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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CGD) is a rare, inherited congenital immunodeficiency disease, characterized by severe and recurrent infections at epithelial surfaces or in more vital organs such as the liver,
lung or brain. There are two types of inheritance: X- linked recessive and autosomal recessive. The
disease is caused by mutations of proteins, which compose the NADPH oxidase of phagocytes. The
most common X- linked CGD type exhibits defect in CYBB encoding gp91phox. It rarely arise from
intronic mutations within CYBB. This report describes identical twin patients with X- linked form CGD that
showed mutations at intron 1.
Key Words :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Identical twin
드문 질환이고, 주로 성염색체 열성 유전을 하지만, 상염

서

론

색체 열성으로 유전하는 경우도 있다(1). 이 질환은 1957
년 Berendes 등(3)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만성 육아종 질환은 호흡기 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계 및

Hong 등(4)에 의해 부검으로 확인된 1례가 보고된 이후

위장관계에 육아종을 형성하는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세균

2000년도까지 다양한 양상의 증례들이 보고되었다. 과거

및 진균에 의한 감염을 특징으로 하는 선천성 면역 결핍

에는 nitroblue tetrazolium (NBT) test가 만성 육아종 질

성 질환이다(1). 우리 몸에 세균이나 진균 같은 미생물의

환의 진단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dihydrorhod-

침입시 첫 번째 방어 작용은 포식 세포가 담당한다. 포식

amine 123 형광물질(DHR 123 fluorescence)을 이용한 유

세포 내의 NADPH 산화효소(oxidase)가 산소를 과산화이

세포 검사(DHR assay)가 주된 진단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온으로 환원시키고 이는 다시 미생물을 살해할 수 있는

2004년 Oh 등(5)은 국내에서 진단된 성염색체 열성 유전

다른 활성화된 산소로 전환되어 탐식된 미생물들을 살해

양상을 나타낸 다섯 증례에 대한 CYBB gene의 변이를

한다. 그런데 이 NADPH 산화효소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

분자유전학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면 포식 세포가 살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반복적이

비혈육간 혹은 형제자매 환자들에서는 유전자 분석이 보

고 심각한 세균 및 진균 감염의 증상을 야기하게 된다(1,

고되었으나(5, 6), 일란성 쌍생아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2). 만성 육아종 질환은 250,000명당 1명의 꼴로 발생하는

저자들은 분자유전학적 분석을 시행하여 확인한 일란성
쌍생아에서 성염색체 열성 유전 양상의 만성 육아종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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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단하였고, 유전자 검사에서 인트론(intron) 1에서 돌
연변이를 발견하였기에, 이를 간단한 문헌고찰과 함께 보
고하는 바이다.

Table 1. Laboratory Findings of Twins at Diagnosis

증

례

증례 1
7세 남아가 8개월 전부터 발생한 간농양을 주소로 서울
대학교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환아는 정상만삭 제왕
절개술로 출생한 쌍둥이 중 첫째로 신생아기에 치루가 관
찰 되었으나,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 되었다. 생후 17개
월에 우측 경부 림프절염이 발생하여 경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크기의 변화가 없어 결핵성 림프절염 의심 하에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환아는 이전에 결핵에
노출된 병력은 없었고, 검사상 결핵균이 증명되지 않았다.
항결핵제를 투여하면서도 좌측 경부 림프절염, 우측 액와

WBC (/µL)
segmented neutrophil (%)
lymphocyte (%)
monocyte (%)
Hemoglobin (g/dL)
Platelet (/µL)
Ig G (mg/dL)
Ig A (mg/dL)
Ig M (mg/dL)
CD 3 (/µL) (%)
CD 4 (/µL) (%)
CD 8 (/µL) (%)
DHR assay (%)

Case 1

Case 2

8,790
75.9
19.5
4.1
12.5
223,000
1,408
308
141
1,040 (62)
460 (27)
560 (33)
0 (mother 48)

11,470
80.5
11.9
7.3
9.1
159,000
1,956
325
194
750 (52)
330 (23)
390 (27)
0 (mother 48)

Abbreviations : WBC, White blood cell count; Ig, Immunoglobulin; DHR
assay, Dihydrorhodamine assay

부 림프절염 및 우측 경부 림프절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여 항결핵제는 1년간 복용 후 중단하였고, 주사 항생제 치

혈액 배양 검사에서 특별히 동정되는 균은 없었다. 복부

료로 호전되었다. 이후 2세에 좌측 경부 림프절염으로, 5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간농양이 간의 좌·우엽 모두에서

세에 우측 액와 림프절염과 우측 경부 림프절염으로 주사

관찰되었다(Figure 1). 서울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간농양

항생제 치료 후 호전되었다. 환아는 내원 8개월 전에 약 1

은 호전 추세로 더이상 주사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고 퇴

개월 동안 지속되는 발열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원하였다. 일주일 후 우측 서혜부에 3×4 cm 크기의 압통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우엽에 5×5 cm 크기의

이 동반된 림프절염이 발생하여 경구용 항생제 투여하였

저에코 병변이 발견되었다. 간농양 의심하에 조직 검사 후

고 그 이후 크기가 1/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는 지

10일간 주사 항생제 사용하였고, 이후 발열은 소실되었으

소적인 경구 항생제의 치료에도 림프절 크기의 변화가 없

며 간농양의 크기도 감소하여 퇴원하였다. 당시 조직 검사

어 1개월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주사 항생제 및

상 염증소견 이외에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내원 약 4개

인터페론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간농

월 전 다시 발열이 있어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

양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서혜부 및 경부

다. 이전의 간농양은 호전되었으나 4개의 새로운 병변이

림프절염이 반복되어 타병원에서 주사 항생제 치료 및 인

발생하여 다시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비특이적 염증

터페론 치료하면서 정기적인 경과 관찰 중이다.

소견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동정되는 원인균도 없었
다. 이후 단백 전기영동검사에서 다클론성 감마병증 의심

증례 2

하에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하면서 발열이 소실되었다.

7세 된 남아가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한 발열을 주소로

내원 2개월 전 다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간농양

내원하였다. 환아는 정상만삭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쌍둥

이 소실되지 않아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 형제 중 둘째로 신생아기에 치루가 있어 누공제거술을

내원 당시 환아의 혈압은 125/85 mmHg, 심박수는 132

시행 받았으며, 생후 17개월경 환아의 형이 결핵성 림프절

회/분, 호흡수는 24회/분, 체온은 35.2℃였다. 인후부 발적

염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환아도 항결핵제를 함께 복용하

과 편도는 관찰되었으나 편도 비대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

였다. 2세경 흉수를 동반한 폐렴으로 3개월간 입원하여 주

다. 좌우 경부에 이전의 절개 흉터 이외에 두경부, 액화부

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당시 검사 상에서 특별히 동정

및 서혜부의 림프절 비대 소견은 없었다. 청진상 호흡음은

된 균은 없었다. 3세경 우측 경부 림프절염으로 주사 항생

깨끗하였으며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는 약간 팽만

제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었다. 내원 4개

되어 있었으나 간과 비장은 만져지지 않았고, 복부에 압통

월 전 좌측 액와부 림프절이 발생하여 주사 항생제 및 수

이나 반발통도 없었다. 혈액 검사 상 백혈구수는 8,790/µL

술적 치료 후 호전되었다. 내원 2주 전부터 39℃의 발열이

(호중구 75.9%, 림프구 19.5%, 단핵구 4.1%), 혈색소는

있어 인근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 후 다발성

12.5 g/dL, 혈소판은 223,000/µL였고, 면역글로블린과 T

간농양의 소견을 보여 주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세포수 및 T 세포 아집단수는 정상이었다(Table 1). 말초

발열은 지속되었다. 발열에 대한 검사의 일환으로 단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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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1.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of patients. Shown are A multiple peripheral rim enhanced
low attenuated lesion in both lobes of the liver(case 1); B multiple low attenuated lesion with clustered
appearance and peripheral rim enhancement on the right lobe of the liver(case 2). The arrows indicate
the lesions of the liver abscesses.

기영동검사를 시행하였고, 다클론성 감마병증이 의심되어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아들은 만성 육아종 질환으로 진

이후 스테로이드 투여 후 발열이 소실되어 퇴원하였다. 이

단되었다. 그러나 PMA로 환아모의 중성구를 자극하였을

후 형과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때에는 과산화 음이온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중성구와 과

내원 당시 환아의 혈압은 108/67 mmHg, 심박수는 104

산화 음이온을 생성하는 중성구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환

회/분, 호흡수는 24회/분, 체온은 35.8℃였다. 인후부 발적

아모의 중성구의 48%가 과산화 음이온을 생성하는 보인

과 편도는 관찰되었으나 편도 비대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

자로 확인되었다(Figure 2). 이로써 환아들의 만성 육아종

으며, 두경부와 액와부, 서혜부의 림프절 비대의 소견도

질환은 성 염색체 열성 유전 형식으로, 보인자인 환아모에

없었다. 청진상 호흡음은 깨끗하였으며 심잡음은 들리지

서 유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NADPH 산화효소의 구

않았다. 복부는 부드럽고 평평하였으며 간과 비장은 만져

성 성분 중 gp91의 결함을 의미한다.

지지 않았고, 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있었으나 반발통은 없

두 환아의 일란성 쌍생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었다. 양측의 늑척추각 압통이 관찰되었다. 말초 혈액 검

Promega corporation의 PowerPlex 16 system을 이용한

사에서 백혈구수는 11,470/µL (호중구 80.5%, 림프구 11.9

유전적 주체성 검사(genetic identity test)를 시행하였다.

%, 단핵구 7.3%), 혈색소는 9.1 g/dL, 혈소판은 159,000/

16개의 단기 일렬 반복(short tandem repeat, STR)을 확

µL였고, 면역글로블린과 T 세포수 및 T 세포 아집단수는

인하였으며, 그 결과 두 환아에서 동일하였다.

Ⓡ

정상이었다(Table 1). 말초 혈액 배양 검사, 소변 검사, 객

두 환아와 환아모의 gp91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을

담 결핵 배양 검사에서 특별히 동정되는 균은 없었다. 복

확인하였다. DNA 염기 서열 결과 환아들은 모두 gp91 유

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간농양이 간의 우엽에서 관찰되

전자의 인트론(intron) 1부위의 ＋1 G가 C로 치환되어 있

었다(Figure 1). 3개월간 입원하여 주사 항생제 및 인터페

었고, 이로 인해 짜깁기 돌연변이(splicing mutation)가 유

론 치료를 하였고, 이후 시행한 복부 전산화촬영에서 간농

발되었다. 환아모에서는 인트론 1의 ＋1 부위에 G와 C가

양의 크기가 감소하여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퇴원하

동시에 존재하는 보인자임이 확인되었다(Figure 3).

였다. 퇴원 3개월 후부터는 경구용 항생제를 중단하였다.

고

이후 간농양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지는 않았으나, 경부 림

찰

프절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항생제 및 인
터페론 치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중이다.

저자들이 아는 한, 본 증례는 일란성 쌍생아에서 만성

두 환아는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으며, 만성 육아

육아종 질환이 발생한 국내 첫 증례 보고이다. 환자들은

종 질환을 비롯한 면역 결핍 질환의 가족력은 없었다. 두

분자유전학적 분석을 통하여 일란성 쌍생아임을 확인하였

환아와 환아모에서 시행한 DHR 검사에서, 환아들의 호중

고, DHR 검사를 통하여 만성 육아종 질환으로 진단받았

구는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로 자극하여

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음을 증

-

도 과산화 음이온(superoxide anion, O2 )이 전혀 생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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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A

B

C

D

Figure 2. Dihydrorhodamine (DHR) assay. After red blood cell lysis, cells were stimulated with phorbol myristate acetate(PMA) and immediately analyzed by flow
cytometry. DHR is a fluorescent dye taken up by neutrophils. When the neutrophils
are strimulated and undergo respiratory burst the dye is oxidese with a shift of
fluorescence to the right. Shown are A. normal person with unimodal shift of
fluorescenc after PMA; B and C the patient 1 and 2, respectively, who has virtually
absent shift in stimulated neutrophils consistent with X-linked CGD; D the mother of
patients demonstrates dual population of neutrophils in peripheral blood of X-linked
CGD carriers.

Figure 3. The DNA sequence junction of exon and introne 1. Shown A normal
DNA sequence; B and C c.G214>C translocation; D both c.G214 and c.C214
sequence. This mutation changes the GTA into the CTA.

만성 육아종 질환은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으로, 영아

epidermidis, Echerichia coli, Pseudomonas cepacia,

초기부터 반복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임파선염, 간농양, 다

Serratia marcescens, Aspergillus spp., Candida albicans,

발성 골수염 등과 같은 반복적인 중증의 세균 및 진균 감

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감염도 비교적 흔하

염의 증상을 보인다. catalase 양성 세균 및 S. aureus가

다고 알려져 있다(7).

중요한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Staphylococcus

만성 육아종 질환은 항균 과산화물을 생산을 촉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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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PH 산화효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아형의 유전자 변형

환은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으로 초래된다(8). NADPH 산화효소는 세포막 결합 플리

gp91

보시토크롬 b558(flavocytochrome b558)과 세 개의 세포

생하게 된다. 인트론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phox

phox

, p67

phox

단백을 구성하는 CYBB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

로 구성되어 있다.

며, CYBB 유전자의 돌연변이 중 아직까지 인트론 1번에

NADPH 산화효소의 마지막 산화환원 세포막 물질인 시토

서 돌연변이가 발생한 예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증례의

크롬 b558(cytochrome b558)은 저분자량의 α-사슬과 고

환아들은 일란성 쌍생아로, 성염색체 열성 유전 양식의 만

질 성분, 즉, p47

, p40

phox

phox

phox

성 육아종 질환이 진단되었으며,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시

단백이다(9). 만성 육아종 질환의 상염색체 열성 유전은

행하였을 때 인트론 1번에서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기에,

, gp91

분자량의 β-사슬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p22
phox

p22

phox

, p47

phox

, p67

단백을 각각 암호화하는 NCF1,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NCF2, CYBA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한다(9). 이들은
각각 16번, 7번, 1번 염색체에 위치하며, 이중 NCF2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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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만성 육아종 질환은 간, 폐, 뇌와 같은 중요 장기에 반
복적이고, 중증의 감염을 나타내는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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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단백질의 돌연변이로 발생한다. 만성 육아종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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