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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기저핵 변성이란 무엇인가요?
피질기저핵 변성이란 드문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1968년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60-70대 
연령에서 발병하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복잡한 
질병입니다.

피질기저핵 변성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피질기저핵 변성은 주로 양쪽보다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며,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움직임이 느려지고 목, 팔, 다리가 뻣뻣해짐
• 균형감각 저하 및 보행 장애로 인한 낙상
• 움찔거리는 떨림 또는 갑작스런 움직임(근간대증, 

myoclonus)
• 팔, 다리 움직임이 둔해지며 일상적인 움직임에 장애가 

발생
• 편측의 감각 소실, 또는 물건을 만져도 식별하지 못하는 

감각장애
•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손이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방해하는 증상(외계인 손 증후군, alien limb)
•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언어장애
• 의욕을 잃거나 짜증이 느는 등의 성격 변화

피질기저핵 변성의 주증상에 따라 여러 세부 종류가 
밝혀져 있으며, 피질기저핵 변성의 여러 증상은 다른 흔한 
신경학적 질환과 겹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병명을 피질기저핵 변성 보다는 피질기저핵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피질기저핵 변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피질기저핵 변성에서 관찰되는, 점차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뇌 노화 과정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정상적으로 타우(tau)라는 단백질이 존재하며, 이는 
정상적인 신경세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피질기저핵 변성 환자들은 뇌 내에 비정상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 타우 단백질이 생기고 
축적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 질환은 아니며,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피질기저핵 변성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피질기저핵 변성의 진단은 병력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질기저핵 변성의 증상은 파킨슨병 등 다른 
질환들과 유사하여, 초기에 진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진단이 어려워, 
사후 뇌의 병리 소견을 통해 진단되기도 합니다. 뇌 
자기공명검사(MR)와 같은 영상검사는 뇌 위축의 특정 
형태를 관찰할 수 있어, 유사 질환들에 대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액검사로는 피질기저핵 변성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피질기저핵 변성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피질기저핵 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상들은 다음과 같은 치료 
방법들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느려진 움직임에 대한 레보도파(levodopa) 약물치료
• 근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
• 팔, 다리의 강직 완화를 위한 보툴리눔 독소 치료
• 소변증상, 불안, 우울,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약물 치료
• 일상 생활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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