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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체외로 증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
전기평, 나승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A Patient with Alzheimer’s Dementia Occurring Additional
Extrapyramidal Tract Symptoms
Kipyeong Jeon, Seunghee Na
Department of Neur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Overlap between neurodegenerative disorders is not rare. A 72-year-old woman was admitted to our hospital with resting
tremor and bradykinesia which had occurred 6 months ago. She was diagnosed with Alzheimer’s dementia 4 years ago.
F-18 florbetabe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revealed diffuse florbetaben uptake and F-18 FP-CIT PET showed
decreased striatal dopamine transporter uptake. Herein, we report a patient having both Alzheimer’s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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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환자의 부검

론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치매에 합당한 병리소견이 동반
알츠하이머치매(Alzheimer’s dementia)은 노인에서 가

된 경우 사망 전 치매에 이환 되었을 확률이 더 높게 관

장 흔한 치매로써, 뇌의 베타아밀로이드(-amyloid)의 농

4)
찰되었다. 이렇듯 신경퇴행성질환이 진행하면서 여러

도가 증가, 응집 및 축적되어 신경퇴행성 손상을 야기시

병리 소견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새로운

1)

켜 발생한다는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알츠하

질환의 병발인지, 단순한 부가적인 증상에 지나지 않은

이머치매의 임상 경과에서 서동증 및 경축 등의 추체외

지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 없이 확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로증상(extrapyramidal symptoms)이 일부 동반될 수 있고,

므로 추후 치료 방향 확립이 어렵다. 이에 본 저자들은

이러한 경우 인지기능의 감소가 더 빠르거나 사망에 이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추체외로 증

2,3)

실제로 추체

상을 보여 시행한 분자영상인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

외로증상이 동반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서 부검 결

전자방출단층촬영(F-18 Florbetaben PET)과 도파민전달체

르는 나이가 더 이르다는 보고가 있으며

3)

과 더 많은 루이체(Lewy bodies)가 확인되었다. 또한 두

영상(18F-FP-CIT PET)을 통해 진단과 함께 치료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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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호전을 보인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

스스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없었다. 환자는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도네페질 23 mg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외 항
정신병약물(antipsychotic drug) 등은 복용한 적이 없었다.

증

례

환자는 입원 당시 양측의 안정 시 진전과 서동증 외
에도 기립성 어지럼증, 2개월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72세 여자환자가 약 6개월 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양
손의 안정 시 떨림과 함께 행동이 점차 느려지는 증상으

환시를 호소하였으나 인지 기능의 일중 변동(fluctuation)
이나 렘수면행동장애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

로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 환자는 오른손잡이고, 학력

입원 후 시행한 신체 검사 상 의식은 명료하였고, 뇌

은 초등학교 졸업이었으며 고혈압과 협심증 과거력이

신경 검사상에서는 고위피질기능(high cortical function)

있었다. 또한 약 4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기억저하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무릎 반사가 다

등 인지 저하로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소 저하되어 있었으나 병적 반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양

중이었다. 인지 장애는 처음 내원하였던 4년 전에 비해

쪽 상지에서는 좌측에서 뚜렷한 경도의 안정 시 떨림,

점차 악화 양상으로, 첫 내원 당시에는 최근 기억력의

손가락 마주치기(finger tapping)에서는 양측의 서동증을

저하와 함께 날짜를 헷갈리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때

보였으며 수동적인 관절 움직임 시에 우측보다 좌측에

때로 오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하고,

서 더 뚜렷한 톱니바퀴 경직(cogwheel rigidity)이 확인되

Figure 1. Neuropsychological test results. (A) At initial visit, verbal memory delayed recall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impaired (＜
16 percentile). (B) At follow-up study in 4 years later, verbal and visual memory, delayed recall performance and executive functions
were more impaired compared to initial neuropsychologic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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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안정적으로 독립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은 다

경과와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4년간 알츠하이머

소 느리고 보폭이 짧아져 있었으며 양측 팔의 움직임

치매 진단 하 치료를 받던 중 파킨슨씨병이 함께 발병한

(arm swings)이 좌측 중심으로 감소되어 있었다.

경우로 생각할 수 있었고 사용하던 도네페질 23 mg에

일반 혈액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입원
당시 K-MMSE 20/30 (recall 0), GDS 5로 확인되었다. 4년

레보도파 추가하면서 진전과 서동증, 보행 등의 운동증
상의 호전을 보였다.

전 첫 내원 당시 뇌 MRI에서 경도의 전반적인 대뇌위축
및 Fazekas 척도 2점 가량의 백색병변을 보였으며 Scheltens

고

찰

의 내측두엽위축시각척도(medial temporal lobe atrophy vis-

ual rating scale) 상 우측과 좌측 모두 2점으로 관찰되었다.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서 추체외로 증상은 약 20∼

해당 기간에 실시하였던 SPECT 검사에서 좌측 두정엽과

50%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증상은

측두엽의 관류(perfusion)가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 신경심

인지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는 것과 유의한 관련성이

리검사 결과, 초기 검사 당시 선택적으로 언어기억(verbal

있다.2) 알츠하이머치매에서 동반되는 추체외로 증상은 주

memory)의 저하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여, 시각기억(visual

로 서동증과 보행 시 불안정이 60∼80%를 차지하고, 안

memory) 및 전두엽/집행기능(frontal/executive function)의

정 시 떨림은 보다 적은 편으로, 약 10∼30% 이하에서

저하와 시공간기능(visuospatial function)의 변화를 보였다

5,6)
관찰된다. 부검 증례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이는 흑색

(Figure 1).

줄무늬체 경로(nigrostriatal pathway)의 시냅스 전후(pre-

이번 입원 후 보다 정확한 치매에 대한 진단을 위해

and postsynaptic) 변화 및 흑색질과 조가비핵의 신경 세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포의 소실에 기인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파킨슨 증상

추체외로증상을 보이는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적 파킨슨

이 관찰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서 파킨슨 증상이

증후군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도파민전달체 뇌영

동반되지 않았던 환자보다 흑색질에서 더 유의하게 많

상을 시행하였다.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

7)
은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이 관찰되었다. 추

촬영에서는 양측의 뇌측두엽, 전두엽, 뒤쪽 대상피질/쐐

체외로 증상이 동반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서 항파

기앞소엽 및 두정엽에서 모두 중증의 베타-아밀로이드

킨슨병약제의 효용성이 입증된 무작위비교연구는 없는

축적이 관찰되었다(Figure 2A). 도파민전달체 양전자방출

데,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치매에 동반된 추체외로 증상

단층촬영에서는 양측 조가비핵(putamen)의 후외측 부분,

은 L-dopa 등 항파킨슨병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

좌측보다 우측에서 도파민 운반체의 섭취가 감소되어

로 알려져 있어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있는 소견을 보였다(Figure 2B). 따라서 본 환자는 임상

경향이 있으나,8) 본 환자의 경우는 알츠하이머치매와 파

Figure 2. (A) F-18 Florbetaben PET showed diffuse florbetaben uptake on bilateral lateral temporal cortex, frontal cortex, parietal
cortex, and precuneus/posterior cingulate regions. (B) F-18 FP-CIT PET showed moderately decreased DAT activity in the both posterior
putamina, slightly more severely in the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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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슨병이 동반된 경우로써 레보도파 사용에 운동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매의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치매에 동반된 추체외로 증상을 파킨슨병

이전 연구에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도파

혹은 루이체치매로부터 감별하는 데에 도파민 운반체

민전달체 뇌영상 혹은 다양한 연결물질(ligand)을 이용한

뇌영상 검사(dopamine transporter imaging study)가 도움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통해 생체 내에서 흑질선조체

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대조군 및 추체외로 증상이 있

경로의 이상을 측정하였을 때 그 결과는 다양하였다. 몇

는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서 보다 파킨슨병과 루이체치

몇 연구에서는 추체외로 증상이 동반된 환자에게서도

매 환자에게서 양측 조가비핵(putamen) 및 꼬리핵(caudate)

8,9)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다른 연구자들은

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된 도파민 운반체가 보이게 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서 추체외로 증상의 심각도에

8)
다. 본 환자의 검사 결과 양측의 조가비핵의 후외측의

비례하여 흑색질의 도파민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도파민 운반체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10)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

이는 것을 고려하면,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서 추체외

알츠하이머치매에서 동반된 추체외로 증상보다는 파킨
슨병이 병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는 흑질선조체 경로 뿐만 아니라

이 외에 심근 123I-metaiodobenzylguanidine (MIBG) scin-

다른 시스템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igraphy 검사가 사용될 수 있으나 본 환자에게서는 시행

이로 인해 흑질선조체 경로가 주로 영향을 받는 파킨슨

되지 않았다. 123I-MIBG cardiac 파킨슨병 및 루이체치매

병과 달리, 추체외로 증상이 동반된 알츠하이머치매 환

에서는 심근 교감신경의 손상이 관찰되나 다계통위축증

자는 항파킨슨병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multiple system atrophy)이나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

므로 본 환자가 레보도파 사용에 호전을 보인 것은 분자

ease)에서는 교감신경 기능이 잘 보존되는 것을 통해 질

영상검사에서 파킨슨병과 같은 양상의 결과를 보였듯

12)
환 감별에 이용할 수 있다. 뇌척수액에서 알파 시뉴클

주로 흑질선조체 경로의 이상으로 나타난 추체외로 증

린(-synuclein)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알츠하이머치매

상 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환자보다 루이체치매나 파킨슨병, 혹은 다계통위축증에

본 증례의 환자는 4년간 알츠하이머치매로 치료받으

13)
서 유의하게 더 낮은 소견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나,

며 도네페질 23 mg 단독으로 사용하던 중 6개월 전부터

연구마다 결과가 일정하지 않고 검사실마다 그 기준이

발생한 추체외로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임상적인

달라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 알츠하이머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추체외로 증상이 동반된 경우,

매에 동반된 추체외로 증상, 알츠하이머치매와 파킨슨병

보통 항파킨슨병약제의 반응이 좋지 않고 약제 투여 후

의 동시 존재, 파킨슨병치매(Parkinson’s disease with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추가적인 검사 혹은 약제 사용

dementia, PDD) 혹은 루이체치매(dementia with Lewy

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항파킨슨병약제

bodies)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환자는 첫 내원 당시

의 사용이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최근 기억의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신경심리검사

자세한 임상 경과의 분석과 함께 F-18 플로르베타벤 뇌

결과 두드러진 언어기억의 저장장애를 보이고 있는 등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 도파민전달체 뇌영상 검사 등

그 진단이 알츠하이머치매에 합당하였다. 초기 영상 검

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에서 Brain MRI의 중등도의 해마위축과 Brain SPECT
의 두정엽과 측두엽의 관류저하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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