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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2A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신체에게 어떻게 성장, 발달 및 기능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SCN2A 유전자는 신체에게 Nav1.2라는 단백질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Nav1.2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뇌 세포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뉴런이 활성화되면, 다른 뉴런과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Nav1.2는 나트륨 이라는 화학물질을 뉴런 외부에서 뉴런 내부로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나트륨이 뉴런으로 이동하면,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활성 뉴런은 다른 뉴런과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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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2A 유전자는 어떻게 질병을 유발시킵니까?2–7

모든 사람은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 2개의 SCN2A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SCN2A 유전자 자체는 
질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SCN2A 유전자에 Nav1.2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는 경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화를 돌연변이라고도 합니다.

Nav1.2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뉴런이 메시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을 유발시킵니다:
 발작
 발달 지연 또는 지적 장애
 운동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변비 및 역류와 같은 위와 장의 문제
 낮은 근력
 수면 장애.

SCN2A 유전자에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까?3,4,7

SCN2A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들은 증상의 조합 및 중증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2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되었지만, SCN2A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범주 각각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1. 발달 지연 또는 지적 장애가 뒤따르는 생애 초기의 발작

 발작은 일반적으로 1세 이전에 시작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종종 SCN2A 유전자에 기능 돌연변이가 생겨서 Nav1.2가 더 활성화됩니다.

 추가 증상에는 운동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와 장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중증도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발작은 빈번하고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한 발달 지연

 증상은 일반적으로 2-7세에 시작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종종 SCN2A 유전자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서, Nav1.2가 
비활성화되거나 덜 활성화됩니다.

 이들 중 약 30%에게 간질이 발병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SCN2A 돌연변이를 가진 간질 환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발작은 일반적으로 약물로 조절될 수 있으며, 약 2세가 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SCN2A 관련 질병의 치료4,6,8–13

  현재 SCN2A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SCN2A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항경련제, 조기 개입 프로그램,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또는 언어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CN2A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발작의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항발작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일부 사람들에게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경련제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유전자 요법을 포함한 SCN2A 관련 질병에 대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요법은 SCN2A 유전자의 작동 버전을 신체에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지원을 찾을 수 있는 곳

QR 코드를 스캔하여 SCN2A 
Australia 랜딩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SCN2AAsiaPacific 

@scn2aaustralia

@scn2a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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