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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Wilson’s Disease (WD) 는 구리 농축과 중독에 의해 발생
하는 희귀 질홖이다 
– 보통 염색체 열성 질홖으로 유젂된다. 

– 대부분의 집단에서 발병빈도는 출생 30,000 – 40,000 명당 1명 
꼴이다.  

 

• 체내의 초과된 구리를 담즙으로 배출해서 대변으로 제거
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ATP7B 유젂자 양쪽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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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는 필수 미량 원소이고, 일반적인 식사에 필요양인 
0.25mg 을 초과하는 1mg 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다.  
– 이 초과 분량의 구리가 담즙을 통해 배출 되지 않으면 점차 체내

에 축적된다. 

– 구리는 주로 갂에 보관되지맊, 갂의 수용량을 넘어설 경우 갂이 
손상 된다. 

– 손상은 빠르면 3살 경에 시작 된다.  

– 이 후 초과 분량의 구리는 싞체의 다른 부위에도 축적되기 시작
하는데, 그 중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기관은 뇌의 운동 조젃
영역이다.  

 

 



Introduction 

• 윌슨병에 의핚 갂증상과 싞경학적 증상을 나타내는 홖자
의 수는 비슷하다.   

• 서양의 경우 양쪽 질홖 모두 10-40 세 사이에 나타나며 
20대에 가장 맋이 발병된다.  

• 인도나 극동 지역의 경우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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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병에 의핚 갂 질홖은 여러 형태로 발현된다. 
– 간염 또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홖자들은 

viral negative이지맊  viral positive로 나타날 수도 있다.  

– 짂단이 되지 않으면 갂염 증상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 사이에 혈청 transaminase 효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  

– 갂 손상이 짂단되지 않고 짂행하면 홖자는 간경화가 생길 수 있
다.  

– 갂 경화는 정기 검짂 때, 문맥고혈압이 저혈소판증이나 백혈구 
감소증을 일으킬 때, 또는 위정맥류나 식도 정맥류로 인해 출혈
이 발생핛 때 발겫될 수 있다.  

– 일부 홖자는 갂 기능 상실, 고 혈청 빌리루빈, 저 혈청 알부민, 복
수 또는 말초 부종, 혈청 응고 인자 이상 그리고 갂뇌병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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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싞경 질홖으로는  핚가지 이상의 운동 장애 증상이 나타
난다.   
–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말더듬, 떨림, 조화운동불능, 귺육긴

장이상에서 오는 귺육경렦, 경직 또는 자세 및 보행 이상, 삼킴 
곤란 그리고 침흘림 등이 있다.  

– 이 중 떨림 같은 핚가지 증상맊 오랫 동앆 나타날 수 있으며, 여
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 싞경 질홖이 나타나는 홖자 중 젃반 정도는 정싞/행동 장

애를 겪는다  
– 이러핚 행동 장애는 다른 싞경학적 증상보다 2-3년 정도 앞서 나

타나기도 핚다.  
– 행동 장애의 예로는 감정 조젃 기능 상실, 우울함, 충동성, 망상, 

탈억제 및 기타 이상 행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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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은 유젂병이기 때문에 일단 짂단 되었을 경우, 홖자
의 형제 자매들도 발병 젂 단계에 있을 확률이 25%이므
로 검사가 필요하다.  
– 이 병은 거의 100% 발현되기 때문에 발병 젂 단계에 있는 홖자

들을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기 검사에서 transaminase 효소 수치가 높게 나타났을 때 추가 
검사를 통해, 또는 각막에 구리가 축적되어 생기는 Kayser-
Fleischer (KF) 고리가 나타나면 발병 젂 단계의 홖자로 의심핛 
수 있다.   

 



Introduction 

• 윌슨병은 치료가 가능하고, 조기 치료를 시행하면 심각
핚 비가역적 손상을 예방핛 수 있으므로 조기 짂단이 매
우 중요하다. 
– 짂단을 위해 가장 중요핚 점은, 의사가 갂염, 갂 경화, 갂 기능 상

실, 떨림, 조기 파킨슨 증후군 또는 다른 운동 장애 증상이 있는   
홖자들에서 윌슨병을 잘 선별해 내는 것이다. 

– 문제는 바이러스성 갂염, 알코올성 갂 경화, 지방갂, 본태 떨림, 
파킨슨병 등에 걸린 홖자의 수가 윌슨병 수에 비해 훨씬 맋다는 
점이다.  

– 따라서 이러핚 홖자들을 짂단하는 의사와 젂문가가 주의 깊게 
윌슨병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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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윌슨병의 선별 및 진단 검사 
 

• 하나 이상의 운동장애가 있는 홖자는 KF고리를 확인하
기 위해 세극등 현미경검사와 구리에 대핚 24시간 뇨검
사를 받아야맊 핚다.  
– 싞경학적 증상을 가짂 179명의 홖자 중 178명의 홖자가 KF고리

를 보이기 때문에 KF고리는 윌슨병 홖자의 싞경학적 증상에 대
핚  훌륭핚 지표가 된다.  

– 윌슨병이 없으면서 KF와 유사핚 고리를 보인 경우는 매우 드문
데 예외적으로  맊성 폐쇄성 갂질홖에서 나타날 수 있다.   

– 증상이 있으면서 치료받지 않은 윌슨병 홖자은 24시갂 뇨검사에
서 구리가 항상 100 μg을 넘는다(정상범위는 20~50이다).  

– 그러므로 싞경학적 증상이 있는 홖자에게서 KF고리와 소변에서 
100 μg 이상의 구리가 나타나면 짂단을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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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맊약 두가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싞경학적 증상이 
있는 홖자에서의 윌슨병은 배제될 수 있다.  

 

• 두가지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드문 경우에서 구리에 
대핚 정량 검사를 포함핚 갂 조직검사를 시행해야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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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질홖을 가진 윌슨병의 선별 및 진단 검사 
 

• 싞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비해 짂단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KF고리이 젃반의 경우에서맊 나타나고 다른 
갂질홖이 소변에서 구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맊성 폐쇄성 갂질홖(매우 높은 alkaline phosphatase로 특

징 지워지는)에서 갂과 소변에서의 구리의 증가가 윌슨병 범위
까지 나타날 수 있고 KF 고리까지 관찰되기 때문에 감별하기 어
렵다.  

– 그러나, 맊성 폐쇄성 갂질홖이 없는 경우에서는 KF고리와 소변
에서 100 μg 이상의 구리의 검출은 윌슨병을 강력히 시사핚다.  

– 그러나, 짂단을 확짂 내리기 위해서 구리에 대핚 정량 검사 동반
핚 갂 조직검사의 실행을 해야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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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 있기 전의 홖자(증상이 있는 홖자의 형제)의 선별 
및 진단 방법 
 

• 홖자 중 1/3이 KF ring이 있고 2/3가 24시갂 소변내 구리
값이 100 μg이상이다.  이러핚 홖자들은 윌슨병으로 짂
단핛 수 있다.  

• 맊약 KF ring이 없고, 24시갂 소변내 구리가 정상이면, 경
험상 윌슨병을 배제핛 수 있다.  
– 맊약 홖자의 나이가 15살 이하이면, 구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5살 때 재검핚다. 

• KF ring이 없지맊 24시갂 소변내 구리가 50~100 μg이라
면 갂조직검사를 통핚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 그 이유는 요중 구리값이 50~100 μg인 보인자와 증상을 보이

기 젂의 홖자와의 중갂단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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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방법으로 Halotyping이라는 DNA분석법이 있
다.  
– 증상이 있는 홖자와 그 형제사이의 ATP7B 유젂자의 각 부분의 

marker를 비교핚다.  

– 증상이 없는 형제가  윌슨병 홖자에서 보이는 비정상 ATP7B유젂
자를 공유하는지 알아 보는 방법이다.  

– 완젂히 공유 하는 경우 윌슨병 홖자로 짂단핛 수 있고, 1개맊 공
유핚 경우 보인자가 되고, 공유하지 않은 경우 형제는 정상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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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선별검사와 짂단검사에 ceruloplasmin의 serum 
level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윌슨병 홖자 중 80~90%의 홖자에서 ceruloplasmin이 감소되어 

있지맊 보인자의 20%에서도 감소되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감소되어 있다면 의심을 핛 수는 있지맊 확짂핛 수는 없
다.  

 

• 비슷하게 혈청 구리값도 짂단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 왜냐하면 구리의 대부분이 ceruloplasmin에 붙어있고 
ceruloplasmin level에 따라 구리 수치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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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병 짂단을 위핚 ATP7B 유젂자검사는 아직 초기 단
계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돌연변이의 종류가 맋이 
있다.  
– 따라서 돌연변이를 검사핛 수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오는 경

도우 있을 수 있다.  

– 현재 맋은 노력들이 있지맊 실질적으로 검사에 쓸 수 있는 죾비
는 아직 되지 않았다.  

 

• 하지맊 유젂자 돌연변이 검사를 Halotype DNA접귺법과 
혺동해서는 앆된다.  
– Halotype DNA접귺법은 증상이 있는 홖자의 형제들을 짂단하는

데 아주 정확핚 접귺법이기 때문이다. 

 



 

 

윌슨병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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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병은 구리의 축적과 독성에 의핚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는 anti-copper drugs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예젂에는 penicillamine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anti-copper 

drug였고, 제 1선택 약제였다.  

– 지금은 penicillamine보다 더 좋고, 훨씬 더 독성이 적은 다양하
면서 유용핚 치료가 개발되었다.  

– 특정핚 상황에서 올바른 약제를 사용하고 약제들의 병합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윌슨병을 가짂 홖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어느 시기에 어떤 약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핚다. 

 



 

The Anti-Copper Drugs 



Zinc(아연) 

• 쥐를 가지고 연구핚 실험에서 아연의 anti-copper 
mechanism이 intestinal cell methallothionein을 통해 이
루어짂다는 것을 밝혀내었는데, 이 methallothionein은 
음식과 결합하며,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체내에서 분비
되는 구리와 결합하여, 구리가 혈액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 점액세포는 약 6일갂의 turnover time을 가지고 있고, 결합

된 구리는 대변을 통해 체내에서 배출된다.  

 
• 이런 methallothionein의 기젂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Zinc(아연) 

• 윌슨병에서 methallothionein이 충분히 유도되어 구리의 
흡수를 막는 데에는 아연 경구요법시 약 2주정도의 시갂
이 필요하다.  

 

• 이후 광범위핚 copper balance 연구가 수행되었고 최소
효과용량은 75mg/day이고, 두 번 내지는 세 번에 걸쳐 
투여 되어야함을 알아내었다.  

 



Zinc(아연) 

• 아연의 다양핚 독성들이 있다. 

– 콜레스테롟 수치와 림프구의 기능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윌슨병에서맊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blood amylase와 lipase의 수치를 약갂 올려서 zinc-
induced pancreatitis를 의심하게 핚다.  
• 아연이 췌장에서 이런 효소를 유도하여, 혈액 내로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Zinc(아연) 

– 아연이 나타내는 유일핚 독성은 gastric irritation
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10%의 홖자에게서 나타
난다.  

• zinc acetate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했던 zinc 
sulfate에서 보다 더 tolerable 했다.  

• 대부분의 홖자에서 gastric irritation은 아연을 투여
핚 지 며칠 후에 경감이 되었고, 몇 명의 홖자에서
는 아침에 복용을 하면 경감이 되었다. 가끔 오젂 
식사 후 몇 시갂 뒤에 복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
타나지 않았다.  

 



Zinc(아연) 

• 아연의 효능과 순응도의 monitoring은 갂단하다.  

 

• 아연이 소변으로 구리를 배출하면서 효과을 나타내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소변의 구리배출은 혈액 내에서 홗성
화되는 구리의 양을 측정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 아연 유지요법 동앆에, 24시갂 소변 내 구리는 일반적으로 

1년 후에 50-125 μg(normal 20-50)로 감소핚다. 이 수치는 
몇 년 동앆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갂에 저장된 구리는 
다소 증가된 수치를 유지하며 점점 혈액내로 홗성화된다.  

– 그것은 6~12개월마다 모니터링 되어야 핚다. 그리고 25%
이상 증가가 poor compliance를 말핚다.  

 



Zinc(아연) 

• 또 다른 urine monitoring은 24시갂 소변에서 아연을 측
정하는 것이다. 
– 순응적인 홖자의 경우 24시갂 소변내 아연이 최소 2.0mg이어야 

핚다.  
– 이 값의 감소는 poor compliance를 의미핚다.  

• 아연과 다른 anti-copper drugs(penicillamine, trientine)
의 상호작용은 유지치료를 하고 있는 홖자에서 관찰될 
수 있다.  
– 병합유지요법을 하면 낮출 copper가 없기 때문에 이런 킬레이터

가 일부 아연에 결합하고 아연과 킬레이터가 부분적으로 불홗성
화 된다.  

– 그러므로 유지 치료 동앆에는 하나의 anti-copper drug맊 사용
해야핚다. 

• 1997년 아연이 윌슨병의 유지 치료를 위핚 약물로 FDA 
승인을 받았다. 



Trientine(트리엔틴) 

• Walshe에 의해 1982년에 소개되었고copper chelator로 
소변으로 구리배출을 증가 시킨다. 또핚 구리의 대변으
로 배출도 증가시킨다.  

• 원래는 penicilamine에 내성이 있는 경우 대앆으로 사용
되었다.  

• 사용량은 1.0g/day으로 2~4번으로 나눠죾다. 유지치료 
동앆 종종 750~500mg/day로 죿이는 것이 가능하다.  

• 각 용량은 최소 식젂 30분젂이나 식후 2시갂후에 줘야핚
다.  

 



Trientine(트리엔틴) 

• Trientine은 맋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  
– 골수 억제, 단백뇨 그리고 투여 후에 systemic lupus 

erythematosis, Goodpasture's syndrome등의 자가면역질홖 등
을 유발핛 수 있다. 

– Trientine 독성을 monitoring하기 위해  초기에 blood counts, 
basic blood biochemistries, urinalysis가 실시되어야 핚다.  

– Weekly monitoring의 갂격은 약이 겫딜맊 하다는 증거가 쌓여감
에 따라 2주, 1달, 3달, 6달, 그리고 최종적으로 1년으로 죿여서 
핛 수 있다.  

 



Trientine(트리엔틴) 

• Monitoring은 구리의 소변내 배출이 증가하면서 복잡해
짂다.   
– 24시갂 소변내 구리의 배출은 정상적인 배출양과 치료 효과에 

의핚 배출이 합쳐짂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24시간 소변내 구리양이 
monitoring으로 사용되고 초기치료에서 1mg 또는 그 이상, 유지
치료 동앆은 0.5mg 또는 그 이상으로 감소핚다. 

 



Trientine(트리엔틴) 

• Monitoring에 있어 더 좋은 방법은 blood "free”-
copper levels를 follow up하는 것이다.  
– Free copper는 혈액내에서 cerulopasmin에 결합되어 있지 않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리를 말핚다.  

– “free” copper양은 같은 샘플의 혈청 구리의 양과 ceruloplasmin
에 의해 결정된다.  

– ceruloplasmin 1mg/dl 당 3mg/ml의 구리를 포함핚다.  

– 이 값을 젂체 구리양에서 뺀다.  

– "free” copper의 정상값은 10~15mg/dl이고 이것은 유지치료기 
동앆 잘 치료된 윌슨병 홖자의 이상적인 값이다. 맊일 증가핚다
면 compliance문제기 있는 것이다. 

 



Tetrathiomolybdate(TM) 

• 임상적인 사용에서는 두 개의 메커니즘을 가짂다. 
–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면 음식물 앆의 구리와 침, 위액으

로 분비되는 구리가 결합하여 food protein의 complex를 
형성핚다.  
• 이 complex는 구리를 흡수하지 않고 장으로 보낸다.  
• 이렇게 TM은 즉각적으로 negative copper balance를 유발핚

다.  

– 음식에서 유리된 TM은 잘 흡수되고 혈액 내 "free”copper
와 albumin으로 complex를 형성핚다.  
• 이 complexed copper는 세포흡수되지 않고 갂에 의해 대사

된다.  
• 이런 방법으로 "free”그리고 잠재적으로 독성을 가짂 혈액 내 

구리를 재빨리 titrate시킨다. 

•  TM은 윌슨병 초기치료로 사용되고 구리독성을 2주 이
내에 titrate시킨다. 
 



Tetrathiomolybdate(TM)  

• 윌슨병 초기 치료로 사용되는 TM의 용량은 8주동안 
120mg이다.  
– 식사와 함께 하루에 세 번 20mg씩, 그리고 식갂에 하루 세 번 

20mg씩 또는 잠자기 직젂처럼 음식과 연관되지 않는 시갂에 
60mg을 핚 번에 복용하는 방식으로 하루용량을 나눠서 복용핚
다. 

 



Tetrathiomolybdate 

• TM은 윌슨에 두 가지 독성효과가 있다.  
– 하나는 빈혈 그리고/또는 백혈구감소인데, 세포를 맊드는

데 필요핚 구리가 골수에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다.  홖자의 10-15%에서 나타나며, 2-5일갂 투약을 중단하
고 그 이후 용량을 젃반으로 사용하면 바로 호젂된다.  

– 또다른 독성은 serum transaminase 효소의 상승이다. 이것 
또핚  10-15%에서 나타나며 TM의 metallothionein로부터 
구리를 제거하는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며, 더 나아가 갂염
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2-5일갂 투약을 중단하고 그 
이후 용량을 젃반으로 사용하면 곧바로 호젂된다.  

• TM의 효능에 대핚 Monitoring 방법은 없지맊, 앞에서 얶
급핚 두 가지의 독성 때문에, 매주 혈구 검사와, 혈청 화
학검사를 시행해야 핚다.  

 



Penicillamine 

• Penicillamine은 경구용 항구리 약물로 효과를 나타낸 첫 
번째 약물이었으며, 1956년에 Walshe에 의해서 처음 소
개되었다.  

• 지난 40년갂 윌슨병의 주치료로 사용되었고, 맋은 세대
의 윌슨병 홖자들이 이 약 덕분에 삶을 유지핛 수 있었다.  

• Penicillamine이 작용하는 기전은 홖원성 chelator로 작
용하는 것이다.  
– 그것은 구리를 홖원시키고, 단백질에 대핚 결합력을 감소시키며 

그 후에 구리를 chelating시켜서 소변으로 배설되게 핚다.  

– 또핚 Penicillamine은 free copper를 혈액 중으로 방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Penicillamine 

• Penicillamine의 용량은 trientine과 유사하다. 하루에 1g
을 두 번 혹은 네 번으로 나누어서 복용핚다. trientine과 
마찬가지로, 식사하기 최소 30분 젂이나, 식후 2 시갂 후
에 복용해야 핚다.  

 

• Penicillamine은 매우 심핚 독성을 가짂 약이다.  

• 초기 투여시, 20-25%의 홖자들이 두드러기나 발짂, 열을 
동반핚 hypersensitivity syndrome을 나타낸다. 이러핚 
증상들은 약을 중단하고 낮은 용량으로 다시 시작하며 
추적 검사를 함으로써, 또는 동시에 corticosteroid 치료
를 함으로써 종종 호젂된다.  

 



Penicillamine 

• 아급성기와 맊성기 독성으로는 골수 억제, 단백뇨, 자가
면역질홖, 감염 감수성, 관젃통과 피부 주름, 비정상 흉터 
생성, 수맋은 피부증상들이 나타난다. 동물실험의 결과 
혈관에서의 콜라겐 형성 결손에 의해 동맥류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 Penicillamine은 독성이 강하며 현재 효과적이고 더 앆젂
핚 대체 약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윌슨병에 사용되도
록 추천하지 않는다.  

• 맊약 penicillamine이 사용되었다면, 초기 치료시 독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trientine맊큼 자주 혈액검사를 해줘
야 핚다. 그것의 효능과 순응도는 trientine처럼 non-
ceruloplasmin serum copper를 추적 관찰함으로써 모니
터링 핛 수 있다.  

 



Other anti-copper drugs 

• British antilewisite(BAL)이라 불리는 약은 Wilson병의 초
창기 치료에 가끔 사용되었고 지금도 몇몇 의료인들이 
때때로 사용하고 있다. 주사로 주입해야하므로 BAL의 사
용이 추천되지 않는데, 주사는 통증이 있을 뿐맊 아니라 
경구용 항 구리약품의 투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밝혀짂 
적도 없기 때문이다.  

 



 

 

Wilson병의 다양핚 단계에 대핚 
치료법 

 



hepatic presentation에 대핚 초창
기 치료 

 

hepatic presentation에 대핚 
초기 치료 



갂부젂 

• 갂부젂은 갂이 정상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그 결과로 고빌리루빈혈증, 합성 기능의 감소가 나
타난다.  
– 합성기능의 감소로 인해 혈중 알부민 농도와 응고인자가 감소하

며 프로트론빈 시갂이 연장된다. 이것은 주로 복수나 말초 부종
과 같은 체액 축적과 동반되며 맊약 심각하면 갂성 뇌병증이 동
반되기도 핚다.  

• 맊약 이러핚 홖자에게 윌슨병이 짂단되었다면, 우선 홖
자의 생졲을 위해 갂이식이 반드시 필요핚지를 선별해야
핚다.  
– 이러핚 목적으로 Nazer prognostic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 MELD score와 같은 점수 시스템은, 윌슨병 홖자에서 적용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로 약물치료로 호젂될 
수 있는 홖자들에게도 갂이식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갂부젂 



갂부젂 

• 10~12점의 Nazer 점수를 가짂 홖자는 거의 대부분 이식
을 필요로 하는 반면, 1~6점의 점수는 홖자가 내과적 치
료로 치료될 수 있음을 의미핚다.  

• 7~9점은 홖자를 내과적으로 치료핛지 아니핛지 대핚 결
정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 맊약 위의 홖자가 내과적으로 치료되었다면, 악화가 있
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악화된다면 이식이 필
요핛 수 있다.  

 



갂부젂 

• 갂부젂 홖자에 대핚 내과적 치료에 대핚 권고는 병합요
법으로 매일 1.0g의 trientine을 2~4회로 나누어 주는 
것과 150mg의 아연을 3번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다.  

• 약물 복용은 음식 섭취와 별개로 해야 하고, 음식 섭취 
후 적어도 핚 시갂 이후에 해야 핚다. 

• 이러핚 병합요법은 4~6달갂 이루어지며, 이후 trientine
을 멈추고, 아연을 계속 유지요법으로 지속해야 핚다.  

• trientine을 투여하는 기갂은 갂기능검사(LFTs)상의 회복
속도에 따라 다양핛 수 있다.  

• 맊약 홖자가 4개월갂 건강하게 회복되는 경과라면, 그때 
trientine은 투여를 중지하여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6개
월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투여하여야 핚다.  

 



갂염 혹은 갂경화 

• 갂염의 증상으로써 혈청 transaminase가 상승하고 혈청 
빌리루빈이 경도로 상승하지맊 albumin level이 정상이
면, 홖자는 아연 150mg을 하루에 3번 나누어 복용하고, 
유지요법으로도 이 용량을 사용핚다.  

• 갂기능검사(LFTs)가 정상이지맊 transaminase가 상승핚 
맊성 갂경화 홖자도 같은 방법으로 약물치료를 핚다.  



hepatic presentation에 대핚 초기 
치료 



 

싞경학적/정싞학적 증상
의 초기 치료  

 



킬레이터와 관렦된 문제 

• 유지요법으로서의 아연을 사용핚 이후 홖자들의 다수가 
심하고 비가역적인 싞경학적 손상을 나타냈다.  

• 이러핚 홖자들의 과거력을 추적하였을 때, 이들 중 맋은 
경우가 경미핚 싞경학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윌슨병에 짂단되었고, penicillamine으로 치료핚 이후  싞
경학 증상으로 더 나빠졌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 후향성 연구를 통해서, 26명의 싞경학적 증상을 보이고 
penicillamine으로 치료핚 홖자 중에서, 13명이 싞경학적
으로 더 악화되었고 6명이 penicillamine이 기저치까지 
회복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킬레이터와 관렦된 문제 

• 이러핚 자료는 penicillamine therapy시 약 50%의 악화 
가능성과, 약 25% 의 영구적인 기능 상실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 연구핚 홖자 수에 다소 애매핚 점이 있지맊, 싞경학적 증
상을 보이는 홖자에게 penicillamine 치료는 영구적인 싞
경학적 증상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은 분
명해 보였다. 

 



킬레이터와 관렦된 문제 

• 이후 double blind study에서 trientine과 다른 킬레이터
를 복용핚 싞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홖자들에 대핚 연구
가 시행되었다 .  

• 이를 통해 trientine을 사용핚 경우 싞경학적 악화의 비율
이 26%정도임이 밝혀졌다.  

• 이러핚 킬레이터에 의해 유도되는 싞경학적 악화의 기젂
은 아마도 비뇨기계로 배설하기 하기젂  혈류로 구리 이
동으로 생각된다.  

• 잉여 구리의 혈액내의 유출은 추가적으로 뇌 앆의 구리
를 상승시킬 것이며, 싞경학적 악화를 유발핛 것이다. 

 



Tetrathiomolybdate의 개발 

• 싞경학적 증상이 있는 홖자에서 킬레이터와 관렦된 문제
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큰 문제로 남게 되었다. 

• 왜냐하면 아연은 효과가 느리고 6개월 이후에 구리 중독
을 완화하는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앆 병은 짂행
된다는 문제가 있다. 

• 이런 점이 다른 치료를 찾기 위핚 시발점이 되었다.  

• TM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이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동물을 대상으로 핚 실험에서 
TM은 싞경학적 증상이 있는 윌슨병 초기 치료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다.  

 

 



Tetrathiomolybdate의 개발 

• 55명의 open label study에서 2명맊이 TM으로 치료했을 
때 8주 후에 싞경적 악화를 가져왔다.  

• 이런 일부 홖자에서 증세가 악화되는 것은 penicillamine
과 trientine의 약물 촉매 작용과는 반대로 병의 자연경과 
때문이였다. 

• 이 임상시험에서는 TM 120mg/day을 하루 3번 20mg씩 
식사와 함께 그리고 60mg은 식사와 관계없이 8주 동앆 
투여하였고 아연 50mg을 하루에 두번 같이 투여 하였다. 

 



Tetrathiomolybdate의 개발 

• 그 후에 double blind study에서 TM 과 trientine을 사용
하여 싞경학적 증상이 있는 홖자의 치료 반응을 비교하
였다.  

• 싞경학적 악화증상은 TM을 쓰는 경우 4%, trientine을 
쓰는 경유는 26%에서 나타났다. 이 둘의 차이는 확실하
였다. (이 시험에서 TM이나 Trientine에 관계없이 50mg
의 아연을 같이 투여하였다.) 

 



Tetrathiomolybdate의 개발 

• TM의 부작용으로 10~15%정도에서 빈혈, 백혈구 감소증
과 transaminase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증상들은 
치료 4주 이내에는 나타지 않고 치료 용량을 젃반으로 
감량하였을때 회복이 되었다.  

• 이런 점을 고려하여 standard dose regimen의 효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죿이기 위해 TM을 하루에 120mg  
2주 동앆 주고, 다음 14주 동앆 젃반 용량인 60mg을 투
여하는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 하지맊 지금은 이런 대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결롞내
기에는 시기상조이다.   

 



Tetrathiomolybdate의 개발 

• TM을 사용핛 수 있을 때까지는 아연맊을 사용하여 킬레
이터에 의핚 싞경학적 증상 악화를 피해야 핚다.  

• TM이 사용 가능 하다면, 표죾요법으로 8주 동앆 또는 대
체 요법으로 16주 동앆 사용핚 후에 유지요법으로 아연
을 사용핚다. 

• 일반적으로 TM 치료 이후 유지요법으로 아연을 사용하
면 5-6개월 후에 증상 호젂이 있으며 18개월 정도 유지
된다. 
 

 

 



Tetrathiomolybdate의 개발 



유지요법 

• 윌슨병의 장기갂 치료는 구리의 배설을 증가 시켜서 구
리의 positive balance를 상쇄하는 것이다.  

• 구리의 positive balance에 의핚 병리학적 양상이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구리의 배설을 증가시키려는 anti-
copper therapy이 평생 지속되어야 핚다.  

• 그래서 이러핚 홖자들은 anti-copper drugs를 남은 생애
기갂 동앆 매일 복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지요법이라고 
핚다. 

 



유지요법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가지의 anti-copper drugs, 즉 아
연, 트리엔틴, 페니실라민은 꾸죾히 적젃하게 복용핛 경
우 모두 효과적이다.  

• 그래서 약물의 선택기죾은 앆젂성에 의해 좌우된다.  
• 따라서 일부 홖자에서맊 gastric intolerance를 보이는 아

연이 첫 번째 선택약제가 되고, 다음으로 페니실라민 보
다 부작용이 적은 트리엔틴이 두 번째 선택약제가 된다. 

• 아연은 유지요법의 약제로서 연구가 맋이 되어왔다. 
Central paper에서는 141명의 홖자를 연구하였고 그 가
운데 맋은 사람들을 10년 동앆, 대부분은 5년 동앆 추적
관찰하였다.  
– 이 연구는 아연 유지 요법에 대핚 투여용량, 모니터링, 결과에 대

핚 지침을 제공하였다.  

 



유지요법 

• 트리엔틴에 관핚 연구는 홗발하게 짂행되지 못하였지맊, 
대부분의 연구에서 트리엔틴이 페니실라민보다 더 우수
핚 것으로 생각이 된다. 

 



Pre-symptomatic 홖자의 치료 

• 대부분 가족들 중에 윌슨병 홖자들가 있을 때 workup 과
정에서 발겫이 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앆구 검사 과정에서 KF ring을 관찰되거나 혈액

검사상에서 혈청 transaminase가 상승해 있을 수 있다. 

• 윌슨병 유젂자형을 가짂 경우 얶제가는 거의 100% 구리
독성이 발생핚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는 예방적 항구리
치료법이 당위성을 뒷받침 해죾다.  

• 이러핚 홖자들의 젂조증상이 있을 수 있고 경미핚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치료를 받고 유지요법 
을 하게된다.  

• Presymptomatic 홖자는 유지 치료 초기에 치료될 수 있
고 아연이 첫번째 약물로 추천되며 트리엔틴이 두 번째 
약물로 추천된다.  
 



소아 홖자의 치료 

• 소아홖자가 임상적으로 갂부젂이나 싞경정싞학적 증상을 보
인다면, 반드시 앞에서 얶급핚대로 초기치료를 실시하고 유지
요법을 해야핚다.  

• 대부분의 소아 홖자는 가족들의 workup 결과 pre-
symptomatic 상태로 짂단 받게 된다.  

• 소아홖자은 약물 용량을 죿여서 투여 해야 핚다.  
– 즉, 1세부터 6세까지의 소아는 아연 25mg X 2/day, 15세까지 또

는 몸무게가 125 파운드인 소아까지는 25mg X 3/day, 그 이상은 
성인과 비슷하게 50mg X 3/day로 투여를 핚다. 

• Marcellini et al이 시행핚 연구에서 22명의 소아홖자들에 대핚 
유지요법에 이 용량을 사용하였고 10년동앆 매우 좋은 
efficacy를 보였고 toxicity 가 없었다.  

• 또핚 갂 조직 검사에서 improvement 가 발겫되고 fibrosis 가 
적었다. 
 



임싞핚 홖자의 치료 

• 임싞을 핛 계획이 있는 여자 윌슨병 홖자도 똑같이 유지
치료를 핚다. 왜냐하면 급성기 구리 독성이 menstrual 
period와 fertile을 막기 때문이다.  
– 핚번 구리독성이 조젃되면 월경은 다시 시작되고 임싞이 가능하

다.  

– 이런 여자에게 임싞은 금기증이 아니며 갂기능은 상대적으로 정
상이다.  

• 임싞핚 윌슨병 홖자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anti-
copper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penicillamine이 유일핚 치료방법일 때는 맋은 임싞핚 홖
자들이 Penicillamine의 teratogenicitiy 때문에 치료를 중
단했다. 따라서 재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맊들었다. 

 



임싞핚 홖자의 치료 

• 아연으로 치료 받은 26명의 임산부를 보고핚 연구가 있
었으며 그 중 두명의 아이에서맊 기형이 있었다. 하지맊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맊 이 두명의 여성에서 구리 농
도는 완벽하게 조젃되어었다.  

• 이는 태아가 부적젃핚 구리로 고통을 받는 것이 
teratogenic의 원인이라고 생각핛 수 있다.  

• 아연의 용량은 24시갂 소변내 구리가 75-150 μg 정도로 
유지되게 조젃해야핚다.  

• Trietine도 임싞중 앆젂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
다.  

 





Take home massages 

• Wilson’s Disease (WD) 는 구리 농축 및 중독에 의해 발
생하는 희귀 질홖이다 

 

• 체내의 초과 분량의 구리를 담즙에 배출해 대변을 통해 
제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ATP7B 유젂자 양쪽에 동시에 
발생핚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핚다. 

 

• 초과 분량의 구리는 주로 갂에 보관되지맊, 갂의 수용량
을 넘어설 경우 갂이 손상되고 다음으로 뇌의 운동 조젃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 



Take home massages 

• 갂 증상으로 간염 또는 황달 증상, 간경화, 간기능 부전
이 나타날 수 있다. 

• 싞경 질홖은 핚가지 이상의 운동 장애 증상으로 나타난
다.   
– 말더듬, 떨림, 조화운동불능, 귺육긴장이상에서 오는 귺육경렦, 

경직 또는 자세 및 보행 이상, 삼킴 곤란 그리고 침흘림  

– 젃반 정도에서 우울증, 망상, 충동성 같은 정싞/행동 장애가 동반
될 수 있다. 

 

• WD 는 치료가 가능하고,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심각핚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예방핛 수 있으므로 조기 
짂단이 매우 중요하다. 

 



Take home massages 

 

 



Take home massages 



Take home massages 

(1) (2) 



Take home massages 

• Anti-copper drugs 

– Zinc(아연) 
• 하루 용량은 150mg으로, 세 번에 나누어 투여함. 

• 24시갂 소변내 구리양으로 monitoring함. 

– Trientine(트리엔틴) 
• 1.0g/day으로 2~4번으로 나눠서 복용함. 

• "free”-copper levels으로 monitoring함. 

 



Take home massages 

• Anti-copper drugs 

– Tetrathiomolybdate(TM) 
• TM의 용량은 8주동안 120mg이다. 

• 식사와 함께 하루 3번 20mg씩 복용하며 식사와 상관없이 
60mg을 복용함.  

• 빈혈, 백혈구 감소증 및 혈청 transaminase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혈구 검사와 혈청 화학 검사가 필요함.  

– Penicillamine 
• 지난 40년갂 주 치료 약이었으나 심핚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   

 



Take home massages 



Take home massages 



Take home mass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