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정
신의
학
Vol. 22, No. 3, 1983.

Pellagra와 만성주정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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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정중독과 더불어 더 많이 진단될 수
서

기대에서, 관심을 높이고져 보고하는 바 이다.

론

Pellagra는 nicotinic acid의 결핍 또는

n. 증

전구물질인

tryptophan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사성 질환
으로 피부계 , 소화계 . 신경정신계의 장애를
나타내며 고전적으로는 ‘3 D’의 증세

있으리라는

특징으로

곧 dermatitis,

diarrhea, dementia를 보이 게 된다 (Thorn, 1977；Kolb,

증

례

례 i.

환자 : 박O O 는 45세 , 농부, 경남 밀양거주, 외래진
찰후 가촉들에 의해 입원

1977；Benson, 1975). Goldberger는 1937년 pellagra

주소 및 현병력 : 계속 눈을 껌뻑거리고 입술이 왼쪽

가 nicotinic acid투여 토 예방될 수 있음을 발표하여 치

으로 돌아가고 헛 소리 , 말이 무디 고 잘 알아듣기 어 려

료에 획기적 전기를

운 중얼거 림 , 반복되는 몸짓，얼굴에 실룩실룩하는 경

이루었으며 이후 이 병의 발생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발전된 경제상태. 식생

련등의 증세들이 입원 3일전부터

활 개선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

다. 늘 술로 세월올 보내고 있었으며

아, 그리스 둥에서나 발생되고 공업화된 서구사회에서

사는 잘 안하는 편이 었으나 그외 특이 질병은 없었다.

이유없이 시작되었
술만 먹으면 식

는 만성주정중독자, 만성설사, 만성 염증성 질환，암

과거병력 : 4년전 가벼 운 추락사고가 있었으나 큰 상

등에서 이차적 발병이 있을 뿐이어서 임상적으로 매우

처없이 회복하였다. 음주력은 약 30년, 소주 막걸리를

희귀한 질병이 되었다(Kolb, 1977；Freedman, 1980；

되는 대로 마시고 주량은 소주 1〜2홉, 3년전

Thorn, 1977).

불화이후 더욱 주벽이 심해졌다.

우리 나라의 주정중독은 미국 둥지보다 필씬 덜 문제

가정의

가정환경 : 4남 1녀의 2남으로 출생 , 국교졸업후 농

가 된다고 하였으나(유석진，1962) 1969년 이철규들의

사률 해왔고 형제간의 우애 는 좋은 편이 나 3년전 주벽

보고는 전입원환자에서 주정증독이 3.5%,

에 못이겨 부인은

1972년 민

병근등은 2.2%, 1978년 허찬등은 5. 4% 라고 하여

날

이 갈수록 주정중독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주정중독자에서 심한 정신병을 수반한
증례 는 백 인호둥 (1979), 홍성 국둥 (1980) 에 의해 2례가
보고되었다.

1 남 2 녀의

자녀를 남겨 둔 채 가출

해버렸다.
병전성격 : 평상시 어질고 착하여

법없이 사는 사람

이나 병이라면 오로지 술 먹는 것, 걱정을
편이고, 소극적이다.

많이 하는

입원시 임상 소견 :

저자돌은 근년의 경험을 통하여 주정 중독이 증가되

기) 입원당시 정신상태 : 홍조된 얼굴로 술꾼의 전형

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 지난 3년간(1980〜1982년,

적 얼굴에 안면경련이 가끔씩 있고 양순한 자세 , 술냄

치험한 39례의 주정중독자중 3례의 pellagra를 발견하

새가 나고 대화는 가능한 상태이나

였다. 앞서 희귀 질환으로 보고된 pellagra가 증가되
*부산 메리놀병원 신경정신과
Dept of Neuropsychiatry, Maryknoll General Hospital,
Busan, Korea

경한 섬망 상태로

시간에 대한 지남력장애가 있었다. 현실적 돈걱정을 하
였으나 현실판단력에는 경한 장애를 보였다.
u)

이학적 및 검사소견 : 말초혈액, 뇨, 전해질, 간

기능 검사등은 정상범위였고 매독혈청반응은 음성, 가

슴 X ᅳ선 사진에서 우측 늑막유착이 있었다. 양 손등
과 발, 얼굴에 대칭적인 선홍색 피부병변이 있었다(피
부과 자문 결과 pellagra로 진단) .

찰후 가족에 의해 입원
주소 및 현병 력 : 수주일 전부터 구역 질，딸국질이 멈'
추지 않았고, 연하곤란이 입원수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경고!• 및 치료 : 정온제 및 복합비타민 특히 niacin요

약 10일전 술을 끊고부터 수일간 정신이 없고 벌벌 떨.

법 (400mg/day) 을 시작하였으나 제 2 병 일에 경제적 사

고 눈도 잘 못뜨고 헛소리를 하는 등, 급성금단증후군
(진전섬망)을 의심케하는 ■
증:세가 있었고 이 런 증세는

유로 퇴원.

차츰 나아졌는데도 식사를 계속 못하고
증례 B.

구역 , 딸국질

이 심하였다.

환자 : 이O O 는 54세 남자, 무직 , 부산거 주, 가족들
에 의해 외래진찰후 입원.
주소 및 현병력 : 약 4개월째 아침마다 3〜4회 묽은

과거병력 : 거의 매일 지난 30여년간 적어도

소주 2

홉의 주량으로 계속 음주해 왔고 다른 특이 질병 력은
없고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고 머리가 원래 모자란 편_
(추정, 정신지체 경도).

대변，배가 거북하고 술기운이 없으면 사지 마비로 걸

가정환경 : 주정중독인 아버 지는 40대에 죽었고 편모

을 수가 없었다. 6개 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 나면 뒷골

슬하에 3남 2녀중 장남으로 일본에서 출생，성장후 귀

이 많이 아팠고 7회의 대발작이 있었다. 하루 소주 10

국하여 결혼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고, 학력은 국 3반

홉정도 까지 거의 매 일 술로 살고, 금주를 결심하여 끊
으면 대발작이 있곤 하였다.

병전성격 : 너무나 어질고 착하다. 표현력이 없고 말

과거병력 : 17세부터 음주 시작했고 잠정적 금주를 빼
고는 계속 폭음해 왔으며 5년전 2개월간

수용소 생활

도 있으나 나오는 날 즉시 엉금엉금 기어가서 술을 먹
기 시작하였다.
가정 환경 : 3남 3녀의 차남으로 출생 하여

중퇴, 경제사정이 어렵다.
도 다듬고 대,인관계는 거의 없다.
입원시 임상소견
1 ) 입원시 정신상태 : 현저한 지남력 장애 ,

면담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멍청하였고 쉬운 계산도 불가능
6. 25때 단

신 월남하여 고등학교 졸업 , 28세에 현부인과 결혼,슬
하에 1남 4녀•
병전 성격 : 매사에 부지 런하고 고집이 세고

친구는

많고 말은 없는 편이며 소극적이다.

하였다. 여위고 약한 몸매에 얼굴은 붉고 탈수가 심하
였으며 심한 지적 기능의 저하를 보였으며

혼자 알아

들올 수 없는 말로 중얼거 림올 볼 수 있었다.
i_) 이학적 및 검사소견 •• 영 양상태 매우 불량하였고
탈수가 심하여 피부가 거칠고, 구강염 , 붉은 혀 , 양손

입원시 임상소견

등에 붉은 피부박리가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범

1 ) 입원시 정신상태 : 검붉고 술취한 얼굴, 혀 꼬부

위 (피부소견은 피부과 자문결과 pellagra로 진단)

라진 말로 정상대화는 어려움, 환각, 망상은 없으나 현

말

초혈액 검사 WBC 13289 (seg. neut. 87%, stab, neut,
2%, lymph 11%) 외에 대변, 소변, 매독혈청검사둥

실판단력과 기억력의 경한 장애가 있음.
ᄂ) 이학적 및 검사소견 : 영양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양 손, 발 및 얼굴이 홍조되었으나 특히 신경 학적

장

은 이상없음, 가슴 X ᅳ선 정상, 뇌전산화 단층촬영 상
중등도의 뇌위축과 경한 뇌실 확장의 소견.

pellagra로

경과 및 치료 : 심한 딸국질은 perphenazine(Trimin

진단). 말초혈액검사상 W BC가 11,300외는 정상범위,

©) 1일 12mg 3회 분복으로 완화되 었고 식사도 할 수

애는 없었다(피부소견은 피부과 자문결과

대변, 소변검사 정상, 매독혈청반응 음성，간기능검사

있었으며 oxazepan 1일 40mg, niacin 1일 400mg을

SGOT 52외는 정상 범•위 , 가슴 X ᅳ선 사진 정상.

4회 분복, 다량의 수액제, 복합비타민 투여로

경과 및 치료 : 1일 chlordiazpoxide(리브리움®) 120

입원 7

mg, niacin 400mg, 복합비 타민 등을 3회 분복, 다량

일에 현저히 호전, 짧으나 정상적 인 대화가 가능한 수
준으로 정신기능이 회복되 었고 피 부도 거의 호전되 아

의 수액제 치료하에 대발작없이 주정중독은 완화 되 었

퇴원하였다.

고 pellagra와 정신기능도 3 병 일부터 극적으로 호전되
기 시작하여 피부와 정 신기 능이 거의 회 복된 상태에서
제 7 병 일에 퇴원.
증례 U.

H. 고

찰

학회 지 신경 정신의 학이 창간되기 이전에 는 연구가 없
어 알 수 없으나 1962년 이전까지는 주정중독은

환자 :김 O O , 47세 , 남자, 울산거 주, 노동, 외래진

미국

같은 곳보다 필씬 문제 가 덜 ^ 언코 (유석 진，1962). 아

는 아마도 실제 발병 보다는 정신과에서의 치료 증례 가

분히 병전성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더 진행된 상태에

적 었으리 라는 추측도 가능하겠 다. 왜 냐하면

사 뇌기질장애가 초래되면 불가역적 신경장애를

활동이 증대하면서 60년대와 70년대의

정신과의

남긴

보고들에서 주

다. 이때는 혼수, :경련, 대소변 실금, 근육경직，마비

정중독의 빈도는 증가되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둥이 오게 된다 (Kolb, 1977；Cecil, 1979；Gilory, 1979)

서울지역의 보고는 전 입원환자의 2.0% (이철규둥,

이 증상들은 원인적으로 nicotinic acid의 결핍이다.

1969), 2. 2% (민병 근둥, 1975), 3. 2% (김 광일둥, 1982)

nicotinic acid의 기능은 DPN (diphosphopyridine nuc

경북지 역의 5. 4% (허 찬희 등, 1978) 등으로 해마다 증가

leotide)，TPN (triphosphopyridine nucleotide) 의 조

경향에 있는 것이 다 (변원탄통, 1982). 농촌남성의 옴手

효소기능으로 조직의 호흡, glycolysis,

에 관한 보고(김용식과 아정균, 1975) 는 전 남성의 77

세포내의 산화ᅳ환원 J ：
소에

작용하는데

지방합성둥
아 결핍은

% 가 음주를 하며 이중 의존성 이 6. 3%라고 하여 결국

여러 수준에사 뉴론의 central chromatolysis룰 초래

농촌인구의 약 5%는 알콜에 의존성이 있는 현실이 어

하게 된다. 대뇌 피질 특히 motor cortex의 large py

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술의 종류 선택

ramidal cell에 핵의 부종，Nissle체 소실이 야기된다

에 관한 보고는 별로 없으나 한 보고는 44%가

이런 변화는 기저핵부， 척수의

24%가 막걸리들 택하고，주정 중독자가

소주,

정신과에 입

anterior horn cell에

서도 일어 나며 glial reaction은 적다. 척수의 anter

원할 때 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의 주력이 80% 에 달한

ior and lateral column에서1 퇴행성 변화,

다 (허찬희，1978). 이러한 빈도 가운데 pellagra의 발

axon-cylinder 소실이 온다.

myelin과

에 관한 보고는 아직 없었다. 다만 정신병을 수반한 2

구각염，구내 염 , 항문염，질염 등은 nicotinic acid

례보고(백인호와 김제헌，1978; 홍성국둥, 1980) 가 있

의 결핍과 수반된 riboflabin 결핍때문이다. thiamin

었을 뿐이 다. 피부과 학회지 에 INH 치료 중에 발생된

pyridoxine이 동시에 결핍되어 Korsakoff psychosis

증례 3명(이 태량，1966), 5-fluouraciI의 정맥 주사로

가 오는데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pellagra는 비타민

유발된 pellagra-like dermatoses 1례 (전수일과 이성낙,

의 복합적부족이 라고 볼 수 있다 (Kolb, 1977；Gilory

1978) 가 보고되 었으나 이는 약물의

1979).

부작용으로

인한

증례 들이다. 저자들은 1980〜1982년 3년간 39명의 주

주정중독에서의 pellagra는 만성 간경화증, 만성 설

정중독자를 입원치료 하였는데 이중 3명에서 pellagra

사*, 당뇨병 , 암, 결핵과 같은 만성소모성질환, 갑상선

를 경험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중독증, malignant carcinoma, 만성 영양장애, Har-

논하기에는

너무 적으나 아마도 농촌지역에서 더 많을 수

증례수가
있으리

tnup’s disease (tryptophan 홉수 장애 ) 와 같이

이차

적 인 합병 증이 다. Isoniazid는 nicotinic acid와 pyrid

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증례 I , II는 입원 당시 술냄새를 풍기고 있어 술의
금단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정신기능의 장애가

있었으

므로 정신증상이 pellagra의 증세 로서의 정신장애임 을
알 수 있었고 증례 M은 급성금단증후가

경과된 후에

oxine nucleus의 side chain만이 다름으로 경쟁적 억
제를 일으켜 pellagra를 유발한다고 생각된다(Pegum,
1952).
Nicotinic acid와 nicotin amide는 모든 내장관에서

입원하였으므로 그의 증세가 pellagra 때문임을 알 수

쉽 게 흡수된다. 치료량의 투여 에선 일부 소량이 뇨로

있었다. 증례 I 은 중간퇴원으로 경과를 관찰할 수 없

배설되나 다량 투여시는 원래 형태로 뇨중 배설된다.

었고 증례 n 와 I 에서 정신 및 피부의 장애가 증상적

따라서 치료는 niacin의 경구투여 로도 극적 인 호전을

안정제투여 와 niacin요법 에 극적으로 반응함을 보일:다
Pellagra의 증상발전은 흔히 오진하기 쉽 도록 진전

가져 오게 되는데 치료 추천량은 하루 50mg이며 (증상정

된다. 막연한 두통, 짜증, 집중력 장애 , 잘

애를 고려 하여 200mg 이하가 추천되고 경구투여 가 불

잊고, 걱

도에 따라 하루 10희까지 도 투여 가능) 통상 소화기 장

정 이 많아지 는 등 신경증적 증세 가 초기이 고 몇달뒤 에

가시에는 25mg을 2〜3회 정주한다. 치료시작

야 설염 , 구내염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난다. 혀는
붉고 통증이 있고 유두는 위축되고 무산증이 되기도

내에 피부홍조, 구내의 동통，정신 혼동, 혀의 부종이

한다.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 홍조가 되고 비늘과 심

적 증세 가 심할수록 nicotinic acid의 투여 량이 많이 요

층의 적갈색 색소침착이 일어난다. 피부병소는 사지의

구되 며 riboflabin, pyridoxin 등의 복합투여 가 바람직

외측면, 여성의 음부，다리의 내측면에 생긴다. 더 진

하다 (Goodman, 1980).

행되면 기질성 정신장애의 증상이나 혹은 불안, 우울,
조증적 동분, 편집증상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다

24시 간

없어지고 기타증세도 수일내로 회복되어 진다. 정신병

증례 I ，11,1 에서

주소증상이

서로 다르다. I 은

정신장애, n 는 설사, is 은 구역질, 딸국질이다. 이는

병소의 진전정도에 따라 pellagra의 임상양상이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 다.

저자들의

다양

증례 에서

외견상 특징적인 것이 전형적인 피부염을 일견해서 알

학

회지 초록집

만성주

전수일, 이성낙 (1978) ：5-Fluouracil의 정맥주사로 유

발등이 있을 때

발된 pellagra-like dermatoses 1례, 대한피부과학

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중독자에서 붉은 얼굴, 붉은 손둥,

신경정신의학, 18:211.
李泰度 (1966) ：IN H 에 의한 pellagra, 대한 피부과

는 거의 틀림없이 pellagra를 의심해야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저자들의 경험으로 보아 증가하는 만성주정중
독의 빈도로 보아 pellagra가 희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 다.

회지 초록집, 42.
Benson, P.B., and McDermott,

W (1979) ： Cecil

Textbook of Medicine l^th ed, Sadnders pp. 1687-

1688.
Gilman, A.G., Goodman, L.S., and Gilman, A. (19

W. 결

80) ：The Pharmacologycal Basis o f Therapeutics，

론

6th ed, M acM illian, pp. 1568-1569
저자들은 1980〜1982년 3년간 부산 메리놀병원

신

경정신과에서 주정중독자 30례중 3례의 pellagra를 체
험하였다. 식생활의 개선으로 희귀질환이 된 pellagra
가 근래 증가추세 에 있는 주정 중독의 증가와 더불어 보
다 자주 경험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 되어져 이제까
지의 보고증례와 문헌 및 저자들의

증례에 대한 보고

및 고찰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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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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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Williams and Wilkins, p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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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s presented 3 cases of pellagra comp
licated in chronic alcoholics, who were fcund out of
39 cases of chronic alcoholics treated

in a period

of three years (1980,1981 and 1982) at the Neurop
sychiatric Dept, of Maryknoll General Hospital in
Busan.
Only two cases of
psychiatrists in Korea.

pellagra

were reported

However,

in the

by

face of

increasing incidence of alcoholism in this country,
we call for attention to probable increase of pella
gra associated with chronic alcoholism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