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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강직하반신마비의 진단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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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HSP) is a heterogeneous group of monogenic neurodegenerative 
disorders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spasticity of the lower limbs. The clinical features and imaging 
abnormalities vary greatly according to the affected genes. HSP is classified clinically as pure and 
complex forms, depending up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ditional neurological defects other than 
spastic lower limbs. Despite the recent advances in next-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and its 
wide availability, a genetic diagnosis of HSP is still not made in more than half of all suspected 
cases of HSP.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the various phenotypes of relatively common HSP i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pattern, highlighting their clinical, radiological, and 
neurophysiological features. We further discussed the practical approach to patients with suspected 
HSP in the current era of next-generation sequencing.

서 론

유전강직하반신마비(hereditary spastic paraplegia)는 단일

유전자변이에 의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변이 유전자의 종

류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유병률은 10만 명당 2-1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1,2 국

내 환자의 유병률은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유전강

직하반신마비는 피질척수로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행성 

하지 강직과 심부건반사 항진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까지 

약 80여 개의 원인(후보) 유전자가 보고되었으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및 전장 엑

솜 염기서열 분석(whole exome sequencing) 기술의 발전에

도 불구하고 유전강직하반신마비 의심 환자의 절반 이상에

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3-6

유전강직하반신마비 환자에서 뒤섬유기둥(dorsal column) 

퇴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피질척수로 이외에도 추체

외로, 말초신경 등 다른 신경계가 침범되기도 하나, 큰 범주

에서 운동신경세포병의 한 스펙트럼으로 분류할 수 있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6518/kjnmd.2021.13.1.4&domain=pdf&date_stamp=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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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linical and genetic spectrum of motor neuron diseases including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UMN, upper motor neuron; 
LMN, lower motor neuron; HSP,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운동신경세포병은 위운동신경세포 침범 여부에 따라 위운

동신경세포병과 아래운동신경세포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위운동신경세포병의 대표적인 형태에는 원발성측삭경

화증(primary lateral sclerosis), 유전강직하반신마비 등이 있

고, 아래운동신경세포병의 대표적인 형태로 척수근위축증

(spinal muscular atrophy), 진행성근위축증(progressive mus-

cular atrophy), 원위유전운동신경병(distal hereditary motor 

neuropathy) 등이 있다(Fig. 1). 유전강직하반신마비는 변이 

유전자의 종류와 아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

일 수 있는 질환군으로 본고에서는 질병의 모든 측면을 포

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 프로세스와 주요 감별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임상 양상

유전강직하반신마비는 피질척수로의 퇴행성 변화에 의

한 진행성 하지 강직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유전자변이로 

인한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서서히 진행하는 보행장애

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한다. 변이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발

병시기가 다양하여 영아, 유아, 청소년기에 발병하기도 하

고 30-40대 성인이 된 이후에 첫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외 뒤섬유기둥 침범으로 인한 진동 및 위치 감각 저하와 

빈뇨, 절박뇨 등 소변 증상이 흔하게 동반된다. 상지의 강직

은 없으나 심부건반사가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경우

에 따라 아래턱반사가 항진되기도 한다. 임상 양상에 따라 

진행성 하지 강직과 일부 소변 증상, 하지 감각저하만을 보

이는 순수형(pure form)과 인지기능저하, 시신경위축, 추체

외로 증상, 소뇌실조, 말초신경병 등을 동반한 복합형

(complex form)으로 구분한다.7 이전에는 pure와 complicated

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complex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진단

유전강직하반신마비의 확진을 위해서는 원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후천 질환

으로 인한 진행성 하지 강직을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감별이 필요한 주요 질환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이를테면 가장 흔한 SPG4 유전강직하반신마비의 평균 발

병 연령은 31.7세이고,6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나타내는

데 반해, 자가면역 질환 또는 부종양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강직은 대부분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발생하며 원발측삭경

화증의 경우 고령의 나이에 발병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구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독립적인 질환으로 정립된 

MOG 항체 연관 질환의 경우, 약 10% 환자는 심한 신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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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Diagnostic investigation
Structural

Cervical spondylosis
Neoplasm
Chiari malformation
Atlanto-axial subluxation
Tethered cord

MRI
MRI
MRI
MRI
MRI

Vascular
Dural arteriovenous malformation MRI, angiography

Inflammatory
Primary progressive multiple sclerosis
MOG antibody-associated disease

MRI, CSF
MRI, CSF, anti-MOG antibody

Paraneoplastic
Stiff-person syndrome MRI, anti-GAD65, anti-amphiphysin antibodies

Cancer work-up
Infectious

HTLV1
HIV
Neurosyphilis

MRI, CSF, HTLV1 serology
MRI, CSF, HIV serology
MRI, CSF, syphilis serology

Neurodegenerative
Primary lateral sclerosis MRI, NCS/needle EMG

Nutritional/metabolic
Vitamin B12 deficiency
Copper deficiency

MRI, vitamin B12, homocysteine
MRI, copper

Toxic
N2O gas MRI, history, vitamin B12, homocysteine, NCS

Iatrogenic
Radiation-induced MRI, histor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SF, cerebrospinal fluid; MOG, 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GAD65, glutamic acid 
decarboxylase 65; NCS, nerve conduction study; EMG, electromyography.

Table 1. Differential diagnosis of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acquired diseases) (Adopted from Salinas and colleagues38)

적 증상에도 불구하고 초기 내원 시 척수 magnetic reso-

nance imaging (MRI)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 외, 하지 강직이 서서히 악화되지만 

뚜렷한 MRI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다른 단일유전자 질환

을 감별해야 한다. 백질이영양증, 대사 질환, 척수소뇌실조, 

강직실조 등 다양한 유전 질환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 질환이 NGS 유전자 패널 검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male-to-male transmission이 

없는 경우, 부신백질이영양증(adrenoleukodystrophy) 감별이 

필요하다(ABCD1).9 그 외 치료 옵션이 있는 유전 질환인 

arginase deficiency, cerebrotendinous xanthomatosis, dopa-re-

sponsive dystonia, phenylketonuria, biotinidase deficiency, 

cobalamin-related remethylation disorders, methylenetetra hy-

drofolate reductase deficiency, primary coenzyme Q10 defi-

ciencies 등의 질환을 감별해야 한다. ALS2, SPG11, SETX, 

VCP 유전자 변이의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발병 후 2-5년

에 불과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10-16

1) 전기생리학적 검사

유전강직하반신마비 환자의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대한 

내용은 2016년 발표된 이탈리아 코호트 연구 결과를 소개

하겠다.17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somatosensory evoked po-

tential)를 시행한 환자 44명 중 30명에서 이상이 확인되었

다(68.2%). 하지운동유발전위 검사(motor evoked potential) 

결과, 32명 중 31명에서 중추운동전도시간(central motor 

conduction time)이 연장되어 있거나 유발되지 않았다(96.9%). 

이들 31명 중 14명은 상지운동유발전위 검사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었다(45.2%).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

한 49명의 환자 중 23명에서 축삭형 말초신경병이 동반되

어 있었다(46.9%). 그 외 8명의 SPG31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덴마크 연구 결과, 8명 모두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단일신경

병증이 확인되어 압박으로 인한 신경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18

2) 영상 검사

대부분의 유전강직하반신마비 환자는 척수 MRI에서 특

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척수의 경미한 위축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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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a 36-year-old woman diagnosed with SPG11. (A) Axial fluid attenuation inversion recov-
ery image shows the ears of the lynx sign (arrows). (B) Sagittal T1-weighted image shows prominent thinning of the corpus callosum 
(arrow) and mild herniation of the cerebellum (arrowhead) (Adopted from Kim and colleagues22)

HSP Gene Onset Clinical features
SPG4 (m/c) SPAST Mean 31.7 years

Up to 70 years
-Usually present with isolated lower limb spasticity
-Peripheral neuropathy, ataxia (rare, 5-10%)
-Cognitive impairment, extrapyramidal symptoms, dysarthria, 
dysphagia (rare, <5%)

SPG3A ATL1 Mean 5.6 years -Usually present with isolated lower limb spasticity
-Axonal neuropathy (25%)

SPG31 REEP1 Bimodal distribution (peaks at the 1st 
and 4th decades)

-Usually present with isolated lower limb spasticity
-Axonal neuropathy (50%)

SPG30 KIF1A Juvenile to adulthood
<11 years (50%)

-Some have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xonal neuropathy (43%)

HSP,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Table 2. Autosomal dominant HSP: causative genes and clinical features

관찰된다.19 척수 실질내 T2 신호 증가 또는 T1 조영 증강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른 후천 질환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볼 것을 추천한다. 그 외 뇌 MRI가 유전강직하반

신마비의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SPG7의 경

우 소뇌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소뇌치아핵(dentate 

nucleus)이 교뇌(pons)에 비해 T2 고신호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20 SPG11과 SPG15의 경우, 뇌량 위축(thinning of cor-

pus callosum)과 뇌실 주위 백질의 T2 신호 증가를 보일 수 

있다(Fig. 2).21,22 SPG5를 비롯한 일부 유전강직하반신마비 

환자에서 비특이적인 백질 병변을 보일 수 있으나,23 이러한 

경우 백질이영양증(leukodystrophy)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3) 유전자 검사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유전강직하반신마비 환자의 

13-40%에서 가족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NGS 비

용이 감소함에 따라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가 보편화

되고 있으나, 이러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NGS 

기술의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NGS 검사는 

거대 결실(large deletion) 또는 중복(duplication)을 포함한 

유전자 복제수 변이(copy number variation)를 검출하기 어

렵다. 둘째, 프로모터(promoter) 또는 인트론 안쪽(deep intron)

에 위치한 변이를 찾아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삼핵산 반

복서열 질환(triple repeat disorders)을 진단하기 어렵다.24 특

히 SPAST 변이로 인한 SPG4의 경우, 엑손 결실이 상대적

으로 흔하기 때문에 NGS 유전자 패널 검사에서 병적 변이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전강직하반신마비의 가족력이 있거

나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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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 Gene Onset Clinical features
SPG11 (m/c) SPG11 4-36 years -Initially present with cognitive impairment, with lower limb spasticity 

emerging later
-Dysarthria, ataxia, axonal neuropathy (>50%)
-Parkinsonism, seizure, optic atrophy

SPG5 CYP7B1 Median 13 years -Usually present with isolated lower limb spasticity 
-Sensory ataxia (47%)
-No cognitive impairment

SPG7 SPG7 Mean 41.7 years
Male>Female

-Cerebellar ataxia, common (cerebellar signs 57-90%)
-Proximal weakness, common
-Progressive external ophthalmoplegia
-Optic neuropathy, rarely reported

SPG15 ZFYVE26 Childhood or early adulthood -Similar to SPG11
-Axonal neuropathy, more common
-Parkinsonism, more frequent

HSP,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Table 3. Autosomal recessive HSP: causative genes and clinical features

3. 상염색체 우성 유전(Table 2)

1) SPG4

전체 유전강직하반신마비 중 가장 흔한 형태로, SPAST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25 SPAST는 미세소관을 절단

하고 재성장을 촉진하는 Spastin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608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상염색체 우성 및 

열성 유전을 포함한 전체 유전강직하반신마비 환자의 1/3

이 SPG4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상염색체 우성 유전 가족

력이 있는 경우 60%, 가족력이 없는 산발성의 경우 15%를 

차지하였다.3 평균 발병 연령은 31.7세이나 70세에 발병한 

환자에 대한 보고도 있다.6 대부분의 경우 발병 초기에는 

하지 강직 단독으로 나타나는 순수형이다.6 196명을 대상으

로 한 독일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5-10%에서 실조 

또는 말초 운동신경 침범이 동반되었고, 드물게 인지기능저

하, 구마비, 추체외로 증상이 보고되기도 하였다.3

2) SPG3A

두 번째로 흔한 상염색체 우성 유전강직하반신마비로, 

Atlastin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ATL1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

생한다. Atlastin은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막에 존재

하는 GTPase로 소포체 막의 homotypic fusion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SPG3A의 임상 양상은 SPG4와 거의 유사하나 

축삭형 말초신경병이 조금 더 흔하게 보고된다(25%).3 발병 

연령이 SPG4에 비해 훨씬 어리다(평균 5.6세).3

3) SPG31

세 번째로 흔한 상염색체 우성 유전강직하반신마비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인 receptor expression–enhancing pro-

tein 1을 암호화하는 REEP1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

다.26 임상 양상은 SPG4 및 SPG3A와 유사하나, 약 50%에

서 축삭형 말초신경병이 동반된다.27 발병 연령은 10대와 

40대가 많으나(bimodal distribution), 가계에 따라 매우 다양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4) SPG30

미세소관에 결합하여 소포(vesicle) 및 세포소기관을 운반

하는 역할을 하는 Kinesin-like protein KIF1A 단백질을 암

호화하는 KIF1A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분류되었으나, 드물게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

전되기도 한다.28,29 우성 유전의 경우 발병 연령이 0-57세로 

매우 다양하나 50% 이상의 환자는 11세 이전에 첫 증상이 

발생하였다.28 30명 중 11명에서 뒤섬유기둥 침범이 있었고, 

13명에서 하지 근위부 근력저하 및 근위축이 확인되어 축

삭형 말초신경병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물게 인

지기능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28

4. 상염색체 열성 유전(Table 3)

1) SPG11

상염색체 열성 유전강직하반신마비 중 가장 흔한 형태로, 

Spatacsin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SPG11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발병 연령은 4-36세로 보고되고 있으며 임상 양

상이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인지기능저하가 동

반되고 심지어 하지 강직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1 약 50% 환자에서 축삭형 말초신경병, 실조, 구마

비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21 상지 강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추체외로 증상, 경련, 시신경 위축 등이 동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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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고되었다.5

2) SPG5

SPG5는 cytochrome P-450 oxysterol 7a-hydroxylase를 

암호화하는 CYP7B1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30 

25-hydroxycholesterol과 27-hydroxycholesterol (27-OHC)은 

CYP7B1에 의해서 7a-hydroxylation 되는데, CYP7B1 변이

에 의해 축적되는 27-OHC가 신경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SPG5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

려졌으나, 중국 코호트에서는 101명의 상염색체 열성 유전 

케이스 중 28명이 SPG5로 보고되었다.3,4,23,32 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럽 다기관 연구에서 평균 발병 연령은 13세

였고 약 94%의 환자에서 뒤섬유기둥 침범으로 인한 감각 

저하가 있었으며 47%는 감각실조를 동반하였다. 인지기능

저하는 보고되지 않았다.33

3) SPG7

Paraplegin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SPG7 유전자 변이에 의

해 발생한다. 발병 연령이 평균 41.7세로 늦은 편이며 여자

보다 남자가 조금 더 많다.3,20,34 SPG11과 마찬가지로 복합

형이 대부분이고, 50% 이상의 환자에서 소뇌실조 등 소뇌

징후가 관찰되어 MRI 이상 소견에 부합한다.20,35,36 상하지 

근위부 근력저하와 만성진행외안근마비가 상대적으로 흔하

게 나타나며, 드물게 시신경병증이 동반되기도 한다.37

4) SPG15

Spastizin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ZFYVE26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임상 양상은 SPG11과 유사하나 축삭형 말

초신경병과 파킨슨 증상이 조금 더 흔하게 동반된다.21

5. X염색체 연관 유전 및 모계 유전

드물게 전체 유전강직하반신마비 환자의 1-2% 미만에서 

X염색체 연관 또는 모계 유전 방식을 따르는 유전자 변이

가 보고된다.

결 론

이상으로 유전강직하반신마비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검

사를 통한 진단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전강직하반신마

비의 진단을 위해서는 치료 방법이 있는 후천 질환과 일부 

유전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NGS 유전자 패

널 검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가장 흔한 SPG4 원인 

유전자인 SPAST 엑손 결실과 같은 변이는 NGS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그 외 뚜렷한 MRI 이상이 동반되지 않는 

다른 유전 질환 또한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유전강직하반

신마비의 유전형-표현형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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