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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eriodic leg movements during sleep (PLMS) are best described as repetitive stereotypical movements of the lower extremities 

characterized by dorsiflexion of the ankle, dorsiflexion of the toes and a partial flexion of the knee and sometimes the hip. The prev-
alence of PLMS is about 5-11% in adults and is predicted much higher than previously surveyed. They are also frequently found in 

various sleep disorders, several disorders not primarily affecting sleep, and patients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s. Although they 

are rarely found in children, they are common findings in children referred to a pediatric sleep laboratory. The pathophysiology is 

strongly associated with decline of central dopaminergic function and closely related to arousal system during sleep. Benzodiaze-
pines, levodopa, dopamine agonists and opioids are generally recommended for treatment but more controlled studies on the ef-
fectiveness are needed.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8；15(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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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기성 사지운동증(periodic limb movements during sleep, 

이하 PLMS)은 수면 중에 불수의적인 사지 움직임이 특징적

으로 나타나는 수면질환이다(1). 처음에 발견되어 보고될 때

에는 야간 간대성 근경련증(nocturnal myoclonus)이라고 불

려지면서 경련성 질환의 한 형태로 인식이 되었다(2). 수면

다원검사를 통해 특징적 소견이 보고된 것은 1972년에 Lu-
garesi 등(3)에 의해서였다. 

PLMS의 판독기준은 Coleman이 1982년에 처음으로 제

안하여 사용되어 오다가 미국수면장애협회에서 이를 채용하

여 표준적인 기준으로 정해졌다(1).  

현재에도 수면다원검사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소

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인, 기전, 임상양상 등의 측면에

서 확고히 정립된 설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PLMS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PLMS의 운동특성 

PLMS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하지 움직임의 특징은 발목

과 발가락의 배측 굴곡과 무릎관절의 부분 굴곡이며 간혹 

고관절도 굴곡현상을 보인다. 임상에서 유사한 움직임의 형

태를 찾는다면 바빈스키 반사(Babinski reflex)(4) 또는 삼

중굴곡 반사(triple flexion reflex)(5)가 비슷한 움직임이

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움직임이라 기술하긴 했지만 과

거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다지 판에 박힌 행동 유형은 아

니고 개인적인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7). 사

지 움직임은 팔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다리만큼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을 추가적으

로 기록하거나 판독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2. PLMS의 검사소견과 임상증상과의 관계 

검사기록에서 PLMS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가락 움직임으로 보정(calibration)할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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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던 진폭의 1/4이상의 크기로 0.5~5초 지속되는 근전도 

변화가 4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근전도 변화 간

의 간격은 4~90초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1). 

PLMS의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PLMS 지수(PLMS 

index)를 사용한다. PLMS의 총 횟수를 총 수면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또한 다리의 근전도 변화와 함께 뇌파의 각성

현상이 동반되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수면곤

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여 PLMS 각성지수(arous-
al index)지수를 따로 산출하기도 한다. PLMS 지수가 5 이

상이면 병적인 것으로 간주한다(8). 그러나 지수가 10 이상

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면 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고 건강

하게 잘 생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9). 예를 들어 불면증

세와 연관이 깊은 restless legs syndrome(이하 RLS)의 

경우에도 지수가 5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10~20%에 달

한다(10,11). 실제로도 주관적인 수면관련 증상호소와 PLMS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들은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9,12-17). 단지 두 개의 연구만이 연관성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9,14). Hornyak 등은 RLS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이틀에 걸친 검사에서 단지 첫날 검사에서만 주

관적 수면의 질과 PLMS지수가 약한 연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14). 아마도 첫날이라 적응하는 과

정중에 얕은 수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Carrier 

등은 70명의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LMS지수

가 수면다원검사 결과치에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는 못

하였지만 주관적인 수면의 질에는 적은 영향이 있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9). 

위와 같이 지수가 5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병적으로 단정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1993년에 표준화된 현

재의 PLMS 진단과 평가방법(1)이 당시에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기존의 진단기준에 대한 재평가 과

정을 거치며 새로운 분석을 통해 정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

고 있다(18,19). 

 

3.  PLMW와 PLMD 

PLMS의 빈도, 지속시간, 간격은 수면단계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난다. PLMS는 1단계나 2단계의 비렘수면에서 주

로 나타나고 3, 4 수면단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렘수면단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첫번째 수면주기

에서 주로 나타나고 수면이 진행하면서 감소한다. 렘수면 

동안에 지속시간이 제일 짧고 운동간 간격이 제일 길게 나

타난다(20). 심한 경우에는 렘수면 동안에도 나타나거나 각

성시에도 나타난다. 각성중에 나타나는 주기성 사지움직임은 

각성중 주기성사지움직임(periodic leg movements in wake, 

PLMW)이라고 한다. 각성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불쾌한 

느낌과 동반되어 입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RLS환자에게서 나타나는 PLMW는 PLMS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속시간이 보다 길게 나타난다(21). RLS에서 PLMW

가 나타나는 경우는 PLMS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진

단적인 가치를 지닌다(22). PLMW를 진단하기 위해서‘Sug-
gested Immobilization Test’를 실시한다(23). PLMS와 

PLMW는 RLS와 깊은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RLS

의 운동증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24). 

주기성 사지운동장애(periodic limb movements dis-
order, PLMD)는 PLMS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른 이유로

는 설명이 잘 되질 않는 수면관련증상이 동반된 경우로 정

의된다(24). 그러므로 진단을 위해서는 필히 수면다원검사

를 시행하여 다른 수면질환을 배제하여야 한다. PLMS를 

비회복수면(non-restorative sleep)과 연관이 있다고 보

기 때문에 임상적인 목적으로도 기본검사로 시행할 것을 추

천한다(1,25). 매번 검사마다 빈도가 차이가 나고 RLS에서

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 검사하는 것을 권장하

는 경우도 있다(10). 활동기록기(actigraphy)로 기록하면 적

은 비용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

적인 한계가 있고 아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26). 

 

4. PLMS 유병률 

이전의 연구들은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제한점이 있

긴 하지만 대개 5~11%로 보고하고 있다(27,28). 최근에 

외국에서 일반인 18,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

에서는 PLMD의 유병률 3.9%로 조사되었다(29). 이 연구

에서는 또한 여성, 카페인,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이 사지움

직임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PLMS는 다른 수면질환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심지어 수면

과 관계없는 질환에서도 많이 동반되고 있다. 심지어 노인들

에게 불면증이나 수면과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도 PLMS가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은 실제로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유병률이 높은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9,30). 

 

1) 연령별 PLMS 유병률 

소아에서 PLMS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소아 수면장애센

터에 의뢰된 59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수

가 5 이상인 경우가 5.9%로 높게 나타났다. 단지 1.2%만이 

수면 증상이나 동반 질환이 없이 PLMS만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1). 내과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PLMS가 보다 많이 동

반되었다. 특히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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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 syndrome, OSAS)(31-33), 소아 섬유근육통(juvenile 

fibromyalgia)(3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35), 신경정

신과 질환(32) 등에서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증가에 따라 PLMS도 증가한다(8,17,30,36-38). 노

령 집단에서는 수면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PLMS도 흔히 발

견된다(9,27,30). 또한 수면 증상이 동반된 노인의 80% 

이상에서 PLMS 지수가 5 이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17). 

 

2)수면질환별 PLMS 유병률 

여러 수면질환에서도 PLMS는 많이 동반된다.  

RLS가 PLMS를 가장 많이 동반하는 대표적인 수면질환

이다(11). 1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80%에서 PLMS 

지수가 5 이상으로 나왔고 두 번 검사한 경우엔 88%까지 

높아지기도 하였다(11). 또한 PLMS 지수가 RLS의 심각한 

정도와 연관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39). 

기면병에서도 PLMS가 많이 동반되는데, 특히 이 경우에

는 L-dopa에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41). 

OSAS에서도 PLMS는 흔하게 발견되는데 무호흡과 동시

에 나타나기도 하고 무호흡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 지속성 기도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
sure, CPAP)로 치료시에도 OSAS의 심각도에 따라 PLMS

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중등도 이상의 OSAS

에서는 CPAP 치료시에 PLMS가 증가한다. 무호흡 때문에 

가려져있던 PLMS가 치료로 무호흡이 제거되면 새로 발견되

기 때문이다. 경도의 OSAS에서는 호흡노력과 관련되어 나타

나던 PLMS가 CPAP치료로 무호흡이 없어지면서 PLMS의 

빈도도 줄어들게 된다(42).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OSAS에

서 나타나는 PLMS을 자발성(spontaneous) PLMS와 유발성

(induced) PLMS로 양분하기도 한다. PLMS와 OSAS이 동

시에 나타나는 상황의 치료는 물론 OSAS를 우선순위에 둔다. 

렘수면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

에서도 PLMS는 빈번히 관찰된다. 특징적으로 렘수면 동안

에 자주 나타나는데 70%정도에서 PLMS지수가 10 이상이

라는 보고도 있다(43). 

원인을 잘 모르는 불면증에서도 PLMS는 높게 보고된다. 

불면증 환자의 17%가 PLMS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

다(8). 정상노인의 경우에도 45%정도에서 PLMS 지수가 

5 이상으로 나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PLMS 지수와 불면

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17,30). 

 

3) 수면과 무관한 질환에서의 PLMS 유병률  

수면과 연관이 없는 질환에서도 PLMS는 자주 동반된다. 

병의 악화나 심각도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의 예는 고혈압(44), 말기신장병(45), 알코올의존(46) 

등을 들 수 있다. 

 

4) 약물로 인한 PLMS 유병률 

Clomipramine(47), lithium(48), fluoxetine(49), venla-
faxine(50) 등과 같은 정신과 약물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서 PLMS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최근

에 많이 사용되는 항우울제가 RLS와 아울러 PLMS도 증가

시킨다는 연구(52)도 있으나 PLMS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274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연

구에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n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나 venlafaxine의 사용으로 PLMS가 증

가한 것을 보고하고 있으나 bupropion은 PLMS의 증가와 무

관하다고 한다(53). 

 

5. 원인 및 병태생리 

 

1) 도파민 이상기능으로 풀어본 PLMS 

도파민 경로에 이상이 있다고 밝혀진 RLS(54,55), 기면

병(56,57), RBD(58,59)에서 PLMS가 흔하게 동반되는 

것으로 보아 병태생리 기전에 도파민이 연관될 거라는 가설

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도파민 관련약물이 RLS(60), 기

면병(61), RBD(62)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이

러한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다. 도파민이 저하되는 노인에게

서 PLMS가 자주 발견되는 것도 PLMS가 도파민 기능저하

를 반영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PLMS와 가장 연관이 깊은 RLS와 관련하여 원인 및 병

태생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RLS가 하루 중에서도 저녁과 

밤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일주기 변동 양상을 보인다는 

점(63-65), RLS에서 뇌의 철분 가용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66,67), 뇌의 도파민 신호전달이 저녁에 최저치를 보인

다는 사실(68), 뇌의 도파민 활성이 RLS에서 감소한다는 

사실(69) 등을 PLMS의 경우에 확장시켜 고려해 본다면 뇌

의 도파민 활성 감소를 주된 병태생리 기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70). 

신경해부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도파민과의 관련성

을 뒷바침하고 있다. 특히 뇌하수체(hypothalamic A11 nu-
cleus)의 도파민 부위와 신경절이전 교감신경(preganglio-
nic sympathetic neurons)로 연결되는 하행경로, 상행 감

각처리와 관련된 뒤뿔(dorsal horn)지역, 사이신경세포(in-
terneurons), 체성운동신경(somatic motor neurons), 선

조체(striatum) 등이 RLS와 PLMS의 병인과 관련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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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유사제(opioids)가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것도 도파

민계와 관련 지을 수 있다(74). 척수와 척수 상위 부위에서 

통증 완화작용과 운동행동에 대한 작용은 도파민의 매개로 

이루어진다(75,76). 선조체를 비롯하여 척수 상부에 작용

하여 운동작용을 증진하고(77) 뇌를 감작화시켜 감각을 증

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79). 한편 척수 

부위에서는 아편유도제가 운동활동 생성을 저하시킨다(80). 

위에 제시된 결과들과 관련하여 RLS와 PLMS의 운동증

상들은 운동계와 통증감각계로 유입되는 도파민과 아편유사

제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혹은 감각

입력에 대한 탈선적인 행동반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81). 

마지막으로 이상 감각의 출처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으나 

척수 아래 말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로는 RLS 

환자에서 준임상적인 다발신경병증의 신호가 나타나고(82,83), 

세섬유신경병증(small fibre neuropathy)을 지칭하는 피부

온도역치 이상(84,85)이 발견되며, 척수 손상 이후에 PLMS

가 나타난다는 점(86) 등을 들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PLMS(5)나 PLMW(87)가 시작되기 200 ms

전까지 움직임과 관련된 피질세포의 전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피질하에서 기원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두개자기자극술(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을 이용하여 대뇌 운동영역 

피질세포를 억제하였을 때 해당 근육들의 활성이 정상인보

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88-90) 대뇌 피질 자체의 기능 

이상(91)이 PLMS의 기원이라는 설명도 있다. 

 

2) 각성현상으로 풀어본 PLMS 

위에서는 주로 RLS와 관련하여 PLMS의 원인 및 병태생

리 연구에 대한 설명들을 제시하였으나 일차성 불면증과 같

이 도파민과 연관이 없는 질환도 PLMS와 연관이 나타나므

로 도파민 이외에 다른 이론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PLMD 

개념적인 정의로만 따져본다면 불면증과 PLMS가 연관이 

있어 보이나 PLMS과 수면관련 증상은 아직 인과론적인 연

결고리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생리적인 지표의 변화를 

근거로 본다면 PLMD의 이론적 개념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미 Guilleminault 등(92)은 수면증상과 PLMS 사

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오래 전에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

은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몇몇 연구를 통하여 증명된 바 있

다(30,37). 최근에도 관련된 여러 연구를 통하여 PLMS가 

심박수 변화(93), 뇌파의 변화(94) 혈압의 변화(95) 등과 

같은 생리적 지표들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들이 반복적으

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PLMS에 특이적인 변화

라고 보기 어렵다. 각성을 동반하지 않은 PLMS의 경우엔 더

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K-복합체에 의해 나타나

는 맥박과 혈압의 변화에 비해 그 변화 정도가 작기 때문이

다(96). 더구나 다른 이유로 인한 각성으로 초래되는 뇌파의 

변화는 PLMS에 의한 뇌파변화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다(97).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인하여 피질의 뇌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전에 주장돼오던 것과는 달리 PLMS가 아니라 다

른 이유의 각성 과정일 것이라는 설명이 있으며, 이러한 각

성과정이 비회복수면과 연관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즉 

이전의 주장을 거꾸로 뒤집어 PLMS가 각성을 유발하는 것

이 아니고 각성이 PLMS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PLMS와 각성의 시간적인 순서를 분석해본 연구에 의하면 

각성이 PLMS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49%이고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31%, PLMS 이후에 각성이 유발되는 경우

가 단지 23%로 나타났다(98). PLMS와 각성은 공통적으

로 수면단계의 안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 여기

서 수면단계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은 교대순환양상(cyclic 

alternating pattern, CAP)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CAP는 

불안정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수면의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PLMS와 각성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99). 

얕은 잠 단계에서 20~40초의 주기로 나타나는 초서파(in-
fraslow) 진동운동에 맞추어 뇌파가 변화를 보이는 것을 나

타내며, 자율신경요동으로 인하여 다른 수면다원검사의 생

리적 지표들도 의존적인 변화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100). CAP는 아마도 문지기(gate-control)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101). 어쩌

면 PLMS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런 수면상태의 부수현상(ep-
iphenomenon)으로 나타나는 것일 지도 모른다는 설명도 

있다. 다른 설명으로는 얕은 잠의 대표적 현상인 주기적인 

각성의 운동계쪽 대리자로 나타난 것이 PLMS라는 이론도 

있다. 즉 각성을 유도하는 신경세포의 흥분도가 내재적인 

주기를 가지고 요동을 보이면서 운동계, 자율신경계, 각성계 

등에 동시에 영향이 파급되는데(3), PLMS는 운동계쪽으

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6. PLMS의 치료 

대부분은 연구들은 RLS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부터 기원하기 대문에 도파민 관련 약물이 일차적인 치료제

로 추천되고 있다(60). 그러나 RLS의 치료 결과를 PLMS

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면관련증상

이 과연 이들 치료로 좋아질지도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주목

할만한 사실은 한 연구에서는 PLMD 환자에서 L-dopa를 

사용하였더니 RLS 증상이 생겨났다는 부작용 보고를 하기

도 하였다(102). PLMD환자에서 PLMS의 치료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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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10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103-111). 이중에

서 도파민 관련 약물의 효과를 연구한 것은 두 편 정도이다. 

대개의 연구가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연구

이다. 무작위 통제연구를 통해 결과들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임상에서 대증적으로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약물은 clona-
zepam이다. Ohanna 등(109)이 불면증 내지 수면과다증이 

동반된 PLMS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지 움

직임이 감소함을 보고하였고 Saletu 등(111)도 PLMD 환

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빈도 감소 및 수면검사지

표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원인과 관련된 치료로는 도파민 관련제제가 많이 사용된다. 

Saletu 등이 PLMD 16명을 대상으로 도파민 효현제인 rop-
inirole 0.5 mg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빈도가 감소하고 다음

날 오전의 수행능력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110). L-

dopa 200 mg을 투여한 연구에서도 PLMS 빈도가 감소하

는 결과를 보였다(103). Selegiline을 PLMD환자 31명에 

적용한 연구에서도 빈도 감소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수면효율

이 감소하고 입면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아편유사제를 사용한 연구는 빈도감소와 함께 일부 환자

에서 서파수면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107). Valproic 

acid를 125~600 mg 사용한 례에서도 의미있는 빈도 감소

를 보였다(104). Magnesium과 melatonin을 사용한 연구

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빈도 감소를 공통적으로 보고하였

다(106,108). 

 

결     론 
 

주기성 사지운동증후군은 수면 중에 불수의적으로 발목과 

발가락이 뒤로 굽혀지고 심하면 무릎과 엉덩이 관절도 굽혀

지는 하지 움직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면질환이다. 유

병률은 5~11%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여러 다양한 수면질환과 내과적 질환에서 자주 동반

되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소아에서는 드물지만 소아 수면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흔하

게 관찰된다. 원인과 병태생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추성 도파민의 기능 이상과 뇌의 각성조절체계의 이상이 

대두되고 있다. 치료로는 벤조디아제핀, L-dopa, 도파민 효

현제, 아편유사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중심 단어：주기성 사지운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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