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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이 발병한후 급성으로 혹은 수 개월 후에간대성

근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뇌졸중

후 간대성 근경련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미상핵, 피각

핵, 담창핵, 시상, 중뇌, 뇌교 및 소뇌 등이다.1 그러나 일

차 운동 피질 경색 후 발생된 간대성 근경련은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일차 운동 피질에 급성 뇌경

색이 발생한후 국소적인 간대성 근경련이 나타난 환자를

경험하였기에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 7세 남자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오른쪽 상지의 위약감

과 안면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 0년전에 고

혈압을 진단받고 치료중이었다. 하루에 반 갑의 담배를

4 5년간 피워왔고 그 외 약물 노출이나 뇌손상의 기왕력은

없었다. 내원 시 혈압은 160/90 mmHg 였고 호흡수는

2 0회/분, 맥박수는 6 0회/분, 체온은 3 6 . 5°C 였다. 신경

학적검사상 의식과 지남력은 명료하였으며 뇌신경검사상

우측 안면마비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우측 상지의 근력

은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scale 로 IV 였

고 감각과 소뇌기능 검사는 정상이었다. T2 강조 뇌자기

공명영상에서 좌측 중심고랑(central sulcus) 전방의 일

차 운동 피질에 국소적인 고신호강도를 보여 항혈소판제

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Fig. 1). 입원2일째에 갑자기 우

측 상지의 떨림을 호소하였다. 증상은 갑자기 나타났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듯이 빠르게 우측 상지가 굴곡하

였고 수초 간격을두고 반복되었다. 일반혈액, 전해질, 혈

당, 혈액응고, 갑상선 기능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뇌파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뇌간청각유발전위, 정중신경유발전

위, 하부경골신경유발전위검사및 근전도검사는 모두 정상

이었다. 항혈소판제제와 함께valproic acid 를투여하였

고 증상발생4일째부터 이상운동의 빈도가 감소하였다.

고 찰

간대성 근경련( m y o c l o n u s )은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방전에의하여발생되는 순간적인충격적이고불수의적움

직임으로원인양상, 발생부위등에따라다양하게기술된

다. 발생원인에 의해 생리적, 본태성 및 증후성으로, 발생

양상에따라자발적, 반사성, 및활동성간대성근경련으로

분류된다. 분포양상에의해서는전신성, 다초점성, 분절성

및 초점성으로나뉜다.2 - 4 말초신경, 척수, 뇌간, 피질하및

대뇌 피질의 여러 질환들이 간대성 근경련을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간대성 근경련이 어디서 기원한 것인지

를 알기 위해서는 전기생리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특히 뇌

파와 근전도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준

다. 그러나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상증상으로도

간대성근경련의병변부위를알아볼수 있다.5

대뇌 피질성 간대성 근경련은 신경세포 방전이 감각-운

동 피질에서 발생하여 대뇌척수운동신경로( c o r t i c o m o-

tor neuron pathway)를 통해 전달된다. 주로 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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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Focal Myoclonus in Primary Motor Cortex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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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clonus may originate from the cerebral cortex, subcortical structures, brainstem, spinal cord or peripheral nerve.
But unilateral upper limb myoclonus related to cortical infarct is an unusual clinical picture. We report a 67-year-old
man presented with myoclonus, associated with primary motor cortex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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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얼굴에서 초점성 혹은 다초점성으로 나타나고 활동이

나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며 불규칙적이다. 뇌간성 간대성

근경련은 뇌간에 존재하는 간대성근경련의발생기에서 방

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놀람(startle), 구개간대성 근경련

과 망상성 간대성 근경련(reticular myoclonus) 으로나

눌 수 있다. 이 중 망상성 간대성 근경련은 뇌간에 존재하

는 간대성 근경련의 발생기에서 방전이 시작되어 망상척

수로를 통해서 서서히 전달되어 전신성 간대성 근경련의

형태로 나타난다. 척수성 간대성 근경련은 척수 분절성

( s e g m e n t a l )과 척수고유성( p r o p r i o s p i n a l )으로 나누어

지는데 척수분절성 간대성 근경련은 인근의 몇 개의 척수

분절이 지배하는 근육에 한정되어 발현하며 규칙적인데

반해 척수고유성 간대성 근경련은 척수고유계의 비정상적

인 흥분으로 발생하며 불규칙적인 체간 근육의 움직임을

야기한다.3 , 4 , 6

임상양상으로 보아 본 환자는 이상운동이우측상지에

국한되어 나타났고 뇌파,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상 정

상 소견을 보여 대뇌 피질성 간대성 근경련으로 생각된

다. 간대성 근경련 환자에서 뇌파는 동시성의 극파나 극

파-서파 복합체를 보일 수 있으며 피질성 감각신경 유발

전위검사에서 진폭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지만 본 환자는

뇌자기공명영상에서확인된 병소가 운동피질에만 국한되

어 있고 병소의 범위가 매우 작아 이러한 검사들이 정상

이라고 해서 피질성 간대성 근경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을것이다.1

지금까지 대뇌 피질에 주된 병변을 보이면서 간대성근

경련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연소성 간대성근경련간질

(juvenile myoclonic epilepsy), 알쯔하이머병, 크루츠

펠트-야콥병, 뇌염(encephalitis), 대사성뇌병증, 저산소

성 뇌병증과 피질-기저핵 변성(corticobasal ganglion-

ic degeneration)등이 보고되어졌다.1 뇌경색이나 뇌출

혈등의 뇌졸중 후에 간대성근경련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

되었는데 대부분 미상핵, 피각핵, 담창핵, 시상, 중뇌, 뇌

교 및 소뇌의 병변을 보인 환자에서 이러한 이상운동을

관찰할 수 있었고 본 증례와 같이 대뇌 피질의 경색후 발

생한경우는보고된적은 없다.2 , 7

본 증례에서는 좌측 일차성 운동 피질 뇌경색이 선행되

었으며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기능의 장애가 없었고 신경

학적 검사상 우측상지에 경미한 위약감 이외에 동반된 증

상이 없었다. 또 과거력상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약물, 독

성 물질에 노출된 병력 또는 뇌염의 병력등은 없었으므로

간대성 근경련의 원인은 좌측뇌경색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본 증례는 대뇌 피질 경색후에 초점성간대성

근경련을 보인 비교적 드문 형태로 앞으로 피질성 간대성

근경련 환자에서 피질성 뇌경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대한 검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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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RI of the patients. T2-weighted image shows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left precentral gy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