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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Malignant hyperthermia (MH) is a disorder of the skeletal muscle manifested as a life 

threatening hypermetabolic crisis in susceptible individuals following exposure to inhalation anesthetics 

and 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MH susceptibility (MHS) is inherited as an autosomal dominant trait 

and mutations in the gene encoding skeletal muscle ryanodine receptor (RYR1) are considered a common 

cause of the disorder.  To date, more than 25 RYR1 mutations have been reported in families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In Korea,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mutations in this candidate 

gene.

  Methods:  For the analysis of novel or previously published known RYR1 mutations in 13 exons 

of the RYR1 gene, PCR amplification and direct sequencing were performed in the proband. After 

identification of RYR1 mutation in the proband, we performed an extended pedigree study with informed 

consent from 160 members of a Korean MH family.  DNA from 160 members of this family was screened 

f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RYR1 mutation identified in the proband.

  Results:  We identified a heterozygous G7304A mutation (Arg2435His) in exon 45 of the RYR1 gene 

in the proband.  Six members of the family suffered fatal MH reaction and died.  Two members including 

this proband had a fulminant MH episodes but survived.  Two members of the family had presented 

with severe muscle hypotonia.  PCR amplification for the screening of the site yields a fragment of 

256 base pair (bp), which is fully cleaved into two fragments of 169 bp and 87 bp by Hga1 in normal 

individuals and 50% cleaved in individuals with a heterozygous mutation. We found the heterozygous 

G7304A mutation in 30 individuals from the 160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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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악성고열증(malignant hyperthermia, MH)은 감수성

이 있는 사람에서 흡입마취제 및 탈분극성 근이완제 

등에 노출되었을 때 야기되는 체온의 급격하고 지속

적인 증가, 골격근 강직, 심한 호흡성 및 대사성 산

증, 빈맥, 횡문근변성(rhabdomyolysis) 등의 임상 증상

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성 과대사 증후군이다.1-3) 병

태 생리는 아직 정확한 원인 기전이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골격근내의 근형질세망(sarcoplasmic reticulum)

에 위치하는 칼슘 이온 통로의 기능 장애에 기인하

는 칼슘 대사 이상으로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근형질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6) 발생빈도는 소아에서는 1：15,000 성인에

서는 1：50,000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악성고열증에 대한 감수성(malignant hyperthermia 

susceptibility, MHS)은 마취 약제에 노출되었을 때 

악성고열증이 유발하는 유전적 성향으로 골격근의 

과대사에 의해서 초래되는 악성고열증의 임상 증상

들이 마취 약제나 탈분극성 근이완제 등에 노출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아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악성고

열증 감수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7,8)
 현재까지 

마취약제에 노출되기 전에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

를 식별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근육 생검을 통하여 

halothane, caffeine에 대한 수축 반응을 측정하여 감

수성 여부를 판정하는 in vitro contracture test (IVCT)

뿐인데
9,10)
 이 방법은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단점이 있어 비침습

적으로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1,12)
 

  1990년 처음으로 인간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의 위치가 골격근 ryanodine 

수용체(ryanodine receptor type 1, RYR1) 유전자가 위

치하는 19번 염색체 q12-13.2 부위에 위치하는 것으

로 밝혀졌고,
13,14)
 이는 여러 악성고열증 가계와의 연

관성이 확인되면서 증명되었다.15-18) 

  RYR1은 골격근의 excitation-contraction coupling 동

안 근형질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근형질세망에 위

치하는 칼슘 유리 통로로 생체에서 크기가 큰 단백

질 중의 하나(5038 amino acids)이며, 이의 합성에 관

여하는 유전자 RYR1 gene 역시 106개 exon으로 구

성된 현재 밝혀진 유전자중 복잡한 유전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21)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악성고열증 

가계에서 약 30여개의 RYR1 유전자 변이가 악성고

열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악성고열증과 연관된 

RYR1 유전자 변이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
7,22-26)

  저자들은 악성고열증을 경험하고 생존한 환자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자 변

이를 탐색하 으며,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가계도 

조사를 수행하고 가계 구성원들의 RYR1 유전자 변

이의 유무를 추적하 다.

대상 및 방법

  악성고열증 발단자는 5번째 손가락뼈 골절 교정 

수술을 시행한 21세 남자로 마취 유도는 thiopental 

sodium 300 mg, succinylcholine 70 mg을 정주하고 어

려움 없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으며 마취 유지는 

50% 아산화 질소와 enflurane을 사용하 다. 기관내 

삽관 후 빈맥이 지속되었고, 마취 유도 30분 후 수

술의사가 도수 정복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강직, 

피부 열감 등을 알려 마취 의사는 악성고열증을 의

심하고 처치를 시행하면서 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본 병원에 도착 당시 직장에서 측정한 체온은 

40oC 으며, 수술 부위의 검붉은 출혈, 분당 180회 

정도의 빈맥, 콜라색 소변 등이 관찰되었다. 즉시 수

술실로 옮겨 100% 산소로 조절 호흡하면서 시행한 

  Conclusions:  This result is the first report to identify the mutation of RYR1 in patients with 

malignant hyperthermia in Korea.  Further larger scale studies will provide important data regarding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the RYR1 mutations in Korea and insight into the practicality of 

genetic screening relative to diagnosis of MHS and prevention of MH episodes and MH-related 

problems.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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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는 pH 7.15, PaCO2 50 mmHg, 

PaO2 545 mmHg, BE -9.5 mmol/L 다. 조절 호흡 

하에서 dantrolene 2 mg/kg을 정주하 으며, 체표면 

냉각과 얼음물로 위내세정을 시행하여 체온 상승을 

억제하 다. 수술실에서 급성기 처치를 시행하고 환

자가 안정화 된 이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집중 치

료를 시행하 다. 8일간의 집중 치료 후 환자는 악

성고열증의 말기 합병증인 미만성 범발성 혈관내 응

고병증(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DIC), 

급성신부전, 중추신경계 후유증 등의 발생 없이 회

복되어 개인 병원으로 재 이송되었다. 발단자에서 

악성고열증 진위 여부는 1994년 Larach 등에
27) 
의해 

개발된 clinical grading scale에 기준하여 판정하 다. 

Clinical grading scale은 임상 증상과 임상 검사 소견 

등 6개 항목에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악성고열증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총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거의 확실한 악성고열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발단자는 총점 78점으로 clinical 

grading scale에 기준하면 확실한 악성고열증 이었다. 

치료 도중 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여러 명의 가계 

구성원이 마취 도중 악성고열증으로 의심되는 원인

에 의해 사망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발단자의 가계도 조사는 가계 구성원을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 연락을 취하여 가계 구성원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 가계도를 작성하 으며, 면담 도중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하고 동의를 구한 160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

하여 발단자에게 발견된 RYR1 유전자 변이 유무를 

확인하 다. 

  발단자에서 악성고열증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

자 변이를 찾기 위하여 기존에 악성고열증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exon 1, 2, 6, 9, 11, 12, 14, 

15, 17, 39, 40, 45, 46번의 각각의 역을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증폭하

으며, 이를 위해 전후의 intron에서 PCR 시발체

(primer)의 배열을 합성하 다. 검체의 genomic DNA

는 EDTA 처리 혈액내의 백혈구 세포로부터 분리하

으며, DNA 분리는 DNA isolation kit (GenoTech,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회사의 지시된 분리방법

에 준하여 실험하 다. 각 exon 역의 PCR은 시발

체에 따라 최적 조건으로 실시하 고, 증폭된 PCR 

산물을 QIAquick (QIAGEN, Hilden, Germany) 분리 

kit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이들 각각 exon의 염기

배열은 ABI PRISM BigDye terminator kit (Applied- 

Bio System, Foster city, USA)를 이용하여 자동염기

서열 분석기인 ABI PRISM 3700 (PerkinElmer Inc., 

Wellesley, USA)로 분석하 다. 

  발단자에서 악성고열증의 원인이 되는 RYR1 

G7304A 유전자 변이를 확인한 이후 가계도 조사를 

통하여 동의를 구한 가계 구성원 160명에서 RYR1 

유전자 변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exon 45번의 

증폭을 위와 동일하게 PCR 방법을 이용하 다. 사

용된 시발체는 5'-GGA ACC GCC TGA AGA AAA 

CC-3'와 5'-CTG GGG CTG TCT TGG TCA CT-3'이

었고, 수행 조건으로는 94
o
C 1분, 60

o
C 1분, 72

o
C 1분

으로 총 35회 반복하 다. PCR 반응에는 검체로부

터 분리한 300-500 ng의 DNA를 첨가 총량 50μL로 

합성 증폭하 으며, 이중 10μL를 취하여 G7304A의 

변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 효소 Hga I (Fig. 2)

을 사용하 다. 제한 효소 Hga I은 염기서열 5‘- 

GACGC-3’를 인식하여 인식된 염기서열에 계속되는 

5번째 염기에서 PCR 산물을 절단하여 분절(frag-

ment)을 만든다. 그러므로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상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경우 제한 효소 Hga I에 

의하여 256 bp (base pair)의 PCR 산물은 178 bp, 78 

bp 2개의 분절로 분리되나, heterozygous G7304A 유

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경우 염기의 변화로 제한 효

소 Hga I 인지부위가 인지불능 부위로 변하여 제한 

효소 Hga I 절단면이 소실되어 256 bp, 178 bp, 78 

bp 3개의 분절을 생성한다. 제한효소의 반응으로는 

위의 10μL의 PCR 산물에 4U의 Hga I (New Eng-

land BioLabs, Beverly, USA)을 첨가 총 50μL로 37oC

에서 1시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절단된 분절은 

2%의 agarose gel에 전개시킨 후 ethidium bromide의 

염색으로 확인하 다.

결      과

  발단자에서 염기서열 분석 방법(direct sequencing)

을 통하여 RYR1 유전자 exon 45번에서 7304번째 뉴

클레오티드(nucleotide) guanidine이 adenine으로 치환

되는 이형접합체(heterozygous) RYR1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 으며,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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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나 다른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변

이는 RYR1의 2435번째 아미노산 arginine이 histidine

으로 바뀌는 유전자 변이이다(Fig. 1). 

  가계 구성원 중에서 사망원인이 악성고열증으로 

의심되는 사망이 6명(I-3, II-34 and III-4 in Fig. 3, 

and etc.) 있었으며, 발단자를 포함하여 2명(II-15, 

III-30 in Fig. 3)은 근래 마취 도중 악성고열증이 발

생하 으나 생존하 고, 부자간인 2명(II-1, III-7 in 

Fig. 3)에 있어서는 심한 근육 질환을 가지고 있었

다. 아버지는 70세로 40세까지는 거동이 자유스러웠

Fig. 2. Detection of the G7304A (Arg2435His) mutation 

by analysi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Hga I 

restriction endonuclease site in the 256 bp PCR fragment 

from genetic DNA of individuals from the malignant 

hyperthermia family described in Fig. 3. The PCR frag-

ment is fully cleaved into two fragments of 169 bp and 

87 bp by Hga I in normal individuals and 50% cleaved 

in heterozygous individuals of the family. 

256 bp

M

169 bp
  87 bp

IV:1 IV:2

III:1 III:2 III:3 III:4 III:7

II:1 II:2

  Deceased due to suspected MH
  Deceased
  Mutation (+)
  Mutation ( )-

Fig. 1. Nucleotide sequences of the region of exon 45 of 

ryanodine receptor type 1 (RYR1) gene bearing the 

G7304A mutation in the proband (B) and unrelated 

individuals (A). In Panel B note the heterozygosity C/T 

at nucleotide 7304, while the corresponding base in Panel 

A is a C. The computer software has assigned a N at 

nucleotide 7304 to indicate heterozygosity. The alteration 

of normal sequence GCG (CGC) to mutant sequence GTG 

(CAC) in RYR1 gene substitute Arginine2435 for 

Histidine of RYR1.

73187296
Codon 2435

A.

B.

73187296
Codon 2435

A.

B.

Fig. 3. Pedigree of a Korean malignant hyperthermia 

family analyzed f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G7304A (Arg2435His) mutation in exon 45 of RYR1 

gene. Arrow indicates the proband of malignant hyper-

thermia in thi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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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후 대퇴부 근육의 위축이 시작되어 진행된 

결과 현재는 걸을 수 없으며, 아들은 34세로 대퇴부 

근육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 

  발단자에서 악성고열증의 원인이 되는 RYR1 

G7304A (Arg2435His) 유전자 변이를 확인한 이후 가

계도 조사를 통하여 동의를 구한 가계 구성원 160명

에서 RYR1 유전자 변이 유무를 확인하여 30명에서 

유전자 변이의 존재를 확인하 으며, 악성고열증 감

수성 유전은 상동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3). 가계 구성원들에서 발단자에서 

발견된 RYR1 유전자 변이의 확인을 위하여 제한 효

소 Hga I을 이용하여 G7304A 유전자 변이의 유무를 

확인하 다. 

고      찰

  한국인 악성고열증 환자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자 변이를 탐색하고자 시행

한 본 연구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자 변이 G7304A를 국내 최초로 발견하

으며, 발단자(proband)의 가계도 조사를 통하여 가계 

구성원들에서 발단자에서 발견된 RYR1 유전자 변이

의 유무를 추적한 결과 160명의 대상자 중 발단자를 

포함하여 30명에서 RYR1 유전자 변이 G7304A의 존

재를 확인하 다.

  악성고열증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에서 흡입마취

제, 탈분극성 근이완제 등에 노출되었을 때 야기되

는 상동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성 과대사 증

후군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발생하 을 때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마취과 의사에게는 항상 유념해야할 증후군이다.1-3) 

그러나 악성고열증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들의 발현

이 일정하지 않고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서 흡입마취

제나 탈분극성 근이완제 등에 노출되었을 때에만 발

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마취 약제에 노출되기 

전에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

다.7,8) 그러므로 마취 전에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

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약제에 대한 노출을 피

하여 악성고열증의 유발을 피할 수 있어 마취 전에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인식하는 것은 임상적으

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마취 약

제에 노출되기 전에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

취 전에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근육 생검을 통하여 halothane, caffeine에 대

한 수축 반응을 측정하여 감수성 여부를 판정하는 

IVCT가 유일한 방법이며 이에 대한 판정 기준은 유

럽 기준과 북미 기준, 두 가지 기준이 표준 기준으

로 공인되어 사용되고 있다.9,10) 그러나 IVCT의 경우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단점이 있어 비침습적이면서 간편하게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1,12)
 

  악성고열증에 대한 대부분의 임상적, 생화학적, 유

전학적 연구는 사람의 악성고열증과 거의 동일하게 

돼지에서 관찰되는 porcine stress syndrome (PSS)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악성고열

증이 골격근의 근형질세망의 칼슘 대사 이상으로 지

속적이고 급격하게 근형질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초래되는 것이며, 이러한 칼슘 대사 이상은 칼슘 대

사와 관련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 초래된다는 많은 증거들이 보고되어 있다.
4-6)
 

  RYR1은 골격근의 excitation-contraction coupling 동

안 근형질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근형질세망에 위

치하는 칼슘 유리 통로로 503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

성된 생체에서 크기가 큰 단백질 중의 하나이며, 수

용체의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RYR1 gene) 역시 

106개 exon으로 구성된 현재 밝혀진 유전자중 복잡

한 유전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21)
 

  처음 인간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의 위치는 RYR1 유전자가 위치하는 19

번 염색체 q13.1-13.2 부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혀

졌고,13,14) 이는 여러 악성고열증 가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증명되었다.
15-18)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악성고열증 가계에서 약 30 

여개의 RYR1 유전자 변이가 악성고열증과 연관되

어 있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 변

이의 대부분은 유전자의 세 부분: N 말단부위(N- 

terminal region), 중앙부위(central region), C 말단부위

(C-terminal region)에 군집되어 보고되어 있다.
7,22-26)

 

  본 연구에서도 발단자에서 추출한 genomic DNA

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

자 변이가 주로 보고되어 있는 13개의 exon을 PCR 

증폭을 시행하여 자동염기서열 분석기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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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exon에서 7304번째 염기 guanidine이 adenine으

로 치환된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를 발견하 다. 

RYR1 유전자 7304번째 guanidine이 adenine으로 치

환되는 점돌연변이는 수용체 단백질을 구성하는 

2435번째 아미노산 agrinine을 histidine으로 치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RYR1 유전자 변이는 Zhang 

등에28) 의해 악성고열증 감수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

는 근육질환인 central core disease를 유발하는 유전

자 변이로 보고되어 있으나 악성고열증 발단자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발단자에서 발견된 RYR1 유

전자 변이 G7304A를 기초로 하여 가계도 조사를 통

해 얻은 가계 구성원 160명의 RYR1 유전자에서 유

전자 변이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30명에서 RYR1 유

전자 변이 G7304A의 존재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가계에 속하는 구성원 중 RYR1 유전자 

변이를 가진 가계 구성원 중에서 central core disease

와 유사한 임상 증상을 가진 구성원이 2명 있었다. 

  현재까지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될 가능성

이 있는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위치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가 가장 많이 보

고되고 있는 RYR1 유전자가 위치하는 19번 염색체 

q13.1-2 (malignant hyperthermia susceptibility locus 1, 

MHS-1 locus, OMIM 145600) 부위를 포함하여 17번 

염색체 q11.2-24 (MHS-2, OMIM 154275), 7번 염색

체 q21.1 (MHS-3, OMIM 154276), 3번 염색체 q13.1 

(MHS-4, OMIM 600467), 1번 염색체 q32 (MHS-5, 

OMIM 601887), 5번 염색체 p (MHS-6, OMIM 601888) 

6개의 염색체 부위가 생각되고 있으나14,29-32) 이중 19

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RYR1 유전자가 가장 접한 

연관을 가지며 50% 이상의 악성고열증 가계에서 

RYR1 유전자 변이가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3,14,33,34)

 이와 같이 RYR1 유전

자 변이가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

되고 있으나 아직 현재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분

자생물학적 검사을 통하여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

를 식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먼저 악성고열증 감

수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의 위치가 다양한 

이질성(heterogeneity) 유전적 특성으로 인해 악성고

열증 감수성 여부 식별 방법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이용할 때 거짓 음성(false negative)으로 인한 

위험이 심각하며, 또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RYR1 

유전자의 크기가 너무 커 새로운 유전자 변이의 발

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분자생물학적 검

사를 통하여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식별하는데

는 아직 많은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비록 이러한 유전자 변이 검사가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식별하는 통상적인 식별 방법으로는 

한계를 가지지만 IVCT를 보조하는 방법으로서의 의

미와 제한적이나마 악성고열증 감수성과 연관된 것

으로 알려진 유전자 변이를 가진 가족의 구성원에서

는 IVCT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발단자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이 유무 검사를 통하여 가계 구성원의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다. 2001년 유럽 악성

고열증 학회에서
35)
 추천한 악성고열증 감수성 식별

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진단 지침에 따르면 악성고열

증 감수성과 연관된 유전자 변이를 가진 가족 구성

원은 IVCT를 시행하지 않고 악성고열증 감수성 양

성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전자 변이

가 존재하지 않는 가계 구성원에게 악성고열증 감수

성 음성이라는 판정을 위해서는 IVCT 결과에 따라 

판정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자 

변이의 탐색 결과를 임상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중

요한 일 중 하나는 표현형(phenotype)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에 의한 유전형과 

IVCT를 통한 표현형의 일치 정도를 연구한 연구 보

고에 의하면
36)
 유럽 기준에 의한 IVCT와 RYR1 유

전자 변이의 관계에 있어 민감도(sensitivity) 98.5%, 

특이성(specificity) 81.8%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악성

고열증 감수성 진단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유전자 변이의 유전형(geno-

type)과 표현형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IVCT를 

표현형의 확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 우리나라에서는 여건상 IVCT를 통한 표현형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제대로 활

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

서도 가계 구성원들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

으로 생각되는 RYR1 유전자 변이의 존재는 확인하

으나 IVCT를 통하여 표현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

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단자의 경우 Larach 등에
27) 
의해 개발된 clinical 

grading scale에 의하여 악성고열증 진위 여부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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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기준에 의하면 거의 확실한 악성고열증으

로 판정하여 유전형과 표현형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4년 Larach 등에
27) 
의해 개발된 clinical 

grading scale은 악성고열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악

성고열증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적 척도로 근강

직, 근육 파괴 정도, 호흡성 산증, 체온 상승, 부정맥 

여부, 가족력 등 6개 항목에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

여 총점에 따라 악성고열증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하

여 악성고열증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데 총점이 20점 

이하인 경우 악성고열증의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총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거의 확실한 악성고열증으

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발단자의 경우, 전신적 

근강직, 콜라색 소변, 체온 40
o
C, 180회 정도의 빈맥,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pH 7.15, BE -9.5 mmol/L의 

검사 소견 등이 있어 근강직 15점, creatine kinase 상

승으로 반 되는 근육파괴 정도 15점, 호흡성 산증 

15점, 체온 상승 10점, 부정맥 여부 3점, 기타 20점, 

총점 78점으로 clinical grading scale에 기준하면 거의 

확실한 악성고열증이라 판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악성고열증 감수성을 확인하는 IVCT를 시행하

지는 못하 으나 악성고열증이 나타난 발단자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RYR1 유전

자 변이 G7304A를 확인하 고, 발단자에서 확인된 

유전자 변이의 존재 유무를 가계 구성원들에서 확인

하고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를 유전 상담과 임상적 적용에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으로 발표되어 있는 

RYR1 유전자 변이의 빈도를 보면 아직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여 대부분의 경우 한 가계에서만 

발견된 경우가 많지만 RYR1 Arg614Cys 유전자 변

이가 가장 빈도가 높으며, Arg614Cys, Gly2434Arg, 

Gly341Arg 등의 유전자 변이가 악성고열증 가계 

10% 정도에서 발견되고,
3)
 민족에 따라서도 빈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
 RYR1 유전자 변이 

Gly341Arg의 경우 국, 프랑스 악성고열증 가계에

서는 6% 정도의 빈도를 보이나 북 유럽 민족에서

는 거의 없고, Arg614Cys의 경우는 독일 민족, 

Val2168Met의 경우는 스위스 민족에 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8,37)
 본 연구에서 발견된 RYR1 유전자 변

이 Arg2435His의 경우, 본 연구의 발단자와는 가계

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저자들이 경험한 다른 1예

의 악성고열증 환자에서도 동일한 RYR1 유전자 변

이를 확인하 다. 이는 좀더 많은 자료가 축적된 이

후 해석 가능한 일이나 본 연구에서 발견한 RYR1 

유전자 변이 Arg2435His가 한국인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빈도가 높은 RYR1 유전자 변

이의 하나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1990년 인간에서 처음으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이후 악성

고열증에 대한 유전학적, 생화학적 지식에 대한 많

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악성고열증 감수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이면서 통상적으

로 사용 가능한 방법의 출현에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악성고열증 감수

성의 유전적 이질성, 유전형과 표현형과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악

성고열증 발현율에 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연구 

등 아직 미결의 과제가 해결되어야하겠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 악성고열증 환

자에서 발견한 RYR1 G7304A (Arg2435His) 유전자 

변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한국인 악성고열

증 환자에서 악성고열증 감수성의 원인이 되는 

RYR1 유전자 변이이며, 또한 대규모 가계도 조사를 

통하여 가계 구성원의 발단자에서 발견된 RYR1 유

전자 변이 유무를 추적한 국내 최초의 연구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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