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 經 精 神 醫 學 第 29 卷 第 1 號 1990

□ 증례 및 임 상 단 보 □

] Korean Neuropsychiatr ylssoc Vol 29, No 1

색 정 망 상 을 동 반 한 Wilson 씨병 1례
박기창* . 조인혜* . 신정호*

A C ase o f W ilso n ’s D isease w ith E ro to m a n ic D elusion
Ki Chang Park, M.D.,* In Hye Cho, M.D.,* Jongho Shin, M.D.*

의 지능수준에 학업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다. 13세

서

때 우연히 복부팽만감이 발견되었고 하지의 통증

1912년 Wilson 이 “Progressive Lenticular Dege

과 운동탈력감(motor weakness) 이 생겨났으며, 1

neration" 이란 단행본에서 Wilson 씨병을 처음 기
술한 이래, Wilson 씨병은 동대사의 이상으로 인하

년만에 서울의 모병원에서 Wilson 씨병의 진단을

여 중추신경계와 간장등의 기관 및 조직에 동의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나, 15세때부터 구음장애, 유

이상 침착을 일으켜, 간병변의 증상, 중추신경계의

연이 생겨 계속되어 왔다. 20세때는 Penicillamine

받았다. 이후 Penicillamine 1 일 750mg의 복용으로

증상, 정신과적 증상 및 기타 증상들이 나타나며,

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해 발생된 상복부 통증(속

체염색체 열성유전되는 희귀한 질병으로 보고되어

쓰림)으로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다. 21세

왔다.

때 시혜부 탈장을 수술 받은적이 있다. 25 세인 작

저자들은 최근 정신과 증상 특히 색정망상과 환

년 11월경부터 구음장애가 심해서 처음 만나는 사

청이 뚜렷한 Wilson 씨병 1 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람들은 말을 잘 알아들을수 없게 되었으며 이때부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터 Penicillamine 을 재복용하게 되었다.
금년 4 월초부터 환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즈

례

의 동료 여직원을 마음속으로 홈모 ( 짝사랑)해오던
중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사

남자 26 세로 색정망상，피해망상, 환청, 방황, 정

실을 알고부터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울한

서적 불안정, 불면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구음장애,

모습을 보이던중, “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

유연 (drooling), 가속보행(festinating gating), 협조

러나 주위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녀와의 사랑

운동부전(motor

incoordination), 양즉 상하지의
무력감 등의 신경계 이상증상으로 인하여 1989년

을 질투한 회사의 상사가 나를 해치려고 하며, ‘ 나

5월 2 일 부터 동년 5월 24 일까지 연세대학교 원주

등의 색정망상, 피해망상, 환청등의 증상을 보여왔

를 죽여버리겠다’ 고 하는 그의 소리가 들린다.” 는

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검

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칼을 들고 문

사와 치료를 받았다.

을 지키기도 하였다. 병원에 입원후 피해망상은

과거력상 13세 이전까지는 정상발육, 정상범위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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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감소되었으나 애정망상의 대상이 간호원으로
바뀌어 병실의 모간호원이 자신을 사랑하니 결혼
해야 한다고 완고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시위라며 손목자상(wrist cutting ) 을 시도하

기도 하였다. 퇴원후에도 그 간호원을 만난다고

동반한 Wilson 씨병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병실을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망상의 대상자인 그 간호원 본인은 자신

고

:찰

을 열열히 사랑하고 있는데 주위의 동료 여직원이
나 간호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그녀도 침묵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정신과질환에서 색정망상은 가끔 나타나는 증상
으로서 색정망상만이 주된 정신병리일 때 DSM-

가족력상 2 남 1녀중 첫째인데 남동생도 Wilson
씨병으로 Penicillamine 복용중이고 대학에 재학중
으로 별장애 없이 살아가고 있다.

Ill-R(1987) 에서는 망상성장애, 색정망상형(E roto
manic type) 을 진단범주로 하는바, 자신에게 관심
없는 타인, 대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명료하며, 고집스러움이
심하고 바보처럼 웃는 모습으로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구음장애가 심하여

과 사랑에 빠져있다는 망상을 갖는 경우로 정의하
였다.
색정 망상은 Phantom lover syndrome, Erotoma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침을 홀리고 식사

nia, de Clerambault syndrom, Psychotic erotic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다. 뇌신경은 특별한 손상
이 없었고, 운동기능검사에서 양측 상하지에 무력

transference syndrome 둥으로 불리워 왔다. 존재
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로부

증이 있었으며, 감각기능에는 손상이 없었다. 반사

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극심한 형태의 색정망상으

기능도 손상이 없었다. 소뇌기능검사에서는 평형

로 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에

장애, Romberg sign 양성으로 소뇌의

게 관심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기능손상이

있었다.

믿는 짝사랑 형태의 경하며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

검사소견은 혈색소치 14.5mg었, 백혈구수 6,500/

mm 3으로 정상범위였으나, 혈색소치 86,000/mm 3으
로 감소되어 있었다. 간기능검사는 정상범위였다.

까지 다양하다.

Ceruloplasmine 농도는 7(ig 努로 정상범위
(23.3_40.2jig 정)이하 였으며, 혈청의 동농도는 60

Seeman(1978 ) 은 색정망상환자 8 례를 보고하면
서, 색정 망상을 고정 형(Fixed type, Phantom lover
syndrome ) 과 반복형 (Recurrent type, Erotomania
proper ) 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환자들은 모두 여

정상범위 (TO —130吨 % ) 이하였다.

24시간
소변내 동의 양은 100呢었로 정상범위(3 8 - 70|ig

자환자 였으며, 고정형은 현실을 직시함에도 불구

었) 이상이었다.

그의 증례들은 모두 정신분열증환자로서 반복형보

혈청

Mg었로

각막은 Slit lamp 검사결과 내피표면과 내피하층

하고 지속적이고 고정된 망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다 심한 정신병리를 갖고있어 기능수준이 낮았고
없었다. 성 (sexuality) 에 대한

에 다발성의 녹황색 과립이 침착되어 있어 Kay-

이성관계가

ser-Fleisher ring 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육안으로

defense로서，또한 낮은 자존심이나 타인의 공격성
에 대한 방어로서 색정망상을 갖게된다고 하였다.

는 보이지 않았다.

거의

간주사 (Liver scan) 에서는 간장은 특이소견 없

반복형은 짧은 기간 지속되나 강렬하고 반복적으

었으나 비장종대가 뚜렷하였다. 뇌파검사는 theta

로 나타나는 색정망상인바, 인격통합의 와해가 그

범위의 서파가 약간 증가되어 나타나는 외에는 비

다지 심하지 않은 정동장애, 경계성장애, 히스테리

특이적 소견이었다. 뇌전산화 단층촬영에서 경도

성 정신병등이었다. 이들은 기능수준이 떨어지지

의 대뇌피질의 위축과 양측의 기저핵부위에 저음

않았으며, 공격적, 충동적이었고 이성관계도 활발

영 소견이 있어, 기저핵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능은 한국형 웩슬러지능검사상 I.Q. 85로 언어

히 유지했었던 경우였다. 동성애적 충동에 대한
방어로서, 또한 경쟁심이나, 원망에 대한 방어로서

성 I.Q. 96, 동작성 I.Q. 기이었다 . 언어장애와 시각

정신역동을 설명하였다.

운동의 부조화로 실제의 지능보다 검사결과가 낮

Dobyns 등(1979 ) 은 Wilson 씨병 58례를 보고하였
는데 이중 19명에서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고, 이
중 14명은 정신과 증상이 Wilson 씨병과는 별개로

았다고 생각되었다.
이상의

검사결과로

간병변, 중추신경계병변을

나타난 증상으로 복합되어 있다고 하였고 , 나머지
5 명은 Wilson씨병에 이환되어 있다고 하는 스트레
스에 의한것 이었다 . 그는 또한 Wilson씨병은 초
기에 진단하기 어려워 , 58명중 31명은 병초기에
다른병으로 진단되었으며 , 첫증상의 시작과 Wil
son씨 병의 진단을 받기 까지는 평균 2.5년이 걸렸

다고 하였다 . 초기에 9 명이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
데, 이들중 5 명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정신
과 진단을 받았고 , 4 명은 진전과 같은 신경학적 증
상때문에 정신과 진단으로 잘못 진단되었다고 하
였다 . Wilson씨병으로 인한 정신지체는 없었다 .
김형태 등 (1986) 은 입원시 1년간의 진전을 포함
하여 몸에 힘이 들어가 뻣뻣하다는 증상으로 시작
되어 강박적 의심 , 불안，초조 , 구 음장 애 ，보행장애
를 보였던 17세 환자를 처음에 전환증으로 생각하
였다가 Wilson씨병으로 밝혀진 증례를 보고하였
다 . Wilson씨병은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고 초기
증상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흔히 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신과 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
본 증례의 경우 과거 Wilson씨병의 기광력이 있
었고 , 가족력도 있었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은

Cannabis등의 약물중 독 , 즉 두 엽 간 질 , Huntington’s
chorea등을 들 수 있으며 , 특히 우즉 대뇌의 장애

로 인하여 생길수 있다 (APA 1987). 기질성 뇌증
후군에서 나타나는 망상이나 환청의 내용은 그 환
자의 정신역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있다 .
Wilson씨병에서 어떤 기전으로 망 상 , 환각등의 정
신증상들이 일어나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과
제라고 생 각 된 다 .

저자들은 색정망상을 동반한 Wilson씨병 1례를
경 험하였던바 , 이는 정신역동학적인 면과 관련은
되어 있었으나 기질성 망상장애의 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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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The authors experienced a 26 year old male patient of Wilson’s disease accompanied by
a prominent symptom of erotomanic delusion. Although his erotomanic delusion might be
partly rooted from his personal psychodynamic origin, it was considered to be a symptom
of a organic delusional disorder. Therefore we reported this patient and reviewed the rela
ted art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