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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병은 구리와 membrane-binding ATPase 

(ATP7B)의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염색체 열

성 유전을 보이는 질환이다.
1
 비록, 유전적 이상은 교정

할 수 없지만, 체내의 구리를 제거하는 치료로 증상의 발

현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2,3 Penicillamine은 

윌슨병 치료제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나지만, 부작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4 윌슨병 환

자에서 penicillamine 치료의 부작용으로 유방 비대가 발

생하는 것은 극히 드물며,
5
 아직까지 국내 보고는 없다. 

저자들은 penicillamine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유방 비대

를 보인 윌슨병 환자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윌슨병을 진단 받은 23세 여자가 penicillamine 치료 

후 심각하게 비대해진 양측 유방을 주소로 입원하 다. 

환자는 내원 12년 전 황달, 복수, 복부 통증, 소변색의 

변화 등을 주소로 타 병원을 방문하여, 간 조직검사를 통

해 윌슨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

었고, 간기능 이상으로 인한 상기 소견들은 penicillamine 

치료를 시작하면서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7년 경과 후, 

환자는 얼굴에 털이 많이 나면서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

림을 받게 되어 penicillamine을 자의로 중단하 다. 

Penicillamine을 중단한 4년 후부터(환자 나이 22

세), 환자는 발음이 어둔해지고 보행할 때 불편함을 

느껴 타 병원을 방문하 고, 윌슨병 치료를 위해 다시 

penicillamine (750 mg/day) 복용을 시작하 다. 또

한 윌슨병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으로 나타난 근긴장

이상의 치료를 위하여 trihexyphenidil (7.5 mg/day), 

clonazepam (1.5 mg/day), baclofen (30 mg/day)을 같이 

복용하 다. Penicillamine 치료를 다시 시작한 지 8개월 

후 환자는 유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환

자의 유방은 내원하기 전까지, 4개월간 계속해서 커졌으

며, 브래지어 크기는 C컵에서 가장 큰 스포츠 브래지어

를 착용할 정도로 비대해졌다(Fig. 1A). 

내원 당시, 환자는 유방이 너무 커서 보행할 때는 손

으로 자신의 유방을 받치고 걸어야 했다. 양측 유방은 홍

반성이었고 촉진 시 미약하게 열감이 있었으며 통증을 

호소하 다. 통증은 생리 기간 중에 가장 심했고, 생리 

기간이 지나가면 감소하는 소견을 보 다. 유두 분비물

은 관찰되지 않았다. 가슴둘레는 42인치로 측정되었다. 

환자는 거대한 유방 외에도 약간의 잇몸 비대와 얼굴의 

다모증이 관찰되었다. 환자의 생리는 30일 간격으로 규

칙적이었고 비정상 소견은 없었다. 신경학적검사에서는 

심한 구음장애와 양 팔의 근긴장이상이 관찰되었다. 특

히 우측 팔의 근긴장이상이 심하여 운동을 시작하면 항

상 우측 팔을 위로 향하여 들고 있는 자세를 취했다. 다

른 뇌신경, 근력, 감각, 소뇌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말

초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심전도 및 흉부 X선검사는 

단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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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상이었다. 혈청 ceruloplamin은 <1.8 mg/dL (정

상＝16.5∼31.5 mg/dL), 혈청 구리는 9.0 g/dL (정상＝7

0∼155 g/dL), 24시간 소변 내 구리는 121 g/day (정상＝

15∼30 g/day) 다. 간기능검사와 혈청 에스트라디올

(estradiol), 프로게스테론 (progesterone), 황체화호르몬

(LH), 난포자극호르몬(FSH), 갑상선자극호르몬(TSH) 

등도 모두 정상이었다. 프로락틴 (prolactin)은 37.9 

ng/ml (정상, ≤15 ng/ml)이었다. 뇌자기공명 상의 T2

강조 상에서는 양측 전장 (claustrum), 기저핵, 시상, 중

뇌에 대칭성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었다(Fig. 1B). 세극등

검사에서는 Kayser- Fleischer 환이 양측 각막에서 관찰

되었다. 복부 초음파검사에서는 미약한 간경화와 비장비

대가 관찰되었다. 좌측 유방의 조직검사에서 선 조직과 

섬유조직의 증식만 관찰되었고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다.

윌슨병 치료를 위하여 penicillamine은 중단하고 

trientine (500 mg, tid)을 시작하 다. 근긴장이상의 치

료를 위하여 trihexyphenidil (10 mg, tid), diazepam (7.5 

mg, tid)을 같이 투여하 다. 환자는 추적 조사 1개월 동

안 더 이상 유방 비대가 진행하지 않았고, 통증도 약간의 

호전을 보 다. 

고  찰

본 환자는 penicillamine 치료의 부작용으로 심하게 

비대해진 유방을 보인 환자로 국내에서 처음 보고되는 

환자이다. Penicillamine으로 인한 유방 비대는 류마티

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경피증(scleroderma), 

염증성 다발성관절염(inflammatory polyarthritis), 선

천성 시스틴뇨(congenital cystinuria), 스틸씨병(Still's 

disease)에서 극히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
6,7 
윌슨병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오직 한 명의 미국인 환자만이 

penicillamine의 부작용으로 거대 유방이 발생했다고 보

고되었다.
5
 그러나 이 환자는 penicillamine만으로 인하

여 유방 비대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모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면서 유방 비대가 발생한 

환자 다. 본 환자는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한 과거력이 

없었고, 유방 비대를 일으킬만한 다른 약물을 복용한 과

거력도 없었다. 또한, 유방 비대를 일으킬만한 다른 질

환, 즉 양 결핍, 호르몬의 불균형, 당뇨, 말단거대증, 알

코올중독, 갑상선 질환 등도 본 환자에서는 없었다. 또한 

간기능검사도 정상이었고,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보인 간

경화 소견도 미약했기 때문에, 본 환자에서 보인 유방 

비대가 간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 환자의 계속해서 비대해지던 유방은 peni-

cillamine을 중단한 후 지속적인 비대는 멈추었고 통증

도 감소하 다. 이런 소견들을 종합해 보면, 본 환자에서 

보인 유방 비대는 간기능 이상 등을 비롯한 다른 원인 

보다는 penicillamine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환자에서 보인 잇몸 비대도 유방 비대와 같은 맥락

의 penicillamine 부작용으로 생각된다.
5
 또한 본 환자가 

처음 penicillamine 복용 도중, 이를 중단하게 된 원인이

었던 얼굴의 다모증도 penicillamine의 부작용으로 드물

게 보고되고 있다.
5
 한편, 왜 본 환자에서 내원 12년 전 

Figure 1. (A) Photograph of the patient. Bilateral breasts are significantly enlarged, along with erythematious skin color change. (B) 
Brain MRI of the patient. T2-weighted MRI shows hyperintensities in bilateral claustra, basal ganglia, and thal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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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윌슨병을 진단 받고 penicillamine을 복용했을 때는 

유방 비대가 발생하지 않았고, 1년 전 다시 penicillamine

을 복용했을 때 유방 비대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

다. 다만, penicillamine 복용을 처음 시작할 때의 환자 

나이는 11세 고, 다시 복용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22

세 기 때문에, 성 호르몬의 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Penicillamine이 유방 비대를 나타내는 기전은 아직 

잘 모른다. 일부 학자들은 penicillamine에 의하여 유방 

조직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5 본 환자는 유방조직검

사에서 선 조직과 섬유 조직의 증식을 보 다. 따라서, 

penicillamine에 의하여 유선 조직의 성장인자에 대한 유

방 조직의 이상 반응이 유도되어 유방 비대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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