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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umerary derivative (22) syndrome is a rare genomic syndrome. It is characterized 

by severe mental retardation, microcephaly, failure to thrive, preauricular tag or sinus, ear 

abnormalities, cleft and/or high-arched palate, micrognathia, kidney abnormalities, congenital 

heart defects, and genital abnormalities in males. In 99% of the cases, one of the parents 

is a balanced carrier of a translocation between chromosome 11 and chromosome 22. To 

date, there have been about 100 case reports of supernumerary derivative (22) syndrome. 

In most of the cases, supernumerary derivative (22) syndrome was the result of 3:1 meiotic 

segregation in the maternal 11;22 translocation carrier. We now report a case of 47,XX, + 

der(22)t(11;22)(q23;q11.2) resulting from 3:1 meiotic segregation of the paternal transloca-

tion carrier. (J Korean Soc Neonatol 2010;17: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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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염색체의 수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이 질환은 부모 

중 한 명의 11번과 22번 염색체 사이에 균형 전좌가 발

생하여 자녀에서 과잉 염색체(supernumerary chromo-

some) 22번이 발생하며, 부모는 임상적으로 정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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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분만 후 자녀에게서 심각한 지능저하 및 다발성 기형

을 보여 인지하게 된다. 이 질환은 2004년부터 Ema-

nuel 증후군으로 명명되었고 대부분 자연유산 되므로 생

존 출생하는 경우는 100여 명의 보고만 있으며 특히 부

계의 균형전좌에 의한 경우는 국외 4례
1)

, 국내 1례
2)

만 

보고되고 있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Emanuel 증후군 환아는 심각한 정신 지체, 소두증, 

이마 돌출, 소악증(micrognathia), 구개열, 이개전방누

공, 신기형, 심기형, 골격계 이상, 남아의 경우 생식기 기

형 등을 동반한다3).

이 질환의 국내 보고
2)

에서는 47,XX,+der(22)t(11; 

22)(q25;q13.1)에 대한 1례가 있을 뿐이다. 이에 저자

들은 다발성 기형을 지닌 신생아와 부모에게서 핵형 분

석 및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를 

시행한 결과, 환아의 염색체 이상은 부계의 균형적 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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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is shows hypotonia, low set ears as-
sociated with a preauricular pit, and limited motion 
in the upper extremities by winged scapula: (B) 
prominent forehead, long philtrum, and micro-
gnathia: (C) high-arched palate.

Fig. 2. Echocardiogram from subcostal view shows 
the interatrial septum with a defect that is 7.05 mm.

t(11;22)(q23;q11.2)에 의해 유발된 22번 염색체 단완

과 장완 일부가 삼 염색체인 47,XX,+der(22)t(11;22) 

(q23;q11.2), 즉 Emanuel 증후군 1례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증례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아 : 김○우, 생후 1일, 여아

주  소 : 활동성 저하, 다발성 기형

출생력 및 가족력 : 환아는 임신 4개월째 triple test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임신 7개월째부터 양수 과소증이 

발생하 고 자궁 내 성장지연과 양수 과소증이 악화되어 

재태 기간 35주, 출생체중 1,920 g, 제왕절개로 분만되

었다. 출생 직전 태아 곤란증은 없었다. 아프가 점수는 

1분 4점, 5분 6점, 10분 7점이었다. 가족력 상 부친(33

세)의 형이 정신지체 병력이 있었으나 산모(31세)는 자

연유산 병력도 없었고 첫째(3세, 여아, 외관상 정상)를 

자연분만하여 성장과 발달이 정상이었다. 

현병력 : 환아는 출생 후 축 쳐진 상태로 거의 움직임

이 없었고 울음소리도 약했으며 다발성 기형이 의심되어 

자세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한 상태 다.

육안적 소견 : 환아는 출생당시 두위 30 cm (10-25

백분위수), 키 47 cm (50-75백분위수), 몸무게 1,920 

g (10-25백분위수), ponderal index 1.85 다. 외관

상 저긴장증을 보이고 있었고 튀어나온 이마, 길고 뚜렷

한 인중, 소악증, 처진 귀, 이개전방누공, 고궁상개, 익상 

견갑골, 양측 고관절 아탈골 등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제

대동맥은 2개 다(Fig. 1).

검사소견 : 신경학적 검사에서 흡철 반사는 강했으나 

모로 반사는 약하 다. 출생 시부터 청진된 심장 잡음으

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방 중격 결손(7 mm)

을 확인하 으며 심첨부의 경한 우방 회전 이상이 관찰

되었다(Fig. 2). 양수 과소증이 있어 시행한 복부 초음파 

등 다른 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저 

긴장증과 다발성 기형이 있어 생후 3일째 말초 혈액으로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 으며 550 band level에서 G- 

banding analysis를 이용한 핵형 분석을 통해 과잉 염색

체 marker를 발견하 다. 그 결과 partial trisomy 22

임이 확인되었고 FISH를 통해 47,XX,+der(22)t(11; 

22)(q23;q11.2)임을 알 수 있었다(Fig. 3). 과잉 염색

체의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 양측 부모의 염색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산모의 핵형은 정상이었으나 부계에서 t(11; 

22)(q23;q11.2)가 관찰되었고 환아의 과잉 염색체는 

부계에서 유래한 것임을 확인하 다(Fig. 4).

경 과 : 출생한지 3주째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여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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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atient's karyotype is 47,XX,+der(22)t(11;22)(q23;q11.2). (B) Patient's 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on metaphase nuclei shows three TUPLE1 (red, 22q11.2) signals, compared with 
two ARSA (green, 22q13) signals.

Fig. 4. (A) Father's karyotype is 46,XY,t(11;22)(q23;q11.2). Arrows indicate the breakpoints. (B) 
Father's 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on metaphase nuclei shows two TUPLE1 (red, 22q11.2) 
signals, compared with two ARSA (green, 22q13) signals.

원 시는 구부려졌던 어깨와 고관절이 다소 펴지는 양상

을 보이는 등 호전을 보 으며 경구 수유도 회당 50 mL

로 1일 8회 잘 하 고 활동성도 활발한 양상을 보 다. 

그러나 출생한지 1개월 후 두위 32 cm (3백분위수 미

만), 키 47 cm (3백분위수 미만), 몸무게 2,400 g (3백

분위수 미만)으로 성장 장애를 나타내었다. 출생한지 2

개월에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 양측 청력 저하가 관찰되

었고 출생 4개월에 시행한 심초음파에서는 심방 중격 결

손이 10 mm로 증가되어 있었다. 출생 후 10개월에는 

좌측 고관절만 아탈골이 남아있고 양측 견관절과 우측 

고관절은 재활치료로 정상화되었으며 운동범위도 거의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여전히 감소되어 있고 

목은 가눌 수 있으나 뒤집기, 기어다니기, 혼자 앉아있기 

등의 발달 장애를 나타내었다.

고     찰

Emanuel 증후군은 22번 염색체 과잉으로 심각한 정

신지체, 자궁 내 성장장애, 저 긴장증, 소두증, 이개전방

누공, 소악증, 신장 및 심장기형, 남아에서는 생식기 이

상 등을 동반하는 드문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99% 이상

에서 부모는 11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간의 균형전좌 

보유자이고 정상의 외형을 지닌다
3)

.

본 환아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 정상적 외형이었고 

triple test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양수 과소증이 심하

고 자궁 내 성장장애가 심각해 미숙아로 분만하 으나 

저 긴장증, 튀어나온 이마, 소악증, 이개 전방 누공, 처진 

귀, 난청, 고궁상개, 길고 뚜렷한 인중, 심방 중격 결손, 

익상 견갑골, 양측 견관절 및 고관절 아탈골 등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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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이 있어 환아와 부모의 염색체 핵형 검사와 FISH를 

시행하게 되었고 부계에서 염색체 11번과 22번간의 균

형전좌를 알 수 있었다.

환아의 부계처럼 t(11;22)(q23;q11.2)를 지닌 경우 

외형상 정상이지만 자손은 염색체 과잉 der(22)의 위험

이 있다. 염색체 22번 marker를 이용한 t(11;22) family 

분석한 결과 염색체 과잉 der(22)는 양측 부모로부터 

정상의 염색체 22번을 1개씩 받고 균형전좌 보유자인 

부모로부터 der(22)를 하나 더 받아 과잉 염색체가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균형전좌 보유자 

부모의 3:1 meiosis I malsegregation 때문인 것으로 

설명 된다
3, 4)

.

이러한 Emanuel 증후군은 조산이나 심각한 선천성 

기형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임신 말기까지 생존 출생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약 100여 명 만이 보고되고 있

다
5, 6)

.

통계적으로 보인자는 부계보다는 모계의 확률이 높고 

심각한 기형으로 유산이나 조산의 확률이 높다(23-37 

%)
6, 7)

. 즉, 환아의 경우와 같은 부계 보인자에 의한 경

우는 매우 드물어 국외 4례
1)

, 국내 1례
2)

만 보고되고 있

다.

이 질환의 주요 임상증상은 심각한 정신지체와 함께 

다발성 기형으로 소두증, 튀어나온 이마, 안내각상의 주

름, 안검열의 외하방 경사(down-slanting palpebral 

fissures), 넓고 낮은 비교(卑橋, broad and flat nasal 

bridge), 길고 뚜렷한 인중, 소악증, 구개열, 큰 귀에서 

작은 귀 및 처진 귀 까지 다양한 귀 기형, 유경 연성 섬유

종(skin tags), 이개 전방 누공, 남아의 경우 생식기 기

형을 동반한다
7)

. 그 외에도 성장장애, 선천성 심장 질환, 

선천성 신장 질환, 선천성 고관절 탈골 동반 등도 보고되

고 있으며
8)

, 항문협착(anal stenosis) 또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

환아는 유산이나 사산되기 쉽고, 출생해도 1년 이내

에 거의 사망하는데, 환아의 62%에서 발생하는 선천성 

심장 질환의 정도에 따라 사망률이 크게 좌우 된다
9)

.

 Emanuel 증후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특징적인 모양과 선천성 기형을 갖는 염색체 이상 증후

군으로 보고된 예가 드물고 빈도도 잘 알려져 있지 못하

나 다른 염색체 질환에서와 같이 부모의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다음 

자녀의 임신 중 태아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산전 진단하

는 것이 이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Emanuel 증후군은 본인 및 부모와 가족들

을 포함해 임신 시 Emanuel 증후군 발생위험이 있으므

로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유전질환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

하다. 먼저 Emanuel 증후군을 유발한 t(11;22) 보인자

가 여자인 경우 폐경기 이전에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정밀검진이 필요하다
10)

. 둘째

로는 Emanuel 증후군 환아의 부모는 다음 임신 시 다시 

Emanuel 증후군 환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 태

아의 염색체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부모에게 충분히 설

명해 주어야 한다. 모체가 균형 전좌인 경우에 다시 

Emanuel 증후군 환아를 임신할 확률이 2%-6%라고 보

고하고 있다
6)

.

셋째로는 Emanuel 증후군의 형제나 자매의 경우 임

상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인자일 수 있으

므로 결혼 전에 반드시 염색체 검사를 하여 확인할 필요

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Emanuel 증후군의 가

능성이 있는 태아에 대해서는 재태 연령 12주에 융모막 

검사를 시행하거나 재태 연령 15-18주에 양수검사가 

필요하며 두 검사 모두 염색체 과잉 der(22) 진단에는 

민감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Emanuel 증후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발성 

기형과 심각한 정신지체를 동반하는 염색체 수적 이상인 

증후군으로 보고된 예가 드물고 빈도도 잘 알려져 있지 

못하나 보인자 부모의 경우 산전 검사를 통해 임신 중 태

아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산전 진단하는 것이 이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질환의 사망률은 출생한지 첫 한 달에 높으

며 예후는 관련된 선천성 기형이 무엇인지에 의존한다. 

본 환아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동반기형이 없

어 생후 10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양호한 경과를 나타

내고 있으나 본 질환이 경우 심각한 정신지체와 다발성 

기형을 동반하므로 본 환아의 경우처럼 최대한 빨리 재

활치료를 시행하고 증상별 다각적 치료와 성장 및 발달

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다면 관련 기형에 따른 발달 

장애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하겠다.

요     약

저자들은 저긴장증과 다발성 선천성 기형을 보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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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에서 염색체 검사 및 FISH로 확인된, 부계의 균형적 

전좌에 의한 Emanuel 증후군 1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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