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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Lemli-Opitz syndrome (SLOS) is an autosomal recessive disease caused by a defect in cho-

lesterol biosynthesis. This mutation encodes 7-dehydrocholesterol reductase (DHCR7), which is 

located on chromosome 11q13. It is characterized by typical facial appearances, microcephaly, 

small up-turned nose, cleft palate, syndactyly, and is correlated with cardiac, gastrointestinal and 

genital malformations. There may also be mental retardation, behavioral problems and growth 

retardation. It causes a broad spectrum of effects, ranging from a mild disorder of learning and 

behavior to a lethal malformation. There are four reports of Smith-Lemli-Opitz syndrome in Korean 

children. Here, we describe a two months old female with microcephaly, toe syndactyly and a 

cleft soft palate who was diagnosed as SLOS with c. 1054 C>T (p.R352W) and c.907G>A (p. 

G303R) mu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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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Smith-Lemli-Opitz 

syndrome, SLOS)은 1964년에 스미스(Smith), 렘리

(Lemli), 오피츠(Opitz)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된 질환

이다.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은 상염색체 열성으

로 유전되는 질환으로 7-dehydrocholesterol reduc-

tase효소의 결함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생긴 

질환이다. 신생아 2-3만 명당 1명의 빈도로 나타나며 

책임저자: 진동규,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Tel: 02)3410-3525, Fax: 02)3410-0043

E-mail: jindk@skku.edu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북부 유럽의 백인에

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1)
. 이 질환은 다양한 선천기형

을 가지는데 독특한 얼굴생김새, 소두증, 구개열, 두 번

째와 세 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심장기형 및 남성에서 

외부생식기의 발육부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2)

. 또한 성

장부진, 행동장애, 정신지체가 특징적인 증상이다
3)

. 질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는 다양하여 같은 가족에서

도 일부는 미미한 출생 결함과 정상 발달을 보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이상증상을 보이기도 한

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4명의 환자만이 보고되어 있다
3-6)

. 다양한 기형을 가진 2개월된 여자 환아에서 비정

상적인 7-dehydrocholesterol 농도의 상승과 DHC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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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돌연변이(p.R352W 및 p.G303R)의 발견으

로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을 진단하 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6살 여자 환아로 재태기간 39주 5일, 출생체중 3.6 

kg으로 자연분만으로 출생 후 합지증, 고구개가 발견되

고 경구식이 진행되지 않아 생후 20일째 입원하 다. 

신생아 선별검사와 염색체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으

며, 청력검사에서 오른쪽 귀 청력 역치 45 dB, 왼쪽 귀 

청력 역치 40 dB으로 감각 신경성 청력저하소견을 보

으며 심장초음파에서 2 mm 크기의 난원공개존증이 

있었다. 또한 뇌자기공명 상에서 소두증이 발견되었

고, 복부초음파에서는 장회전이상증 의심소견을 보

다. 이후 반복적인 구토증상과 성장지연 지속되어 생후 

2개월경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내원하

다. 외래 내원 당시 환아 경구 식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

로 체중 3.9 kg (3 백분위수 미만), 신장 36 cm (3 백

분위수 미만), 두위 35.2 cm (3 백분위수 미만)으로 

성장장애를 보 으며, 신체 진찰상 소두증, 안검하수, 

내안각주름이 있었으며, 높은 콧마루와 긴 인중과 역 V

형 입술 모양을 보 다. 또한 구개수열, 연구개 파열과 

소하악증이 있었으며, 양쪽 2번째, 3번째 발가락에 합

지증이 있었다. 입원 후 백혈구 수를 포함한 일반 혈액

검사, 화학혈액검사, 콜레스테롤 수치 및 중성지방 검

사, 전해질 검사, 정맥혈 가스검사 시행하 으며, 특이 

이상 소견은 없었다. 뇌자기공명 상에서 후두각부위에 

소량의 뇌실확장증이 보 으며, 양측시상부위에 뇌실질 

소실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었다. 환아 안과검진상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았으며, 생후 2개월경 재 시행한 청력

검사와 심장초음파에서 정상 소견 보 다. 또한 구강섭

취 부진 및 구토증상에 대해 바륨 삼킴 검사와 24시간 

식도 pH검사 및 복부초음파와 위장관 조 술을 시행하

다. 바륨삼킴 검사에서 비인두역류 및 연하장애 및 

인두기에서 흡인되는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24시간 식

도 pH검사상 생리적 위식도 역류 소견을 보 다. 복부 

초음파에서는 상간막정맥이 상간막동맥의 앞쪽, 왼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위장관 조 술에서 샘창자걸이근이 

오른쪽 아래 부위에 위치하여 장회전이상증이 의심되

었다. 

장회전이상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복부 복강경 탐사를 시행하 다. 장회전이상증은 발견

되지 않았으나, 삼킴 장애 소견이 발견되어 경피적 내

시경 위루술을 시행하 다.

성장지연, 소두증, 독특한 얼굴생김새, 연구개 파열 

및 등 여러가지 임상양상으로 피에르 로빈 증후군(Pi-

erre robin syndrome)과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

군을 함께 의심하 으나, 소악증, 두 번째와 세 번째 발

가락의 합지증 등도 함께 동반 있어 스미스-렘리-오

피츠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 다. 

7-dehydrocholesterol 농도를 측정하 으며, 3,493 

ug/mL으로 정상수치 2 ug/mL 이하에 비해 현저한 상

승 소견을 보 다. 분자유전학적 확진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 고 DHCR7 유전자 분석에서 2개의 이

형접합 유전자 변이(p.R352W 및 p.G303R)가 발견 

되었다. R352W와 G303R변이는 기존에 스미스-렘리

-오피츠 증후군에서 밝혀진 유전자 변이이다. 환아 부

모를 검사한 결과 환아부는 p.R352W이형접합자, 환아

모는 p.G303R 이형접합자로 밝혀졌다(Fig. 1). 위루관 

수술 시행 후 위루관으로 식이 진행 되어 퇴원하 다.

위루관 수술 2개월 후 지속적인 구토 증상 발생하여 

생후 4개월경 재입원하여 검사한 24시간 식도 pH검사

상 심한 위식도역류 발견되어 복강경 위저추벽 성형술 

및 재 위관 위루술을 시행하 다. 이후 환아 위루관으

로 식이 진행되었으며, 15개월 후 환아 구강식이 원활

하게 진행되어 위루관 제거하 다. 정기적으로 콜레스

테롤 수치 검사하며 외래 경과 관찰 중 4세경 과잉행동 

보이며, 콜레스테롤 수치 64 mg/dL (정상: 110-240 

mg/dL) 보여 계란 노른자 식이 진행하 으며, 이후 콜

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과잉행동양상은 완화 되었

다. 환아 현재 6세로 체중 12.7 kg (-5.2 표준편차점

수), 신장 99.8 cm (-3.3 표준편차점수)이나 지속적

으로 체증증가 및 신장 증가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

작 등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정

상 범위 유지하며, 특수학교 재학 중으로 혼자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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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utation analysis of the DHCR7 gene from the patient and her parents. The patient had 
compound heterozygous mutations (c.907G>A and c.1054>T; arrows) of DHCR7. The patient’s
father and mother were confirmed to be heterozygous carriers.

을 올라갈 수 있으며, 마마 또는 아빠를 지칭하여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언어 및 재활치료 하며, 외래 경과 관

찰 중이다.

고     찰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으로 7-hydrocholesterol reductase효소의 결함

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생긴 질환이다. 이 질

환은 cholesterol 합성의 마지막 단계인 7-dehydro-

cholesterol에서 cholesterol로 변하는 단계에서 C7

과 C8의 결합을 끊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7-dehy-

drocholesterol reductase 효소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7)

. 

이 질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심지어 같은 가족에서조차도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여, 

일부는 정상 발달하고 미미한 출생 결함을 가지나 다른 

일부는 치명적인 증상을 가지기도 한다. 이 질환의 대

표적인 증상은 출생전과 후의 성장지연, 소두증, 경증

에서 중증도의 정신지체, 그 외에 다양한 선천성 기형

이며, 독특한 얼굴 생김새, 구개열, 비정상적인 잇몸, 심

장기형 및 다지증, 발의 제 2지, 3지의 합지증, 남성에

서 외부생식기의 발육 부전이 선천성 기형에 속한다
8)

.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의 추정 발병률은 약 

20,000명에서 40,000명 출생당 1명으로, 북유럽과 유

럽 중심부에서 가장 흔하며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서 매우 드물다
1)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환아가 

보고 되었다. 첫번째 증례보고는 Chae 등
4)

의 보고로 

발달지연과 근긴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14개월의 여

자 환아에서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으로 진단된 경

우이다.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에서 심각한 근 긴

장저하증상은 아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반

하여 환아는 심한 운동발달 지연으로 근육 생검 검사까

지 시행하 다. 

두 번째로 진단된 증례보고는 Park 등
6)
의 보고로 산

전 초음파에서 성장지연 및 심장기형, 구개열, 소악증, 

합지증이 있었던 경우로, 출생 2일째 cholesterol 수치 

12 mg/dL와 특징적 임상양상으로 스미스-렘리-오피

츠증후군을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하

다. 세 번째로 진단된 경우는 Lee 등
5)

의 보고로 반

복적인 구토와 성장지연 증상을 가진 3개월 여자 환아

에서 양안 격리증, 들린 콧구멍, 구개수열, 연구개파열, 

발가락의 합지증의 임상양상으로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을 의심하여 진단하 다. 또한 환아는 심한 과잉

행동 증상 있어 계란 노른자 식이로 콜레스테롤 보충하

으며, 콜레스테롤 보충과 과잉행동 증상 완화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네 번째로는 Ko 등
3)

의 보고로 

신생아 담즙 정체증을 가진 4개월의 남자 환아에서 콜

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함께 성장지연, 동맥관 개존증, 

구개열, 합지증, 모호한 생식기 등 여러가지 기형 소견

으로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을 의심하여 진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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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리 증례에서는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 

및 중성지방 수치 정상으로 구토와 성장지연을 주소로 

내원한 2개월 된 아에서 소두증, 연구개 파열, 발가

락의 합지증 등 특이 임상양상만으로 스미스-렘리-오

피츠증후군을 의심하여 진단하 다. 스미스-렘리-오

피츠증후군의 발병률이 낮은 데에는 증상의 정도가 다

양하여 진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에 질환을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진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HCR7 유전자는 11q13번 염색체에 위치하며, 14 

kb의 무게를 가지며, 47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154개의 각기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

으며, 130개의 과오돌연변이(missense mutation), 8

개의 정지돌연변이(nonsense mutation), 8개의 결실

돌연변이(deletion mutation), 2개의 삽입돌연변이

(insertion mutation) 등이 있다. 그 중에서 p.T93M, 

p.R404C, p.W151X, p.V326L, C.964-1G>C가 흔하

게 발견되는 돌연변이이다
9)
. Barbara 등

10)
이 스미스-

렘리-오피츠증후군의 환자에서 7-hydrocholesterol 

reductase 유전자 변이를 분석한 논문에서 과오돌연변

이(missense mutation)을 일으키는 p.L99P, p.V326L, 

p.R352W, p.R404C, p.G410S의 변이는 7-hydro-

cholesterol reductase 단백질의 발현을 90% 이상 

막으며, 7-hydrocholesterol reductase 단백질의 안

전도를 손상 시킨다고 보고하 다. 이 과오돌연변이

(missense mutation)중에서 p.R352W 변이가 한국

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이며, 이번 우리 

증례에서도 p.R352W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 

콜레스테롤은 주요한 myelin을 비롯한 세포막을 구

성하는 필요한 중요한 지질구성요소이며, 신호전달역할 

및 호르몬, 담즙산의 전구체 및 헤지호그 신호전달 역

할 등을 한다.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은 이런 여

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합성이 되지 않거나 

콜레스테롤 합성의 전구물질인 7-hydroxycholesterol 

(7DHC)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임상증상이 나타나게 된

다
8)

.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의 치료는 혈액 내 콜레

스테롤 농도가 떨어져 있으므로 달걀 노른자와 같은 고 

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콜레스테롤을 공급하는 것이

다. 이러한 치료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몸 속의 7DHC, 8-hydroxycholesterol (8DHC)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수치가 저하된 7DHC, 8DHC는 

되먹임 억제 기능에 의해 3-hydroxy-3-methylglu-

tanyl coenzyme A (HMG CoA) reductase을 저해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11)

. Elias 등
12)

에 따르면 콜레스테

롤의 치료의 효과는 치료 시작시기나 치료 전 증상의 

심한 정도와 상관 없으며, 성장발달 및 과잉행동치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빈번한 감염 및 위장관 증세, 광 

과민성 및 피부발진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 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어 

이미 진행된 발달장애에는 치료효과가 없다
13)

. 

또 다른 치료로는 statin으로 Simvastatin이 대표적

인데 이것은 HMG-CoA reductase로, 7DHC, 8DHC 

물질이 생성되는 전 단계를 막는 역할을 한다. 

7DHC와 8DHC의 물질이 몸 속에 고농도로 쌓이게 

되면 질병의 진행 및 예후에 악 향을 주므로 Petr 등

14)
은 7DHC와 8DHC을 교환수혈을 통해 제거하면서 

simvastatin을 함께 치료하여, 유의한 치료 효과를 발

표하 다. 하지만 D.Hass 등
13)

의 연구에 따르면 cho-

lesterol 공급치료와 cholesterol과 statin을 함께 치료

한 군에서 유의한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향후 스

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에서 cholesterol 공급 뿐만 

아니라 statin 및 교환수혈 치료법 등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은 적절한 유전상담이 

시행되어야 한다. 산전 검사에서 초음파에서 성장지연 

및 기형이 발견되거나 환아모의 혈청검사에서 낮은 에

스트리올(estriol)수치일 때 의심할 수 있으며, 확진은 

양수 및 융모막생검에서 스테롤(sterol) 분석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알 수 있다
15)

. 우리 환아 가족의 경우 유

전상담이 시행되었으며, 환아 모가 이형접합자 돌연변

이가 발견되어 둘째 아이 임신시 초음파 및 혈청검사를 

시행하 으며, 융모막 검사를 통하여 유전진단을 시행

하 다.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의 예상 수명에 대해 최

근 밝혀진 논문은 없으나, Johnson 등
16) 

발표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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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전체 환아 중 27%의 환아가 2살 이전에 사

망하 다고 하 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

는 밝혀지지 않았다. Kelley 등
17)

의 논문에 의하면 스

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의 예상 수명은 내부 장기의 

점진적 퇴행과정이나 생화학적인 독성과는 관련이 없

으며, 내부 장기의 기형 정도와 전체적인 지지 치료의 

질에 관련된다고 하 다.

이번에 보고한 증례의 경우, 여러 가지 기형을 가지

고 있는 환아에서 초기에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을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어 진단할 수 있었

다. 이에 조기에 식이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장 

발달을 도왔고, 다른 선천기형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조기 재활치료 등으로 

환자의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다.  

요     약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은 상염색체 열성유전 

질환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의 장애로 나타나는 질병이

다. 7-dehydrochlolesterol reductase 유전자의 변이

로 인하여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지

체, 자폐증, 발육부진, 내부장기 기형, 손과 발의 기형, 

면역기능 저하, 소화기 및 시력의 문제 등이 나타난다. 

이 질환은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치명적인 증상까지 다

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저자들은 다양한 기형을 가진 

환아에서 조기에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을 유전

자 분석을 통하여 진단하 으며, 조기 진단 후 식이진

행 및 기형에 대한 치료, 콜레스테롤을 보충 하 으며,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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