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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엔젤만 증후군(Angelman syndrome)은 1965년 Harry

Angelman에 의해 처음 소개된 유전적 뇌병변 장애이다.1)

이 증후군의 유병률은 약 1:15,000에서 1:30,000으로 인

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특히 북미의 코카서스 인종

에서 많이 관찰되었다.2,3)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신경학적 발달 지연을 포함한

발육 장애, 지적 장애, 언어 장애, 운동 및 균형 장애, 잦은

웃음을 포함한 행동의 특이성, 간질 등의 임상적 양상을 보

인다. 

치과적으로는 빨기 및 연하장애, 혀 내 기가 특징적이

다. 빨기 및 연하장애로 인해 유아기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혀 내 기와 구강 주위 근육의 불균

형으로 인해 치간 이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혀 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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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인이 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과 의

사는 이러한 환자들의 치열 및 골격적 변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 외에 과도한 저작 습관을 나타내기도 하며, 정상적

인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 부분 환자에서 제 로 된 구

강 위생 관리가 어렵고, 그 결과로 전반적인 치아 우식 및

치은염과 치주염에 이환된 경우가 많다.

엔젤만 증후군의 특징적인 양상은 주로 3 - 7세 이후에

명확해 지기 때문에 출생 직후에는 쉽게 진단되지 않는 편

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염색체 분석이 필요하다.4)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의 염색체 분석 결과 염색체 15의 부

분적 결손이 부분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손은 GABA

(Gamma-Amino Butyric Acid) 수용체의 기능 장애 및

GABA의 합성과 분비에 손상을 주게 된다.5)

저자는 협조도를 얻을 수 없는 엔젤만 증후군 환자에서

다발성 우식증을 전신마취 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하고,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Ⅱ. 증례 보고

3세 6개월의 여자 환자가 다수의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

해 내원하 다. 내원 당시 환자의 몸무게는 14.6 kg, 키는

96.8 cm로 표준성장발달 하위 25% 포함되는 발육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Fig. 1), 근육간 경련발작(myoclonic

seizure)의 병력으로, 간질 조절을 위해 항경련제

(Valproate)를 복용중이었다. 전반적인 발육 장애와 지적

장애, 언어 장애를 나타내고 있었고, 언어발달지연 검사 결

과 6개월 수준의 언어기능을 보이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모계로부터 유전된 염색체 15의 결손이 나타나 엔젤만

증후군으로 확진되었다.

구내 소견으로는 치간 이개, 하악골 전돌, 거 설과 연하

장애를 나타내었으며, 내원 시 환자의 구강 위생 상태는 매

우 불량하 다. 맹출한 모든 상악 유치와 하악 유구치에서

우식이 관찰되었으며(Fig. 2, 3), 환아 협조도의 부족, 광범

위한 수복 치료의 필요성 및 발작으로 인한 흡인과 기도 폐

쇄의 가능성으로 인해 전신마취 하에 치료를 시행하기로 계

획하 다.

시술 당일, 보호자에게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고 흡입마취

제인 세보플루레인(sevoflurane)을 이용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하 다. 우측 하지에 정맥로(saphenous vein) 확보

후, 베큐로니움 (vecuronium) 1mg을 정주하 고, 근이완

이 충분함을 확인한 후 비강을 통해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뒤 치과치료를 시행하 다. 

1:100,000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 리도카인으로 하악

좌, 우측에 침윤마취를 시행한 후,  치아우식증의 정도가 심

했던 하악 좌, 우측 제2유구치를 포르모크레졸을 이용한 치

수절단술을 시행하 고, 기성금속관으로 수복하 다. 상악

좌우측 유중절치는 치은부 지혈을 위해 리도카인 국소마취

를 시행한 후 celluloid crown form을 이용하여 레진관으로

수복하 다. 나머지 우식에 이환된 유치 중 상악 좌우측 유

측절치와 유견치는 우식 부위만 No. 330 bur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복합 레진 수복하 으며, 상악 좌우측 제1유구

치, 제2유구치, 하악 좌우측 제1유구치는 예방적 레진 수복

을 시행하 다(Fig. 4). 치료 중 적절한 마취 심도가 유지되

었으며, 맥박, 호흡, 혈압 등의 생징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다. 전신마취 유도 전, 치료 중, 회복 동안 환자는 발작 등

의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Fig. 1. Standard growth chart and patient's developmental state.

Weight (kg) Height (cm)

Age (year) Ag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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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raoral photo before treatment. Fig. 3. Intraoral photo after treatment.

Fig. 4. Intraoral radiography befo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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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3개월 마다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시행하 으며, 치

면 세마 및 불소 도포 등의 간단한 처치는 약물적 행동 조절

없이 시행 가능하 다. 또한 내원 시 마다 보호자에게 구강

위생 관리법을 설명하여 구강 위생 관리를 독려하 다.

Ⅲ. 고 찰

엔젤만 증후군은 염색체 15의 부분적 결손 또는 비활성화

에 의해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이다. 이 증후군의 유전학적

발생 기전은 다양한데, 발생 기전에 따라 임상 증상의 중증

도에 차이가 있고, 형제간에 발병률 역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빈번한 발생 기전은 모계로부터 유전된 염색체

15q11-13 부위의 결손으로 엔젤만 증후군의 70%에 해당

하며, 이러한 경우 다른 형제에서도 발병할 확률은 1% 미

만이다.6) 이 증후군의 2%에서는 부모 중 한 쪽에서만 두 개

의 염색체가 전해진 편친 이염색체성(uniparental dis-

omy)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 때의 염색체 15는 모두 부계

로부터 유전된 것이다. 또한 이 증후군의 일부는 염색체의

결손이나 편친 이염색체성이 없으면서 비정상적인 메틸화

(methylation)로 인해 기능 이상을 보인다. 이 외에 각인유

전자의 기능 소실에 의한 기전도 보고되고 있는데, 해마 신

경과 소뇌에서 발현되는 E6-AP ubiquitin-protein lig-

ase(UBE3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premature termina-

tion을 일으켜 경련이나 뇌파의 이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

러한 각인유전자들의 돌연변이는 가족성 유전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7)

엔젤만 증후군과 감별에 주의해야 하는 증후군으로 프라

더-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이 있는데, 엔젤

만 증후군과 같이 염색체 15q11-13부위에 결손이 발생하

나 부계로부터 유전된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며, 각

증후군은 임상적 특성으로 감별이 가능하다.8) 엔젤만 증후

군과 감별 가능한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특징은 신생아기와

아기에 나타나는 근긴장 저하(hypotonia), 다식증으로

인한 유아기의 비만,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ism)이

며, 엔젤만 증후군 환자는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다.

엔젤만 증후군 환자들의 염색체 15q11-13의 결손은

Gamma-Amino Butyric Acid(GABA)의 합성과 분비에

이상을 초래하고, GABA수용체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조

절되지 않는 발작 등 여러 신경학적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다.9) 이러한 GABA 수용체의 기능 장애는 GABA의 억제성

신경전달 기능의 저해 뿐 아니라 GABA 수용체를 통해 작

용하는 약물의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약물 사

용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신마취나 진정법 시 사용

되는 많은 약물의 작용 통로가 GABA 수용체이기 때문에

이 증후군 환자에서 약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지

하고 있어야 한다.

엔젤만 증후군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진정 약물의 효과 차

이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며, GABA 수용체에 작

용하는 barbiturates, benzodiazepine, propofol 등의 약

효는 감소되어 효과적인 진정 상태에 도달하기는 힘들

다.10,11) 하지만 부분의 이 증후군 환자는 치과 내원 시 구

강 위생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우식에 이환 된 경

우가 많으며, 오랜 시간의 치과치료를 견딜만한 협조를 얻

을 수 없기 때문에 전신마취는 불가피하게 된다.

엔젤만 증후군 환자가 치아 우식, 치주 질환 등의 질환이

발현되기 전에 치과에 내원하게 된다면 약물을 이용한 행동

조절 없이 치면 세마, 치석 제거, 불소 도포 등을 포함한 주

기적인 검진과 보호자에 한 구강 위생 교육이 기본적이

다. 최소한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간단한 수복 치료

역시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는 환자

의 잠재적인 발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환자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또한 치과 의사는 복용하고 있는 항경련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전신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인지하여

야 한다. Phenytoin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치은 비 를 주

의하고 구강 위생을 다시 강조 시켜야 하며, 본 증례와 같이

Valproate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술 후 출혈과 감염 가능성

이 증가하므로 시술 시 치은 자극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잠

재적 부작용으로서 출혈은 수술 전 환자와 가족에게 알리고

의논해야 한다.12)

본 증례의 경우 처음 치과 내원 시 이미 다수의 유치에 우

식이 이환 된 상태로 환아 협조도의 부족, 광범위한 수복 치

료의 필요성 및 발작으로 인한 흡인과 기도 폐쇄, 의식소실

및 외상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전신마취 하에 성공적으로

치료를 시행하 다. 하지만 치과에서 시행되는 모든 술식을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가 치과의사

와 치과 환경, 치과에서 시행되는 간단한 술식에 친근해 질

수 있도록 적어도 4개월 간격으로 검진 및 예방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3) 환자는 불수의적 근육 운동으로

인해 스스로 정상적인 칫솔질을 하기 힘드므로 정기 검진 시,

보호자에게 구강 위생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치과 검진 시에는 말-시범-시행 기법(Tell-show-do), 주

의 분산, 긍정적 강화, 모방 학습,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의

행동 조절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과 약속은 환

자가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오전으로 잡는 것이 좋다.

엔젤만 증후군 환자는 특징적으로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어

울리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치료를 잘

받는 다른 친구를 보여주거나, 치과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주의 분산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물이나 반사되는 물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치과용

미러나 기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13) 이 외에 치

과적으로 하악골 전돌, 치간 이개, 빨기 및 연하장애, 혀 내

기 등을 보일 수 있는데, 빨기 및 연하장애는 신생아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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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장애와 연관될 수 있으며, 비조절성 움직임의 정도와 환

자의 협조도에 따라 예방 치료나 간단한 교정치료도 가능하

다.3)

Ⅳ. 요 약

저자는 엔젤만 증후군 중 그 발생 기전이 2% 이하인 편

친 이염색체성 엔젤만 증후군 증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근육간 경련발작(myoclonic seizure)의 병력으

로, 조절을 위해 항경련제(Valproate)를 복용중이었고, 전

반적인 발육 장애와 지적 장애, 언어 장애를 나타내고 있었

다. 구내 소견으로는 치간 이개, 하악골 전돌, 거 설과 연

하 장애가 관찰되었으며, 잦은 불수의적 운동 때문에 구강

위생 상태는 매우 불량 하 다. 치료 범위가 광범위하고, 환

자의 협조도를 얻을 수 없었으며, GABA 수용체의 기능장

애로 인해 진정 약물을 이용한 행동 조절은 효과적이지 않

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를 시행하

고, 성공적으로 치과치료가 가능했다.

엔젤만 증후군 환자들도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한 구강

위생 교육, 전문가 치면 세마, 불소 도포가 이루어진다면 적

절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환자가 치과 진료에 적응 한 뒤에는 간단한 치료도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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