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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췌장염의 원인은 알코올과 특발성이

14세 여자 환아가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담석, 독성물질,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아는 9년 전 6세 때

고칼슘혈증, 고지질혈증, 감염 및 대사질환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여 급성 췌장염 진단

및 유전적 원인등이 있다. 유전적 원인에 대

받았고 그 후로 1년에 3-4차례씩 췌장염이

해서는 여러 유전자들이 최근 밝혀지고 있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1세 연하의

는데 cationic trypsinogen 유전자 변이, se-

여동생도 같은 시기에 급성췌장염이 발병하

rine protease inhibitor, Kazal type 1 유전

여 보존적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자변이,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

가족력 상 외삼촌이 45세에 췌장암으로 사

ductance regulator 유전자 변이 등이 보고

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26세 사촌언니도 어

1-2

되었다 . 저자들의 증례는 한 가계에서 3명

려서부터 췌장염을 앓아왔고 고등학교 때

이 만성췌장염을 앓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합병증으로 췌장관배액술을 시행받았다(그

cationic trypsinogen 유전자 변이가 동반되

림 1). 본 환아는 8년 전 시행한 내시경적

어 보고하고자 한다.

역행성 췌담관조형술에서 췌관이 약간 불규
칙하고 늘어나 있는 소견 외에 췌장관 기형
등의 특별한 구조적 원인을 발견하지 못 하
였고(그림 2A), 혈중 지질 및 칼슘 등의 내
분비 및 대사검사에서도 원인을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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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였다. 환아는 최근들어 입원 횟수가 늘
어나면서 입원기간도 길어졌으며 금번 내원
전에도 6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7일
만에 다시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활력징후
상 안정되어있었고 약간의 오한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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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edigree of the hereditary pancreatitis family

Fig. 2. (A) ERCP, shows the dilated pancreatic duct with irregular ductal contour at the
diagnosis. (B) MRCP after 7 years of ERCP, shows further dilation of the pancreatic duct,
and beaded appearance and filling defects in the head and body portion.

열은 없고 상복부 통증 이외에는 특이소견

시행한 자기공명 췌담관 영상 소견상에서

없었다. 검사실 소견 상 말초혈액검사에서

췌관이 전체적으로 1 cm 이상 늘어나 있었

9

백혈구수치는 7.09× 10 /L (Seg. 72.7 %)로

으며 내부에 여러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신

정상범위였고 생화학적 검사 상 아밀라제

호 없는 부위가 있어 결석으로 추정되었다.

602 IU/L, 리파제 752.7 U/L 로 증가되어

췌장실질은 위축되고 섬유화 또는 지방변성

있는 것 이외에는 특이소견 없었다. 금번에

된 것을 시사하였고 그 외 총수담관 및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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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ncreatic duct is dilated more
than 1cm in diameter and is obstructed
with whitish polygonal hard materials, protein-plugs-like (arrow).

Fig. 4. RFLP(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nalysis for the R122H
mutation. Gel eletrophoresis of PCR products before (U, uncut) and after (C, cut)
AflIII restriction enzyme disgestion. The
911 bp fragment represents the normal
alleles. The mutant alleles are shown as
two smaller fragments, 565 and 346 bp.

로 호전되어 수술 후 21일에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퇴원당시 아밀라제는 195 IU/L
로 정상소견 보였다.
저자들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환아와
환아의 여동생 및 사촌언니를 대상으로 말
Fig. 5. Sequence analysis of the exon 3
of the cationic trypsinogen gene. The G to
A mutation (arrow) results in the arginine
to histidine substitution.

낭은 이상소견 없었다 (그림 2B). 내시경적
역행성췌담관조영술을 이용해 결석을 제거
하려 하였으나 췌관이 예각으로 구부러져
있어 실패하고 2일 뒤 Puestow-Gillesby 췌
관 공장 측측 변형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
술 소견 상 췌장은 단단하고 울퉁불퉁하였
고 췌관은 1-1.2 cm로 늘어나 있었으며 벽
이 두껍고 내부에 흰색의 단백결절 같은 결
석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그림 3). 환아는
수술 후 위 저류 증상 있었으나 보존요법으

초혈액을 채취하여 CT 유전자의 exon 3에
대하여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였다. 말초혈액
백혈구에서 QIAamp DNA mini kit (Qiagen
Inc., Valencia, CA, USA)를 이용하여 DNA
를 추출하였다. CT유전자의 exon 3을 포함
하는 911 bp의 산물을 PCR로 증폭시킨 다
음, RFLP(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법으로 R122H유전자변이를 확인
하였다(그림 4). 그리고 911 bp의 염기배열
순서를 ABI 377 sequenc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3명 모두에서 CT유전자의 exon 3의 122염기서열의 arginine (CGC)이 histidine (CAC)으로 대치된 R122H 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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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1) 세대에

관찰하였다(그림 5).

관계없이 한 가계 내에 2명 이상의 급, 만성
고

찰

췌장염 환자가 있고, (2) 이 중 적어도 1명
은 췌장염의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3) 만

유전성 췌장염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

약 췌장염이 형제간에 발생하였다면 이 중

되는 드문 질환이고 남여에서 발생률의 차

적어도 한 명에서는 40세 이전에 발병해야

이를 보이지 않으며 급성췌장염이 반복되면

한다. (4) 이러한 가족력이 없어도 CT 유전

서 다양한 기간을 거쳐 만성췌장염으로 진

자의 R122H 또는 N29I 변이가 있는 반복적

3

행하는 질환이다 . 1952년에 처음 Comfort
4

와 Steinberg가 발표한 이후 약 200여 가계
가 넘게 보고 되고 있다. 주로 서양인들에서
보고 되어 왔으나 최근 일본에서도 전국적
5

으로 조사하여 많은 증례들을 보고하였다 .
6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환자 등이다.
저자들의 예는 이 두 종류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8

유전적 결함은 Whitcomb 등 (1996)이 7번
염색체의 장완 35에서 CT 유전자를 발견하

국내에서는 김 등 (2005)이 유전학적 검사를

고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exon 3에서 122번

통해 cationic trypsinogen 유전자 변이에 의

째 염기서열의 arginine(CGC)이 histidine

해 발생한 유전성 췌장염 첫 가계를 보고

(CAC)으로 대치되는 R122H 돌연변이를 처

하였고 저자들의 보고가 두번째이다.

음 보고하였다. 더 최근에는 CT유전자 exon

김등이 보고한 가계는 가성낭종을 동반한

2에서 29번째 염기서열에서 asparagine이

만성 췌장염으로 입원치료 후 호전되어 퇴

isoleucine으로 바뀌는 두 번째 돌연변이

원했다가 췌관 출혈로 재차 입원치료를 했

N29I가 발견되었다

던 7세 환아와 환아를 간병하던 중 급성 복

변이가 있다고 하여 모두 유전성 췌장염을

통이 발생하여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받은

일으키지는 않고 약 60-70 %에서 유발되며

어머니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난 여동생으로,

인종마다 차이가 있다 . 또한 유전성 췌장

이들을 대상으로 CT 유전자 exon 3의 염기

염 가계 중 약 25-67 %는 원인이 되는 유전

서열을 분석하여 세 명 모두에서 R122H유

5
적 돌연변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 그

전자 변이를 발견하였다.

외 최근까지 밝혀진 유전 췌장염과 관련된

9-11

. 그러나 이러한 돌연

12

유전성 췌장염의 진단기준은 어린 나이에

유전자 변이는 exon 1에서 -28 delTCC,

발병하며 반복해서 발생하는 췌장염과 두

exon 2에서 A16V, D22G, K23R, P36R, ex-

세대이상에서 환자이외에 두 명의 환자가

on 3에서 E79K, G83E, K92N, V123M 등이

있고 그 중 한명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야

있다 .

5

7
한다 .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에

EUROPAC(European Registry of Here-

의하면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어지고, 유전학

ditary Pancreatitis and Pancreatic Cancer)

진단법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성 췌장염의

에서 유전 췌장염환자의 유전자 검사에 대

진단기준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한 적응증, 상담, 사생활에 대한 문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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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13. 이들에 따르면

우에는 더욱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필요로 하

췌장염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유전자검

게 되고 췌성 복수, 문맥 고혈압, 가성낭종

사를 하는 적응증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

등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유전자

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췌장염의 발

변이를 가진 환자는 외분비 기능저하가 더

작이 2회이상 반복된 경우, 2) 원인을 모르

욱 많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는 만성 췌장염, 3) 환자이외의 1세대 또는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나 빈도는 유

2세대 친척에서 췌장염이 발생한 가족력을

3
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와 비슷하다 . Howes

가진 경우, 4) 소아에서 원인을 알 수 없이

등 (2004)은 내분비 및 외분비 기능부전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췌장염이 있고 유전

오는 시기를 약 53세(중간값)로 보고하였고

췌장염을 감별해 주어야 할 경우이다. 또한

외분비 부전의 누적 위험률은 50세에 37.2

증상이 없는 환자의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에

%이고 내분비 기능부전은 47.6 %라고 하였

서 유전자 검사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

17

이는 유전자 변이만 있고 췌장염의 증상이

치료방법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없는 경우에는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는 증

췌장염과 동일하며 특별히 다른 치료방법도

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없고 만성췌장염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을

정상적인 췌장 내에서 trypsinogen이 비

방법도 없다. 만성췌장염에서 췌장효소의 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trypsin 으로 바뀌면

충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뇨가

이에 대한 방어기전의 하나로 trypsin이 스

발생하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스로 다른 trypsin을 분해하여 비활성화시킨

치료는 가성낭종, 담도 폐쇄 또는 십이지장

다. 그런데 유전췌장염환자에서는 trypsino-

폐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 시행한

gen에 R122H 변이가 발생하면 trypsin에 의

다 . Howes 등 (2004)은 70세까지 췌장

해 인지되는 부위의 구조가 바뀌어서 tryp-

절제의 누적 위험도를 21.5 %정도로 보고하

sin이 작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췌장

였다 .

3,12

17

17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trypsin이 분

유전성 췌장염에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해되지 못하고 계속 활성화되어 췌장염을

췌장암인데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53배로 증

14

일으키게 된다 .
유전성 췌장염의 임상적 특징은 어린 나

가하고 70세까지 누적 발생률이 40 %에 달
하며 이들 중 75 %는 부계에서 유전되는 양
18,19

. 최근 발표에 의하

이에 반복되는 급성췌장염이 전형적인 증상

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고 주로 유전성 췌장염으로 진단될 때까

면 50세까지는 3.4 %로 발생빈도가 낮으며

지 수년이 경과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약

그 후에 점점 증가되어 70세에 18.8 %의 누

60-70 %정도에서 만성췌장염으로 진행한다

적발생률을 보였으며, 증상이 시작된 후부터

15,16

.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의 임상양상은

시기에 따른 췌장암의 누적발생률을 보면

담석에 의한 췌장염, 알코올 또는 특발성 췌

증상시작 70년 후 누적 위험도가 44.0 %라

장염과 같으며, 다만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

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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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ditary Pancreatitis
- Report of a Kindred Hyoung Ran Kim, M.D., Jae Hee Chung, M.D., Young Tack Song, M.D.,
Won Jae Yoon, M.D.,* Ji Kon Ryu, M.D.,* Yong-Tae Kim, M.D.*
Department of Surgery,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Liv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Hereditary pancreatitis (HP) appears as an autosomal dominant trait. If the
patient has (1) more than 2 affected relatives in different generations and (2) no
known etiological factors such as alcohol or gallstones, or has R122H or N29I
mutation in the cationic trypsinogen (CT) gene, the diagnosis of HP can be applied.
Risk of pancreatic cancer is estimated to be 53-fold higher than in a general
population after the age of 50 years. We report a kindredof HP, involving three of
its family together; two siblings (14 years old, 13 years old) and cousin (26 years
old). The patient had complicating chronic pancreatitis and pancreatic stone, and
was treated with amodified Puestow-Gillesby procedure. Her sisters showed chronic
pancreatitis. Her cousin underwent a drainage procedure of the pancreatic duct
for chronic pancreatitis during the high school period. All the three members
showed the R122H mutation of the CT gene.
(J Kor Assoc Pediatr Surg 12(1):24～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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