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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chemical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neurological Wilson diseas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Ulsan,

Seoul, Korea

Go Hun Seo, MD

Directed by Han-Wook Yoo, MD, PhD

Background: Wilson disease (WD) is a disorder of copper metabolism caused by the 

ATPase copper transporting beta (ATP7B) deficiency. The clinical courses of patients with 

neurological manifestations (nWD) were suggested as surreptitiously progressive and less 

favorabl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iochemical and genetic features that 

characterize nWD as a distinct disease subgroup.

Methods: Detailed biochemical profiles and genotypic characteristics of 86 nWD and 233 

hepatic (hWD) patients from 368 unrelated Korean famil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pathogenesis of nWD, we analyzed biochemical finding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y using Atp7b-/- knock out mouse model.

Results: The age at presentation and diagnosis was older in nWD than in hWD patients. At 

diagnosis, nWD patients also showed lower serum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gamma glutamyltransferase, and total bilirubin levels, and prothrombin 

time than hWD. Kayser-Fleischer ring, liver cirrhosis, unfavorable outcome (62% vs 80%, P 

< 0.016), and higher serum creatinine level were more common in nWD patients. Regarding 

copper (Cu) metabolism, nWD patients showed lower serum ceruloplasmin (3.1 ± 2.1 vs. 4.2 

± 3.2 mg/dL, P < 0.001), Cu (26.4 ± 13.8 vs. 35.8 ± 42.4 μg/dL, P = 0.005), free Cu (17.2 ± 

12.5 vs. 23.5 ± 38.2 μg/dL, P = 0.038), and 24-h urinary Cu (280.9 ± 162.9 vs. 611.1 ± 

1124.2 μg/day, P < 0.001) levels. Frameshift, nonsense, or splice-site mutations in at least 

one allele of ATP7B were less frequent in nWD patients. Additionally, both mutations in the 

transduction and/or ATP hinge domain (2.4% vs. 23.1%, P = 0.006) were identified less 

frequently in nWD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ocomotor performance 

and metabolic profiles including iron and methionine in Atp7b-/- knock out mouse model. 

On the other hand, copper accumulation in brain and liver was much more identif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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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7b-/- knockout mice than in wild type mice

Conclusion: The nWD patients had distinct clinical, biochemical, and genetic profile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ocomotor performance and metabolic profiles 

including iron and methionine in between WT and MT mic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factors, with or without association with copper metabolism, underlying the 

neurological presentation for which treatment needs to be targeted to improve the clinical 

outcome of this subgroup.

Key words: Wilson disease, ATP7B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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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목록

ATP7B ATPase copper transporting beta

KF Kayser-Fleischer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GABA Gamma-aminobutyric acid 

GPC Glycerophosphorylcholine

PCh Phosphorylcholine

PCr Phosphocreatine

NAA N-acetylaspartate

NAAG N-acetylaspartylglutamate

GGT Gamma-glutamyl Transferase

PT Prothromb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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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윌슨 병 (Wilson disease; MIM 277900)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ATP7B

(ATPase copper transporting beta) 유전자의 변형으로 발생하는 구리대사

장애이다 (1, 2).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윌슨 병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인종마다

다양하며 현재 백만명 당 5-885로 추정된다 (3). 

윌슨 병의 자연 경과는 간에서 시작하여 간 이외의 조직인 뇌, 신장 및 각막을

침범하는 진행성 병리학 과정에 의해 설명된다 (4-6). 대개 간 증상은 첫

10년이내에 발현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은 20년 이후에 발생한다 (7-9). 윌슨 병

의 신경학적 증상에는 떨림, 파킨슨 증, 근 긴장 이상, 무도 병, 구음 장애, 연하

장애, 졸음, 간질 및 자율 신경 기능 장애 등이 있다(10). 그러나 질병 진행의

개인차가 있다 (11-13). 이는 성별, 물과 음식안에 포함된 구리 양, methionine 

대사에 영향을 주는 methyl group donors, copper metabolism domain-

containing 1, prion protein, apoprotein E,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 and 5,10-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과 같은 modifier 

genes과 같은 추가적이 요인들이 윌슨 병 표현형의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4-23). 

윌슨 병에서 유전자형-표현형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복합 이형접합성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보인다. 몇몇 연구에서 nonsense, 

frameshift 및 splice-site 변이가 신경증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11, 24, 25).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들은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12, 13, 26). 

윌슨 병은 한국 인구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대사 장애 중 하나로, 보인자 빈도는

1/50-1 /88이다 (27-29). 윌슨 병 환자들은 발현하는 표현형에 따라 다른 임상

경과를 보인다 (11).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계 증상이 있는 환자의 임상

경과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11, 30).

소수의 쥐 모델을 이용하여 뇌의 이상 및 행동 장애에 초점을 둔 이전 연구들이

있다. 신경 증상의 발달로 이르는 초기 분자학적 과정은 Long-Evans Cinnamon

쥐에서 철 및 메티오닌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4). Toxic milk 쥐에서 뇌에 구리 침착, 증가된 염증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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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 그리고 공간기억 및 운동능력 장애가 보고 되었다 (31, 32). 그러나

현재까지 윌슨 병 환자의 신경 증상의 발병 기전에 대해서 명확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최신 윌슨 병 코호트 연구로써 신경학적 윌슨 병이 생화학

적 및 분자유전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간 윌슨 병과 별개의 질병 하위 그룹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또한, 신경학적 윌슨 병의 발병 기전을

확립하기 위해 Atp7b 유전자를 제거한 쥐들의 생화학적 소견과 행동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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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환자

1.1 윌슨 병 환자의 진단 및 표현형 분류

서울 아산 병원 유전 유전학 센터에서 윌슨 병으로 진단받은 368 가계의 비

혈연 한국인 가정에서 379 명의 환자를 등록하였다. 성별, 진단 및 증상 발현

시 연령, 혈액검사, 영상학적 검사 및 유전 검사들을 검토했다. 윌슨 병의

진단은 임상 증상, Kayser-Fleischer (KF) 고리의 존재, 낮은 혈청

세룰로플라스민 (<20 mg/dL), 24 시간 소변 구리양 증가 (> 40 mg/dL)와

ATP7B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조합한 Leipzig 기준을 기반으로 하였다 (2, 33). 

혈청 세룰로플라스민은 nephelometry 와 같은 항체의존 기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청 유리구리는 혈청 구리 및 세룰로플라스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혈청 구리 수치(μg/dL) − 3.15 × 혈청 세룰로플라스민 수치

(mg/dL).

증상 분류는 Ferenci 등의 표현형 분류를 변형한 기준을 기반으로 간 증상 [H1: 

급성 (acute) and H2: 만성 (chronic)], 신경학적 증상 [N1: 간 질환과 관련

잇는 신경학적 증상 (neurological associated with liver disease), N2: 간

질환과 관련 없는 신경학적 증상 (neurological not associated with liver 

disease), and NX: 원인을 모르는 간 질환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neurological 

with unknown liver disease)], 무증상으로 분류하였다 (11, 33). 본 연구에서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윌슨 병을 신경학적 윌슨 병으로 정의하였다. 신경

정신과적 증상은 신경학 전문의들이 Oder 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평가 하였다

(34). 간기능의 임상단계는 Child–Pugh 분류와 초음파 소견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35): 0, 정상 간 기능 (normal hepatic function); 1, 간경화를

동반하지 않은 간효소의 상승 (elevated hepatic enzyme levels without 

cirrhosis); 2, 보상성 간경화 (compensated cirrhosis, Child–Pugh class A 

cirrhosis); 3, 유의하게 손상된 간경화 (significantly compromised cirrhosis, 

Child–Pugh class B cirrhosis); and 4, 대상부전 간경화 (decompensated 

cirrhosis, Child–Pugh class C cirrhosis), 전격성 간염 또는 간부전으로 한 사망. 

임상 결과는 신경 학적 징후 또는 간경화의 임상 상태가 개선되거나 추적 기간

동안 간 기능 장애가 간경화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양호 (favorable)"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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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간경화 상태 또는 신경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지되거나 무증상, H1 

또는 H2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새로 발생했을 때 "비 양호

(unfavorable)"것으로 평가하였다.

1.2. 윌슨 병 환자의 분자유전학적 검사

말초 백혈구에서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여 ABI 3130 유전 분석기 (Applied Biosystems, 포스터

시티, 켈리포니아주, 미국)로 ATP7B 의 모든 코딩 엑손과 엑손-인트론 경계들을

직접 시퀀싱했다. 생어 시퀀싱으로 ATP7B 유전자의 적어도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알려지지 않은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서 SALSA Reference Kit, P098-

C ATP7B probe mix (MRC Holland,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를 사용하여 다중

결찰 의존 조사 증폭 분석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analyses)을 수행하여 ATP7B 유전자의 엑손 결실 및 중복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모든 확인된 서열 변형체들을 ATP7B mutations database 

(http://www.umd.be/ATP7B/) 및 Human Gene Mutation Database 

(http;//www.hgmd.cf.ac.uk/ac/index.php)를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2. 동물실험

2.1. 쥐 모델의 준비

배아 줄기세포에서 금속 결합 도메인의 부분을 암호화하는 엑손 2의 일부를

결실 시키고 그 부위에 다중 종결 코돈을 암호화하는 PGK-neo 선별 카세트의

삽입을 하는 상동염색체 재조합의 기술을 이용하여 Atp7b 유전자 제거 쥐가

제작되었다 (36) (그림 1). 이 Atp7b 유전자 제거 쥐는 Conrad Gilliam 과

Svetlana Lutsenko 으로 부터 제공받았다. C57BL/6J 배경의 Atp7b-/- 및

Atp7b+/+ 쥐들을 3,6,9 및 12 개월의 각 연령에서 평가하였다 (그룹당 15 

마리, 암컷:수컷=8:7). 쥐들은 온도와 습도를 포함한 통제된 환경에서 12/12 

시간 역 명암 주기로 유지되었다. 정상적인 식단과 물은 임의로 제공되었다. 각

쥐는 Atp7b 유전자의 제거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꼬리 생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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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TP7B 유전자 제거 생성의 도식적 표현, ATP7B 표적 벡터 (위), 

쥐 Atp7b 유전자좌의 해당 부분 (중간) 및 재조합기술을 통한 유전자 제거 생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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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화학 분석

간 기능 검사, 철 및 메티오닌 대사와 관련된 생화학 검사들을 수행하기 위해 3, 

6, 9, 12 개월 째의 Atp7b-/- 및 Atp7b+/+ 쥐들의 혈액 후대정맥에서

채취하였다. 채혈 후 혈액을 SST 용기에 담아 30분 이상 상온에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 3000rpm, 10분 조건 하에 원심 분리하여 이후

혈청만을 분리하여 생화학 분석을 실행하였다. 간 기능 검사에는 혈청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이 효소 (aspartate transaminase, AST),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lanine transaminase, ALT), 총 빌리루빈, 및 직접 빌리루빈이

포함되었다. 철 대사는 혈청 철과 페리틴을 포함시켰다. 메티오닌 대사에는

메티오닌, S-아데노실메티오닌, S-아데노실호모시스테인, 및 호모시스테인이

포함되었다. 메티오닌 대사 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 20 μM의 DL-

호모시스테인-3,3,4,4-d4, DL-메티오닌-3,3,4,4-d4 및 50 % MeOH 중 S-

아데노실-L-메티오닌-d3 (S-methyl-d3)으로 구성된 내부 표준 용액을

100μL의 마우스 혈청에 넣었다. 샘플 용액을 섞고 13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을 수집하고 메티오닌 대사 물질들을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및 질량 분광법으로 추정하였다

2.3. 뇌 및 간 조직에서 대사물질 분석

구리, 철 및 메티오닌 대사 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 3, 6, 9, 및 12 개월의 각

연령에서 간과 뇌 조직 (젖은 조직의 ug/g)들을 얻었다. 조직들은 250 mmol/L의

수크로스, 50 mmol/L의 KCl, 5 mmol/L의 MgCl2, 20 mmol/L의 Tris/HCl (PH 

7.4에서 조정됨)을 함유한 완충액에서 Potter Elvehjem 시스템으로 준비되었다. 

간 및 뇌 조직에서 구리 및 철 정량은 화염 원자 흡수 분광법 (Shimadzu 

AA6300, 교토, 일본)에 의해 결정되었다.

약1000mg의 쥐 간 및 뇌를 tissueLyzer (Qiagen)를 사용하여 600μL의 내부

표준 용액으로 균질화시켰다. 균질액을 4 ℃에서 30 분간 배양하였다. 시료를

13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을 수집하고 메티오닌 대사

물질들은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및 질량 분광법분석에 의해 추정하였다.

2.4. 뇌 및 간 조직의 병리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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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마톡실린-에오신 (Hematoxylin-Eosin, H&E) 염색 과 특정 구리 염색은 12 

개월 연령의 7 Atp7b+/+ 쥐들과 5 Atp7b-/- 쥐들의 간 및 뇌 절편들에서3~4 

μm 두께 파라핀으로 시행하였다. 조직 병리학적 검사는 광학 현미경 (Olympus 

BX43, Japan)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간경화의 확인을 위해 간 조직에

마손 삼색 (Masson trichrome) 염색을 시행했다. 간과 뇌 조직들은 참고 문헌

(37, 38)에 따라 판독되었으며, 병변은 경증, 중등도 및 중증에 따라 분류되었다. 

2.5. 뇌 자기 공명 분광학 분석

모든 15 개월된 Atp7b-/- 및 Atp7b+/+ 쥐들은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 동안

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중에 혼합된 1.5%-2% 이소플루란 흡입에

의해 마취되었다.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400mT/m 기울기 세트들을

사용하여, 수평 9.4T/16 cm 자석 (Agilent, 팔로알토, 켈리포니아, 미국)에서

수행되었다. 선형 결합 분석법 (LC Model ver.6, 로스엔젤러스, 켈리포니아,

미국)으로 처리하여 대사 산물 농도들을 계산하였다. 다음과 같은 뇌 대사

산물들이 포함되었다; alanine, aspartate, creatine, gamma-aminobutyric acid 

(GABA), glucose, glutamate, glutamine, glycerophosphorylcholine (GPC), 

phosphorylcholine (PCh), myo-inositol, lactate, phosphocreatine (PCr), N-

acetylaspartate (NAA), N-acetylaspartylglutamate (NAAG), 

phosphoethanolamine, taurine, macromolecule, and lipid (Lip13a, Lip09, 

MM09, MM20). 내부 기준치로서 억제되지 않은 물 신호 (뇌 함량 80 % 가정) 

사용하여 절대 대사 산물 농도 (mmol/kg 습 중량)를 계산하였다 (39). 각 대사

산물 이외에도, 일부 대사 산물들 (NAA+NAAG, glutamate + glutamine, 및

GPC+PCh)의 합들이 또한 추정되었다.

2.6. 행동 및 운동 분석

행동 및 운동 검사들은 3, 6, 9, 12 개월 된 수컷 쥐들 (Atp7b+/+ 쥐들: 7 

마리, Atp7b-/- 쥐들: 6 마리) 에서만 수행되었다. 동물의 체중은 행동 및 운동

시험 첫날 기록되었다.

Tail suspension test를 수행하기 위해 쥐들은 바닥에서 50 cm 떨어진 높이에서

천장에서 1/4 거리에 달린 테이프로 꼬리 부분이 매달려 있다. 총 2 분 30 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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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고, 처음 30 초 동안은 적응 기간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 분은

측정되었다. 적어도 2 명의 조사자에 의해 2 분 안에 호흡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운동의 부재 기간이 동시에 기록되었고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Rota-rod test는 자동 rotarod (Ugo Basile, Varese, Italy)에 모든 쥐들을

동시에 수용하였으며 회전 속도는 5에서 40 rpm으로 올려 각 쥐가 rotarod에서

떨어지는 대기 시간을 기록하고 분석에 사용했으며 시간은 5분이내로 하였다. 

Open-field test를 수행하기 위해 직사각형 상자 (35 cm x 35 cm x 40.5 cm)의

중앙에 각 쥐를 놓았다. 검사자는 쥐가 이동한 거리와 Smart 3.0 Video 

Tracking 시스템 (Panlab, Havard)을 사용하여 open field 전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록했다. 총 10 분 5 초가 관찰되었고, 처음 5 초

동안은 적응 기간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0 분을 측정하였다. Morris water 

maze test를 수행하기 위해 직경 150 cm 및 깊이 50 cm인 풀을 준비하고 직경

10 cm의 보이는 플랫폼을 풀의 중앙에 위치시켰다. 플랫폼이 물 표면에서 1 cm 

위로 올 때까지 풀이 물로 채워졌다. 각 쥐는 풀 가장자리를 향하며, 물 속에

놓여 졌으며 검사자는 쥐가 플랫폼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 시간을 기록했다. 각

쥐는 물에서 플랫폼을 찾기 위해 4-5 번 연습했다. 풀에서 플랫폼을 제거한 후, 

검사자는 Smart 3.0 비디오 추적 시스템 (Panlab, Havard)을 사용하여 쥐가 1 

분 동안 풀 중앙을 가로 지르는 시간을 기록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윈도우즈용 IBM SPSS Statistics 버전 21.0 (IBM Co., 아몽크, 뉴욕, 

미국)을 사용하였다. P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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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윌슨 병 환자 특성

1.1. 표현형에 따른 윌슨 병 환자들의 진단 소견

비혈연 관계의 368 한국 가계들로부터 379 명의 윌슨 병 환자들 중, 간 증상은

H1 37 명 (9.8%), H2 196 명 (51.7%)들을 포함한 233 명 (61.5%)에서

나타났다. N1 82 명 (21.6%)과 N2 4 명 (1.1%)를 포함한 86 명의 환자들

(22.7%)은 신경학적 증상들이 있었다. 나머지 60 명의 환자 (15.8%)들은

무증상이었다. N1+N2 환자 86 명 중, 82.5%가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뇌기저핵

이상을 보였다. 가장 일반적인 신경학적 증상은 구음 장애 (77.9%)이었고

다음으로 손 떨림 (68.6%), 보행 이상 (48.8%), 운동 이상증 (29.1%), 침흘림

(24.4%), 및 삼키기 어려움 (22.1%) 이었다.

진단 당시의 임상 및 생화학적 소견들을 N1 + N2 및 H1 + H2 환자들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표 1). 신경학적 윌슨 병의 66%와 간 윌슨 병의 53%에서

남성이었다. 증상 발현 연령은 H1 + H2 그룹 (14.7 ± 11.2 세)의 환자들보다

N1 + N2 그룹 (20.1 ± 7.9 세, P <0.001)의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다. N1 + N2 

그룹의 환자들은 H1 + H2 그룹보다 더 낮은 혈청 세룰로플라스민 (3.1 ± 2.1 

vs. 4.2 ± 3.2 mg/dL, P <0.001), 혈청 구리 (26.4 ± 13.8 vs. 35.8 ± 42.4 μg/dL, 

P = 0.005), 혈청 유리구리 (17.2 ± 12.5 vs. 23.5 ± 38.2 μg/dL, P = 0.038), 및

24 시간 소변 구리 (280.9 ± 162.9 vs. 611.1 ± 1124.2 μg/day, P <0.001) 

수치들을 보였다. KF 고리는 N1 + N2 그룹 (P <0.001)에서 더 빈번하게 보였다.

N1 + N2 그룹의 환자들은 현저하게 더 낮은 AST (37.7 ± 32.5 vs. 110.3 ± 

95.8, P <0.001), ALT (33.8 ± 27.5 vs. 131.1 ± 135.1, P <0.001), 감마

글루타밀 전이 효소 (gamma-glutamyl Transferase, GGT) (49.6 ± 37.8 vs.

87.6 ± 64.8, P <0.001), 총 빌리루빈 (1.0 ± 0.5 vs. 5.0 ± 11.3, P <0.001) 

수치, 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 PT) (1.2 ± 0.3 vs. 1.5 ± 0.9, P

<0.001) 및 혈소판 수 (144.7 ± 66.9 vs. 211.9 ± 118.5, P <0.001)와 더 높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0.9 ± 0.2 vs. 0.7 ± 0.3, P <0.001)가 관찰되었다. 또한

생화학적 소견과 진단 당시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H1 + H2 그룹

(1.5%)보다 N1 + N2 그룹 (29.6%)에서 정상 혈청 AST, ALT, GGT 및 총

빌리루빈 수치뿐 만 아니라 정상 PT 수준을 가진 환자들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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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그림 2). 반면에, N1 그룹 (P <0.001)에서 LC 의 빈도가 많았으며, H1 

(2.7%, P <0.001) 또는 H2 (15.3 %, P <0.001) 그룹보다 N1 그룹 (57.3%)에서

보상성 간경화의 비율이 더 높았다. H1 그룹 (83.8%)에서는 유의하게 손상된

간경화 이거나 대상부전 간경화 환자들의 비율이 N1 (11%, P <0.001) 또는 H2 

(16.9%, P <0.001) 그룹들보다 더 높았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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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현형에 따른 윌슨 병 환자들의 진단 시에 임상적 및 생화학적 소견

INR =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K-F ring = Kayser-Fleischer ring; n.d., not-determined

Neurological 

(n= 86)

Hepatic

(n= 233)

P- value 

Sex (male: female) 57:29 

(66.3:33.7%)

123:109 

(52.8:46.8%)

n.d.

Age at diagnosis, years 22.2 ± 7.9 15.5 ± 11.2 < 0.001

Age at presentation, years 20.1 ± 7.9 14.7 ± 11.1 < 0.001

Interval b/w presentation and 

diagnosis, years 

2.0 ± 3.8 0.8 ± 1.9 < 0.001

Serum ceruloplasmin, mg/dL 3.1 ± 2.1 4.2 ± 3.2 < 0.001

Serum copper, μg/dL 26.4 ± 13.8 35.8 ± 42.4 0.005

Serum free copper, μg/dL 17.2 ± 12.5 23.5 ± 38.2 0.038

24-h urinary copper, μg/day 280.9 ± 162.9 611.1 ± 1124.2 < 0.001

Platelet, x10³/uL 144.7 ± 66.9 211.9 ± 118.5 < 0.001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37.7 ± 32.5 110.3 ± 95.8 < 0.001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33.8 ± 27.5 131.1 ± 135.1 < 0.001

Gamma glutamyltransferase, IU/L 49.6 ± 37.8 87.6 ± 64.8 < 0.001

Total bilirubin, mg/dL 1.0 ± 0.5 5.0 ± 11.3 < 0.001

Prothrombin time, INR 1.2 ±0.3 1.5 ± 0.9 < 0.001

Creatinine, mg/dL 0.9 ± 0.2 0.7 ± 0.3 < 0.001

K-F ring 71/78 (91%) 83/205 (40.5%) < 0.001

Liver cirrhosis 56/85 (65.9%) 88/225 (39.1%) < 0.001

Fulminant hepatitis 0 (0%) 33 (14.2%)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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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현형에 따른 윌슨 병 환자들의 정상 생화학적 소견을 갖는 환자들의 비율

* P < 0.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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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현형에 따른 윌슨 병 환자들의 임상경과. A. 간 질환의 경과, B. 호전적 경과를 갖는 환자들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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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경화을 갖는 신경학적 및 간 윌슨 병 환자들 에서의 진단 소견 비교

N1 + N2 환자들에서 간경화의 높은 비율을 고려할 때, 신경학적 징후들이 있는

간경화 환자와 그러한 증상이 없는 간경화 환자들 중에서 생화학적 특성들이

비교되었다. 144 명의 간경화 환자들 중, 간경화가 있는 N1 은 56 명 (38.9%)

이었으며, 간경화가 있는 H1 + H2 는 88 명 (61.1%) 이었다 (표 2). 남성의

빈도는 간경화가 있는 N1 에서 더 높았으나, 간경화가 있는 H1 + H2 는

여성들에서 더 빈번했다. 두 하위 그룹들 간에 증상 발현 또는 진단 시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경화가 있는 N1 환자들은 간경화가 있는 H1 + H2 

환자들 보다 혈청 세룰로플라스민, 구리, 유리구리, 및 24 시간 요중 구리

수치들이 유의하게 낮았다. 혈청 AST, ALT, GGT, 총 빌리루빈 과 PT 수치들도

또한 간경화가 있는 N1 환자들에게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N1 과 H1 + H2 하위

그룹들 간에 보상성 또는 대상부전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상성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 신경학적 증상들의 여부에

따라 진단 시 생화학적 특성들을 평가했다. N1 환자들에서 H1 + H2 환자들보다

혈청 AST, ALT, GG, 총 빌리루빈 수치 및 PT 수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표

3).

표 2. 표현형에 따른 간경화를 갖는 윌슨 병 환자들의 진단시에 임상적 및 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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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소견

Neurological

(n =56)

Hepatic 

(n=88)

P- value

Sex (male:female) 38:18 

(67.9:32.1%)

33:55 

(37.5:62.5%)

< 0.001

Age at diagnosis 22.8 ± 8.6 20.9 ± 12.1 0.322

Age at presentation 20.6 ± 8.4 20.0 ± 12.0 0.719

Interval b/w presentation and diagnosis, years

Interval b/w presentation and treatment, years

2.1 ± 3.8

2.4 ± 3.8

0.9 ± 2.5

1.4± 3.0

0.038

0.062

Serum ceruloplasmin, mg/dL 3.3 ± 2.3 4.8 ± 3.1 0.003

Serum copper, μg/dL 27.3 ± 13.7 50.5 ± 49.9 0.001

Serum free copper, μg/dL 17.5 ± 12.6 36.1 ± 47.3 0.001

24-h urinary copper, μg/day 326.2 ± 169.2 1175.2 ± 1612.8 0.001

Platelet, x10³/uL 132.8 ± 60.8 105.4 ± 52.6 0.006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35.5 ± 19.6 99.5 ± 91.9 < 0.001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35.3 ± 29.3 72.8 ± 103.9 0.016

Gamma glutamyltransferase, IU/L 55.9 ± 43.6 98.6 ±74.1 0.027

Total bilirubin, mg/dL 1.0 ± 0.6 9.5 ± 14.2 < 0.001

Prothrombin time, INR 1.2 ± 0.3 2.1 ± 1.0 < 0.001

Creatinine, mg/dL 0.9 ± 0.2 0.8 ± 0.3 0.001

Severity of LC

  Compensated LC

  Significantly compromised LC

  Decompensated LC 

47 (83.9%)

5 (8.9%)

4 (7.1%)

28 (31.8%)

11 (13.6%)

46 (52.3%)

0.005

0.072

0.002

INR =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LC= liver cirrhosis

표 3. 표현형에 따른 보상성 간경화를 갖는 윌슨 병 환자들의 진단시에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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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화학적 소견

Neurological with 

compensated liver 

cirrhosis

(n =47)

Hepatic with 

compensated liver 

cirrhosis 

(n=28)

P value

Serum ceruloplasmin, mg/dL 3.5 ± 2.4 3.7 ± 2.2 0.684

Serum copper, μg/dL 27.8 ± 13.5 28.8 ± 20.9 0.802

Serum free copper, μg/dl 17.3 ± 12.1 18.1 ± 17.6 0.831

24-h urinary copper, μg/day 329.1 ± 175.9 329.1 ± 175.8 0.169

Platelet, x10³/uL 141.6 ± 60.4 106.8 ± 45.5 0.014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32.0 ± 16.5 77.6 ± 90.2 0.022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33.4 ± 29.9 97.4 ± 167.4 0.020

Gamma glutamyltransferase, IU/L 47.1 ± 32.0 92.7 ± 68.6 0.012

Total bilirubin, mg/dL 0.9 ± 0.3 2.3 ± 6.3 0.032

Prothrombin time, INR 1.1 ± 0.2 1.3 ± 0.3 0.020

Creatinine, mg/dL 0.9 ± 0.2 0.8 ± 0.2 0.013

INR =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3. 신경학적인 윌슨 병 환자들의 독특한 임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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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에서, N1 + N2 환자들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덜 양호한 임상 경과를

보였었다 (11). 본 연구에서 간과 신경학적 증후가 있는 그룹들 사이에 투여된

약물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추적 관찰 및 치료 기간들은 간 윌슨 병

환자들보다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서 더 길었다 (표 4). 유사하게, N1 

그룹의 환자들 중 62.2%만이 양호한 결과들을 보였고, 이는 무증상 (96.4%, P

<0.001) 또는 H2 (79.6%, P <0.001) 그룹들에서 보다 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3B).

다음으로, 우리는 약물 치료에 대해 좋은 순응도를 보이며 3 년 이상 치료를

받은 N1 + N2 61 명의 환자들 (추적관찰 기간 중간값, 15.1 ± 7.7 세)에서 진단

시 임상 소견들이 임상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좋은 순응도는

처방된 약제의 70 % 이상 복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임상경과에 따라 진단

시 연령, 증상 발현 시 연령, 발현과 진단 사이의 간격, 치료 기간, 치료 약물, 

및 간경화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5). 또한, 간 기능

장애 및 구리 대사를 나타내는 생화학적 소견에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양호한 결과를 보인 환자들에게서 총 혈청 구리, 유리구리 및

24 시간 요중 구리 수치들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4A-C). 낮은 혈청 유리구리 수치 (<10 μg/dL)을 가진 환자들의 비율은 비

양호한 결과 (30% 대 62.5%, P = 0.035)를 보인 환자들 보다 양호한 결과를

가진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그림 4D).

표 4. 표현형에 따른 윌슨 병 환자에서 치료와 경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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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logical 

(n= 86)

Hepatic

(n= 233)

P value

Duration of follow up, years 13.3 ± 8.4 8.9 ± 6.7 < 0.001

Number of patients treated for more than 3 years 74 (86%) 171 (73.4%) 0.030

Duration of total treatment, years 10.3 ± 7.0 7.6 ± 5.9 < 0.001

Treatment medication 

Penicillamin

Trientine

53(61.6%)

33 (38.4%)

156 (66.9%)

69 (29.6%)

0.512

0.105

표 5. 좋은 순응도를 보인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에서 임상 경과에 따른 임상적

및 생화학적 소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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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able

(n=45)

Unfavorable

(n=16)

P 

value

Age at diagnosis, years 21.4 ± 7.4 22.6 ± 9.8 0.567

Age at presentation, years 19.3 ± 7.0 20.8 ± 10.4 0.465

Interval b/w presentation and diagnosis, 

years 
2.1 ± 3.7 1.8 ± 2.9 0.711

Duration of total treatment, years 12.2 ± 5.7 11.8 ± 8.2 0.839

Treatment medication 

Penicillamin

Trientine

27 (60%)

18 (40%)

10 (62.5%)

6 (37.5%)

1.000

1.000

LC

Compensated LC

Significantly compromised LC

Decompensated LC

31 (68.9%)

3 (6.7%)

2 (4.4%)

11 (68.8%)

2 (12.5%)

0 (0%)

0.991

0.465

0.646

Serum ceruloplasmin, mg/dL 3.1 ± 1.9 3.3 ± 2.1 0.694

Serum copper, μg/dL 27.4 ± 14.1 25.1 ± 15.7 0.531

Serum free copper, μg/dL 18.4 ± 12.7 15.2 ± 15.1 0.391

24-h urinary copper, μg/day 318.7 ± 175.5 245.7 ± 139.7 0.059

Platelet, x10³/uL 154.8 ± 67.2 138.5 ± 67.9 0.372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32.9 ± 18.4 48.5 ± 55.6 0.752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31.2 ± 24.2 33.3 ± 24.8 0.577

Gamma glutamyltransferse, IU/L 45.6 ± 41.1 60.0 ± 35.4 0.494

Total bilirubin, mg/dL 0.9 ± 0.5 0.9 ± 0.2 0.499

Prothrombin time, INR 1.1 ± 0.2 1.2 ± 0.2 0.494

LC = liver cirrhosis; INR =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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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임상경과에 따른 신경학적 윌슨 병의 구리대사소견의 비교 A. 총 혈청

구리, μg/dL B. 혈청 셀루로플라스민, mg/dL C. 24 시간 요중 구리, μg/day, D.

혈청 유리구리, μg/dL 막대: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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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TP7B 유전자의 분자 유전학 분석 및 윌슨 병 표현형과의 연관성

윌슨 병을 가진 비 혈연 368 가계들 중, 281 가계들에서 두 대립 형질에

ATPB7 유전자 변이들이 있었고 (전체 대립 유전자 빈도의 76.3%), 65 

가계들은 하나의 대립 형질에 변이들이 있었으며 (17.7%), 22 가계들은 두 대립

형질에 변이가 없었다 (5.9%). 76 개의 ATP7B 유전자 변이들 (49 missense, 6 

nonsense, 4 deletion, 7 frameshift, 6 splicing-site, 및 4 exonic deletion)이

확인되었다. 가장 흔한 유전자 변이는 p.Arg778Le 으로 36.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pAla874Val (9.4%), p.Asn1270Ser (7.2%), p.Leu1083Phe (4.8%), 및

p.Lys838SerfsX35 (4.4%) 이 확인 되었다 (그림 5A). 가장 일반적인

복합이형접합 유전자형은 p. [Arg778Leu] + [Arg778Leu] (14.7%), p. 

[Arg778Leu] + [Ala874Val] (4.9%) 및 p. [Arg778Leu] + [Asn1270Ser] 

(4.6%) 이었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세 개 변이들(pAla1002Thr, 

p.Ile1336YfxX57, IVS5-8A> G)은 ACMG 가이드 라인에 따라 새로운 병원성

변이로 해석되었다 (40). 하나의 대립 형질에서만 변이가 발견된 6 명의

환자들에서 ATP7B 유전자의 엑손 결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엑손 1 (n = 1), 

엑손 10 (n = 1), 엑손 12 (n = 1), 및 엑손 18 (n = 3) 이었다.

간경화 여부에 따른 신경학적 또는 간 윌슨 병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과

유전자형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대립형질에서 ATP7B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들에서 ATP7B 유전자 변이 유형과 도메인들을 평가하였다. H1 

그룹에서 (61.3%) 적어도 하나의 대립 형질에서 frameshift, nonsense, 또는

splicing site 변이가 있는 경우가 H2 (33.3%, P <0.001) (그림 5B)와 N1 그룹들

(26.4%, P <0.001)에서 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간경화를 가진 환자들

중, transduction (Td) 도메인의 엑손 10 및 11 및/또는 adenosine triphosphate 

(ATP) hinge 도메인의 엑손 18 (2.4% vs. 23.1%, P = 0.006)에 두 변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N1 환자들에서 드물었다 (그림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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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윌슨 병으로 진단받은 368 가계의 비 혈연 한국인 가정에서 ATP7B 유전자 변이와 표현형에 대한 상관관계 A.

ATP7B 유전자 변이의 대립형질비율 B. 표현형에 따른 frameshift, nonsense 또는 splice-site 변이의 대립형질 비율 C. 간경

화를 갖는 환자들에서 표현형에 따른 ATP hinge 과/또는 transduction (Td) 도메인에 ATP7B 유전자 변이의 대립형질 비율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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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실험 결과

2.1. Atp7b+/+ 및 Atp7b-/- 쥐들의 생화학적 분석

3, 6, 및 9 개월의 Atp7b-/- 쥐들은 Atp7b+/+ 쥐들보다 혈청 AST, ALT, 총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수치들이 더 높았고 혈청 알부민 수치들은 더 낮았다

(그림 6A-E, P <0.05). 12 개월령의 쥐들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였으나 분석된

쥐들이 (Atp7b-/- 쥐 3마리와 Atp7b+/+쥐 5 마리) 적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3 및 6 개월의 연령에서, Atp7b-/- 쥐들은 Atp7b+/+ 쥐들 보다 더 낮은 혈

청 철 및 더 높은 페리틴 수치들을 보였다 (그림 7A 및 7B, P <0.05). 두 그룹

간의 연령에 따라 호모시스테인, 메티오닌, S-아데노실메티오닌, 및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8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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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tp7b+/+와 Atp7b-/- 쥐들에서 간기능 비교 A. Aspartate aminotransferase, B. Alanine aminotransferase, C. 

Albumin, D. Total bilirubin, E. Direct bilirubin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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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tp7b+/+와 Atp7b-/- 쥐들에서 철 대사물질 비교 A. Iron, B. Ferritin,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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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tp7b+/+와 Atp7b-/- 쥐들에서 메티오닌 대사물질 비교 A. Serum homocysteine, B. Serum methionine C. Serum-S 

adenosylhomocysteine, D. Serum S-adenosylhomocyst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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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tp7b+/+ 및 Atp7b-/- 쥐들의 간과 뇌 조직의 구리, 철 및 메티오닌 대사물질 분석

3, 6, 및 9 개월의 연령에서, Atp7b-/- 쥐들은 Atp7b+/+쥐들 보다 간 및 뇌 조직에서 구리 농도가 더 높았다 (그림 9A 및 B). 

특히 뇌 조직에서, 구리 농도는 3-9 월령 Atp7b-/- 쥐들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다 (그림 9B, P <0.05). 12 개월령

의 쥐들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였으나 분석된 쥐들이 (Atp7b-/- 쥐 3마리와 Atp7b+/+쥐 5 마리) 적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간 및 뇌 조직의 철 농도는 두 그룹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0A 및 B). Atp7b-/- 쥐들은 3 개월에서만

Atp7b+/+쥐들보다 간에서 S-아데노실호모시스테인농도가 더 낮았으며, 반면에 호모시스테인, 메티오닌, S-아데노실메티오닌, 

및 S-아데노실호모시스테인은 연령에 따라 두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1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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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tp7b+/+와 Atp7b-/- 쥐들에서 뇌와 간조직에서 구리농도 비교 A. 간조직에서 구리 농도, B. 뇌조직에서 구리 농도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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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tp7b+/+와 Atp7b-/- 쥐들에서 뇌와 간조직에서 철 농도 비교 A. 간조직에서 철 농도, B. 뇌조직에서 철 농도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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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Atp7b+/+와 Atp7b-/- 쥐들에서 뇌와 간조 직에서 메티오닌 대사물질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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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tp7b+/+ 및 Atp7b-/- 쥐들의 간과 뇌 조직의 병리학적 소견

Atp7b-/- 쥐의 간은 거시적으로 불규칙한 표면, 결절성 및 창백한 색을

보였으며 (그림 12A-2) Atp7b-/- 쥐의 비장은 충혈로 인해 비대가 있었다

(그림 12B-2). Atp7b-/- 쥐들에서 H&E 염색 시행 시 간의 조직 병리학적

변화들이 관찰되었다 (표 6). 주요 소견들은 거대/미세수포성 지방증, 글리코겐

핵, 염증 세포 침윤, 담관의 증식, 결절성 간경화, 및 간세포 괴사성 병변이었다. 

또한, 한 마리의 Atp7b-/-쥐는 불규칙한 세포들과 침윤성 성장으로 구성된 심한

담관 증식을 보였으며 (그림 12C), 이것은 종양 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모든 Atp7b-/- 쥐들의 간에서 마손 삼색 염색을 시행하였을 때

결절성 간경화를 보였다. Atp7b+/+쥐들에서 거대/미세 수포성 지방증이 Atp7b-

/- 쥐들보다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구리 특이 염색에서, 모든 Atp7b-/-쥐들의

간세포는 세포질에서 과립 형태로 침착 된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그림 12D). 

두 그룹들 간에 뇌 조직에는 병리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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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tp7b-/-쥐들에서 간과 비장의 조직 소견 A. 간의 거시적 소견 (A-1: Atp7b+/+쥐, A-2; Atp7b-/-쥐); Atp7b-/-

쥐의 간에서 불규칙한 표면, 결절성 및 창백한 색을 보임, B. 비장의 거시적 소견 (B-1: Atp7b+/+쥐, B-2; Atp7b-/-쥐);

Atp7b-/- 쥐의 비장에서 충혈로 인해 비대 소견을 보임, C. Atp7b-/- 쥐의 간에서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 소견; 불규칙한

세포들과 침윤성 성장으로 구성된 심한 담관 증식을 보임, D. Atp7b-/-쥐의 간에서 마손 삼색 염색 소견; 결정성 간경화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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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tp7b-/- 와Atp7b+/+쥐들에서 간조직의 병리학적 소견 비교

Liver Brain 

Atp7b+/+

1 A1+, B2+ NC

2 NL NC

3 B1+ NC

4 A1+, B2+ NC

5 A1+, B1+ NC

6 NL NC

7 NL NC

Atp7b -/-

1 A1+, B1+, C2+, D3+, E 2+, F3+ NC

2 A1+, C2+, D3+, E 1+, F3+ NC

3 A1+, C1+, D2+, E3+, F3+ NC

4 A1+, C1+, D2+, E1+, F3+ NC

5 A1+, C2+, D3+, E4+, F3+, G3+ NC

A, macrovesicular steatosis; B, microvesicular steatosis; C; glycogenated nuclei; D, 

inflammatory cell infilteration; E, bile ducts proliferation; F, nodular cirrhosis, G, 

hepatocellular necrotic foci; NC, non-contributory

Grade of severity: 1+, minimal; 2+, mild; 3+, moderate; 4+,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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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tp7b+/+ 및 Atp7b-/- 쥐들의 뇌 자기 공명 분광학 분석

Atp7b -/-쥐들에서 Atp7b+/+ 쥐들보다 더 낮은 GABA (2.87 ± 0.71 vs. 3.90 

± 0.93, P = 0.032)와 GPC + PCh (1.80 ± 0.44 vs. 2.25 ± 0.34, P = 0.035) 수

치를 나타냈다. 두 그룹들 간에 다른 대사 물질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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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Atp7b-/- 와 Atp7b+/+쥐에서 뇌 자기 공명 분광학 검사의 대사물질 비

교

Atp7b-/- Atp7b+/+ P-value

Alanine 1.55 ± 0.16 1.64 ± 0.29 0.319

Aspartate 4.62 ± 1.21 4265 ± 1.09 0.487

Creatine (Cr) 4.33 ± 1.18 4.05 ± 0.64 0.335

Phosphocreatine (PCr) 7.68 ± 0.85 8.50 ± 1.23 0.115

Gamma-aminobutyric acid (GABA) 2.87 ± 0.71 3.90 ± 0.93 0.032

GABA/Cr+PCr 0.27 ± 0.04 0.32 ± 0.06 0.059

Glucose 2.75 2.36 ± 0.31 N/A

Glutamine 4.27 ± 1.61 5.93 ± 2.27 0.095

Glutamate 7.66 ± 1.72 9.09 ± 1.70 0.092

Phosphorylcholine (PCh) 1.52 ± 0.42 1.82 ± 0.42 0.142

Glutathione (GSH) 3.03 ± 0.60 3.42 ± 0.56 0.137

Myo-inositol (Ins) 5.23 ± 0.59 5.93 ± 1.45 0.167

N-acetylaspartate (AA) 5.96 ± 1.17 7.13 ± 1.71 0.107

NAA/Cr+PCr 0.56 ± 0.08 0.59 ± 0.10 0.315

N-acetylaspartylglutamate (NAAG) 1.25 ± 0.17 1.69 ± 0.64 0.150

NAAG/Cr+PCr 0.08 ± 0.05 0.12 ± 0.04 0.093

Taurine 9.77 ± 1.00 10.71 ± 1.59 0.136

Glycerophosphorylcholine (GPC) +PCh 1.80 ± 0.44 2.25 ± 0.34 0.035

GPC+PCh/Cr+PCr 0.17 ± 0.02 0.19 ± 0.02 0.072

NAA+NAAG 6.84 ± 1.45 8.62 ± 1.87 0.053

NAA+NAAG/Cr+PCr 0.64 ± 0.09 0.70 ± 0.09 0.122

Glu+Gln 11.93 ± 2.94 15.02 ± 3.27 0.062

Glu+Gln/Cr+PCr 1.11 ± 0.15 1.24 ± 0.18 0.12

Lip13a 4.59 ± 2.91 5.59 ± 1.83 0.294

Lip 09 2.15 1.79 ± 0.5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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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09 3.04 ± 1.09 3.81 ± 1.43 0.185

MM 20 3.83 ± 0.91 4.52 ± 0.45 0.115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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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tp7b+/+ 및 Atp7b-/- 쥐들의 행동 및 운동 분석

12 개월된 Atp7b-/- 쥐들을 행동 및 운동 검사에서 Atp7b+/+쥐들과 비교했을

때, 12 개월 된 Atp7b-/- 쥐들은 Atp7b+/+쥐들보다 느리게 움직였지만, tail 

suspension tes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3A, P = 0.508). 

Atp7b-/- 쥐들은 rotarod test에서 Atp7b+/+ 쥐들보다 유의하게 늦게 떨어졌

다 (그림 13B, 214.1 ± 42.4 vs. 157.9 ± 28.7 초, P = 0.014). Open field시험에

서, Atp7b-/- 쥐들과 Atp7b+/+쥐들 사이에 가장자리까지의 총 거리 및 시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3C 와 D, P = 0.206 및 P = 0.202). Morris 

water maze test에서 Atp7b-/- 쥐들은 더 긴 장거리 이동 (429.4 ± 27.8 cm

vs. 344.1 ± 150.0 cm, P = 0.317)과 플랫폼을 찾는 데 더 짧은 시간 (10.0 ± 

5.1 vs 27.8 ± 21.5 초, P = 0.095)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그림 13E 와 F). 

다음으로 쥐의 연령에 따른 행동 검사와 운동 검사의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9 개

월과 12 개월의 Atp7b-/- 쥐들은 Atp7b+/+쥐들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림 14A). Rotarod test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Atp7b-/- 쥐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Atp7b+/+쥐

들보다 늦게 떨어졌다 (그림 14B). Open field test에서 3, 6, 및 9 개월 된

Atp7b-/-쥐들 (그림 14C, P <0.001, P = 0.005 및 P = 0.004)보다 12 개월 된

Atp7b-/- 쥐들에서 총 거리가 더 짧았으며, 모든 연령에서 Atp7b-/-쥐들과

Atp7b+/+쥐들 사이에 가장자리까지의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4D). Morris water maze test에서 연령에 따라 표적까지 총 거리와 대기 시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4E 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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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2개월령 Atp7b-/-와 Atp7b+/+쥐에서 행동 및 운동시험 비교 A. 

Tail suspension test, B. Rota-rod test, C. Open field test-Total distance, D. 

Open field test-Time in periphery, E. Water maze test-Total distance, F. 

Water maze test-Latency to target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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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월령에 따른 Atp7b-/-와 Atp7b+/+쥐에서 행동 및 운동시험 비교 A. Tail suspension test, B. Rota-rod test, C. 

Open field test-total distance, D. Open filed test-Time in periphery, E. Water maze test-total distance, F. Water maze 

test-latency to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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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현재 연구 결과는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서 자연적인 질병 경과 및 치료 결

과가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독특한 윌슨 병의 하위 그룹에 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AST, ALT, 및 GGT 수치, 혈소판 수 및 PT와 같은 윌슨 병의

간 표현형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생화학적 특징들은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

비해 간 윌슨 병 환자들 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우리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약 30% 환자들인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서 상당수는 일반적인 간 기능 검

사에서 정상적인 생화학 소견들을 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신경학적 윌슨 병 그

룹에서 간경화의 유병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간 윌슨 병 그룹에서 유의하게 손

상된 간경화 또는 대상부전 간경화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경

학적 윌슨 병 그룹에서는 보상성 간경화의 비율이 높았다. 보상성 간경화만을 가

진 윌슨 병 환자들에서 생화학적 특징들을 비교했을 때, 신경학적 윌슨 병 그룹

에서 생화학적 수치들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셋째, 전격성 간염이 H1에 공통적

인 특징이라는 점에서 H1 환자들을 제외하였을 때,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

서 H2 또는 무증상 윌슨 병 환자들 보다 임상 경과가 덜 양호하였다. 따라서, 

신경학적 윌슨 병의 병원성 과정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환자들이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할 때에 질병은 이미 진전된 상태로 치료 결과가 덜 양호

하게 된다. 이 연구 결과들은 이전 대규모 윌슨 병 코호트에서의 결과와 일치하

며 또한, 본 연구에는 더 많은 수의 윌슨 병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세한

생화학적 특성들이 평가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11). 강조되어야 할 또 다른 요

점은 신경학적 윌슨 병 그룹의 환자들이 일반적인 생화학적 검사에서 정상 소견

을 보일 수 있으며 구리 대사 및 뇌 자기 영상 검사가 시행될 때까지 윌슨 병

진단이 늦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경학적 윌슨 병의 독특한 표현형 특성들에 기여하는 생화학적 기반을 이해하

기 위해, 구리 대사를 분석하였다. 치료되지 않은 윌슨 병 환자들에서 혈청 구리

및 세룰로플라스민 수치들은 요중 구리 배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유리

구리 수치는 25 μg/dL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2). 이전의 연구에서, 혈청 세

룰로플라스민 수치는 신경학적 윌슨 병 그룹 (<8 mg/dL)에서 간 윌슨 병 그룹에

서 보다 낮은 소견을 보였다 (13). 본 연구에서는, 혈청 유리구리, 세룰로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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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및 요중 구리 배설 수치들을 포함한 구리 대사에 관련된 모든 생화학적 수치

들이 신경학적 윌슨 병 그룹에서 낮았다. 이러한 차이들은 신경학적 윌슨 병 그

룹에서 높은 간경화의 비율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는 간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결함있는 구리 대사를 보충하기 위한 간세포의 잔류 용량은 상당히 감소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겠다.

윌슨 병의 병리 현상은 구리가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간에서부터 시작하여 눈, 신

장, 및 뇌와 같은 간이외의 조직들에서 증상이 발현한다 (4-6). 우리 연구에서도

신경학적 윌슨 병 그룹에서 KF 고리 빈도가 높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와 발병

연령이 더 높았다. 한편, 윌슨 병의 생화학적 병리 현상은 구리를 보조 인자로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효소들의 기능적 결핍들로 기인한다. 이 효소는 신경 대사와

항상성에 중요한 cytochrome c oxidase, copper-zinc superoxide dismutase, 

dopamine β-hydroxylase, peptidyl-a-amidating monooxygenase, tyrosinase 

및 tyrosinase 관련 단백질을 포함한다 (5, 41). 이러한 효소들의 기능적 결핍들

은 구리 대사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윌슨 병의 신경학적 표현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보상성 간경화가 있는 신경학적 및 간 윌슨 병 환자들에서 구리

대사의 생화학적 특성들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윌슨 병의 뇌 병리 현상에 영

향을 미치는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카시안들의 경우 ATP7B 유전자의 p.His1069Gln 변이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50% 이상으로 보고 되지만(1, 41), 아시아인들에서 p.Arg778leu 변이가 30-

40% 차지하는 가장 흔한 변이이다 (24, 43, 44). 이전 연구들에서 p. 

His1069Gln 및 p. Arg778Leu 동형접합자는 각각 신경학적 및 간 증상 관련있

다고 보고된 바 있다 (24, 42, 45). 또한 상충된 결과들을 보이는 두 개의 공통

변이들인 p.Arg778Leu 및 p.His1069Gln (1,24,42,45)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도 보인 바 와 같이 nonsense 변이 및 frame shift 변이를 가진 환자들은 진단

연령이 낮을수록 간 증상이 더 많고 신경학적 증상이 적으며, 셀룰로플라즈민 수

치가 더 낮다 (11, 24, 25).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엑손 18의 ATP hinge 영역

또는 엑손 10 및 11의 Td 도메인에 위치한 변이들은 일부 환자들에서 신경학적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했다 (46, 47).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대규모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 ATP hinge/

또는 Td 도메인의 변이들은 간경화를 가진 신경학적 윌슨 병환자의 2.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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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확인되어 신경학적 발현보다 간 증상과 더 크게 관련이 있었다. ATP hinge 

도메인은 ATP 결합 도메인을 ATP7B의 transmembrane-7 도메인에 연결하는

유연한 루프이며, Td 도메인은 금속 운반을 위해 ATP로부터 에너지를 유도한다

(47). 이 부위들의 변이가 간 증상에 비해 신경학적 증상들과 관련이 적은 이유

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 관계는 다른 인종적 배경

들을 가진 대규모 윌슨 병 코호트들에서 검증되어야 이러한 상관관계가 범 인종

적 발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간기능 장애를 반영하는 생화학적 수치들은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의 임상경

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비록 각 그룹의 환자 수의 차이가 커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혈청 총 구리 와 유리구리, 및 요중 구리 배설 수

치들은 비 양호한 결과가 있는 환자들에서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 혈청 유리구

리 수치가 10 μg/dL 미만인 환자들의 비율은 비 양호한 결과가 있는 환자들에서

더 높았다. 따라서, 구리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생화학적 지표들은 신경학적 증

상들이 있는 환자들의 임상경과에 대한 예후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시사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큰 코호트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유전자형은 임상 경과에 대한 좋은

예측 인자는 아니었다. 

이전 몇몇 연구에서 인지 및 운동 기능 장애가 toxic milk 쥐에서 확인되었다

(31, 32). 또한, 뇌 영역들에 따라 다른 농도의 구리 침착, 도파민 작용성 내용물

의 변화, 증가된 염증 표시자들, 호흡 연쇄 기능 장애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증

가, 및 구리 침착이 없는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구조와 같이 신경학적 증상에

관련된 다양한 발병 기전이 제시되었다 (31, 32, 48, 49). 그러나 현 연구에서

Atp7b+/+와 Atp7b-/-쥐들 사이에 철과 메티오닌을 포함한 대사검사 소견들과

운동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서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서 창백핵에서 NAA/Cr 결핍과 치료 후 신

경학적 개선을 보인 환자들은 NAA/Cr 증가를 보였다 (50, 51). 세포막의 회전율

을 반영하는 GPC 및 PC와 같은 콜린 대사 산물은 신경학적 윌슨 병에서 증가

하고 간 윌슨 병에서 감소하였다 (50, 51). 또한, GABA의 저하로 신경학적 증상

을 갖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기저핵의 뇌 자기 공명 분광학 검사에서 GABA 

수치가 감소되었다 (52). 본 연구에서GABA와 GPC + PCh는 Atp7b-/-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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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고, NAA + NAAG는 Atp7b-/-쥐들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GABA와

NAA는 신경학적 윌슨 병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지만, 콜린 대사 산

물들의 결과들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 소견을 보였다. 이전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들은 다른 쥐 모델의 사용과 적은 쥐의 수, 이용된 쥐에서 신경학적

증상 발현이 애매하여 신경학적 발병 기전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신경학적 증상들이 있는 윌슨 병 환자들의

빈도는 윌슨 병 환자들의 40-50%에서 이러한 증상들을 보고한 이전 연구들과

비교하여 현재 연구 (~30%)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53). 현재 코호트에서 보인

낮은 비율은 의학 유전학 센터에 내원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

택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보고된 신경학적 윌슨 병의 유병률은

연구를 발표한 임상 부서의 유형에 따라 5 ~ 65%의 범위에서 매우 다양하다

(25, 26, 30). 게다가, 한국이 윌슨 병의 가장 높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 기능 이상이 있는 한국인에서 윌슨 병에 대해 선별 검사를 시행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연구 대상 환자들의 65%가 진단 당시 18 세 미만

이었다. 각 환자들의 혈청 세룰로플라스민 수치는 효소 분석보다는 면역학적 방

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방법은 구리 결합 형태인 홀로세룰로플라스민을 구리 미

결합 형태인 아포세룰로플라스민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측정된 혈장 세룰로

플라스민 수치가 높거나 혈청 구리 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포세룰로플라스민은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된 세룰로플

라스민 수치는 일반적으로 홀로세룰로플라스민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전자형-표현형 상관 관계들은 두개의 대립형질에서 모두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서만 분석되었기 때문에 약 30%의 환자들은 배제되었다. 동물 실

험에서는 Atp7b-/-쥐들이 생화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간 증상들은 명확한 반면

에 신경학적 증상들에 대한 행동 시험에서 이상소견이 각 실험마다 광범위한 변

동성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신경학적 윌슨 병의 병리 기전을 밝히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각 시험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계

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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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활 습관 변화와 구리 킬레이트제 치료가 효율적으로 윌슨 병의 병리학적 진행

을 막고 임상경과를 호전시켜 왔다 (2, 30). 그러나, 신경학적 윌슨 병의 치료에

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다. 비록 Atp7b-/- 쥐에서 신경

학적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기저 병인 기전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경학적 윌

슨 병 환자들에서 간 윌슨 병 환자들과는 다른 ATP7B 유전자 변이 스펙트럼들,

간기능 장애, 및 구리 대사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신경학적 윌슨 병을 이

해하기 위한 다른 알려지지 않는 환경적 또는 유전적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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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배경: 윌슨 병 (Wilson disease) 은 ATP7B (ATPase copper transporting beta) 

유전자의 변형으로 발생하는 구리대사 장애이다. 신경계 증상이 있는 윌슨 병 환

자의 임상 경과는 덜 우호적 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신경학적 윌슨

병이 생화학적 및 분자 적 유전 특성을 기반으로 간 윌슨 병 과 별개의 질병 하

위 그룹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86명의 신경학적 WD와 233명의 간 윌슨 병 환자들의 세부적인 생화학적

소견들과 유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경학적 윌슨 병의 발병기전을 이

해하기 위해, Atp7b-/- 쥐 모델을 이용하여 생화학적 소견들과 운동능력을 분석

하였다.

결과: 진단 및 증상 발현 시 나이는 간 윌슨 병 환자들이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

들에 비해 젊었다. 진단 시, 신경학적 윌슨 병에서 더 낮은 혈청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이 효소,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감마 글루타트렌스 퍼레이즈, 총

빌리루빈 과 프로트롬빈 시간을 보였다.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서 Kayser-

Fleischer 고리, 간경화 및 덜 양호한 임상 경과 (62% vs 80%, P <0.016), 높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흔하게 나타났다. 또한,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에

서 더 낮은 혈청 세룰로플라스민 (3.1 ± 2.1 vs. 4.2 ± 3.2 mg/dL, P <0.001), 구

리 (26.4 ± 13.8 vs. 35.8 ± 42.4 μg/dL, P = 0.005), 유리 구리 (17.2 ± 12.5 vs.

23.5 ± 38.2 μg/dL, P = 0.038), 및 24 시간 소변 구리 (280.9 ± 162.9 vs.

611.1 ± 1124.2 μg/day, P <0.001) 수치들을 보였다. 적어도 하나의 대립 형질

에서 frameshift, nonsense, 또는 splicing site 변이가 있는 경우와 두개의 대립

형질에 transduction과 ATP hinge 도메인에 변이가 있는 경우는 신경학적 윌슨

병에서 덜 빈번하게 나타났다. Atp7b+/+와 Atp7b-/- 쥐들 사이에 철과 메티오

닌을 포함한 대사검사 소견들과 운동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비록 동물실험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신경학적 윌슨

병 환자들은 임상적, 생화학적, 및 유전학적으로 간 윌슨 병 환자들과는 다른 독

특한 하위 그룹에 속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하위 그룹에서 다른 ATP7B 유

전자 변이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간기능 장애와 구리 대사를 나타내는 다양한 생

화학적 특성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환경적 또는 유전적 요인들

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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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단어: 윌슨 병, ATP7B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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