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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핵형분석에서 관찰된 염색체 이상의 

발생율과 유형: 6년(2005-2010)간 수태산물 470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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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ytogenetic analysis of spontaneous abortions (SABs)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causes of fetal loss, information that is essential to provide accurate reproductive and 

genetic counseling couples. Such analysis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the frequencies and types of 

chromosomal abnormalities and associated risks of recurrence. However, there have only been a few 

reports of chromosomal abnormalities in small samples of SABs in the Korean population. Here, we 

report the incidence and spectrum of chromosomal abnormalities for cases of 470 SAB in Korea.

Material and Methods: Between 2005 and 2010, a total of 470 products of conception (POC) resulting 

from SABs were submitted to our laboratory for cytogenetic analysis from various medical sites in 

Korea. The incidences and types of specific chromosomal abnormalities were determined. The ab-

normalities were distinguished by gestational age at the time of SAB and by maternal age.

Results: The frequency of chromosomal abnormalities in POCs was 54.3% (255/470), including 228 

(89.3%) numerical and 27 (10.7%: 3 balanced and 24 unbalanced) structural abnormalities. Among the 

numerical abnormalities, trisomy was predominant (67.0%), followed by monosomy X (12.5%), poly-

ploidy (8.2%), triple X (0.8%), and autosomal monosomy (0.8%). The overall sex ratio (male: female) 

among the 470 POCs with normal and abnormal karyotypes were 0.58 and 0.65, respectively. Trisomies 

were identified for each autosome, with the exceptions of 1, 3, and 19. Among the 171 autosomal tri-

somies, trisomy 16 was the most common (19.9%), followed by trisomy 22 (13.5%), trisomy 21 (12.3 

%), trisomy 15 (9.9%), and trisomies 18 and 13 (5.3%). The frequency of chromosomal abnormalities 

decreased with gestational age and increased with maternal age, but only because of increases in 

trisomies and complex abnormalities. 

Conclusions: We have presented a large collection of cytogenetic data for SABs collected during the past 

6 years and provided a database for prenatal genetic counseling of parents who have experienced SAB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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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terature Review of Cytogenetic Studies of Products of Conception Resulting from Spontaneous Abortions in Korea 

Authors
Year of 

publication
Cytogenetic technique

No. of 
cases

Detection rate of 
chromosome abnormality 

Most common 
abnormality

Kim et al.
16)

Lee et al.
17)

Jin et al.
18)

Choi et al.
15)

Yoo et al.
19)

Choi et al.
20)

Kim et al.
21)

Ko et al.
22)

Hwang et al.
23)

Present study

1979

1988

1994

1995

1997

1998

1999

2005

2009

-

long-term

long-term

long-term (flask)

direct+long-term (flask)

direct

long-term (flask)

direct+long-term (flask)

long-term (flask)

long-term (flask)

direct+long-term

(in-situ+flask)

62

30

103

573

57

20

70

76

75

470

19.4%

50%

43.7%

66%

46.1%

30%

40%

43.4%

32%

54.3%

triploidy, 45,X

triploidy

trisomy 16

trisomy 16

trisomy 16

trisomy 16

trisomy 21

trisomy 18

trisomy 21

trisomy 16

서  론 

자연 유산이란 임신 20주 이전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소실

되는 것을 말하며 자연 유산의 80% 이상이 임신 첫 12주 이

내에 일어나고 이후 그 빈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1)

. 임상적으

로 진단되는 임신의 약 15-20%는 자연유산으로 끝나며
2)

, 

그 대부분이 임신 1기 동안에 일어난다. 자연 유산의 원인은 

불분명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면역학적 요인, 내분비계

의 이상, 정신적 요인, 방사선 조사, 약물, 환경오염, 태아감

염, 해부학적 이상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으나, 12

주 이내의 자연 유산의 50% 이상이 태아의 염색체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

. 자연 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에 대한 세포유전학적 연구는 염색체 이상의 종류와 발생 빈

도 및 재발 위험율 등을 관찰함으로써 다음 임신에 대한 유

전상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중요하다
5-9)

. 염색

체 이상의 종류와 발생 빈도는 대상 인종, 임신 주수, 산모의 

나이 및 세포유전학적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는

데, 지금까지 국내에 자연 유산에 대한 세포유전학적 보고는 

1979년부터 10편 미만으로 염색체 이상의 발생율과 유형, 

적용한 세포유전학적 방법에 있어서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이

고 있다(Table 1). 이에 저자들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6년간 서울의과학연구소 세포유전학팀에 의뢰된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470예에 대해 핵형 분석하여 관찰된 염색체 

이상의 종류와 발생빈도를 분석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년 동안 국내 병원 

혹은 개인 산부인과에서 서울의과학연구소 세포유전학팀에 

의뢰된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470예를 대상으로 하 다. 

자연 유산의 정의는 임신 20주 이전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소

실된 경우로 하 다. 대상군의 유산 당시 평균 임신 주수는 

8.8±3.3주(4-18주) 고, 평균 나이는 32.7±4.5세(20-46

세) 다. 

2. 방법 

수태산물은 배양용 배지가 포함된 운송용기에 담아서 건조

되거나 오염되지 않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실험실로 옮긴 후 

자연 수태산물을 BIOAMF-2 (Biological, Inc., Kibbutz 

Beit Haemek, Israel) 배양액이 담긴 분리용 접시에 옮겼다. 

그리고 배양액으로 수태산물을 2-3회 세척한 후 멸균된 칼

로 조직을 잘게 잘라 세포 부유액을 만들었다. 이후 2개의 배

양용기(in-situ dish)에 나누어 접종하고, 1개의 조직 배양 

플라스크에 대비(back-up)용으로 함께 배양하 다. 염색체 

검사는 모체세포 오염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법

(direct method)과 배양법(long term culture method)을 

동시에 시행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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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법

배양용기에 배양액을 넣고 수태산물의 villi부분을 선택하

여 24시간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colcemid 

100 µL를 넣고 1시간 배양기내에서 방치하 다. 배양액을 

버리고 저장액(hypotonic solution, 0.1% sodium citrate) 

을 넣고 20분 방치 후에 고정액(methanol : acetic acid=2 

: 1)을 동량중첩(prefix)하고 7분간 방치한 후 배지를 모두 

버리고 고정액을 넣고 15분 방치하는데 이것을 2번 반복하

다. 함수 과정으로 methanol (100%-70%-50%-20% 

-DW, 각 단계별로 2분 시행) 처리한 후에 60% acetic acid

에 5-10초 노출시켰다. 다음 슬라이드에 2-3방울 떨어뜨리

고 잘 말린 후에 염색을 시행하 다.

2) 배양법

배양액은 5 mL의 BIOAMF-2를 사용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약 1-2주간 배양을 시작하 다. 배양 후 약 5-7

일째 세포의 부착 여부를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으로 확인하고 배양액을 교환해 주고, 세포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양액을 계속 교환해 주며 배양을 진행하 다. 도립현

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섬유아세포의 집락수가 5-6개 보이고 

중기상 세포(round cell)가 전체세포의 20-30% 관찰되면 

세포를 수확하 다. 도립현미경으로 배양 집락을 확인하고 수

확 시기가 결정되면 배양 용기에 분열정지제인colcemid (10 

µL/mL, GibcoBRL, Grand Island, NY, U.S.) 용액을 50 µL 

첨가하고 37℃ 배양기에서 1시간 더 배양하 다. 배양액을 

제거하고 저장액(hypotonic solution, 0.1% sodium citrate) 

2 mL을 첨가한 후 수확 상자(온도 20-25℃, 습도 60- 

75% 유지)에서 20분간 저장처리 하 다. 

고정액(methanol : acetic acid=2 : 1) 1 mL을 넣어 7분

간 고정을 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2-3차례 반복하여 세포를 

고정하 다. 고정 단계가 끝나면 배양용기에서 덮개유리

(coverglass)를 분리하고 옮겨 붙일 슬라이드에 봉입제

(Canada balsam)를 1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덮개유리를 붙인 후 40분 동안 86℃ 배양기에 방치하 다

(aging). 건조된 슬라이드는 0.5% Trypsin-EDTA (Gibco 

BRL, Grand Island, NY, U.S.)으로 10초 동안 처리하고 

Giemsa (Sigma-Aldrich, Strinheim, Germany) 용액으로 

3-4분간 염색(G banding)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자연건

조시켰다. 

3) 핵형 분석 

염색체 분석은 광학 현미경(Olympus, BX41)을 이용하여 

한 검체당 세포분열 중기세포 20개를 관찰하고, 모자이시즘

(mosaicism)이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되는 염색체 번호만 추

가적으로 30개까지 관찰하 다. 그리고 세포분열 중기세포 

중 가장 양호한 염색체 2개를 선택하여 자동 핵형 분석기

(Auto Image Analyzer; PowerGene 810, Applied Imag-

ing, USA)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찍고, 핵형 결정은 ISCN 

(International System for Human Cytogenetics No-

menclature, 2009)의 표기방식에 따라 결정하 다. 

결  과

1. 염색체 이상의 발생빈도 

정상 여자 핵형은 46,XX이고 정상 남자 핵형은 46,XY를 

기준으로 수적인 이상과 구조적인 이상으로 분류하 다. 총 

470예의 수태산물의 염색체 핵형 분석결과 염색체 이상 빈도

는 54.3% (255/470예) 다. 비정상 핵형 255예 중 남아는 

39.2% (100예), 여아는 60.8% (155예)로 남녀 성 비율은 

0.65이었고, 정상 핵형215예 중 남아는 36.7% (79예), 여아

는 63.3% (136예)로 남녀 성 비율은 0.58을 보여 정상 핵형

과 비정상 핵형에서 모두 여아가 높았다. 염색체 이상이 관찰

된 255예 중, 수적 이상이 89.3% (228예)로 대부분을 차지

하 는데 수적 이상 중에는 상염색체의 삼염색체(autosomal 

trisomy)가 67.0% (171/255예)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단

일염색체 X (12.5%), 다배수성(polyploidy)이 8.2%  순이

었다. 그 외에 삼염색체 X, 상염색체의 단일염색체(auto-

somal monosomy)가 각각 0.8%를 차지하 다.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은 10.7%(27예)로 관찰되었다(Table 2). 

2. 수태산물에서 보인 염색체 이상의 종류 

1) 수적 이상과 임신주수 

상염색체의 삼염색체 171예 중 16번 염색체가 19.9%(34

예)로 가장 많았으며, 22번 (13.5%, 23예), 21번(12.3%, 

21예), 15번(9.9%, 17예), 18번과 13번(각각 5.3%, 9예), 

9번(4.7%, 8예) 등의 염색체 순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상

염색체의 단일염색체 2예로는 21번과 22번 염색체가 1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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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ies of Numerical and Structural Chromosomal Abnormalities in Products of Conception Resulting from 

Spontaneous Abortions

   Male Female No. %

Abnormal karyotype

Numerical abnormalities

Autosomal trisomy

Autosomal monosomy

45,X

47,XXX

Polyploidy

79

2

 

 

9

92

 

32

2

12

171

2

32

2

21

67.0

0.8

12.5

0.8

8.2

Total 90 138 228 89.3

Structural abnormalities

Reciprocal translocation

Robertsonian translocation

Deletion

Derivative

Addition

Isochromosome

Others

 

 

 

2

4

1

3

1

2

5

3

1

 

5

1

2

5

5

5

1

8

0.4

0.8

2.0

2.0

2.0

0.4

3.1

Total  10 17 27 10.7

Total  100 155 255 54.3

Normal karyotype  79 136 215 45.7

Total   179 291 470 100

Table 3. Autosomal Trisomies Identified in Products of 

Conception Resulting from Spontaneous Abortions

Trisomy No. of cases Maternal age (years) Gestational weeks

16

22

21

15

18

13

9

2

17

6

20

7

10

14

8

5

11

12

4

34

23

21

17

 9

 9

 8

 7

 6

 5

 5

 5

 4

 4

 4

 3

 3

 2

 2

22-41

29-41

24-38

31-40

30-43

31-41

23-42

30-39

31-43

38-43

31-40

24-38

27-38

39

35

29

35

31-41

33

4-13

7-13

7-25

6-10

11-18

6-19

8-12

8-11

6-12

7-12

7-14

8-9

8-11

12

8

12

9

9-10

11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1번, 3번, 19번 염색체의 삼염색체

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각각의 삼염색체에서 관찰된 

유산 시 임신 주수를 보면 염색체 이상 중 흔하게 관찰된 16, 

22, 15번 삼염색체는 임신 1기에서만 관찰되었고, 우리가 신

생아에서 볼 수 있는 단일염색체X, 21, 13, 18번 삼염색체는 

임신 2기까지 관찰되었다(Table 3). 

2) 구조적 이상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은 비정상핵형 255예 중 27예(10.7 

%)가 관찰되었는데, 균형 전좌(balanced translocation)

와 불균형 전좌(unbalanced translocation)로 나누었을 때 

균형 전좌가 3예, 불균형 전좌가 24예가 관찰되었다(Table 

2). 총27예의 구조적 이상 가운데 6예에서 부모 염색체검사

를 시행하 는데 그 중 2예는 태아에서 처음 발생되었고(de 

novo), 4예에서 부모에서 균형전좌가 확인되었다. 그 중 로

버트소니안 전좌(45,XX,der(13;14)(q10;q10))가 1예 있

었는데 이는 모에서 유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er(1)t(1;9)은 모로부터 유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der(4)t(4;6), der(6)t(6;8))은 각각 부와 모에서 유래 되

었음을 확인하 다. 그 외에 5예의 부가형(15q+:3예, 7p+, 

21q+), 1예의 등완 염색체(i(Y)), 그리고8예에서 수적 이상

과 구조적 이상을 동반한 염색체 재배열(complex chromo-

somal rearrangements)이 관찰되었다(Table 4). 

3. 산모 나이와 비정상 핵형 

검사 대상 산모의 나이분포는 20-46세 으며, 그 중 30- 

34세(42.9%)가 가장 많았으며, 염색체의 정상군 32.2±4.1

세와 이상군의 33.2±4.8세로 평균 나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모 나이에 따른 비정상 핵형의 빈도를 분석한 결

과, 29세 미만에서 46.7%, 30-34세에서 51.7%, 35-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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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uctural Chromosomal Abnormalities in Products of Conception Resulting from Spontaneous Abortions

Type                         Karyotype

Balanced translocation

Reciprocal 

Robertsonian

46,XX,t(8;11)(p22;q21)

45,XX,der(13;14)(q10;q10)mat

Unbalanced translocation

Deletion

46,XX,del(10)(q11.2)[10]/46,XX[43]

46,XX,del(4)(p14)

46,XX,del(5)(p15.1)

46,XX,del(7)(q32)[32]/46,XX[18]

46,X,del(X)(q21.2)[12]/45,X[8]

Derivative

46,X,der(X)t(X;2)(p22.1;p21),der(2)add(2)(p11.2) del(2)(q14.?q24)

46,XX,der(1)t(1;9)(q44;q22.3)mat  

46,XX,der(4)t(4;6)(p12p25)pat

46,XY,der(6)t(6;8)(q25.1;q24.3)mat 

46,XY,der(22)t(11;22)(q23.3;q11.2)

Addition

46,XX,add(15)(q24)          

46,XY,add(7)(p11.2) 

46,XY,add(21)(q22.3)

Isochromosome 46,X,i(Y)(q10) 

Others

　

46,XY,+13,der(13;13)(q10;q10)      

47,XX,t(11;22)(q23.3;q11.2),+22[10]/46,XX,t(11;22)[10]

47,XX,t(2;13)(p21;q32),+13 

46,X,+15[10]/47,X,i(X)(q10),+15[2]/46,XX[8]

46,XX,der(13;14)(q10;q10),+18

46,XY,add(14)(q32.1)[12]/46,XY,-14,+r[4]/46,XY[4]

45,XX,der(14;15)(q10;q10)[9]/45,XX,der(14;22)(q10;q10)[9]/45,XX,der(14;21)(q10;q10)[7]

  /45,XX,+1,der(1;14)(q10;q10),-15[2]/46,XX[3]

47,XY,+mar

Table 5. Probability of Abnormal Karyotype according to 

Maternal Age in Products of Conception Resulting from 

Spontaneous Abortions

Maternal age (years) Total %
Abnormal karyotype

No. %

-29

30-34

35-39

40-

109

201

120

 40

23.3

42.9

25.2

 8.6

 51

104

 71

29

46.7

51.7

59.1

72.5

Total 470 100 255 54.3

에서 59.1%, 40세 이상에서 72.5%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 핵형의 빈도가 높았다(Table 5). 산모나이에 따른 염

색체 이상 빈도의 증가에 대해 각각 염색체 이상별로 상대적

인 빈도를 보면, 단일염색체, 다배수성, 구조적 이상은 산모

나이에 따른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삼염색체와 수적 

이상과 구조적 이상이 동반된 염색체 재배열은 산모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 다(Fig. 1).

염색체 이상별 산모나이와의 상관성을 보면 삼염색체와 수

적이상과 구조적 이상을 동반한 염색체 이상에서 정상핵형을 

보인 대상군의 평균나이에 비해 유의하게 대상군의 나이가 

많은 반면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6). 

4. 임신 주수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의 대상 산모 임신 주수 분포는 

4-18주 고, 그 중 7-9주가 56.5% (265/470예)로 가장 

많았으며, 4-6주(18.9%, 89예), 10-12주(13.3%, 63예), 

그리고 13주 이상(11.3%, 53예)의 순이었다. 임신 주수에 

따른 비정상 핵형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임신 주수가 낮을수

록 높은 빈도를 보 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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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obability of Abnormal Karyotype according to 

Gestational Age in Products of Conception Resulting from 

Spontaneous Abortions

Gestational weeks Total %
Abnormal karyotype

No. %

4-6

7-9

10-12

13-

 89

265

 63

 53

18.9

56.5

13.3

11.3

 52

146

 34

 23

58.4

55.0

53.9

43.3

Total 470  255 54.3

Table 6. Correlations of Karyotype Results and Maternal Age 

Karyotype Maternal age (mean) SD P value
*

Normal

Abnormal

Polyploid

Monosomy

Trisomy

Structural abnormalities

Complex abnormalities

35.1

37.4

34.3

35.3

38.1

35.6

40.3

5.4

4.9

5.5

5

4.2

4.1

4.9

 

<0.05

 0.2

 0.8

<0.05

 0.3

<0.05

*
Mean age in relation to maternal mean age of normal karyotypes
 Independent t tests were used to determine whether maternal age 
was correlated with specific karyotype results. A significance level 
of 0.05 was us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oftware version 13.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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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4 25-29 30-34 35-39 40-

%

maternal age (years)

trisomy

monosomy

polyploid

structural abnormalities

complex abnormalities

Fig. 1. Relative frequencies of trisomy, monosomy X, polyploidy 

and complex abnormalities according to maternal age in 

products of conception resulting from spontaneous abortions.

고  찰

1960년대부터 자연유산 수태산물에 대한 세포유전학적 보

고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수태산물에서 관찰된 염색체 이상의 

빈도는 32-54%로 다양하게 관찰되었다10). 이는 검체 대상

의 수, 임신 주수, 산모나이에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염색체 

검사시행에 있어 수태산물의 배양실패율이 양수나 말초혈액

과 같은 다른 염색체 검사 대상 검체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적용한 세포유전학적 기법에 따라 염색체 이상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11, 12). 수태산물에 대한 염색체 분석방법에는 직접법

과 배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배양법에 비해 1-3일 내로 신

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모체세포의 오염 없이 순수한 태아

세포를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세포를 관찰, 

분석할 수 없으므로 정확도가 떨어지며 불안정하고 효소처리

가 잘 안되므로 구조적 이상을 잘 관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13, 14). 따라서 수태산물의 핵형 분석을 위한 세포유전학적 방

법은 직접법과 배양법을 병행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 국내 보고에서 사용된 세포유전학적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이 배양법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직접법과 배양법을 병행하 고, 배양법에서 배

양 용기는 플라스크와 in situ dish를 같이 사용하 다. 

본 연구 대상 중  5예에서 46,XX와 46,XY가 혼재 되어 보

는데 이는 배양법에서 한 개의 용기에서만 46,XX/46,XY

가 관찰되었고, 직접법에서는 46,XY 만 관찰되어 모체세포

의 오염을 배제하 다. 그리고 세균오염으로 인한 부적합 검

체 10예와 세포 미부착으로 인한 배양실패 3예는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국내에서의 자연유산 수태산물에서 관찰된 염색체 이상 빈

도를 보면 Choi 등
15)

의 보고에서 염색체 이상 빈도가 66%로 

월등히 높게 관찰되었고 그 외 보고
16-23)

에서는32-50%로 

외국의 보고와 비슷한 정도 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자

연유산 수태산물에서 관찰된 염색체 이상의 빈도는 54.3% 

(255/470)로 Choi 등
15)

의 66%보다 낮았으나 다른 국내 보

고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
16-23)

. 세포유전학적 기법의 발달

로 모체세포나 미생물 오염율 그리고 배양실패율이 낮아지면

서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에서 관찰되는 염색체 이상 빈

도는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Menasha 등
11)

은 세포

유전학적 기술발달과 관련하여 자연유산 수태산물에서 관찰

되는 염색체 이상에 대한 검출율의 차이를 비교하 는데, 일

반 고형조직 배양기법을 사용한1990-1997년에는 42.8%

이었고, 태아나 태반조직에서 융모막 세포를 분리하여 효소

처리 후 배양하는 방법을 적용한 1998-2002년에는 65.8%

로 염색체 이상 검출율의 확연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비정상핵형과 정상핵형으로 관찰된 예의 남녀 

성비를 보면 모두 여아가 높았는데(Table 2) 이는 대상군의 

나이, 임신 주수, 세포유전 검사법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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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보고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결과로, 이러한 결과는 수

정란에서의 염색체 이상을 남 여별로 비교한 Jamieson 등
24)

의 보고에서도 비정상 핵형 남:여 비율이 0.48로 여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 이상을 관찰하

을 때 난자에서 염색체 이상의 평균 빈도는 약 18-19%이

고 정자의 염색체 이상의 평균 빈도는 3-4%로 나타나 난자

에서 염색체 이상이 많이 일어나며, 특히 염색체의 수적 이상

에서 난자의 이상 빈도가 높음이 보고된 바 있다. 

염색체 이상 중에서는 상염색체의 삼염색체가 본 연구에서 

관찰된 비정상 핵형 중 67.0%로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

는데, 이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게 보고된 Choi 등
15)

의 

63.8%보다 높은 빈도이며, Sanchez 등
25)

의 62.3%, Masaji 

등
26)

의 61.2%로 본 연구에서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염색체의 삼염색체 중에서는 16번 삼염색

체(19.9%, 34/171)가 전체 비정상핵형 255예 중 13.3%, 

삼염색체 171예 중 19.9%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었고 22번, 

21번, 15번 삼염색체의 순이었는데, 이는 이전의 보고들과 

유사하 다
12, 27-29)

. 지금까지 국내 몇몇 보고
20-22)

에서는  

21번 삼염색체 혹은 18번 삼염색체가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

으로 보고하 는데(Table 1), 이는 대상군의 임신 주수나 나

이도 향이 있겠지만 검사실 세포유전학적 기법의 차이에 

의한 모체세포나 박테리아 오염 혹은 배양실패로 인해 16번 

삼염색체에 대한 검출율이 낮아진 것이 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유전학적 기술발달과 관련하여 자연유산 수태

산물에서 관찰되는 염색체 이상에 대한 검출율의 차이를 비

교한 Menasha 등
11)

에 의한 보고에 의하면 일반 고형조직 배

양기법을 사용한 1990-1997년에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은 

21번 삼염색체이었고, 태아나 태반조직으로 융모막 세포를 

분리하여 효소처리 후 배양하는 방법을 적용한 1998-2002

년에는 16번 삼염색체가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이었다. 삼염

색체가 모든 염색체에서 비슷한 빈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각 염색체의 길이, 중심체의 위치, 그리고 재조합 빈도 등이 

삼염색체를 일으키는 주된 기전인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30)

. 또한 본 연구에서 1번, 

3번, 19번 염색체에서는 삼염색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

는 이들 염색체들이 특히 유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염색

체로 삼염색체일 경우 정상적인 태아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에 대한 인지도 되기 전에 유산되기 때문에 자연 수태산

물 핵형 분석에서는 관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유산 시 임신 주수를 보면 흔하게 관찰된 16, 22, 15

번 삼염색체 등은 임신 1기에서만 관찰되었고, 신생아에서 

볼 수 있는 21, 13, 18번 삼염색체 등은 임신 2기까지 관찰

되어 꽤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임신 2기에서 관찰된 염색체 이상 중 단일염색체X는 전체 

비정상 핵형 255예 중 32예(12.5%)로 삼염색체 16 다음으

로 흔하 고 임신 2기에서는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으로 관

찰되어 Craver과 Kalousek에 의한 보고
31)

와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 구조적 이상은 비정상핵형 중 10.7% (27예)

에서 관찰되었는데, Choi 등
15)

의 7.4%, Ko 등
22)

의 9.1%, 

Nagashi 등
26)

의 6.1%, Eiben 등
12)

의 4.7% 등 이전의 국내외 

보고들과 비교하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Kajii 등
27)

은 유

산 회수와 염색체 이상과의 연관성에서 유산 회수가 높을수록 

구조적 이상의 빈도가 높음을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이상을 보인 27예에서 이전 유산 과거력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염색체 이상 중 불균형 전좌가 자연유산의 

원인인 경우, 이러한 불균형 전좌가 태아에서 처음으로 형성

(de novo)되었는지, 부모 중 한쪽이 균형 보인자로 감수분열 

과정 중 비대칭적 분리(asymmetric segregation)에 의해 형

성되었는지에 따라 재발 위험도 등 추후 임신을 위한 유전상담

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
32)

. 

구조적 이상 중 로버트소니안 전좌(Robertsonian translo-

cation)의 경우 두 개의 차단부(acrocentric) 염색체가 동원

체에서 융합되어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함으로써 발생되며, 불

균형 전좌의 발생 위험율은 전좌되는 염색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21)

. 또한 상호 전좌(reciprocal translocation)는 전

좌되는 염색체의 조각(segment)에 따라 감수분열시 분리 형

태(segregation mode)가 달라지게 되므로 자연유산 혹은 염

색체 이상이 있는 신생아(viable abnormal offspring) 분만

에 대한 위험도가 결정된다
32)

. 따라서 부모 염색체 검사를 통

해 그 결과 균형전좌의 보인자의 경우 그 전좌의 형태에 따라

서 유전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이

상 27예 중 6예에서 부모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 는데 그 중 

4예에서 부모 중 한쪽이 균형전좌를 갖는 보인자이었다. 이런 

경우는 추후 임신 시 감수분열에서 염색체의 불균형 재배열을 

가진 태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아의 융모막 또는 

양수를 이용한 산전 염색체검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비정상 핵형의 빈도를 유산 시 산모 나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 핵형의 빈도가 높았는데, 

염색체 이상별 산모 평균나이와의 상관성을 보면(Table 6) 

삼염색체와 수적이상과 구조적 이상이 같이 있는 염색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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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우에서 유의하게 산모 평균나이가 높은 반면 다른 이

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유산 시 산모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 핵형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삼염색

체와 수적이상과 구조적 이상이 같이 있는 염색체 이상의 빈

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보고
15-23, 25, 26)

와 비교하 을 때 상염색체 삼염색체 

빈도가 높게 관찰된 것은 고령산모의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삼염색체 발생은 난자의 감수 분열 시 염색체 

교차 현상 감소로 인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주된 기전으

로 받아들여지며 최근 문헌에 의하면 산모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재조합(recombination) 빈도가 감소하면서 비정상적

인 재조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염색체의 비분리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0, 33-35)

. 

본 연구에서 수적이상과 구조적 이상이 같이 존재하는 염색

체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예가 적기 때문에 산모나이와의 관련

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예의 연구가 뒤따라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신 주수에 따라 비정상 핵형

의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임신 주수가 낮을수록 높은 빈도

를 보 는데, 이는 자연 유산 시 임신 주수는 염색체 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임신초기 자연 유산일수록 염색체 이

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12)

 이에 일치하는 결

과를 보 다. 따라서 임신 초 자연 유산 시 수태산물에 대한 

염색체 분석이 더욱 의미가 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최근 6년 동안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470예를 대상으로 분석한 염색체 이상의 발생 빈도

와 유형에 대한 정보는 보다 많은 대상군을 포함하면서 향상

된 현재의 세포유전학 기법이 반 된 결과로 한국인에서 산전 

유전상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문초록

목적: 자연 유산에 대한 세포유전학적 분석은 유산의 원인

을 규명하여 부모에게 정확한 유전상담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그 분석결과를 통해 염색체 이상의 빈도와 유

형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발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에서는 자연유산에서 관찰되는 염색

체 이상에 대해 몇몇의 보고들이 있으나 그 대상군의 수가 적

다. 이에 저자들은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470예에서 관

찰되는 염색체 이상의 발생 빈도와 종류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병원이나 개

인 산부인과에서 서울의과학연구소에 염색체 분석이 의뢰된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470예를 대상으로 염색체 핵형 

결과와 함께 유산시 임신 주수와 산모나이에 따른 염색체 이

상의 종류와 발생빈도를 분석하 다. 

결과: 총 470예의 자연 유산에 의한 수태산물의 염색체 핵

형을 분석한 결과 염색체 이상 빈도는 54.3% (255/470)

다. 그 중 수적 이상이 89.3% (228/470)로 대부분을 차지

하 는데, 수적 이상 중에는 상염색체의 삼염색체가 67.0%

고, 단일염색체 X가 12.5%, 다배수성은 8.2%, 삼염색체X

가 0.8%, 상염색체의 단일염색체가 0.8% 다. 구조적 이상

은 10.7% (27/470)으로 균형전좌가 3예, 불균형전좌는 24

예이었다. 남녀 성비는 정상핵형과 비정상핵형 모두 0.58과 

0.65으로 여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염색체의 삼염색체는 1

번, 3번, 19번 염색체를 제외하고 모두 관찰되었는데, 16번 

삼염색체가 19.9%로 가장 많았으며, 22번 염색체가 13.5%, 

21번 염색체가 12.3%, 15번 염색체가 9.9%, 13번과 18번 

염색체가 각각5.3% 순으로 관찰되었다. 염색체 이상의 빈도

는 임신 주수가 낮을수록, 산모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는데, 산

모나이가 많을수록 삼염색체와 수적이상과 구조적 이상이 같

이 있는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최근 6년간의 자연유산에 의한 수태산물 

470예에 대해 세포유전학적 결과를 분석하 고, 이는 국내 

자연유산 환자에게 적절한 산전유전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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