 event일 수도 있다. 그러나, EBV와 달리 다른 바이러스

들, measles, rubella, mumps, HSV-1, VZV 등은 MS와는 특

별한 관련이 없다.23,24 EBV의 면역기전과 관련해서는 EBV-

특이적인 CD8+ 세포의 반응이 MS에서 매우 높으며, EBNA-1 

CD4+ memory T세포가 MS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
25,26

 또

한, EBV는 B세포의 immortalization을 유도할 수 있고, path-

ogenic T세포에 항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EBV 감염 후 B 세

포가 apoptosis에 저항성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 실제 이차

진행형 MS의 병리소견에서는 뇌막의 follicle에서 EBV-감염 

B세포가 관찰된다.27

4. 흡연

흡연과 MS의 위험에 대해서 1965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1965년, 241 MS환자에서 발병전 흡연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고, 환자 그룹에서 정상대조군 그룹에 비해 과

거 흡연자가 유의하게 많았다.28 이후, 1990년대에 영국에서 

시행된 두개의 연구에서 규칙적인 흡연 여성에서 MS의 위험

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0명의 여성이 포함된 

Nurses’ Health Study and Nurses’ Health Study II에서 현재 

흡연자중에서 MS의 위험성은 OR 1.6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29

 

그리고 최근에는 임상단독증후군(CIS)에서 흡연이 MS로의 

조기 전환(early conversion)과 관련 다는 보고도 있었다.30 

또한, MS환자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수명이 5-10년으로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흡연은 MS환자

에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 923

명의 영국 MS환자사망률에 대한 연구에서, 비흡연자(non- 

smoker)에 비해서 현재 흡연자(current smoker)의 사망에 

대한 hazard ratio가 2.7, 과거 흡연자(ex-smoker)에서는 1.3

으로 관찰되었다.
31

 

Neuromyelitis optica 

1. 비타민 D

시신경척수염에서 vitamin D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2012년에 재발성 척수염환자의 비타민 D 수치가 일회성

(monophasic) 환자보다 낮다는 보고가 있었다.32 이 환자들

에서 실제 33명의 재발성 척수염 환자 중 61%가 aquaporin-4 

(AQP4)항체가 양성인 데 반해서 일회성 환자에서는 AQP4

항체 양성이 없었다. 이 후, 51명의 AQP4항체를 가진 한국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환자에서 

비타민 D 수치는 204명의 정상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

고, 이 수치는 또한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score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33 비타민 D수치가 낮은 것

이 질병 장애에 선행된 것인지, 질병 장애 때문에 생긴 것인

지는 알 수 없으나, 비타민 D와 NMOSD와의 관계에 대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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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24명의 NMO환자에서 혈청 비타

민 D의 감소가 관찰됨을 보고하였고, 이전 NMOSD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비타민 D수치가 

낮았으며, 비타민 D가 낮은 환자들에서 oligoclonal band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34

2. 위생과 감염

NMO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것들로, 2013년 

일본에서는 H pylori와 Chlamydia pneumonia 감염이 AQP4

양성 NMOSD의 위험인자라고 보고하였다.35 즉, 정상인과 

비교시 anti-H. pylori a와 anti-C Pneumonia 항체가 AQP4

양성 환자에서 더 흔히 발견된 것에 비해서, VZV, EBNA에 

대한 항체는 두 그룹 사이에서 다르지 않았다.35 H-pylori 감

염은 과거부터 NMO뿐 아니라, MS,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갑성선염등에서 자가면역을 유

발할 수 있다(trigger)고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그 기

전을 뒷받침할만한 면역학적 기초 연구가 더 필요하다.36 MS

와 달리, EBV와 관련된 NMO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일본 연

구에 의하면 EBV의 과거 감염이 MS와 관련되어 있다면, EBV

의 재활성화가 NMO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37 또

한,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결핵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결

핵감염이 NMO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은 얻지 못했다.38 그 

외에도 MS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 IM, HLA-DR15 and 

anti-EBNA1 역가는 NMO나 척수염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39

 

또한, 소아 NMO에서도 EBV, HSV, CMV, HLA-DR15가 NMO

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40

결  론

과거와 달리, 현재는 MS와 NMO는 임상적, 영상학적, 혈

청학적, 병리학적으로 구분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본 고찰에서와 같이 위험 인자 및 환경적 요인도 매우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 질환들의 교정 가능한(modifiable) 

환경적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질환의 질병장애 및 재발 방지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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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promoting agents and anti-cataplectic medication

Won Chul Shin

Department of Neurolog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Korea

Narcolepsy is a chronic sleep disorder characterized by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EDS) and symptoms of dissociated rapid eye 

movement sleep such as cataplexy (sudden loss of muscle tone), hypnagogic hallucinations (sensory events that occur at the tran-

sition from wakefulness to sleep), sleep paralysis (inability to perform movements upon wakening or sleep onset), and nocturnal 

sleep disruption. As these symptoms are often disabling, most patients need life-long treatment. The treatment of narcolepsy is well 

defined, and, traditionally, amphetamine-like stimulants (i.e., dopaminergic release enhancers) have been used for clinical manage-

ment to improve EDS and sleep attacks, whereas tricyclic antidepressants have been used as anticataplectics. Disruption of neuro-

transmission through the hypocretin/orexin (Hcrt) system, usually by degeneration of the Hcrt-producing neurons in the posterior hy-

pothalamus, results in hypersomnia and cataplexy in narcolepsy. The cause of Hcrt neurodegeneration is unknown but thought to be 

related to autoimmune processes. Current treatments for narcolepsy are symptomatic, including wake-promoting therapeutics that 

increase presynaptic dopamine release and anticataplectic agents that activate monoaminergic neurotransmission. Sodium oxybate, 

sodium salt of gamma-hydroxybutyrate, is the only medication approved by the European and US that alleviates both sleep/wake dis-

turbances and cataplexy. it is hypothesized that its therapeutic effects may occur through gamma-aminobutyric acid receptor type 

B-mediated effects at noradrenergic, dopaminergic, and thalamocortical neurons. These therapies are almost always needed in com-

bination with non-pharmacologic treatments (i.e., behavioral modification). A series of new drugs is currently being tested in animal 

models and in humans. Animal models have also aided understanding the neurobiology of the Hcrt system, mechanisms of cataplexy, 

and the pharmacology of narcolepsy medications. Transgenic rodent models will be critical in the development of novel therapeutics 

for the treatment of narcolepsy, particularly efforts directed to overcome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hypocretin replacement 

therapy. Recent developing agent for narcolepsy include a wide variety of hypocretin agonists, melanin-concentrating hormone re-

ceptor antagonists, antigen-specific immunopharmacology, and histamine H3 receptor antagonists/inverse agonists (e.g., pitolisant). 

Even though current treatment is strictly symptomatic,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knowledge of the pathophysiology of narco-

lepsy, we expect that more pathophysiology-based treatments will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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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면과 수면관련운동장애질환의 약물치료

김 명 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NREM parasomnias or disorders of arousal comprise 3 interrelated but distinct entities; confusional arousals, sleepwalking and sleep 

terrors. According to the treatment guideline by expert opinions and case reports and series, treatment with low-dose clonazepam 

has a response rate of around 75%. 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 is usually characterized by potentially injurious dream enact-

ment behaviors (DEB). Both clonazepam and melatonin are effective in reducing DEBs and prevent injury. Restless legs syndrome 

(RLS) or Willis-Ekbom disease is a common sensorimotor disorder characterized by unpleasant sensations in the limbs that appear or 

worsen during rest and nighttime and disappear or improve with movement. Periodic leg movements (PLM) occur in approximately 

90% of RLS patients. The α2δ ligands (pregabalin, gabapentine or gabapentine enacarbil) or the continuously active dopamine ago-

nist (rotigotine) should be considered as effective first choices, if there is no counter indication. Low doses of pramipexole or ropinir-

ole should be considered good second choices with careful monitoring to minimize dose increases and identify early indications for 

augmentation. Opioids (Oxycodone-naloxone or oxycodone ) are most commonly used when initial treatment medications fails to 

suffice. For the patients with refractory RLS to most other medications, low dose methadone or IV iron dextran is recommended. 

사건수면(parasomnia)의 약물치료 

사건수면 (parasomnia)은 수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면

장애의 한 범주로써 운동, 행동, 감정, 및 인지장애로 발현한

다. 수면단계에 따라 크게 비렘(non-rapid eye movement) 

사건수면(NRBD과 렘(rapid eye movement) 사건수면(RBD)

으로 구분한다. 

1. 비렘사건수면(NRBD) 

비렘수면에서 각성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즉 혼돈각성

(confusional arousal) 수면보행(sleepwalking), 수면공포(sleep 

terror)로 구성된다. 이 3가지 증상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

은데 수면 중 주위를 배회하는 것이 뚜렷하면 수면보행으로, 

공포나 자율신경계 증상이 뚜렷하면 수면공포로 분류한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지만 성인에서의 유병률도 

많게는 약 7%에 이르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환자 본인 및 배

우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약물치료로는 clonazepam (0.25-2 mg/night)이 가장 효과

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GABA 활성을 증가시켜 수면

으로부터의 각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

타 약물로는 다양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항우울 약물 등

이 한정된 수의 환자들에게서 반응을 보였다는 증례보고가 

있다. 비약물치료로 최면을 포함한 인지행동치료가 보고되

어 있다.

2. 렘사건수면(RBD)

RBD는 REM수면의 특징인 골격근 무긴장증(atonia)이 

소실되어 꿈의 내용에 따라 수면 중 소리를 지르거나 꿈재현

행동(dream enactment behavior)을 보인다. 이러한 운동증

상이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면 약물치료를 고려한다. RBD 약물치료의 목적은 

부상의 우려가 있는 꿈재현행동 및 악몽을 감소시키거나 예

방하는 데 있다. 흔히 clonazepam (0.25-1 mg을 수면 전 복

용)이 처방되고 치료효과도 좋은 편이지만, 특히 노인환자에

서 수면무호흡의 악화 또는 인지기능의 손상과 같은 부작용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작용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melatonin (3-12 mg을 수면 전 복용)이 clonaze-

pam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로 여겨지고 있다. 둘 중 어느 하

나에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약물을 병합치료하기도 

한다. 이러한 약물들이 왜 RBD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REM수면을 감소시키거나 REM수면

의 일주기 리듬을 조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김명규

188 대한신경과학회 2016년도 제35차 춘계학술대회 - 강의록 - 

Table 1. Acronym for RLS/WED diagnosis

URGE

U urge to move the legs

R rest makes it worse

G get up and go to make it better

E evening and night times are worse

Originally proposed by Philip M. Becker
(adopted from Allen RP, 2014)

에도 pramipexole, donepezil, levodopa, carbamazepine, tri-

azolam, clozapin, quetiapine 등이 RBD치료에 있어서 증례

보고 수준의 효능이 인정된 약물들이다. 

반면 선택적 세로토닌 또는 노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

제(SSRI or SNRI)는 RBD 증상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데, 

SSRI 또는 SNRI가 REM수면생리를 교란시키거나 이미 손상

되어 있는 REM수면 조절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RBD와 우울증이 동반된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는 SSRI나 SNRI 대신 bupropion과 같은 대체 약물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수면관련 운동장애질환의 약물치료

국제 하지불안증후군 연구회(The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Study Group, IRLSSG)에서 1995년 제정한 

RLS/WED (restless leg syndrome/Willis Ekbom disease) 진

단기준 중 기본이 되는 임상적인 특징을 기억하기 쉽게 간단

하게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 외에

도 주기적 하지운동(periodic limb movement: PLM)이 수면 

중(PLM in Sleep: PLMS) 또는 휴식 각성상태(PLM in resting 

wake: PLMW)에서 흔히(80-90%) 동반되기 때문에 PLMS나 

PLMW를 인지하는 것이 소위 RLS/WED mimics와 RLS/WED

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RLS/WED 환자는 고각성(hyper- 

arpousal) 상태로 인해 야간 수면장애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주간에도 고각성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환자의 제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

근에는 기존 4가지 진단기준에 더하여 감별진단에 관한 제5

의 진단기준과 함께 병의 경과 및 RLS/WED가 환자의 제반 

일상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력에 관한 기술이 추가되었다

(www.ILSSG.org).

1. 하지불안증후군(RLS/WED)의 약물치료 전 고려 사항

RLS/WED 치료약물은 환자의 철분상태, 임상증상의 증증

도 및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환자 체내에 저장된 철분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공복 시 채

혈한 혈청 내 iron, ferritin, Tsat% (% transferring saturation) 

및 TIBC (total iron binding capacity)를 측정한다. 저장 철

분이 부족할 경우(serum ferritin ＜75 mcg/L) 장기적으로 경

구용 철분제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원인(식이, 출혈 

등)을 평가하여 이를 치료한다. 수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

로 저장 철분을 평가하고 Tsat%가 40%를 초과하면 철분제제 

복용을 중단하여 haemochromatosis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 

경구용 철분제제 사용이 제한된 환자들에게는 경정맥 철분

제제를 투여해볼 수 있다. 

치료 전 임상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

다. 모든 RLS/WED 환자가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

니며, 증상이 가벼운 환자인 경우 약물치료 없이 단순히 생활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RLS/ 

WED 유병률은 전 인구의 약 4%이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약 1.5%가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위 RLS/WED suffer 

(만성 중증환자)들이다. 

동반질환이나 병용약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철분결

핍성 빈혈이나 말초신경병증처럼 RLS/WED 증상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질환도 있지만,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동

반된 환자의 경우 RLS/WED 증상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병용약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표). 주로 도파민 길

항제인 항정신약물(neuroleptics)이나 진토제(metoclopramide), 

항히스타민제(diphenhydramine) 그리고 대부분의 항우울약

물이 RLS/WED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

토제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이 적은 domperidone

이 대체약물이 될 수 있다. 항우울약물의 경우 amitriptyline

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약물을 비롯해 SSRI (fluoxetine), SNRI 

(venlafaxine), NaSSA (noradrenergic and specific seroto-

nergic antidepressant; mirtazapine)가 모두 증상을 악화시

킬 수 있으므로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대체약물로 bupro-

pion이 권장된다.

2. 하지불안증후군(RLS/WED)의 약물치료 

1) 일차치료약물(First-line treatment medicatios)

그간 RLS/WED suffer에 대한 도파민 효현제의 효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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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잘 알려져 있어서 최우선적인 치료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도파민 효현제의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 특히 증강

현상(augmentation)이나 충동조절장애의 심각성에 대한 우

려가 고조되면서 대체약물로서의 α2δ 리간드의 유용성이 확

장되고 있다.

일차치료약물로는 α2δ 리간드인 pregabalin (일 100-450 

mg), gabapentine (일 300-2400 mg), gabapentine enacarbil 

(일 300-1,200 mg), 도파민 효현제인 rotigotine (일 1-3 mg), 

pramipexole (일 0.25-0.5 mg)과 ropinirole (일 1-4 mg)이 

있다. 이중 α2δ 리간드와 장기활성형 도파민 효현제인 roti-

gotine이 최우선적 선택약물로 권고되는 추세이고, 단기활성

형 도파민 효현제인 pramipexole과 ropinirole은 2차 선택약

물로서 증강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저용량 복용이 권장되

고 있다. 특히 불안증이나 불면증이 동반된 경우는 pregabalin

을,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는 항우울 효과가 있는 pramipex-

ole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α2δ 리간드 중 pre-

gabalin과 gabapentine은 작용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작용시간이 긴 gabapentine enacarbil 

또는 rotigotine patch를 선택할 수 있다. 

일차치료약물의 장,단점이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합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

로써, 저용량의 도파민 효현제와 α2δ 리간드를 병용처방하면 

RLS/WED의 고유한 감각증상의 개선 또는 소실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증강현상 등 도파민 효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도파민 효현제의 PLM에 대한 효능, 그리고 

α2δ 리간드의 고각성상태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저용량의 도파민 효현제와 opioid를 병용처방함으

로써 RLS/WED의 통증성 감각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2) 이차치료약물(secondary treatment medicatios) 

일차치료약물로서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이차치료약물은 opioids이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약물은 서

방형 oxycodone-naloxone 제제이며, 그 다음으로는 속효성 

oxycodone이 많이 쓰인다.

3) 약물불응성 RLS/WED 치료약물

일,이차치료약물에 모두 효과가 없는 약물불응성 환자의 

경우 저용량의 methadone (일 2.5-20 mg)에 만족할만한 치

료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장기간 복용에도 증강현상, 약물의

존 및 약물중독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약물불응성 

환자의 약 60%가 iron dextran 1,000 mg 정맥주사 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고분자 iron dextran

은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분자 iron dextran

이나 ferric carboxymaltose iron 제형을 사용해야 한다.

3. PLM의 약물치료

도파민 효현제(pramopexole, ropinirole, rotigotine), α2δ 
리간드(pregabalin, gabapentine, gabapentine enacarbil), 

opioids 및 벤조디아제핀(clonazepam, nitrzepam, lorazepam, 

temazepam) 모두 RLS/WED 뿐 아니라 PLM 치료에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vodopa도 효능이 입증된 약

물이긴 하지만 반감기가 짧아 이른 아침에 증상의 되튐현상

(rebound)이 흔하고 장기 복용시 증강현상 발생률이 약 60%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택적 D3 효현제인 pramipexole이 선택적 D2 효현제인 

brompcriptine보다 RLS/WED 및 PLM에 대한 효능이 더 우

수할 뿐 아니라 수면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

다. 또한 pramipesole과 clonazepam의 비교연구에서 두 약

물 모두 RLS/WED의 감각증상에 대한 효능은 인정되었지만, 

pramipexole은 PLM에 효과가 있는 반면 clonazepam의 PLM

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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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정지 환자가 자발순환을 회복하면, 심정지의 원인을 파

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치료 이외에도 이차적 뇌손

상을 방지하기 위한 저체온 치료와 함께, 뇌손상의 정도와 그 

예후를 판정하기 위한 치료가 함께 맞물려 이루어진다. 심정

지 후 급성기에 사용하는 저체온요법은 대부분 진정제를 사

용하므로, 신경학적 검진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게 하고, 저체

온 치료는 신체 대사를 억제하여, 투여된 진정제의 체내 농도

가 낮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심정지에서 

회복한 환자에서,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가 장기적 예후를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지만, 환자의 예후가 좋게 회복될 

지 아닐지 감별하는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예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

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최근에 시행된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를 포함하여 새롭게 더해진 예후 판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

도록 한다.1 

1. 예후 판정에 있어서 감안할 사항

단 한가지의 검사로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

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판정한

다. 심정지처럼 중증 환자의 예후를 판정할 때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예후가 좋을 수 있는 환자를 불량한 예후가 예상되

는 환자로 잘못 분류하는 것이다. 즉,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의료진이나 보호자나 적극적으로 최대의 

치료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로 남게 될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예

후가 좋을 수 있는 환자를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잘못 예측

하는 확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모든 검사의 정상/비정상 결

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다르게 말하면, 예후가 

좋을 환자를 파악해 내는 데에는 민감하지 않더라도, 곧 사망

하거나 식물인간상태 등 예후가 좋지 않을 환자를 잘 구별해 

내는 검사 방법이 의미가 있다. 

2. 예후 판정 시기

심정지 환자의 치료의 근원이 되는 것은 저체온 치료이다. 

2002년 HACA 연구 및 Bernard 등에 의한 32-34도로 저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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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연구가 표준치료로 받아들여 지다가, 최근 유럽 

그룹에 의해서 33도 체온유지군이나 36도 체온 유지군이나 

예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32-36도 사이의 넓

은 범위에서 체온을 유지한다. 자발순환 회복 직후에는 저체

온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발열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외부에서 체온 조절장치가 가동되면 환자들

은 떨림(Shivering)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과도한 떨림은 전

신의 대사량을 증가시켜므로, 저체온 요법으로 전신 및 뇌 대

사를 억제 하려는 치료방향과 거꾸로 작용하여 환자의 예후

를 오히려 불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온조절요법이 사

용되는 초기 24-36시간에는 대부분 진정제나 근이완제를 투

약하면서 치료하므로, 신경학적 검사로 이상 여부를 판별하

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저체온 요법은 신체 대사를 억제

하므로, 투약된 약물의 간, 신장을 통한 대사, 배설에도 영향

을 주어 약물의 체내농도가 예상보다 오래 유지되므로, 진정

제를 중단하여도 신경학적 반사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개하는 검사 방법을 적

용할 때에도 심정지로부터 경과된 시간 및 체온조절치료가 

행해졌는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체온조절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자발순

환 회복 뒤 72시간이 경과한 뒤에 판정하고, 체온조절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는 재가온이 완료되어 정상체온이 유지된 후 

72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판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보통 입

원 5일째에 판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3. 신경학적 검사

여러 가지 진단적 검사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신경학적 검사이다.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진 중에서 동공반사, 각막반사 및 

통증에 대한 운동 반사(motor response)의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고전적으로는 Levy 등이 순차적인 신경학

적 검진을 통해 예후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체온조절치료가 확립되기 이전의 

환자로서 현재 치료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량한 예후

가 예상되는 환자들은 생명유지치료를 중단하게 되어, 예후 

예측이 바로 결과로 귀결되는 비뚤림(bias)이 있어 참고로만 

알고 있도록 한다. 그 이후에 시행된 연구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공반사

심정지 후 72-108시간 뒤에 동공반사를 확인하여 양쪽 모

두 반응이 없으면, 예후가 불량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연구에 

따르면, 양쪽 동공반사가 소실되어도 예후가 좋을 확률은 1% 

내외로 알려져 있다. 진정제나 근이완제를 사용하여도 동공

반사의 양성/음성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각막반사

뇌간의 상당부분을 거치는 반사경로로 인해서, 뇌간의 기

능이 저하되었을 때 확인하기 쉬운 검사 방법이다. 심정지 

후 72내지 102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양측에서 각막반사가 

모두 소실되면, 예후가 불량할 확률이 높고, 양측 각막반사가 

소실 되었음에도 예후가 양호할 확률은 약 2% 내외로 알려

져 있다. 동공반사에 비해서 예측도가 조금 떨어지는 데, 근

이완제 등이 투약되고 있으면 동공반사는 확인되더라도 각

막반사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잘못 판

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심정지 후 24내

지 48시간의 초기에 판정하면, 각막 반사가 소실되었더라도 

예후가 좋을 확률이 17% 내지 7%까지 보고된다. 즉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운동 반사

통증을 가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운동 반사는 글래스고 

혼수척도로 반영되어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의 중증도를 파악

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 통증 부위를 인지하고 국소화 하

거나, 회피하거나 병적 반사로 제뇌경직 등의 반사는 일반적 

뇌손상 환자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심정지환자에서

는 정밀도가 매우 불량하므로, 통증 반사를 기준으로 하여 예

후를 예측하는 것은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근간대 발작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는 저산소성 근간대경련(myoclonus) 

현상을 종종 보이게 된다. 근간대경련은 저산소손상이 어느 

정도 있다는 소견이지만,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근간대경

련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후를 가질 확률은 약 5% 내외로 알

려져 있다. 즉 근간대경련이 있더라도 모두 불량한 예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간헐적인 근간대경련은 반드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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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되는 근간대경련 지

속상태(연속적으로 30분 이상 지속되는 전신 근간대경련)는 

대부분 예후가 불량하다. 심정지 후 72시간 내지 120시간에 

근간대경련 지속상태가 확인되면, 예후가 양호할 확률은 거

의 0%에 가깝다. 아주 예외적으로는 근간대경련 지속상태에

서도 활동근간대경련(Action myoclonus)으로 이행되어 Lans- 

Adams 증후군으로 회복되는 환자가 보고되지만, 대체적으

로는 매우 불량한 예후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4. 뇌파검사

뇌파는 뇌의 전기적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표준 검사로서, 

심정지 후 예후 판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기적 경련발작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1) 돌발파억제(Burst Suppression) 

심정지 환자에서 손상의 정도가 심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전기적 이상 상태로, 돌발파억제양상이 자발순환 회복직후

에 관찰되는 경우에도 예후가 불량한 것과 관련되지만, 체온

조절 치료가 끝나서 재가온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찰되면, 예

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2) 뇌전증모양방전(Epileptiform discharge)

심정지 환자에서는 경련발작과 함께 뇌파에서 다양한 형

태의 뇌전증모양방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체온조절 치료중 

또는 치료후의 기간에 전기적 경련이 확인되면 대체로 예후

가 좋지 않다. 하지만, 경련이 동반된 모든 환자들의 예후가 

불량한 것은 아니고, 배경파(background activity) 가 좋고, 

반응성(reactivity)이 있으면 예후가 좋을 수도 있다. 

뇌파를 통한 예후 판정은 대체로 심정지 회복 72시간 후에 

외부 자극에 대한 뇌파의 반응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가온

이 종료된 정상 체온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돌발파억제양상

이 있으면 예후가 불량하다. 또는 뇌파의 반응성이 없는 상

태에서 뇌전증지속상태라면, 역시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그 외의 뇌파 척도인 뇌파의 저진폭(low am-

plitude), 서파의 정도 등은 측정장비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진정제 약물의 영향도 일부 작용할 수 있어서 예후 

판정에 이용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5. 유발전위 검사

뇌파와는 달리 진정제에 영향을 덜 받아서, 체온조절치료 

중에도 예후 판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다. 정

중신경을 자극하여 시행한 체성감각유발전위에서는 감각피

질에서 기원하는 N20 파형을 확인할 수 있다. N20 파형이 양

쪽에서 모두 소실된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할 확률이 대부분

이고,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할수록 예측도가 더 정밀해 진

다. 양측 파형 소실후에도 회복한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 완

벽하지는 않지만 99%의 정밀도로 불량한 예후를 가질 환자

를 가려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6. 혈액 검사

가장 많이 연구된 혈액검사는 S100ß와 Neuron specific 

enolase (NSE)이다. NSE는 신경세포에, S100ß는 아교세포

에서 기원하는 물질이므로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반영하는 

데에는 NSE 가 더 정확하다. 대부분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뇌손상 정도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33 ng/mL

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높을 때 불량한 예후를 가지는 것

으로 권고되었지만, 그러한 결론을 내린 연구의 환자 수가 적

고, 대부분 체온조절치료법이 확립되기 이전의 연구이므로, 

현재는 예후를 예측하는 기준 수치는 삭제되었다. 대신에 수

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NSE 수치는 예후가 불량한 

것과 관련되어서 초기 수일간 매일 검사를 해보는 것도 의의

가 있지만, 혈액검사 단독으로 예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

는 것은 금하도록 한다. 또한, NSE 는 신경세포 이외에도 적

혈구 등 타 혈액세포에 존재할 수 있기에, 심폐소생술 시행 후 

체외순환기(ECMO)를 설치하거나 대동맥내풍선맞박동(intra- 

aortic ballon counter pulsation, IABP)를 삽입하여 용혈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환자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상승되기도 

한다. 또한, 신기능 저하로 투석을 하는 환자에서는 NSE 의 

변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NSE 수치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7. 뇌영상 검사

뇌 CT나 MRI를 통해 뇌 손상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CT에서 심정지 후에 발생한 허혈성변화를 초기에 발견하기

는 쉽지 않지만, 허혈변화가 발생한 회색질은 부종 때문에 

CT Hounsfield index가 저하되므로, 정상인의 회색질/백색

질의 Hounsfield unit 수치 비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심정지 초기에 촬영한 영상에서도 확인되어 초기 2시

간에도 분율로서 허혈성 변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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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심정지 4-6일 후에 촬영한 DWI 영상에서 허혈손

상의 정도가 예후와 관련되지만, 절대적 임계값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영상 촬영의 프로토콜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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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sis associated encephalopathy: 
what is going on?

Jeong-Ho Hong

Department of Neurology,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Daegu, Korea

Sepsis is a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occurring secondary to infection and labeled severe when end organ dysfunc-

tion or tissue hypoperfusion transpires. Encephalopathy is a common complication of sepsis. Specially, a diffuse brain dysfunction 

that occurs secondary to infection in the body without overt CNS infection was called “sepsis-associated encephalopathy (SAE)”. The 

severity of SAE can range from mild delirium to deep coma and morbidity and mortality increase with disease severity. Asterixis, con-

fusion/disorientation, decreased level of consciousness, fluctuating level of arousal, inattention, multifocal myoclonus, seizures, trem-

or, etc. were clinical features of SAE. SAE is complex and multifactorial including a number of intertwined mechanisms such as vas-

cular damage, endothelial activation, breakdown of the blood brain barrier, altered brain signaling, brain inflammation, and 

apoptosis. However, the exact pathophysiology of SAE is not well delineated. No specific markers for SAE exist, so diagnosis relies on 

exclusion of primary CNS infection and other causes of encephalopathy. The mainstay of management of SAE hinges on early de-

tection of decreased level of consciousness. Because SAE is not a consequence of direct CNS infection, treatment focus remains an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systemic infection.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the epidemiology, clinical presentation, patho-

physiology,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SAE.

Key Words: Sepsis-associated encephalopathy, Septic encepha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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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al support in ICU: parenteral vs. enteral

전 상 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Sang-Beom Jeon,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roviding nutrition is an important part of critical care. However, the practice has been variable because of a paucity of robust data. 

Multiple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many different aspects of critical care nutrition. Although their findings have 

better informed the practice, the main outcomes have often been conflicting and resulted in different interpretations. In this pre-

sentation, we will review and summarize the data from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including clinical trials investigating enteral vs. 

parenteral nutrition and supplementing enteral with parenteral nutrition. In addition, published studies informing the practice of how 

best to provide enteral nutrition will be reviewed, including gastric residual volumes and gastric vs. post-pyloric tube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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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bedside procedures in neuro ICU

Jin-Heon Jeong, MD

Department of Intensive Care Medicine and Neurology, Stroke Center, Dong-A University Hospital

Performing procedures at the bedside improves quality of care through the prevention of adverse event during movement to the op-

erating room and other departments. Arrhythmia, hypotension, hypoxemia, and sudden cardiac arrest may occur in up to 70% of 

transport in critically ill patients. Bedside procedures such as vascular catheter insertion, intubation, and external ventricular drain in-

sertion are commonly used in neuro intensive care unit (neuro ICU). Ultrasound guided procedures are an indispensable tool and in-

creasingly used in neuro ICU.

Key Words: Intensive care unit, Bedside procedure, Ultrasound

서  론

소아마비가 대유행하던 1953년 코펜하겐에 처음으로 중환

자실을 만들고 양압환기를 운영한 것이 중환자실의 시작이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중환자실의 환자 감시, 검사, 치료 장

비들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를 통해 중환자실 사망률

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상태가 불안정한 중환자를 시술이나 

검사를 위해 중환자실 밖으로 이송하는 것은 저혈압, 저산소

증, 부정맥, 심장정지 등 여러 부작용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중환자실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

나 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진단 

장비가 소형화되고 덜 침습적인 시술 방법이 발전하면서 수

술방이나 검사실 대신에 중환자실 내에서 많은 시술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흔하게 행

해지는 시술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Vascular catheter insertion

1) Arterial line insertion

동맥관 삽입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승압제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지속적인 혈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시술이

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삽입 위치는 노동맥(radial artery)

으로 시술이 쉽고 곁순환이 좋아 말초 허혈 등 합병증이 드

물다. 그 외에도 발등동맥(dorsalis pedis artery), 넙다리동맥

(femoral artery) 등도 자주 사용되는 동맥이다.

노동맥 동맥관 삽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목 아래에 부

드러운 패드를 받쳐 손을 약간 뒤굽힘(dorsiflextion) 상태로 

고정한다. 손목에서 1-2 cm 상방에서 노동맥의 맥박을 촉진

해 삽입 위치를 결정하고, 무균 소독 후 필요에 따라 국소 마

취를 한다. 왼손으로 삽입 위치 상방에서 동맥을 촉진하면서 

오른손으로 카테터를 30-45도의 각도로 삽입하고 천천히 맥

박이 뛰는 방향으로 전진시킨다. 카테터에 박동성 혈액이 보

이면 카테터가 동맥 내강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천천히 수 

mm 더 전진시킨다. 이후 카테터의 각도를 10-15도가 되도록 

낮춘 뒤 안쪽 바늘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바깥

쪽 카테터만 삽입한다. 동맥관 삽입 후 말초의 혈액 순환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말초 허혈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동맥관을 제거한다.

2) Central line insertion

중심정맥관 삽입은 다량의 수액 요법, 약물투여, 혈액투

석, 말초혈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반복적인 정맥혈 채취가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한 시술이다. 또한 혈역학적 감시를 위

해 중심정맥압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흔하게 사용되는 

삽입 위치는 속목정맥(internal jugular vein), 빗장밑정맥

(subclavian vein), 넙다리정맥(femoral vein) 등이다. 특히 

우측 속목정맥은 주변 구조물과 정맥의 위치가 일관적이고, 

위대정맥(superior vena cava)으로의 주행거리가 짧고 곧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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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iangle delimited by the two heads of the sterno-

cleidomastoid muscle and the clavicle.

며, 속목동맥 천자 외에는 부작용이 적어 가장 선호되는 삽입 

부위이다.

중심정맥관 삽입에는 보통 상용화 되어 있는 중심정맥관 

세트를 이용하게 되며, 성인에서는 7-French 카테터를 삽입

하고 투석을 위해서는 11.5-French 카테터를 삽입한다. 삽입 

방법은 좌·우 속목정맥에서 모두 동일하며 셀딩거 기법을 

이용한다. 환자의 자세는 속목정맥의 직경을 증가시키기 위

해 15도 가량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하게 한다. 하지만 뇌

압상승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목은 굽혀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

서 반대편으로 회전시킨 상태로 고정시킨다. 이 때 반대편으

로 회전이 60도 이상 과하게 이루어질 경우 속목정맥이 속목

동맥 위로 주행하게 되어 동맥천자의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주의한다.

중심정맥관 삽입시 시술자는 반드시 무균시술을 유지하여

야 하며, 손 소독 및 모자, 마스크, 멸균장갑과 수술복 착용

이 권장된다. 시술 부위를 2% 클로르헥시딘 용액으로 소독 

후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두 힘살과 빗장뼈

(clavicle)가 이루는 삼각형의 구조물(Figure 1)이 노출되도

록 소독포를 덮는다.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해당하는 부위에

서 속목동맥의 맥박을 촉지하고 속목동맥 외측에서 동측의 

유두방향으로 45도의 각도로 천자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국소마취를 시행하며, 중심정맥관 삽입용 바늘로 천자하기 

전에 10 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속목정맥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심정맥관 삽입용 바늘에 연결된 

주사기를 부드럽게 흡인하면서 조금씩 전진해 나아가며 대

부분 2-3 cm 깊이에서 천자가 된다. 천자가 되지 않을 경우 

처음 진행 방향보다 외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재시도해 볼 수 

있다. 천자 후에는 흡인되는 혈액의 색이나 주사기 제거 후 

박동성 유무로 속목동맥 천자 가능성을 배제한다. 속목정맥 

천자가 확인되면 바늘을 고정한 상태에서 주사기를 제거하

고 바늘을 통해 유도철사를 삽입한다. 이 때 저항이 느껴져

서는 안 되며 만약 바늘 길이만큼 들어간 후에 저항이 느껴

지면 바늘 위치가 변경된 것을 의심하고 재천자하여야 한다. 

유도철사 삽입 후 바늘을 제거하고 유도철사를 통해 확장기

를 삽입하여 중심정맥관의 삽입을 원활하게 한다. 확장기를 

제거한 뒤 유도철사를 통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며 이 때 유

도철사가 중심정맥관과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중심정맥관 삽입 위치는 우측으로 삽입하는 경우 15 cm 정

도가 적당하며, 좌측으로 삽입하는 경우 20 cm 정도가 적당

하다.

속목정맥 천자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초음파를 이용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할 경우 혈관 탐

색자와 이를 싸기 위한 소독된 비닐 그리고 소독된 초음파 젤

이 필요하다. 초음파 단면영상에서 속목정맥은 속목동맥의 

위·외측에 위치하게 되고, 속목동맥보다 단면적이 크며, 초

음파의 탐색자로 압박을 가하면 쉽게 압박되는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초음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속목정맥의 위치와 주

행경로를 확인하고 바늘과 유도철사가 올바로 삽입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빗장밑정맥을 천자하는 경우 환자는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하게 하며 양측 어깨뼈 사이에 수건 등을 넣어 빗장뼈와 

갈비뼈 사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빗장뼈의 내측에서부터 

2/3 지점에서 2 cm 외측, 2 cm 아래 지점에서 바늘을 삽입하

여 복장패임(sternal notch)을 향해 30도의 각도로 천자한다. 

이 때 바늘은 거의 빗장뼈와 평행하게 진행되며 빗장뼈 아래

쪽을 스치듯 전진시킨다. 대부분 빗장뼈 아래에서 천자되지

만 경우에 따라 수 cm 아래에서 천자되기도 한다. 정맥을 천

자한 뒤의 과정은 속목정맥과 동일하다. 빗장밑정맥을 이용

하는 경우 감염 발생률이 낮고 중심정맥관 관리가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기흉 및 혈흉 등 부작용의 발생이 높은 단

점이 있다. 넙다리정맥을 천자할 때는 샅고랑인대(inguinal 

ligament) 아래 1-2 cm에서 넙다리동맥을 촉진한 뒤 내측으

로 바늘을 삽입한다. 넙다리정맥의 경우 비교적 삽입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혈전 발생 및 감염의 위험이 높은 단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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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mon rule

L Look externally (facial trauma, large incisors, large tongue)

E Evaluate 3-3-2 rule

3- inter incisor gap

3-hyomental distance

2-distance between thyroid cartilage and floor of the mouth

M Mallampati classification

O Obstruction (epiglottitis, quinsy)

N Neck morbility

Table 2. Mallampati classification

Class 1 Complete visualization of the soft palate

Class 2 Complete visualization of the uvula

Class 3 Visualization of only the base of the uvula

Class 4 Soft palate is not visible at all

2. Airway management

1) Endotracheal intubation

기관내삽관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술기이며, 

또한 응급 상황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기저질환과 심폐기능 저하로 저산소증에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저산소증이 심한 상태에서 기관내삽관을 해야 하는 경

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안전한 기관내삽

관을 위해 기도 평가와 기도 유지, 기관내삽관 술기에 익숙해

져 있어야 한다.

기관내삽관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이 어려운 기관

내삽관을 예상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려운 기

관내삽관을 맞이하는 것보다 미리 예상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

되는 예상지표들로는 LEMON rule (Table 1)과 Mallampati 분

류(Table 2)가 있다. 어려운 기관내삽관이 예상되는 경우 비

디오후두경(video laryngoscopy), 광봉(lightwand), 굴곡성기

관지경(fiberoptic bronchoscopy) 등의 장비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리 숙련된 마취과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기관내삽관 전에 충분한 전산소화과정(preoxygenation)이 

필요하다. 자발 호흡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통해 100% 산

소를 공급하면서 3-5분 가량 평상호흡을 시키고, 자발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앰부주머니를 이용하여 전산소화를 시킨다. 

전산소화과정을 거치면 2분 이상의 무호흡에도 산소포화도

가 90% 이상 유지되어 기관내삽관 동안에 저산소증을 예방

할 수 있다.

기관내삽관을 위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전처지 

약물의 투여가 필요하다. 신경학적 검진 등을 이유로 약물 

사용을 꺼리는 것은 기관내삽관을 어렵게 만들고 혈압 상승, 

뇌압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마취유도제와 근

육이완제 등 전처치 약물의 투여는 기관내삽관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합병증을 50-70%까지 줄여준다. 마취유도제로는 

benzodiazepine, barbiturate, ketamine, propofol, etomidate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Etomidate (0.3 mg/kg IV push)

의 경우 심혈관계나 호흡계에 영향을 적게 주어 비교적 안전

하게 사용 가능하여 선호되는 약물이나, 경련의 역치를 낮출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육이완제로는 succinylcholine 

(1.5 mg/kg IV push)이 빠른 발현과 짧은 지속 시간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만, 고칼륨혈증과 뇌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경계 중환자실에서는 rocuronium (1 mg/kg IV push)을 

더 선호한다. 전처치 약물 투여 1분 후에 환자의 입을 벌려 

충분한 근이완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저항이 느껴진다면 

15-30초 후에 다시 평가한다.

기관내삽관을 위해서 환자는 냄새맡기 위치(sniffing posi-

tion)를 취하게 한다. 환자의 머리 아래에 8-10 cm 높이의 베

개를 받히고 목을 신전시켜 입에서 인두와 후두가 이루는 각

을 일직선에 가깝게 만들어 준다. 입을 벌린 후 직접후두경

을 왼손으로 잡고 입 속으로 전진시켜 후두덮개계곡(epiglottic 

vallecula)에 위치시키고 전상방으로 들어올려 시야를 확보

한다. 성대(vocal cord)를 보면서 성대 사이로 튜브를 통과시

키고, 만약 성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방패연골(thyroid car-

tilage)을 눌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관내삽관 후 튜

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부와 양측 폐의 청

진, 호흡시 흉곽의 움직임 확인, 산소포화도 유지 및 end-tidal 

CO2 모니터링 장비 등을 통해 기관내삽관이 잘 이루어졌는

지 확인할 수 있다.

2) Supraglottic airway

후두마스크(laryngeal mask airway)는 기관내삽관이 어려

운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기관내삽관이 

실패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며, 후두마스크를 삽입하고 이

를 통해서 기관내 튜브를 삽입할 수도 있다. 후두마스크 삽

입 시 기관내삽관시와 동일하게 환자는 냄새맡기 위치를 취

하게 한다. 후두마스크에 젤을 묻히고 마스크와 튜브 사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은 뒤 환자의 입을 벌리고 경구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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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드럽게 전진시킨다. 저항이 느껴질 때가지 밀어 넣으면 

마스크 부위가 성문상역(supraglottic structure)에 위치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 후두마스크 삽입 후 

기관내삽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기도 협착이 있거나,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 혹은 기관내 

튜브를 유지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 

경피적 기관절개술은 수술적 기관절개술에 비해 덜 침습적

인 방법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으며 기관박리가 적

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하지만 튜브가 잘못된 통로로 삽입되거나 기도

의 측벽이나 후벽이 천공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시술을 위해 기관지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통해 기도

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경피적 기관절

개술에는 상용화 되어 있는 경피적 기관절개술 세트를 이용

하며 이에 따라 시술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3. External ventricular drain insertion

뇌압 측정은 그 측정 위치에 따라 경막외 측정법과 경막내 

측정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막내 측정법으로는 지주막하 

측정법, 뇌실질내 측정법, 뇌실내 측정법 등이 있다. 여러 측

정 방법 중에서 뇌실내 측정법이 가장 정확하여 뇌압 측정의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뇌압상승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뇌실내 뇌압측정을 위한 뇌실천자술(external ventricular 

drainage)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뇌실천자술이 가능한 위치

는 Kocher’s point, supraorbital point, keen’s point, posteri-

or parietal point 등 여러 곳이 있다. 그 중 가장 안전하고 많

이 이용되는 곳은 Kocher’s point이며, midpupillary line과 

관상봉합선(coronal suture)이 만나는 곳에서 전방으로 1 cm 

되는 곳을 말한다. 뇌실천자술은 보통 비우성 대뇌반구에서 

시행하게 되고 드릴로 두개골을 뚫은 후 16 G 바늘로 경막을 

뚫고 이곳에서 동측 눈의 안쪽눈구석(medial canthus)과 외

이도 방향을 향해 천자하면 약 5 cm 깊이에서 뇌실이 천자

된다. 카테터를 경막에서 7 cm 되는 곳에 위치시키면 가쪽뇌

실 앞쪽의 몬로공(foramen of Monro) 앞에 위치하게 된다. 

Kocher’s point를 이용하면 운동중추와 큰 혈관구조물을 피

할 수 있으나, 뇌실천자술로 인해 감염, 출혈, 뇌손상 등의 부

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결  론

중환자실의 환자 감시, 검사, 치료 장비들의 발전에 따라 

중환자실 내에서 많은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경계 중

환자실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시술들의 정확한 절차와 장

비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할 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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