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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염색체의 구조 및 유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세포 유전학은 의

학의 많은 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선천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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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포함하여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의 임상 진단(clinical diagnosis), 무월경 여성과 불임 또는

반복되는 유산을 경험하는 부부의 생식 문제(reproductive pro-

blems), 고령 산모나 고위험 산모에서의 산전 진단(prenatal

diagnosis), 종양(neoplasia), 그리고 여러 가지 다형성(polymor-

phism) 연구 분야에 적용된다
1)
.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 경제적 인식이 개선되고 산전 진단 기

술이 진보했음에도 여전히 염색체 이상 환자들은 중요한 의학적,

사회적 문제이며 또한 악성 혈액종양질환의 진단 및 치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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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Chromosome analysis is important in genetic study and genetic counsel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type and incidence of chromosome abnormalities in a single hospital for 25

years.

Methods : Chromosome analyses were performed on peripheral blood lymphocytes, obtained from 4,856

patients with suspected chromosomal aberrations, referred to cytogenetic laboratory in 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May 1981 to October 2005.

Results :We analyzed 4,567 cases. Children were 3,014 cases (66.0%) and adult were 1,553 cases (34.0

%). The most common purpose of the chromosomal analysis was growth and developmental abnormality

in children and infertility in adults. Total chromosomal aberration rate was 16.9% (770/4,567). Among

those cases, the numerical abnormalities were 12.2% (558 cases), the structural abnormalities were 4.1%

(187 cases), and others were 0.5% (25 cases). The relative frequencies of autosomal abnormalities were

6.4% (294 cases) in Down syndrome; 0.2% (7 cases) in Edwards syndrome; 0.1% (4 cases) in Patau

syndrome; 0.2% (10 cases) in other abnormalities, of sex chromosome, 2.9% (131 cases) in Klinefelter

syndrome; 2.2% (99 cases) in Turner syndrome; 0.2% (8 cases) in 47, XXX; 0.1% (3 cases) in 47, XYY.

Among the structural abnormalities, translocation was 1.8% (84 cases), inversion was 0.8% (37 cases),

deletion was 0.4% (17 cases), and insertion was 0.3% (13 cases), in order of frequency.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type, incidence and distribution of cytogenetic abnormalities by kar-

yotype were reviewed. We hope that our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on the diagnosis,

treatment and genetic counseling for chromosome abnormalities in Korea. (Korean J Pediatr 2007;

50:87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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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유전자 변이나 암유전자의 발견으로 세포유전학에 대한 관

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단일기관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의 염색체

검사실에서 25년간 시행한 세포유전학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주

요 염색체 이상의 빈도와 그 변화 양상을 과거 문헌들과 비교

분석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81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25년간 경북대학교병원 소

아과 염색체 검사실로 의뢰된 말초혈액 총 4,856례 중, 분열하는

세포가 없거나 오염되어 배양에 실패한 168례(3.5%), 환자 정보

를 확인할 수 없었던 31례(0.6%), 경과 관찰 또는 기타의 이유

로 재검사를 시행한 90례(1.9%)를 제외한 4,567례를 대상으로

염색체 핵형 분석 결과와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2. 방 법

해파린을 처리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3-5 mL 정도를 채혈한

환자의 말초혈액 중 검체 1 mL 정도를 우태아 혈청과 Phyto-

haemagglutinin-M을 혼합한 F-10 배양액에 무균 조작하여 잘

혼합한 후 37℃ 배양기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분열을 유사분열 중기 상태에서 정지시키기 위해 배양 종

료 90분 전에 미리 37℃로 준비되어 있던 colcemid를 첨가한

다음 다시 배양기에 넣어 90분간 배양을 지속하 다. 이후 세포

수확을 위해 1,000 rpm으로 8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청액은 제

거하고 37℃ 실온의 0.075 M KCl 용액으로 저장 처리하 다.

이후 혼합하여 냉장 보관하고 있던 Methyl Carnoy 혼합액

(methanol : acetic acid=3 : 1)으로 고정처리 하 다.

흐르는 물에서 수 차례 세척하고 고정액으로 처리하여 차갑게

준비된 슬라이드에 Pasteur pipette으로 고정된 세포 부유액 2-

3방울을 30 cm 정도의 높이에서 낙하시켜 염색체 슬라이드를

만든 후 60℃ dry-oven에서 1시간 동안 완전히 건조시키는 공

기건조법으로 표본을 작성하여, 2.5% trypsin 용액과 Wright

염색용액으로 염색하여 중기상 염색체를 관찰하 다.

핵형 분석은 최소 20개 이상의 중기세포를 관찰하 고, Paris

conference와 Paris conference supplement, ISCN(An Inter-

national System for Human Cytogenetic Nomenclature) 방

법
2)
으로 염색체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1. The Purpose of the Chromosomal Analysis with Peripheral Blood in Children*

Type of purpose No. Percent Detailed purpose No. Percent

Growth and development abnormality

Hemato-oncologic disorder

Sexual development abnormality

FHx of abnormal karyotype

Others

Total

868

80

31

23

17

1,019

85.2

7.8

3.0

2.2

1.7

100.0

Dysmorphology

Failure to thrive

CHD

Multiple malformation

Short stature

MR

Developmental Delay

CP

Other heart problem

Subtotal

581

85

63

46

31

32

25

4

1

868

66.9

9.8

7.2

5.3

3.6

3.7

2.9

0.5

0.1

100.0

Abbreviations : FHx, family history; CHD, congenital heart disease; MR, mental retardation; CP, cerebral palsy.
*
Age<15 years

Fig. 1. The age distribution of referred patients for chromo-
somal analysis with peripheral blood (N=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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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환자의 임상적 특성

말초혈액검사의 분석 대상 환자의 특성 중 성별 분포는 남자

가 2,423례(53.1%), 여자가 2,144례(46.9%)로 남녀비는 1.13:1이

었다.

나이 분포는 신생아에서 80세까지 다. 15세 미만인 소아는

3,014례(66.0%), 성인은 1,553례(34.0%)로 소아가 많은 수를 차

지하 고, 이 중 신생아와 1세 미만의 아에서 1,565례(34.3%)

로 높은 빈도를 보 다(Fig. 1).

2. 염색체 검사 의뢰 목적

말초혈액 검체로 시행한 검사 중 의뢰 목적을 조사할 수 있

었던 1,876례(41.1%) 중 소아에서는 선천성 기형이나 염색체 이

상 질환이 의심되는 이상표현형(dysmorphology)과 발달 장애를

포함한 성장과 발달 문제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85.2%(868/

1,019)로 대부분을 차지하 다. 이어서 혈액종양질환, 모호한 외

부 생식기 모양과 무월경을 포함한 성적 발달과 분화 이상, 가

족력, 기타 순이었다(Table 1). 성인에서는 불임과 반복 유산을

포함한 생식 문제(fertility)가 28.7%(246/857), 산전 양수검사에

서 이상소견을 포함한 가족력 이상이 26.5%(227/857)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이어서 무월경과 무정자증을 포함한 성적 발달 이

상, 선천성 기형이나 이상표현형으로 염색체 질환이 의심되는 성

장과 발달 문제, 혈액 종양, 기타 순이었다(Table 2).

3. 핵형 양상

총 4,567례 가운데 정상 핵형은 3,797례(83.1%), 비정상 핵형은

770례(16.9%)를 차지하 다. 비정상 핵형 중 수적 이상은 총 558

례(12.4%) 다. 상염색체의 수적 이상은 총 317례(6.9%) 는데,

Down 증후군 294례(6.4%), Edwards 증후군 7례(0.2%), Patau

Table 2. The Purpose of the Chromosomal Analysis with Peri-
pheral Blood in Adults

*

Type of purpose No. Percent

Infertility

FHx of abnormal karyotype

Sexual development abnormalities

Growth and development

Hemato-oncologic disorder

Others

Total

246

227

164

139

68

12

857

28.7

26.5

19.2

16.2

7.9

1.4

100.0

Abbreviation : FHx, family history.
*
Age≥15 years

Table 3. Karyotype of Chromosomal Analysis with Peripheral Blood

Karyotype No. Percent Type of chromosomal abnormality No. Percent

Normal

Abnormal

Total

3,797

770

4,567

83.1

16.9

100.0

Numerical abnormality: Autosome

Down syndrome

Edwards syndrome (18 trisomy)

Patau syndrome (13 trisomy)

8 trisomy

22 trisomy

Other numerical abnormality

Numerical abnormality: Sex chromosome

Klinefelter syndrome (47, XXY)

Turner syndrome (45, X)

XXX syndrome (47, XXX)

XYY syndrome (47, XYY)

Structural abnormality

Translocation

Inversion

Deletion

Insertion

Marker chromosome

Duplication

Ring chromosome

Other structural abnormality

Polymorphism

Fragile X syndrome

Breakage syndrome

317

294

7

4

2

1

9

241

131

99

8

3

187

84

37

17

13

4

3

2

27

18

6

1

6.9

6.4

0.2

0.1

<0.1

<0.1

0.2

5.3

2.9

2.2

0.2

0.1

4.1

1.8

0.8

0.4

0.3

0.1

0.1

<0.1

0.6

0.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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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4례(0.1%) 다. 기타 삼체성이 12례가 있었는데, 7, 8, 11,

22, C group, E group의 삼체성이 포함되었다. 성염색체의 수적

이상은 총 241례(5.3%) 고, Klinefelter 증후군이 131례(2.9%)로

가장 많았고, Turner 증후군이 99례(2.2%), XXX 증후군이 8례

(0.2%), 47, XYY가 3례(0.1%) 다.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은 총

187례(4.1%)로 Philadelphia 염색체와 기타 전위, 전도, 결실, 삽

입, 중복, 윤상 염색체가 포함되었다. 이 외에 다형성(polymor-

phism) 18례, Fragile X 증후군 6례, 염색체 파손 증후군 1례가

있었다(Table 3).

4. 검사 목적에 따른 이상 핵형의 빈도

검사 목적에 따른 이상 핵형의 빈도는 소아의 경우 저신장증

으로 의뢰된 경우 가장 높았으며(38.7%), 이상표현형을 보인 경

우, 염색체 이상의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 순이었다(Table 4). 성

인의 경우 이상표현형을 보인 경우 가장 높은 빈도로 이상 핵형

이 관찰되었으며(54.9%), 혈액 종양 질환, 다발성 기형을 보인

경우 순이었다(Table 5).

5. 주요 염색체 이상 질환의 이상 핵형 양상

상염색체 이상 핵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Down 증후군

은 총 294례(6.4%) 으며, 21삼체성형은 이 중 92.2%(271/294)

를 차지하 고, 이 외에 전위형이 4.7%(14/294), mosaicism형은

3.1%(9/294)로 관찰되었다(Table 6).

성염색체의 수적 이상으로는 Klinefelter 증후군이 131례(2.9

%)로 가장 많았으며, 47, XXY형이 95.4%(125/131) 고 46, XY/

47, XXY의 mosaicism형이 4.6%(6/131)로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Turner 증후군이 99례(2.2%)로 많았는데, 45, X형이 50.5%(50/

99)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45, X/46, XX의 mosaicism형이

13.1%(13/99)로 관찰되었다(Table 7).

고 찰

인체 세포유전학은 1956년에 Tijo와 Levan
3)
이 정상 인체 염

색체 수가 46개라고 밝힌 이후, 먼저 선천성 기형이나 정신 지

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염색체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

었고, 1959년에서 1960년 사이 Down 증후군(21삼체성), Turner

증후군(45, X), Klinefelter 증후군(47, XXY), XXX 증후군(47,

XXX), Patau 증후군(13삼체성), Edwards 증후군(18삼체성)이

발견되었고, 수적 이상에 이어서 많은 구조적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4)
.

염색체 분석을 위한 검체로는 말초혈액, 양수 내 태아 세포,

융모막 세포, 골수 세포, 종양 조직 등 분열 능력이 있는 모든

세포에서 가능한데, 이 중 말초혈액의 림프구를 이용한 검사는

검체 채취법(채혈)이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이고 쉽고 간편하게

채취할 수 있어 많은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말초혈액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분석은 다른 검체에 비하

여 비교적 후기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Nowell
5)
이 말초혈액의 림

프구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고, Moorhead 등
6)
이 말초혈액

림프구의 체외 단기혈액배양법이 개발됨에 따라 발달하게 되었

다. 초기 염색법에 의한 비분염 염색체는 염색체의 크기에 따라

그룹을 나눌 수는 있었으나 정확한 동정은 불가능하 다. Ca-

spersson 등
7)
이 이 형광염색방법을 개발하면서 번호 별 정확한

동정과 비분염 염색방법보다 더 많은 구조적 이상을 발견할 수

Table 4. The Incidence of Chromosome Abnormalities accord-
ing to the Purpose in Children

Type of purpose No.
No. of Chromosome
abnormalities

Percent

Growth and development

abnormality

Dysmorphology

Failure to thrive

CHD

Multiple malformation

MR

Short stature

Developmental Delay

CP

Other heart problem

Hemato-oncologic disorder

Sexual development

abnormality

FHx of abnormal karyotype

Others

Total

868

581

85

63

46

32

31

25

4

1

80

31

23

17

1,019

137

111

5

4

2

2

12

1

0

0

10

4

4

3

158

15.9

19.1

5.9

6.3

4.4

6.3

38.7

4.0

0.0

0.0

12.5

12.9

17.4

17.6

15.5

Table 5. The Incidence of Chromosome Abnormalities accord-
ing to the Purpose in Adults

Type of purpose No.
No. of Chromosome
abnormalities

Percent

Infertility

FHx of abnormal

karyotype

Sexual development

abnormalities

Growth and development

abnormality

Dysmorphology

Multiple malformation

Short stature

Failure to thrive

MR

CHD

Hemato-oncologic disorder

Others

Total

246

227

165

139

102

13

11

7

4

2

68

12

856

17

49

37

62

56

3

3

0

0

0

28

0

193

6.9

21.6

22.4

44.6

54.9

23.1

27.3

0.0

0.0

0.0

41.2

0

22.5

Abbreviations : MR, mental retardation; CHD, congenital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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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고, Yunis
8)
에 의해 고해상도 염색체 분염법(high re-

solution banding technique)이 개발되어 좀더 긴 염색체에서

미세한 band의 이상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많은

검사실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염색체 검사는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의 임상 진

단, 무월경 여성과 불임 또는 반복되는 유산을 경험하는 부부의

생식 문제, 고령 산모나 고위험 산모에서의 산전 진단, 종양, 그

리고 여러 가지 다형성 연구 분야에 적용된다
1)
.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는 질환은 주로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선천성인 얼굴이나 기관의 기형, 발육 장애, 발

달 지연, 정신 지체, 모호한 생식기, 이차성징 발달의 장애나 비

정상적으로 작은 키 등으로 염색체 이상을 가진 소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양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환자

에 대해서는 염색체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1, 9-11)

.

염색체 이상의 빈도는 전체 출생아의 약 0.4%에서 나타나며,

상염색체에서나 성염색체에서의 이상률은 비슷하다. 임신 첫 3개

월에 일어나는 자연유산의 약 50%이상, 원발성 무월경의 약 50

%, 남성 불임의 10%, 지능 저하의 20%, 암세포의 대부분에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다
12)
.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빈도는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적으로는 16.9%(770/4,567) 는데 이는 국내외의 다른 보고들의

결과(14.6-29.3%)와 유사하 다
13-15)
.

급성 백혈병에서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빈도는 어른은 64-85

%, 소아의 경우는 60-69%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16-18)
. 본 연구

에서는 혈액 종양 질환이 의심되어 의뢰된 소아 환자 80명 중에

서 진단명은 급성 백혈병(30.0%), 골육종이나 Ewing 육종, 뇌종

양 등의 고형 종양, 악성 림프종 순이었고 급성 백혈병 중 염색

체 이상은 5명(20.8%)으로 전위, Down 증후군의 이상을 보

Table 7. Karyotype of Turner Syndrome

Subtype No. Percent Karyotype No. Percent

45,X

X chromosome variant

Mosaicism

Total

50

15

34

99

50.5

15.2

34.3

100.0

45, X

46, X, i(Xp)

46, X, del(Xq)

46, X, del(Xp)

46, X, dup(Xq)

45, X/46, XX

45, X/46, X, i(Xq)

45, X/46, XY
*

45, X/46, X, del(Xq)

45, X/46, X, der(X)

45, X/47, XXX

45, X/46, X, r(X)

45, X/46, X, i(Xq), i(Xq)

46, X, del(Xp)/46, X, i(Xq)

50

8

5

1

1

13

9

3

2

2

2

1

1

1

50.5

8.1

5.1

1.0

1.0

13.1

9.1

3.0

2.0

2.0

2.0

1.0

1.0

1.0

*
45, X/46, XY include the disease group of gonadal dysgenesis

Table 6. Karyotype of Down Syndrome

Subtype No. Percent Karyotype No. Percent

Trisomy 21

Translocation

Mosaicism

Total

271

14

9

294

92.2

4.7

3.1

100.0

47, XX, +21

47, XY, +21

46, XX, t(14;21)

46, XX, t(13;21)

46, XX, t(21;21)

46, XY, t(13;21)

46, XX, t(15;21)

46, XY, t(21;21)

46, XX, t(21;22)

46, XX/47, XX, +21

46, XY/47, XY, +21

45, XY/46, XY, t(21;21)

115

156

4

3

3

1

1

1

1

4

4

1

39.1

53.1

1.4

1.0

1.0

0.3

0.3

0.3

0.3

1.4

1.4

0.3

- 879 -



서혜은 외 5인 : 말초혈액을 이용한 핵형 분석 4,500례 : 단일기관에서의 25년간의 경험

다. 이는 본 연구가 말초 혈액을 이용한 염색체 분석으로 골수

세포를 이용한 악성 종양 세포의 염색체 분석과는 차이가 있어

소아와 성인의 백혈병에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의 빈도와는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염색체 이상 질환 중 Down 증후군은 294례(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21삼체성형은 92.2%,

전위형은 4.7%, mosaicism형은 3.1%로 이는 대개 21삼체성형

이 95%, 전위형이 4%, mosaicism형이 1% 정도 다는 보고
1)
보

다는 전위형과 mosaicism형이 좀더 높은 양상을 보 다. 21삼

체성형은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

록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며 전위형은 대부분이 D군과 G군 사이

에서 전위가 잘 일어나 t(14;21)과 t(21;21)이 비교적 흔하고, 드

물게는 t(15;21), t(13;21), t(21;22)도 있으며 산모의 나이가 30

세 미만에서 출생한 Down 증후군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12)
.

본 연구에서도 t(14;21)과 t(21;21)이 각각 4례로 전위형 중 높

은 빈도를 보 으며, 드물게 다른 전위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최근의 다른 보고들처럼 전위형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4, 19)
. Mosaicism형은 정상 핵형의 세포와 21삼체성형

등 Down 증후군 핵형의 세포가 혼합되어 구성되는 것으로 정

상 세포가 많을수록 표현형은 정상에 가깝고 임상증상과 지능저

하 정도가 경하다고 한다.

Turner 증후군은 가장 흔한 monosomy 중의 하나로, 생존

여아 4천명당 1명 꼴로 발생한다. 염색체 소견은 50%에서 전형

적인 45, X형을 보이고 나머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상을 보

인다고 하는데
12, 20)
, 본 연구에서는 45, X형이 50.5%, mosaicism

형이 34.3%, variant형이 15.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i 등
18)
이 보고한 mosaicism형이 57.6%, 45, X형이 30.7%,

variant형이 11.7%라는 보고보다 45, X형이 높게 나타났고, mo-

saicism형은 낮게 나타났으며, Suri 등
22)
이 45, X형이 44.4%로

가장 흔하고 다음으로 mosaicism형이라고 한 보고보다 45, X형

이 높은 양상을 보 다. 핵형 분석 시 mosaicism형의 발생 빈

도는 염색체 검사법의 발전과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

며, 대상 집단의 연령 분포나 구성에 따른 차이일 수 있을 것이

다. 성염색체의 수적 이상은 양측 부모의 생식체 형성(gameto-

genesis) 기간 동안 후기지체(anaphasic lag)에 의해 염색체의

손실이나 비분리(nondysjunction)에 의해 일어나며, 비분리의

발생률은 감수분열 시 난자에서 약 4-20%, 정자에서 약 3-4%

로 추정되고 있다
23)
.

염색체가 특정한 세포 배양 조건하에서 분리, 파손, 또는 약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 부위를 취약부위(fragile site)라고 하는데,

Fragile X 증후군은 X 염색체 장완의 말단부위(Xq27.3)에 위치

한다. 지능 저하의 흔한 원인으로 발생빈도는 남아 2천명에 1명,

여아 1천명에 1명 꼴이다. 진단은 Xq27.3 부위 DNA의 삼핵산

의 반복이 증가되어 있는 분절을 확인하는 DNA 검사와 세포유

전학적 염색체 검사, 그리고 임상증상을 종합하여 진단을 하게

된다
12, 24)
. 본 연구에서는 이미 Kwon 등

25)
이 보고한 1례를 포함

하여 6례가 발견되었으며, 국내의 다른 보고로는 Moon과 Moon

등
26)
이 153례 중 6례를 보고하 다.

세포유전학적 검사법으로 관찰 되지 않는 미세한 이상 핵형이

새로운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양성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런 검사법들은 시행 가능한 검사실과 경제적 제약이 있고 새

로운 이상을 발견하기에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빈도가 낮은 새로

운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기에는 전통적인 세포유전학적인 방법

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27-30)
.

세포유전학 연구는 임상에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핵형 분석에 있어서 외국과 차이가 있는 한국의 지

역적 특징을 파악하여 진료와 유전상담에 활용하고, 치료에 반

하여 치료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세포유전학

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목 적:염색체의 구조 및 유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세포유전

학은 임상 진단, 생식 문제, 산전 진단, 종양, 유전자의 다형성

및 유전 상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시행된 말초혈액을 이용한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를 검

토하여 주요 염색체 이상의 양상과 빈도를 분석하 다.

방 법: 1981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25년간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과 염색체 검사실로 각 임상 진료과에서 염색체 이상

이 의심되어 의뢰한 말초혈액 검체 4,856례를 대상으로 하여 염

색체 핵형을 분석하 다.

결 과:총 4,856례 가운데 4,567례를 분석하 다. 이 중 소아

는 3,014례(66.0%), 성인은 1,553례(34.0%) 으며, 검사를 의뢰

한 가장 흔한 이유는 소아에서는 성장과 발달 장애, 성인에서는

생식 문제 다. 4,567례 중 염색체 이상은 770례(16.9%)에서 발

견되었다. 염색체 이상 중 수적 이상은 558례(12.2%), 구조적 이

상은 187례(4.1%) 으며, 취약부위나 염색체 파손과 같은 이상

이 25례(0.5%) 다. 수적 이상 중 상염색체 이상은 Down 증후

군이 294례(6.4%)로 가장 많았으며, Edwards 증후군 7례(0.2

%), Patau 증후군 4례(0.1%) 순이었다. 성염색체의 이상은 Kli-

nefelter 증후군이 131례(2.9%)로 가장 많았고, Turner 증후군

99례(2.2%), XXX 증후군 8례(0.2%), XYY 증후군 3례(0.1%)

순이었다. 구조적 이상은 전위가 84례(1.8%)로 가장 많았다.

결 론:본 연구에서 염색체 이상 핵형의 유형과 그 양상을

파악하 으며, 적극적 세포유전학적 연구로 진료와 유전상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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