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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특발성 파킨슨씨 병 환자에서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의 증상 개선 효과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개선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

는 levodopa이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에게 levodopa를 장기간 투

여하면 운동 동요가 생기고, 이상 운동증이 유발된다. 파킨슨병에

서 기저핵들의 생리적 변화가 밝혀지면서 심부 뇌 구조물에 국소

병변을 만들거나 전기 자극을 가해 변화된 기저핵들의 상호 작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술적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동물 실

험에서 과도한 흥분 상태에 있는 시상하핵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파킨슨병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시상하핵에 전극

을 삽입해 자극을 가하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파킨슨병에서 과도한

흥분 상태에 있는 시상하핵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양

측 시상하핵에 대한 수술 시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부각되어 고비

용이 드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심부 뇌 자극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심부 뇌 자극술의 증상 개선 효과

에 대해 연구된 적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진행된 파킨슨병 환

자들에서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이 파킨슨병에 얼마만큼

의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5명의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을 시행하고 수술 전과 후에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U P D R S ) Part Ⅲ, U P D R S Part Ⅱ, Clinical

Dyskinesia Rating Scale, Schw 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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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Score를 측정하였으며, 환자가 작성하는 일기를 사용하여 환

자의 운동 능력 및 일상 생활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은 파킨슨병 증상을 현저하게 호

전시켰다 (p< 0.05). Drug“off”상태에서의 U P D RS Part Ⅲ 점수

는 수술 후 1개월에는 46%, 3개월에는 41%가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파킨슨병의 증상들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2. On - period때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

(levodopa- induced dyskinesias )은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86% (p< 0.05), 91% (p< 0.05)가 감소하였다.

3. Off- period의 근 긴장 이상증은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개월, 3

개월에 각각 56%, 69%가 감소하였다.

4. 위와 같은 운동 능력 호전의 결과로 환자들의 일상 생활 능력 역

시 현저히 호전되었다 (p< 0.05). Drug“off”상태에서 U P D RS

Part Ⅱ 점수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42%,

58%가 감소하였고,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는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163%, 227%가 증가하

였다.

5. 환자가 직접 작성한 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깨어 있는 시간 중

off- period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술 전 46%에서 수술 후 1개월에는

10% (p< 0.05), 3개월에는 20%로 감소되었다 (p< 0.05).

6. 수술 및 전기 자극에 따르는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은 약물로 더 이상

증상 개선이 어려운 상태까지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들의 운동 동요

와 이상 운동증을 감소시켜 일상 생활 적응 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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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효과가 있었다.

핵심되는 말: 파킨슨병, 시상하핵, 심부 뇌 자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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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발성 파킨 슨씨 병 환 자에 서 시 상하 핵에 대한

심 부 뇌 자극 의 증 상 개 선 효 과

<지도교수 이 명 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원 찬

Ⅰ. 서론

파킨슨병 (Parkinson ' s disease)은 흑질 (substantia nigra )의 신경

원 소실로 인해 대뇌 선조체 (striatum )에 도파민 (dopamine)이 감

소하여 발병되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진전 (tremor ), 강직 (rigidity ),

운동완서 (bradykinesia ), 자세 불안정 (postural instability ) 등을 주

증상으로 한다.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데 levodopa는 가장 효

과가 큰 것으로 인정받는 약제이다. Levodopa 투여 초기에는 1회

투여로 생기는 약물 작용 시간이 길지만 질환이 진행하고 levodopa

의 사용이 장기화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w earing off 현상, on - off

현상,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 (levodopa- induced

dy skinesias ) 등의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며 약물로는 더 이상 조절

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유와 함께 최근 기저핵

(basal ganglia)의 신경 연접 연결 (synaptic connectivity )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심부 뇌 구조에 국소 병변을 만드

는 수술적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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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핵의 기능에 관한 매우 유용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

에 따르면 선조체로부터 기원하는 두 종류의 경로가 내측 담창구

(internal segment of globus pallidus) 및 흑질 망상체 (substantia

nigra pars reticulata )로 수렴되며, 이들은 다시 시상 (thalamus)과

뇌간 (brainstem )으로 향하는 기저핵 출력 (output )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는데, 이 출력은 억제성으로 긴장성 활성 (tonic activity )을

갖는다. 선조체 도파민은 이러한 억제성 출력 (inhibitory output )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시상- 피질 투사 (thalamocortical projection )의

활성을 높인다. 따라서 선조체 도파민이 결핍되면 이 회로에서의

흥분성 및 억제성 신경 작용의 균형을 깨뜨려서 결과적으로 내측

담창구로 부터의 억제성 출력을 증가시킨다.1 이에 따른 시상에서

운동 피질로의 흥분성 입력 (input )의 감소로 인해 파킨슨병에서 무

운동증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병태 생리학적 모델을 뒷받침하는 여러 결과들이 발표되

었다. 파킨슨병 환자와 파킨슨병 원숭이 모델에서 내측 담창구 신

경원들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2 - 4 양전자 방출 단

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주요 대뇌 피질인 보조 운동 영역

(supplementary motor area)을 포함한 몇몇 대뇌 피질에 국소 혈류

량이 감소되어 있는데5 ,6 도파민 작용제 (agonist )를 공급하면 국소

혈류량이 다시 증가된다.7

1950년대에 시행되다가 1960년대 말 부터 levodopa가 도입되면서

사장되었던 담창구 절제술 (pallidotomy )8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9 최근의 발표들에서 담창구 절제술이 파킨슨병에서 진전,

강직, 무운동증 (akinesia ), 보행 및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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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증 등을 호전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10 ,1 1

심부 뇌 자극술 (deep brain stimulation )은 처음에는 양측 시상

절제술 (thalamotomy )을 시행할 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줄이기 위

해 시상 절제술을 시행한 반대편 시상에 절제술 대체용으로 시도되

었고
12

그 후 병변을 만드는 수술의 이환율 (morbidity )을 줄이기 위

한 목적으로 양측 시상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이 시행되었다.

시상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이 시상 절제술과 동등한 효과가 있

다는 것이 밝혀진 후 이를 내측 담창구와 사상하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13 - 17 담창구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이

담창구 절제술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밝혀졌다.14 ,18 ,19 시상

하핵 (subthalamic nucleus )에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가해도 무운동

증, 강직 및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 등 파킨슨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15 ,17 심부 뇌 자극술은 영구적

인 병변을 만드는 방법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어

특히 양측성 시술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 많은 이점이 있다.2 0 ,2 1 이

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두 구조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

은 현재 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1- methyl- 4- phenyl- 1,2,3,6- tetrahydropyridine (M P T P ) 원숭이

모델을 통한 실험에서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에 시상하핵의 과도한

활성도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22 이런 원숭

이에서 시상하핵에 병변을 만들면 파킨슨 증상 (parkinsonism )이 극

적으로 호전되었다.2 이런 효과는 원숭이 모델에서 시상하핵에 전

기 자극을 가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23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

을 통해 시상하핵의 과도한 활성이 파킨슨병에서 보여지는 증상들

을 초래하는데 관여하며2 ,2 4 이러한 과활성화의 억제가 무운동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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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 등 파킨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2 ,2 3 ,2 5 ,2 6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의 효

과에 대해 연구된 적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을 시행하여 운동 기능

및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연구대상

영동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환자 5명 (남자 1명, 여자 4

명)을 대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서 시상하핵의 심부

뇌 자극술을 위한 전극을 삽입하였으며 수술 후에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다. 환자들의 연령은 59±10 (평

균±표준편차)세였고 유병 기간은 12±6 (평균±표준편차)년이었다

(T able 1). UK Parkinson ' s Disease Society Brain Bank의 기준2 7

을 충족시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Hoehn and Yahr

stage2 8 Ⅲ 이상의 심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 중 levodopa 투여 초기

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levodopa의 사용이 장기화되면서

off- period에 운동 불능, 운동 동요,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을 보이며 이런 증상들이 levodopa 및 다른 항 파킨슨 약제를

조절해도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Off- period 동안 모든 환자들은 일상 생활에 있

어 심한 장애를 보였고, 특히 4명에서는 통증을 동반한 근 긴장 이

상증 (dy stonia )을 갖고 있었다. On - period 동안에는 어느 정도 독

립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는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모든 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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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이 생겼다. 파킨슨병 이외

의 다른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각한 내과적 질환을 갖고 있

는 환자,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뇌의 핵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상 국소적인 병변을 보인 환자, mini- mental state 검사
2 9
에서

24점 이하를 얻은 환자 등은 수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 able 1. Clinical characterist ics of patient s

Patients Age(year) Sex
Age of
onset
(year)

Disease
duration
(year)

Duration of
L-dopa

treatment (year)

Dose
(mg)

Hoehn and Yahr
stage (off/ on)

1 44 male 41 3 2 450 3.5/ 2

2 64 female 47 17 10 917 5/4

3 71 female 60 11 6 410 5/ 2.5

4 59 female 42 17 12 1400 5/3

5 56 female 43 13 6 2778 5/3

Mean±SD 58.8±10.0 46.6±7.8 12.2±5.7 7.2±3.9 1191±974 4.7±0.67/ 2.9±0.74

Range 44-71 41-60 3-17 2-12 410-2778 3.5-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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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의 대상으로 선정된 환자들은 수

술 전에 증상을 개선시킬 최선의 약물 용량 및 횟수를 결정하여

1- 2개월 동안 투여한 다음 운동 능력을 평가하였고, 심부 전극 삽입

수술을 받은 후 1개월과 3개월에 운동 능력에 대한 추적 평가를 시

행하였다.

운동 능력은 크게 운동 능력과 이상 운동증으로 나누어 평가하였

는데 운동 능력은 Fahn 등3 0에 의해 제안된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U P D R S ) Part Ⅲ을 이용하였고 이상 운동증

은 Clinical Dyskinesia Rating Scale3 1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3 2와 U P D RS

Part Ⅱ3 0를 사용하여 운동 능력의 향상이 실제로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는 별도로 환자가 최적의 상태로 조절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

는 동안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술 전과 후 매 평가 시 마다 평

가 직전 3일 동안의 일기를 분석하여 on - period와 off- period를 정

량화 하였다.

수술 전 drug“off”상태 평가는 약물의 잔류 효과를 최대한 억제

시키기 위해 평가하기 전날 저녁부터 levodopa의 복용을 중단시키

고 적어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미 환자에게

최적화 되도록 조절되어 평소에 복용 중이던 약물 1회분을 투여한

후 환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증상이 가장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시점

에 drug“on”상태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였다.

수술 전 상태 평가 후 7- 10일이 경과한 후 심부 뇌 자극술을 위

한 전극 (DBS- 3389, Medtronic, Minneapolis , MN, USA )을 삽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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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극 생성기는 Itrel Ⅱ (Medtronic, Minneapolis, MN, USA )

를 사용하였으며 Medtronic 7432 console programmer

(Minneapolis, MN, USA )를 사용하여 자극을 조절하였다. 자극은

진폭 60 μsec, 주파수 130 Hz로 고정시켰으며 평균 voltage (±표

준편차)는 모두 10개의 전극에서 수술 후 1개월 째는 2.9 V (±0.7),

3개월 째는 3.1 V (±0.7)를 가했는데 둘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5명 모두에서 단극성 자극 (monopolar stimulation )을 시행

하였다.

수술 후 상태 평가는 평가하기 7일 전부터는 자극 parameter를

변동시키지 않은 채 시행했다. Off- 상태의 평가는 평가 전날 저녁

부터 항 파킨슨 약물의 복용을 중지시키고 stimulator를 끈 채 적어

도 12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시행하여 최대한 약물과 심부 뇌 자

극의 효과가 사라지도록 하였다. 수술 후 평가는 drug“off”상태

와 drug“on”상태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stimulator를 껐을 때와 켰을 때 운동 능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Stimulator를 켠 후 약 30분 정도 충분히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운동 능력을 평가하였다. 환자들이 복용중인 dopamine 작용

제의 용량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같은 용량에 해당하는

levodopa의 양으로 바꾸었다 (levodopa 제제 100 mg = levodopa 서

방정 133 mg = Bromocriptine 10 mg = Pergolide 1 mg ).33

얻어진 자료는 paired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해 통계

적 분석을 시행했다.

- 10 -



Ⅲ. 결과

수술 전 평가에서 모든 환자들이 levodopa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항 파킨슨 약물 투여 후 증상의 호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off 상

태에 비해 U P D RS Part Ⅲ 점수는 53% (평균±표준오차; 59.0±5.0

에서 27.8±5.4), U P D RS Part Ⅱ 점수는 55% (33.2±4.2에서 14.8±

4.0)가 감소되었고 Schw 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g

Score는 218% (22.0±7.3에서 70.0±8.4) 호전되었다. 그러나

levodopa의 장기 투여에 따른 운동 동요 및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 등을 보였다. 환자들은 적절한 약물에도 불구하고 하

루 동안 깨어있는 시간 중 평균 46.4% (표준오차=6.4)를 off- 상태에

서 보냈다. Off- period에는 통증을 동반한 근 긴장 이상증도 보였

다. 나머지 on- 상태의 시간 중 약 24% 동안에는 이상 운동증이 동

반되었다. Clinical Dyskinesia Rating Scale로 측정한 결과“on”

dy skinesia는 평균 8.6점 (표준오차=2.4)이었고“off”dystonia는 평

균 3.2점 (표준오차=1.2)이었다.

심부 뇌 자극술을 시행하고 1개월, 3개월 후에 시행한 평가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운동 능력; U P D R S Part Ⅲ (Figure 1, T able 2, 3)

Drug“off”상태에서 환자들의 운동 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

게 호전되었다 (p< 0.05). U P D RS Part Ⅲ의 점수가 수술 전에 비

해 수술 후 1개월에 46%, 수술 후 3개월에 41%씩 감소되었다.

Drug“on”상태의 운동 능력도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개월, 3개

월에 각각 15%, 18%씩 호전되었으나 drug“off”상태에서 보인 심

부 뇌 자극술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U P D RS Part Ⅲ의 점수를 파킨슨병의 주 증상들인 운동완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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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직, 체간 증상 (axial symptom )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했을 때

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Drug“off”상태에서 수술 전과 비교했

을 때 모든 증상들이 수술 후 1개월에는 33- 74%, 3개월에는

24- 73%씩 호전을 보였는데 수술 후 두 차례의 평가 모두에서 진전

에 대한 효과가 가장 컸고 (각각 74%, 73%) 운동완서에 대한 효과

가 가장 적었다 (각각 33%, 24%). 수술 전 levodopa 투여로 얻어

진 각 증상별 호전 정도 역시 진전이 가장 컸고 운동완서가 가장

적었다. 특히 levodopa 투여로 진전이 호전된 정도와 심부 뇌 자극

후 진전이 호전된 정도 사이에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수술

후 1개월 째의 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 = 0.998, p< 0.001: 수

술 후 3개월 째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0.950, p =

0.013)

2. 이상 운동증 (Figure 2, T able 2, 3)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은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86% (p< 0.05), 91% (p< 0.05)씩 감소하였다. Off- period의 근

긴장 이상증 역시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56%, 69%가 감소하

였다.

3. 운동 동요

환자들에 의해 작성된 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깨어있는 시간

중 “off”period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술 전 46%에서 수술 후 1개

월에는 10%, 수술 후 3개월에는 20%로, 각각 76% (p< 0.05), 56%

(p< 0.05)씩 감소되었다.

4. 일상 생활 능력; U P D R S Part Ⅱ,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 (Figure 3, T able 2, 3)

운동 기능이 호전됨에 따라 drug“off”상태 동안 환자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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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능력 역시 현저히 호전되었다. U P D RS Part Ⅱ 점수가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42%, 58%가 감소하였다 (p< 0.05). Drug

“on”에서는 심부 뇌 자극 시행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20%, 32%

감소하였다. Schw 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는 drug“off”에서는 심부 뇌 자극 시행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163%, 227%가 증가하였다 (p< 0.05). Drug“on”상태에서는

심부 뇌 자극 시행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17%, 14% 가 증가하였

다.

5. Levodopa 투여 용량

수술 전 하루 평균 levodopa 복용량은 1191±436 (평균±표준편

차)mg 이었는데 수술 후 1개월 후에는 979±194 (평균±표준편

차)mg으로 18%가 감소되었고, 3개월 후에는 906±327 (평균±표준

편차)mg으로 24%가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6. 합병증

수술로 인한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수술 후 새로

나타난 영구적인 신경학적인 장애도 없었다. 모든 환자들이

stimulator를 켤 때 경미한 감각 이상이 나타났으며 세명의 환자에

서는 hypophonia를 호소하였으나 파킨슨 증상의 악화로 인해 자극

강도를 조절할 수 없었던 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자극 강도를 조절

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모든 환자들에서 전극을 삽입한 후 전기

자극을 시작한 초기의 stimulation parameter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이상 운동증이 나타났으나 parameter를 조절하면서 즉시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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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of U P D RS Part Ⅲ motor score 1 and 3

months after deep brain stimulation . (mean±SEM )

A reduction in scores indicates an improvement in motor

function . U P D RS denotes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 = p< 0.05 compare to the conditions before deep brain

stim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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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of clinical dy skinesia rating scale score 1 and

3 months after deep brain stimulation . (mean±SEM )

A reduction in scores indicates an improvement in motor

function . U P D RS denotes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 = p< 0.05 compare to the conditions before deep brain

stim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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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Effect s of subthalamic nucleus deep brain stimulation on

“drug off”condition

Mean±standard error of mean . For all scales except the Schw ab

and England activit ies of daily living score, a reduction in the

score indicates an improvement in function . U P D R S denotes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n .s = not significant

Outcome
measure

Score
range

Score
before
surgery

1month after surgery 3 months after surgery

Score Difference

Percent
change
with

stimulation

p-value Score Difference

Percent
change
with

stimulation

p-value

UPDRS Ⅲ
score 0- 108 59.0±5.0 32.1±3.5 26.9±5.7 -46% <0.05 34.6±2.1 24.4±5.8 -41% <0.05

Bradykinesia 0-44 26.4±2.4 17.7±2.9 8.7±0.9 -33% <0.05 20.1±1.9 6.3±2.1 -24% <0.05

Tremor 0-28 11.2±2.4 2.7±0.8 8.5±3.1 -74% <0.05 3.0±1.1 8.2±3.2 -73% <0.05

Rigidity 0-20 9.0±2.0 5.4±1.6 3.6±2.5 -40% <0.05 5.5±1.6 3.5±1.3 -38% <0.05

Axial
symptom 0-16 12.4±1.3 6.8±1.0 5.6±1.6 -45% <0.05 6.2±0.6 6.2±1.7 -50% <0.05

UPDRS Ⅱ
score 0-52 33.2±4.2 19.4±1.9 13.8±3.8 -42% <0.05 14.1±1.1 19.1±5.0 -58% <0.05

Schwab and
England
Score

0- 100 22.0±7.3 58.0±8.0 36.0±8.1 +163% <0.05 72.0±5.8 50±12.2 +227% <0.05

Off dystonia 0-28 3.2±1.2 1.4±0.7 1.8±0.9 -56% n.s 1.0±0.4 2.2±1.3 -69%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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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Effect s of subthalamic nucleus deep brain stimulation on

“drug on”condition

Mean±SEM . For all scales except the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 a reduction in the score indicates

an improvement in function . U P D RS denotes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n .s = not significant

Outcome
measure

Score
range

Score
before

surgery
Score 1 month after surgery Score 3 months after surgery

Score Difference

Percent
change
with

stimulation

p-value Score Difference

Percent
change
with

stimulation

p-value

UPDRS Ⅲ
score 0-108 27.8±5.4 23.6±3.6 4.2±2.9 -15% n.s 25.5±4.6 2.3±4.8 -8% n.s

Bradykinesia 0-44 17.1±4.2 15.7±2.8 1.4±2.6 -8% n.s 15.2±2.0 1.9±4.2 -11% n.s

Tremor 0-28 1.8±0.4 1.4±0.4 0.4±0.5 -22% n.s 1.0±0.4 0.8±0.6 -44% n.s

Rigidity 0-20 2.7±1.4 1.4±0.7 1.3±1.0 -48% n.s 2.2±1.2 0.5±0.3 -19% n.s

Axial
symptom 0-16 6.0±0.9 4.9±0.6 1.1±0.7 -18% n.s 4.5±0.8 1.5±0.6 -25% n.s

UPDRS Ⅱ
score 0-52 14.8±4.0 11.9±2.1 2.9±2.9 -20% n.s 10.1±2.2 4.7±3.8 -32% n.s

Schwab and
England
Score

0-100 70.0±8.4 82.0±3.7 12.0±8.0 +17% n.s 80.0±4.5 10.0±8.9 +14% n.s

On
dyskinesia 0-28 8.6±2.4 1.2±1.0 7.4±2.1 -86% <0.05 0.8±0.5 7.8±2.4 -9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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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of U P D R S Part Ⅱ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 1 and 3 months after deep brain stimulation .

A reduction in scores indicates an improvement in motor fuction .

U P D RS denotes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 = p< 0.05 compare to the condition before deep brai stim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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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시상하핵에 대한 양측성 심부 뇌 자극술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drug“off”상태에서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파킨슨

병 환자들의 증상을 현저하게 호전시켰다. 수술 후 모든 환자들은

대부분의 일상 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Drug“off”동안 생겼던 운동완서, 진전, 강직, 체간 증상 등 전반적

인 파킨슨병의 증상이 심부 뇌 자극에 의해 호전되었으며, 그 정도

는 수술 전 levodopa 투여로 얻은 효과와 비슷했다. 그러나 심부

뇌 자극의 효과는 levodopa 투여 때 나타나는 운동 동요, off 때의

근 긴장 이상증, levodopa에 의해 유발되는 이상 운동증 등의 부작

용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drug“on”상태에서는 심부

뇌 자극술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증상 개선 효과는 미미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에 발표된 외국의 보고들과 대체적으로 일

치한다. 이전의 논문들은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levodopa의 용량이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데 반해 (40%- 80%), 본 연구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3 3 - 4 0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경우 수술 대상으로 선정된 후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을 조절하기 위해 수술 전에 이

미 상당한 정도로 항 파킨슨 약물의 용량을 조절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Drug“on”에서의 효과가 다른 보고들에 비해 약간 떨어

지는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에 대한 모델에 따르면 시

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은 시상하핵의 과활성화를 억제함으

로써 파킨슨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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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하는 병변이 잘 알려진 선조체- 담창구- 시상하핵- 담창구- 시

상- 대뇌 피질로 이어지는 도파민성 경로 외에도 비 도파민성 병변

들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특히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체간

증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4 1
그중에서

도 특히 대뇌각교뇌핵 (pedunculopontine nucleus)은 그 정확한 기

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상하핵과 매우 밀접한 신경 연접

연결을 갖고 있는데4 2 시상하핵으로부터 직접적인 출력을 받으며4 3

동시에 시상의 속방핵 (parafascicular nucleus ) 및 척수와도 연접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이

levodopa에 효과가 없는 파킨슨병의 다른 증상들도 호전시키는 것

으로 추정된다.4 0

Levodopa에 의해 이상 운동증이 유발되는 기전은 levodopa의 간

헐적인 투여로 인한 선조체 도파민 수용체에 인위적으로 간헐적인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4 4 - 5 0 도파민성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이러한 이상 운동증을 없앨 수 있는데4 9 ,50 시상하

핵에 심부 뇌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과활성화 되어있는 내측

담창구를 직접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은 담창구로 전해지던 과도하게 흥분된 시상하

핵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운동 동요를 감소시키는 것

으로 생각된다.2 4 ,5 1

시상하핵이 억제되면 운동 과다증 (hyperkinesia)이 발생된다는

점 때문에2 ,3 6 ,5 2 - 5 4 심부 뇌 자극술을 시행한 후 on- period에 levodopa

유도성 이상 운동증이 호전되는 것은 심부 뇌 자극술의 직접적인

효과5 5 ,5 6라기 보다는 심부 뇌 자극술 후 levodopa 투여량이 줄어든

데 따른 간접적인 영향3 4 ,3 6 ,3 8 ,5 4 ,57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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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levodopa 투여량의 감소가 많지 않았지만 이상 운동증

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심부 뇌 자극술 자체가 이상 운동증 개선

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Guridi와 Obeso5 8
에 따

르면 정상인에서와는 달리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시상하핵에 병변을

만들었을 때 이상 운동증을 발생시키는 역치 (threshold)가 높아지므

로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운동 과다증 발생에 대한 염려 없이 시상

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

상하핵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록 levodopa에 의해 이상 운동증이

유발되는 역치가 점차 높아진다.5 5 ,59 심부 뇌 자극의 작용 기

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은

탈분극 차단 (depolarization block )에 의한 비활성화 (inactivation )이

다. 전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신경원이 탈분극된 상태로 유

지되므로 활동 전위 (action potential)를 생성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비활성화와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60 이와는 반대로 시상하

핵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척수로 투사되는 피질의 운동 신경원에

활동 전위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6 1 활동 전위를 생성시키는 것이

심부 뇌 자극의 주된 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상하핵에 자극을 가했을 때 파킨슨병의 각 증상별로 효과가 나

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각각 틀리고3 3 특히 서로 다른 이상 운동증

들이 모두 소실되는 것으로 보아5 5 한 가지 기전에 의해 이러한 효

과가 모두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상하핵에 전기 자극을 가

한 최근의 동물 실험에서는 흑질에서 glutamate와 선조체에서

dopamine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어62 ,6 3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상하

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은 자극 부위를 비활성화 시키는 작용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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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킨슨병의 여러 가지 증상에 각기 다른 기전을 통해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치료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효

과가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와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보고들이 6- 12개

월 정도의 추적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5 - 4 0 심부 뇌 자극 후 3

년이 지난 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는3 3 3년 후에도 1년이

경과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유지되었고 환자들에게 요구

되는 levodopa의 용량이나 자극 parameter에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3년이 지난 후 drug“off”/ stimulation“off”상태에서의 운동 기능

이 수술 전 측정한 drug“off”상태에서의 운동 기능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파킨슨병이 진행성 질환이고 수술 당시

질환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심부 뇌 자극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는 신경 보호 작용

(neuroprotective effect )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33 시상하핵은 흑

질 치밀부 (substantia nigra par s compacta)를 포함한 기저핵의 여

러 구조에 강한 흥분성 작용을 미치므로6 4 ,6 5 파킨슨병에서 증가된 시

상하핵의 활성은 이미 손상되어 있는 흑질 신경원의 소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실험적으로 시상하핵에 병변을 만들었을 때 신

경 독성을 갖는 6- hydroxydopamine과 3- nitropropionic acid에 의한

흑질 치밀부 신경원의 파괴가 억제됨이 밝혀진 바 있다.6 6 ,6 7 시상하

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한다고 단정하

기엔 아직 임상적 실험적인 증거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초

점을 맞춘 연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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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치료 시작 초기에는 levodopa에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치료가 장

기화 되면서 운동 동요와 levodopa에 의해 이상 운동증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5명의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

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은 파킨슨병 증상을 현저하게 호

전시켰다 (p< 0.05). Drug“off”상태에서의 U P D RS Part Ⅲ 점수

는 수술 후 1개월에는 46%, 3개월에는 41%가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파킨슨병의 증상들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2. On - period때 levodopa에 의해 유발된 이상 운동증은 수술 후 1개

월, 3개월에 각각 86% (p< 0.05), 91% (p< 0.05)가 감소하였다.

3. Off- period의 근 긴장 이상증은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개월, 3

개월에 각각 56%, 69%가 감소하였다.

4. 위와 같은 운동 능력 호전의 결과로 환자들의 일상 생활 능력 역

시 현저히 호전되었다 (p< 0.05). Drug“off”상태에서 U P D RS

Part Ⅱ 점수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42%,

58%가 감소하였고,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는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각각 163%, 227%가 증가하

였다.

5. 환자가 직접 작성한 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깨어 있는 시간 중

off- period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술 전 46%에서 수술 후 1개월에는

10%, 3개월에는 20%로 감소되었다 (p< 0.05).

6. 수술 및 전기 자극에 따르는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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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술의 파킨슨병 증상 개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지와 이 치료법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신경 보호 작용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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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 act

Subt hal ami c nucl eus deep br ai n s t i mul at i on

i n i di opat hi c Par ki nson ' s di sease

Won Chan Ki m

Depar t ment of Medi ci ne

The Graduat e School , Yonsei Uni ver s i t y

(Di r ect ed by Pr of essor Myung Si k Lee )

Levodopa is the most effective agent for the treatment of

Parkinson ' s disease. How ever , it s chronic use is complicated by

w earing - off phenomenon, motor fluctuations , levodopa- induced

dy skinesias and sudden on - off phenomenon . T here are various

effort s to control these levodopa- related motor complications .

Motor fluctuations can be managed by controlled- release levodopa

preparations, long acting dopamine agonist s and

catechol- O- methyl trasferase (COM T ) inhibitors . However , most

patient s with advanced Parkinson ' s disease cannot be controlled

adequately by such pharmacologic agents . Functional

neurosurgery can offer additional therapeutic possibilities for

these patient s . Recently , high - frequency electrical stimulation of

implanted electrodes was developed to prevent the morbidity of

the bilateral destructive brain surgery . Deep brain stimulation of

the subthalamic nucleus is rapidly becoming popu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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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ive patient s with advanced Parkinson ' s disease, we

evaluated the therapeutic effect of bilateral subthalamic nucleus

stimulation . Using the Unified Parkinson ' s Disease Rating Scale

(U P D R S ) part Ⅱ, Ⅲ, Clinical Dyskinesia Rating Scale, Schw ab

and England Activit ies of Daily Living Score and patient ' s diary ,

w e evaluated the patient s before and 1, 3 months after surgery .

We examined the patient s when they w ere“off”and“on”

medications .

T he following result s w ere obtained:

1. Stimulation induced significant reduction (p< 0.05) in the

U P D RS part Ⅲ score with respect to the baseline value in the

“off”drug state . One and three months after the deep brain

stimulation , U P D RS part Ⅲ score reduces 46% and 41%,

comparing to the pre- operation .

2. All parkinsonian deficit s improved significantly .

3. On - period dyskinesias improved significantly (p< 0.05). One

and three months after the deep brain stimulation ,

levodopa - induced dyskinesias reduce 86% and 91% respectively .

4. Off- period dy stonia also improved markedly . One and three

months after the operation , clinical dy skinesia rating scale

reduces 56% and 69%, comparing to the pre- operation .

5. As the motor dysfunction improv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s improved quite dramatically after deep brain stimulation

(p< 0.05).

6. Deep brain stimulation induced a reduction in th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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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our s of the day spending in the“off”state (p< 0.05). (76%

reduction at 1 months and 56% reduction at 3 months )

7. T here was no significant complic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surgical procedure or electrical stimulation .

We confirmed the antiparkinsonian effect of subthalamic deep

brain stimulation . We conclude that deep brain stimulation of the

subthalamic nucleus is an effective and safe treatment modality

for the patient s with advanced Parkinson ' s disease.

Key Words : idiopathic Parkinson ' s disease, subthalamic nucleus ,

deep brain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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