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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에서 발생되는 우해면상 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일명 광우병(mad cow disease)과 사람

에서 발생되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new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nvCJD), 일명 인간 광우병은 변형

된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변형된 프리온 단백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는 사

람의 경우 쿠루(kuru),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 

Jakob Disease, CJD), 저스만 스트라우슬러 쉥커병(Gerst-

mann-Sträussler-Scheinker Syndrome; GSS)과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Fatal Familial Insomnia; FFI) 등이 있으며, 동물의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에서 발생되는 스크래피(Scrapie), 

밍크에서 발생되는 전염성 밍크 뇌병증(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TME), 사슴에서 발생되는 만성 소

모성 질환(Chronic Wasting Disease; CWD) 등이 있다.
1)

  사람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프리온 질환인 1) 크로이

츠펠트 야콥병은 독일의 신경과학자인 크로이츠펠트

(Creutzfeldt HG)와 야콥(Jakob AM)에 의해 1920년대에 처

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발병한다. 이 질병은 4가지 형태 중 한 

가지로 발생하는데,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sporadic CJD; sCJD)은 발병하는 모

든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중에서 85%를 차지한다(표 1). 

2) 가족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전체 크로이츠펠트 야

콥병의 10∼15%를 차지하며, 이 경우는 프리온 단백을 

코딩하는 유전자(prion protein gene, PRNP)에 특이적인 돌

연변이가 나타난다(그림 1). 의원성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iatrogenic CJD; iCJD)은 전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1~2%를 차지하며 과거에는 환자의 뇌하수체에서 유래

된 각종 성장 호르몬제제를 주사로 맞을 경우 발생하

으나, 최근에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린 사람을 수

술한 수술 도구 등의 재사용, 또는 환자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장기이식 등으로 발병한다(표 2). 마지막으로 

최근 새로 분류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nvCJD)은 

우해면상 뇌병증에 걸린 쇠고기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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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광우병과 변종 CJD 환자가 아직까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된다

면 변종 CJD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

람들의 식습관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쇠고기뿐만 아니라, 소의 내장, 골 및 소의 뼈까지도 식재료로 사용

하는 민족이며, 또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 시 변종 CJD에 걸릴 확률이 제일 높은 유전형질인 프리온 

유전자 코돈 129에 메티오닌/메티오닌 동형접합체를 정상인의 94.33%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내 광우병의 발생을 철저히 막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람 및 동물의 프리온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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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human prio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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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성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산발성 치사적 불면증

유전성 가족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저스만 스트라우슬러 쉥커병과 8개 
  펩타이드 반복지역에서 삽입돌연
  변이와 관련된 프리온 질환
치사적 가족성 불면증

인간으로부터 감염 쿠루

소로부터 감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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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새로운 형태의 CJD로 보고되고 있다.2)

프리온 단백의 유래

  프리온 질환들은 전염성 감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자현미경하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에 감염을 나타내는 바이러스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바이러스 구조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바이러스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특징

(예; 고압․고열 멸균 및 자외선에 의한 멸균법에 의한 

감염인자의 사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질환의 

일부는 감염성이면서 유전적으로 유발되기도 하는 매우 

특이한 질환군이며 현재까지 이 병원체에 대한 가설로

는 바이러스(virus), 바이리노(virino), 프리온(prion) 가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중 프리온 가설이 최근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3)

  1981년 팻 머쯔(Pat Merz)에 의해 프리온 질환에 걸린 

동물의 뇌조직으로부터 전자현미경상에서 특징적인 이

중나선의 섬유상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스크래피에 걸

린 동물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므로 scrapie-associate fibril 

(SAF)이라 명명되었다.
4)
 이러한 SAF는 동물의 여러 프리

온 질환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프리온 질환의 뇌조직에

서도 발견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SAF가 프리온 질환의 

병원체인지, 아니면 질병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병리적 

산물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모든 프리온 질환에서 공

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SAF의 검출은 프리온 질환의 

진단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1982년 데이비

드 볼튼(David Bolton) 및 프루시너(Stanley Prusiner)에 의

해서 스크래피에 감염된 실험동물의 뇌조직에서 병원체

를 찾기 위해 감염력이 높은 분획을 분리하던 중 27~30 

kDa 크기의 단백질 분해효소인 proteinase K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프리온 질환은 이들 단백

질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

으며 이를 프리온이라고 명명하 다.5,6) 그 후 분자생물

학의 발전에 따라 프리온 단백은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

체의 유전자에서 유래한 이종단백이 아니라 사람의 경

우 20번 염색체에서 유래하는 내인성 단백으로 밝혀졌

다. 프리온 단백은 정상인에서 33 kDa 정도의 크기를 가

지며, 세포막의 일부로 존재하여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

(예; 신경전달물질, 항산화 기능 등)에 필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이는 PrPC (cellular prion protein)라고 명명되었

다.
7,8)

 PrP
C
는 단백분해효소를 처리하면 모두 절단되어 

소실되며 전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반면에 프리온 질환에 걸린 뇌조직에서 분리한 프리

온 단백은 정상인과 같은 크기의 단백이지만 단백분해

효소를 처리했을 때 모두 절단되어 소실되지는 않고, 아

미노 말단에서 4 kDa 정도가 절단되어 단백분해효소에 

부분적인 저항성을 나타내며 27~30 kDa 정도의 크기와 

14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중간 부분의 단백이 검

출된다. 이같이 프리온 질환의 뇌조직에서 검출되며 단

백분해효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27~30 kDa 크기의 프

리온 단백은 PrPSc (scrapie prion protein)라고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PrPC와 PrPSc 사이의 차이점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는 DNA 염기서열, mRNA 

발현 정도 및 아미노산 배열순서 등에서 전혀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이들 두 프리온 단백이 3차

원적인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만이 밝혀져서 해독 

후 변형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PrPC와 PrPSc

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다. 앞에서 언

급하 듯이, 인간의 프리온 질환 중 10∼15%는 유전적

으로 발생되는데 CJD 중 가족성 CJD 그리고 GSS, FFI는 

특정 가계에서 유전적으로 발생하며 이들 환자들은 프

리온 단백을 코딩하는 PRNP 유전자에 특이적인 돌연변

이가 나타난다(그림 1).9)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정

상인의 경우 PRNP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polymorphism)을 나타내는데, 특히 현재까지 발생

된 모든 변종 CJD 환자들은 코돈 129번이 메티오닌/메티

Table 2. Routes of iatrogenic transmission of C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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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원 보고된 발생건수 잠복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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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수술도구  5  12~28
뇌파 전극  2  16~20
뇌경막 이식 120  18~216
각막이식  4  16~320
인간 성상호르몬 142 550~456
인간 성선자극호르몬  5 1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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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ion protein gene (PRNP) polymorphisms (upper) and 
mutations (lower) in the normal population and prio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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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닌(M/M)의 동형 접합체(homozygote)를 가진 사람에서

만 발생됨에 따라 본 유전자 다형성이 프리온 질병의 감

수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10)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국의 경우 일반인의 

36.79% 정도만이 M/M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상인의 94.33%에서 M/M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노출 시 변종 CJD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표 3).11)

광우병의 발생 현황

  1985년 국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처음 발견

되었으나 공식적인 확인은 1986년 11월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의 99%는 국에서 발견되었

으나 그 외 많은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어오다가 최근 캐

나다와 미국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우리와 제일 가까운 일본에서 현재까지 11마리의 광우

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 국의 경우 2004년 1월 현

재 18만 3,616마리의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으며 

제일 발생빈도가 높은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는 일

주일에 1,000마리 정도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으

나 최근에는 일주일에 30마리 정도가 발견되어지고 있

다. 광우병 발생 초기에는 광우병이 인간에 감염될 가능

성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1995년에 새로운 질병양상을 

보이는 CJD 환자가 국에서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1996

년 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변종 CJD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전 세계가 광우병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12)

  국에서 광우병의 발병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

았지만, 1980년대까지 국에서는 소의 사료 제조과정 

중에 동물에서 유래된 각종 성분(예; 단백질, 미네랄 등)

을 첨가물로 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 변형된 프리온 단

백이 첨가되었고 이로 인해 소에서 광우병이 유발되었

다고 추정되고 있다. 1988년부터 국은 소의 사료 제조

과정에 동물성 성분의 첨가를 금지시켰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소의 사료에 동물성 성분의 첨가를 금지시

키면서 국에서의 광우병 발병 정도는 최근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일체의 동물성 성분이 첨가

되지 않은 사료를 섭취한 2년 이하의 젊은 소에서 광우

병이 발병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형 프리온 단백의 양상

이 기존 광우병에서 발견되는 변형 프리온 단백의 특성

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변형 프리온 단백이 나타

남으로써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아마도 

이는 기존 광우병의 유발 변형 프리온 단백이 새로운 형

태로 변형되었을 가능성과 혹은 매우 드물게 원래 소에

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광우병이 발병되었으나 그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도살되는 

모든 소에서 광우병 유무를 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연히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추측 상태이며, 새로운 광우병 유발 변형 프리온 

단백의 출현에 대한 확실한 발병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된다. 

산발성 CJD와 변종 CJD의 임상소견

    1. 산발성 CJD 임상소견

  산발성 CJD의 경우 발병되는 연령의 범위는 성별에 

관계없이 같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대부분 60∼70세에 

주로 발병한다. 질병 후기에는 비교적 특징적인 임상증

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CJD 환자에 대해 임상경험이 있

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산발성 CJD로 진단하기에는 어

려움이 없다. 그러나 질병 초기에는 매우 다양하고 비특

이적인 증상을 나타냄으로써 진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산발성 CJD 환자의 약 25%는 특징적인 임상증세가 

나타나기 수주 또는 수개월 전부터 비특이적인 증세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비특이 임상증세로는 원인불명의 

신체의 무력감과 허약감, 식욕의 변화, 수면습관의 변화, 

체중감소,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퇴와 일시적인 시간 및 

장소의 혼동, 환각, 감정장애 등을 보인다. 신체적인 증

상으로는 시각장애, 어지러움증, 균형장애와 수족의 감

각장애도 자주 나타나는 전구증상의 하나이다. 또한 기

억력과 공간 지남력의 장애가 점차 심해지면서 우울증

이나 감정장애를 포함하는 행동장애로 병원을 찾게 되

는 것이 전형적인 환자들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특이적 전구증세를 보이다가 점진적으로 수

주 내지 수개월에 걸쳐 점차 진행되는 신경학적 증상들

Table 3. Polymorphisms of PRNP at codon 129 in the nomal 
population and in prio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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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돈 129 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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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M/V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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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국; n=106) 36.79 50.94 12.27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국) 71 15 14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국) 100 - -
정상인(한국; n=529) 94.33 5.48 0.19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한국) 100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Yong Sun Kim: Mad Cow Disease and New Variant Creutzfeldt Jacob Dise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가정의학회지512

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부 환자들은 매우 급속하게 증

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진단

에 많은 혼동이 있게 된다.

  특징적인 신경학적 증상들로는 아급성의 진행성 치

매, 근경련(myoclonus), 특징적인 주기성 뇌파 소견(perio-

dic triphasis complexes)과 뇌척수액에서 14-3-3 단백질 양

의 증가 그리고 MRI 촬 에서 대뇌피질 부위에서 증가

되는 시그널이 자주 나타난다. 후기에 들어서면서 보행 

실조증, 현훈증, 안구진탕 등이 자주 나타나게 되며 특히 

외부자극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근경련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거의 모든 환자는 발병 

후 6개월에서 일년 이내에 사망한다.

    2. 변종 CJD 임상소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변종 CJD의 발생 사례가 보

고되고 있지 않아 국에서 발병되었던 변종 CJD 환자

의 임상자료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종 CJD 환자의 경우는 산발성 CJD와는 달리 20∼30

세에 주로 발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증세도 산발

성 CJD와는 완연히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초기에는 주로 우울증, 불안감, 성격의 변화, 초조감, 

공격성향, 무감동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인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보통 6개월 가까이 지속된다. 대부분의 환자들

은 이런 정신적인 증세를 나타낼 때부터 인지기능의 장

애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초기에 환자들이 정신과를 주

로 찾았고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다.

  신경과적인 증세는 평균적으로 성격 및 정신적인 증

상을 나타낸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에 나타나는 신경과적인 증세는 팔, 다리의 감각이

상 증세가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통증과 함께 나타나기

도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초기증세로 구음장애, 미각

장애, 시력기능 이상증상들이 나타나 안과 등을 찾는 환

자들도 있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경과적인 증세

는 빠르게 나타나는 운동 실조증이며 대부분의 환자들

이 운동 실조증과 더불어 이상 운동증을 나타낸다. 이상

운동증으로는 근경련(myoclonus), 무도증(chorea), 근긴장 

이상증(dystonia) 등이 있다. 그외 질병이 진행되면서 인

지기능의 장애, 소변장애, 점진적인 운동력 상실, 무언증 

등이 나타나고 대부분 임상증세 발현 후 평균 14∼16개

월 사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발성 CJD와 변종 CJD의 병리기전

    1.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sCJD)의 병리기전

  산발성 CJD는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

년에 100만 명당 한 명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사람에서 

발병되고 진단되는 프리온 질환으로 가장 일반적인 인

간 프리온 병에 해당된다. 산발성 CJD의 발병원인이 밝

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뇌 내에서 PrPSc의 자연발생

적인 변형 또는 형성의 임의적인 발생의 결과로 이 질환

이 발병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Case-control 연구에서 직

업이나 식생활과 같은 역학적인 요인을 찾지 못했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산발성 CJD가 과거 수술(not specially 

neurosurgery)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PRNP의 

유전자 분석은 대개의 산발성 CJD 환자의 경우도 codon 

129번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메티오닌 동형

접합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발

견은 다른 인종의 그룹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긴 하

지만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의 유의성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산발성 CJD 환자들에 대한 최

근 연구에서 임상적 신경병리학적인 표현형(phenotype)

과 PNRP codon 129번째의 유전자형(genotype), 그리고 

Western blot 분석에서의 PrPSc isotype들 간의 연관성이 밝

혀지고 있다. 단백 분해효소에 대한 PrP
Sc
의 저항성은 프

리온 질환의 병리학적인 특성을 생화학적으로 검출을 

가능토록 하는 기초가 되었다. 환자의 뇌조직 균질액을 

PrP에 대한 항체로 Western blot 분석을 했을 때, PrP
Sc
를 

포함한 조직시료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처리한 후에도 

면역반응을 나타내는데 당화(glycosylation)의 패턴에 따

라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처리 후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면역반응성을 가진 단백질 조각의 크기는 PrPSc의 

isotypes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뚜렷이 구별되는 임상

적인 특성 외에도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genotype 내지

는 isotype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 주된 PrPSc isotypes으로 구별되고 있다(그림 2).10) 

    2. 변종 CJD (nvCJD)의 병리기전

  1996년, 국의 국립 CJD 감시국(Surveillance Unit)에 의

해서 이례적인 임상적․생물학적․병리학적 특징을 보

이는 새로운 형태의 프리온 질환이 발견되었다. 후에 본 

질환이 광우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현재까지 

150여 명의 환자가 변종 CJD로 판명되었다.
12)

 

  앞에서 언급하 듯이 임상적으로 매우 젊은 나이(평

균 27세, 12세에서 74세 범위)에 발병하며, 병의 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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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13개월)과 임상증세가 기존 산발성 CJD와는 많은 차

이를 나타낸다. 증세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신병적 또

는 감각기능의 이상증세를 보이고, 이어서 심각한 진행

성 운동실조, 추체외로(extrapyramidal)와 추체징후(pyra-

midal sign), 그리고 일부의 경우 심각한 치매로의 진행을 

나타낸다. 변종 CJD에서 뇌파는 정상이 아니지만 산발

성 CJD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특징적이지는 않다. MRI

(자기공명 상법) 검사소견상 뒤쪽 시상(thalamus) 부위

에서 대칭적으로 hyperintensity (pulviar sign)가 특징적으

로 나타나며, 현재 변종 CJD의 임상적 진단기준으로 이

용되고 있다. 

  뇌척수액에서 14-3-3 단백질의 분석은 산발성 CJD와

는 달리 변종 CJD에서는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

하고 있다. 병리학적으로, 변종 CJD는 대뇌피질과 소뇌

에 광범위한 아 로이드 플라크(amyloid plaque)가 나타난

다. 이들 병변은 방사형으로 아 로이드 섬유다발을 가

지는 호산성 아 로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둘레의 주변 

부위에 스펀지 형태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플로

리드 플라크(florid plaque)와 별도로, 다른 변종 CJD의 신

경병리학적 특징은 광범위한 PrPSc의 축적이 작은 다발 

플라크가 확산된 플라크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미상핵

(caudate nucleus)과 조가비핵(putamen) 해면상변화(spon-

giform change)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시상의 posterior nu-

clei에서 광범위한 신경세포의 소실과 교세포 증식증

(gliosis)이 나타나며 이 부위가 MRI상에서 이상을 보이는 

부위이다. 변종 CJD에서 뇌조직을 Western blot 분석해 

보면, diglycosylated PrPSc isotype band와 19 kDa에 해당하

는 unglycosylated PrP
Sc
 isotype band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그림 2). 이들 프리온 단백의 당화현상(glycosylation 

pattern)은 BSE에 감염된 소와 BSE에 감염된 다른 종(예를 

들면, 고양이와 같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13)

  인류가 BSE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경로가 구

강이기 때문에, 이 질환의 말초 발병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추신경계 이외의 다른 조직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PrPSc는 편도, 림프 결절, 비장, 흉선을 포함하는 

림프조직의 배중심(germinal center), 그리고 충양돌기

(appendix)와 소장에서 장과 관련된 림프조직 내에 있는 

follicular dendritic 세포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

과에 기초하여, 편도 생검이 변종 CJD로 의심되는 환자

에서 특징적인 MRI 변화가 없을 때, 중요한 진단 검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변종 CJD 환자

의 비장과 편도에서 감염성이 확인되었지만, 감염성 정

도는 뇌조직에서보다 2~3배 정도 낮았다. 아직까지 잠

정적인 변종 CJD의 발병 가능 정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불확실하다. 변종 CJD로 판명된 모든 환자가 PrP 유전자

에서 129번에 위치하는 메티오닌(methione)이 동형접합

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발생은 특정 유전자형에 국한

된다. 그러나 129번에서 methionine/valine 이형접합을 가

지는 개체에서의 발병이나 또 다른 유전적 그룹(잠복기

가 긴)에서의 발병 또한 오랜 잠복기 후에 나타날 가능

성이 충분히 있다.14)

진      단

  인간 프리온 질환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예비진단

은 신경학적인 평가와 뇌파전위기록장치(electroencepha-

lograph, EEG)를 통한 뇌파의 분석, 자기공명 상(mag-

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통한 분석과 뇌척수액

(cerebrospinal fluid, CSF)에서 14-3-3 단백질의 존재를 조사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

을 위해서는 뇌조직 생검(brain biopsy)을 통하여 현미경

하에서 해면상 뇌병증(spongiform encephalopathy)을 관찰

한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확진은 일반적으로 환자

가 사망한 후에 부검(autopsy)을 통해 이루어진다. 뇌의 

해면상 변화, 신경세포의 소실(neuronal loss), 별아교세포

증(astrocytosis), 뇌실질의 공포화(vacuolation) 및 매우 드물

게 아 로이드 플라크(amyloid plaque)를 포함하는 신경병

리학적인 특징 등을 검사하고, 면역조직화학염색법(im-

munohistochemistry)과 웨스턴 블럿(western blot)을 통하여 

Figure 2. Western blot analysis. (A), western blot analysis of PrP 
in variant CJD brain tissue with (+) or without (-) prior 
digestion with proteinase K. (B) western blot anlysis of PrPres in 
sporadic (s) and variant (v) CJD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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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ase K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변형된 감염성 프리온 

단백(PrPSc)의 검출 및 전자현미경 실험을 통한 scrapie- 

associated fibrils (SAF)를 관찰함으로써 확진된다. 변종 크

로이츠펠트 야콥병의 진단과정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뇌파 전위 기록장치를 

이용한 결과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린 환

자는 일반적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환자의 특징적인 

뇌파소견인 periodic sharp wave complex (PSWC)가 나타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척수액에서 14-3-3 단백의 검출 

빈도도 산발성 CJD에 비해 매우 낮다. 산발성 크로이츠

펠트 야콥병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구별하는 

가장 큰 신경병리학적 차이는 아 로이드 플라크이다.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환자의 신경병리 소견에서는 

대부분 아 로이드 플라크가 발견되며 주로 대뇌(cere-

brum)와 소뇌(cerebellum)에 데이지 꽃 모양의 플라크(flor-

id palque)가 해면상 변화가 있는 주위에 광범위하게 분포

한다. 

국내에서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발생 현황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는 한국 국립보건원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NIH)에 의해 2001년 

5월 한국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센터(Korea CJD Di-

agnostic Center, KCJDC)로 지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전

국 병원에서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의심된 139명 환

자의 혈액과 뇌척수액을 받았으며, 이들 중 20명의 환자

에 대해서는 뇌조직 생검 혹은 부검이 이루어졌다.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진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여 최종 79명의 환자를 probable 

혹은 definite case의 CJD로 진단하 다(표 4).

    1. 뇌 조직에서 PrPSc의 관찰 및 신경병리학적인 증상

  20명의 뇌조직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면역조직화학염

색법을 통하여 14명의 뇌조직에서 해면상 변화, 별아교

세포증 및 PrPSc를 관찰할 수 있었고(그림 3), 웨스턴 블럿

을 통해서 27∼30 kDa의 proteinase K에 저항성을 가지는 

PrPSc가 검출되었다(그림 4). 즉 이들 실험을 통해서 현재

까지 그동안 국내에서 14명의 definite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 환자를 확진하 다.

    2. 뇌척수액에서 14-3-3 단백의 검출

  139명 환자들의 뇌척수액에서 웨스턴 블럿을 통하여 

14-3-3 단백의 검출을 조사한 결과 모두 79명의 환자들

에서 14-3-3 단백이 양성으로 검출됨으로써 probable CJD

로 진단되었다(그림 5).

Table 4. Incidence of CJD patients during last 5 years in Korea.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현재 합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JD 검체의뢰 환자수 7 3 16 36 61 16 139 
CJD 판정 환자수 4 2 6 18 38 1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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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oradic CJD, microscopic fetures (A), spongiform change in cerebral cortex. (B), Immunohistochemistry findings of PrPSc in 

activated astrocyte. (C), PrP
Sc amyloid pl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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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온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Probable 또는 definite CJD로 진단된 75명의 환자들이 

산발성 CJD인지 혹은 가족성 CJD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들의 혈액에서 프리온 유전자(PRNP)를 증폭한 다음 

자동 DNA 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하여 돌연변이가 존재

하는지를 조사하 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CJD에

서는 가족성 CJD로 의심되는 경우가 한 건이 발견되었

으며, 대부분 산발성 CJD로 진단되었다. 코돈 129번에서 

다형성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진단된 CJD 환자들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표 3, 그림 6).

질병예방, 감염체 제거 및 치료기술 개발 연구

  CJD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므로 정확한 예방법

을 찾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유전형태로 발생되는 

가족형 CJD나 오염된 수술도구나 치료용 각종 제제에 

의해 발생되는 의원성 CJD를 제외한 대부분의 CJD는 감

염성 프리온 단백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강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특히 변종 CJD

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나 소의 부산물의 섭취를 통해 

감염되므로 우리의 식습관 중 소의 뇌나 척수 등을 생식

하는 식습관은 근절되어야 한다.

  프리온 질환 병원체는 통상적인 멸균 및 오염제거 방

법에 대해 강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비이온화물인 각종 

세정제, 즉 크로린 디옥사이드(chlorine dioxide), 알코올, 

과망간산 칼륨, 과산화수소, 알데히드, 자외선 그리고 에

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는 감염체 제거에 전혀 향

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134
o
C에서 적어도 18분 또

는 일반적 자동멸균 조건(121oC, 15파운드 수증기 안, 20

분)에서는 1시간 정도 자동멸균, 또는 1 몰농도(mol/L)의 

NaOH나 진한 나트륨 과염소산염(가능한 염소 백만당 

5,000 parts 이상)에 1시간 담가두는 것이 프리온 감염력

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효소(enzymes)에 의한 또는 각종 세정제와 효소를 함께 

사용하여 감염력을 불활성화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치료제 또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최근 

pthalocyanine tetrasulfate (PcTS), 13 residue β-sheet breaker 

peptide (iPrP13) 등 여러 물질들이 프리온 질환의 잠복기

를 연장시키거나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는 것

으로 알려졌으나 일단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전혀 효과

가 없었으므로 이런 항-프리온 가능성(anti-prion)이 있는 

물질들은 치료약품이라기보다는 예방약품으로서 더 의

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5) 

결      론

  국내의 경우 사람에서 산발성 CJD가 발생되고 있으

며, 동물의 경우에는 최근 사슴에서 발생되는 프리온 질

병의 하나인 만성소모성 질환(chronic wasting disease, 

CWD)이 발견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에서 발

Figure 4. Western blot analysis of PrP in Korean CJD patients 
brain tissue with (Lane 2, 4) and without (Lane 1, 3) prion 
digestion with proteinase K.

Figure 5. Western blot analysis of 14-3-3 in CSF of Korean CJD 
patients. Lane 1: positive control, Lane 2, 3: Korean CJD patients 
CSF.

Figure 6. Polymorphism at codon 129 of the PRNP in Korean 
CJ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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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프리온 질병의 하나인 우해면상 뇌증, 일명 광우

병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변종 CJD 환자의 발병 가능성은 없으나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현재까지 11마리의 광우병이 발생하 다. 그

리고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

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자 다형성을 분

석한 결과, 정상인 94.33%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

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

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변종 CJD의 경우 

코돈 129번 유전자 다형성 중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100% 변종 CJD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

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종 CJD에 걸릴 확률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질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광우병의 발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CJD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모든 프리온 질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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