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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ogg-Dubé syndrome incidentally diagnosed during asthm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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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ogg-Dubé (BHD) syndrome is an autosomal dominant hereditary disorder characterized by 3 clinical manifestations, including
skin fibrofolliculomas, multiple pulmonary cysts with or without spontaneous pneumothorax, and spontaneous renal tumor. A
60-year-old Korean male who had suffered from bronchial asthma incidentally diagnosed with multiple pulmonary cysts by computed tomography during a regular follow-up. Genetic studies revealed folliculin gene mutation that was a confirmative finding of
BHD syndrome. Although this case showed no cutaneous manifestations or renal abnormality, genetic studies of his family and regular follow-up are recommended.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5;3: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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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자 변이를 증명하여 BHD 증후군을 확진한 1예를 경험하였기
에 문헌고찰 및 보고하는 바이다.

Birt-Hogg-Dubé (BHD) 증후군은 다발성 피부종양, 다발성 폐

낭종, 신장종양을 특징으로 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으로

증 례

1977년 Birt 등 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이후 다발성 폐낭종,
1)

신장종양 등과 관련성이 밝혀졌으며 2001년에는 folliculin (FLCN)

환자: 60세, 남자

이라는 단백질을 발현하는 염색체 17p11.2에 위치한 FLCN 유전자

주소: 2주 전부터 악화된 호흡곤란

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병력: 환자는 12년 전부터 천식 및 알레르기비염을 진단받고

2-4)

BHD 증후군은 주로 얼굴, 목에 분포하는 흰 구진 양상의 섬유털

간헐적으로 투약하며 증상을 조절하였으나 1년에 1–2회의 천식 악

집종과 자발성 기흉을 일으킬 수 있는 다발성 폐낭종, 임상적으로

화로 인한 호흡곤란을 겪었다. 2012년 12월부터 흡입 스테로이드 및

치명적인 신장종양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비강 내 스테로이드 분무를 유지하면서 외래 추적 관찰하였으나 증

200여 가계가 보고되었다.

상 호전으로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고 지내던 중, 2주 전부터 기침,

5)

국내에서는 피부병변 및 자발성 기흉으로 내원하여 진단된 증례

객담이 시작되고 호흡곤란과 천명이 점점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가 보고되어 있다.6-9) 저자들은 기관지천식으로 추적 관찰 및 투약

과거력: 20년 전 축농증 수술을 시행하였고 자발성 기흉의 과거

중, 천식 악화를 경험한 환자에서 시행한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우

력은 없었다. 천식 및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이외 복용 중인 약은 없

연히 다발성 폐낭종이 발견되어 BHD 증후군을 의심하고 FLCN

었다. 흡연력은 없었고 사회적 음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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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 5남매 중 누나 1명은 천식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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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폐낭종을 근거로 하여 BHD 증후군 의심하에 유전자

직업: 현재는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다.

검사 를 시행하였으며 FLCN 유전자에서 알려진 돌연변이 ,

진찰 소견: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혈압 124/78 mmHg, 맥박 수 74

c.1285dupC (p.His429Profs)가 검출되었다(Fig. 2).

beats/min, 호흡 수 14 breaths/min, 체온 36.5˚C였다. 안면 및 전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발표된 진단 기준에 따라 BHD

피부에 유의한 피부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호기 시 천명음이 청

증후군을 진단하였다.5) BHD 증후군의 신장 침범 여부 확인 위해

진되었으며 복부 및 사지 검사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늑골척추각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신장을 포함한 복부장기 이

압통도 관찰되지 않았다.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검사 소견: 단순 흉부촬영은 정상이었고 폐기능검사에서 노력

치료 및 경과: 본 증례에서는 다발성 폐낭종 이외 이상 소견은

성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은 예측치의 58.8%, 1초간노

없어 천식 치료를 유지하면서 폐낭종 악화 및 신장종양 발생 여부

력성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은

를 1년마다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으며, 유전 질환으로 가족들에 대

46.9%였으며 FEV1/FVC ratio는 56%로 중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한 검사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함을 권유하였다.

소견을 보였다. 2년 전 시행한 검사는 FVC 81.1%, FEV1 58.3%,
FEV1/FVC ratio 57.2%로 측정되어 천식 악화 및 FVC가 감소할 수

고 찰

있는 제한성 환기 장애를 의심하였다.
천식 이외의 기관지 내 병변 및 FVC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폐 실

BHD 증후군은 1977년 Birt 등1)이 처음 임상 양상을 기술할 당시

질 병변 감별 위해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천식을 시사

에는 섬유털집종(fibrofolliculoma), 털원반종(trichodiscoma), 연성

하는 기관지벽 비후 소견 보이며 양폐 하부에 다양한 크기의 얇은

섬유종(acrochordon) 등의 피부병변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신장종

벽을 지닌 다발성 폐낭종이 관찰되었다(Fig. 1).

양과의 연관성이 밝혀졌으며 자발성 기흉을 일으키는 다발성 폐낭
종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2,3) 80% 이상의 환자에서 다발성 폐
낭종이 발견되며 신장종양은 약 7배, 자발성 기흉은 약 50배의 확
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대장의 용종, 대장암,
유방암, 편도암 등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으나 증명되지 않았다.10)
염색체 17p11.2에 위치한 FLCN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4) 이 유전자는 14개의 exon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현재까지 약 15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고 folliculin
은 피부와 피부부속기, 폐의 제1형 폐포 세포, 신장의 원위네프론에
주로 발현되며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종양
억제 기능 및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신호 경로
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1) 본 증례에서 관찰된 exon 11의
c.1285dupC 유전자 변이는 c.1285delC와 함께 가장 흔하게 나타나

는 유전자 변이이며 이 exon 11에 위치한 8개의 cytosine이 이어져
Fig. 1.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of chest reveals multiple lung cysts.

있는 모노뉴클레오타이드 부분이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날 수 있

Fig. 2. FLCN gene analysis revealed gene mutation at exon 11 on chromosom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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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otspot’으로 알려져 있다.12)
Menko 등5)은 임상 양상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반영한 진단 기준

을 제시하였는데 주 진단 기준으로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5개 이상

Kim JH, et al. • Incidentally diagnosed BHD syndrome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신장초음파의 경우 작은 종양을 발견하
기 어려워 전산화 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으로 해마다 추적 관
찰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5)

의 전형적인 피부 증상과 FLCN 유전자 변이가 있으며, 부 진단 기

본 증례에서는 기관지천식 치료 중 다발성 폐낭종이 발견되어 시

준으로 다발성 폐낭종, 신장 종양, BHD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다.

행한 유전자 검사상 FLCN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BHD 증후군

주 진단 기준 중 한가지 혹은 부 진단 기준 중 두 가지를 만족하면

을 진단하였다. 많은 임상의사들이 천식 환자 추적 관찰 중 천식 악

진단할 수 있으며 본 증례는 전형적인 피부병변, 신장종양은 없으

화 등 다양한 이유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진행하는데 이 증례

나 주 진단 기준 1가지와 부 진단 기준 1가지에 해당하여 BHD 증

처럼 다발성 폐낭종이 발견되는 경우 BHD 증후군을 의심하여 유

후군을 진단할 수 있었다. 또한 FLCN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전자 검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징적 피부병변, 다발성 폐낭종, 자발성 기흉, 50세 이전에 다발성
으로 발생하는 신장종양, 상기 질환의 가족력을 제시하였는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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