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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ase of Beals-Hecht syndrome
Won Jin Bae, M.D., Eun Kyoung Choi, M.D. and Jong Beom Sin,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Beals-Hecht syndrome, also known as congenital contractural arachnodactyly, is a rare
autosomal dominant, connective tissue disorder characterized by congenital joint contractures, arachnodactyly, dolichostenomelia, crumpled ear, and kyphoscoliosis. We report a
case of Beals-Hecht syndrome in a 4 days old female newborn baby, associated with
congenital knee and elbow joint contractures, arachnodactyly, dolichostenomelia, crumpled
ear, and 4 umbilical arteries, with brief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s. (J Korean Soc
Neonatol 2005;12: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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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아 : 김○○ 아기, 여아 4일

arachnodactyly, 거미손가락증, 이하 CCA)은 상염

주 소 : 4개의 제대동맥, 거미모양의 손

색체 우성으로 유전하는 드문 결체조직 질환으로,

출생력 : 재태기간 40주 3일, 출생체중은 2.500 g으

1)

1971년 Beals와 Hecht 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었

로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태아 곤란증 때문에 만삭

다. 외형적으로 가늘고 긴 사지와 거미모양의 손과

제왕절개술로 분만되었다.

발을 보여 Marfan 증후군과의 감별이 어려우나 예
2, 3)

후가 다르므로 반드시 감별을 하여야 한다

.

산모력 : 산모나이는 34세로, 이전에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임신초기에 2회의 자연유산을 경험하였으며,

4)

국내에서는 1992년 박 등 이 지주지증과 관절구축
이 있는 CCA 환아 1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 외 특이한 질병력은 없었으며, 환아를 임신할 당시
약물 복용력이나 열성 질환의 병력도 없었다.

저자들은 분만당시 거미 모양의 손과 사지 신전운
동의 제한을 보이고, 4개의 제대동맥을 보인 CCA 환

가족력 : 부모나 친척 중 사지의 선천적 기형이나
다른 이상한 외형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아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현병력 및 신체검사 소견 : 출생 1분 Apgar 점수는
9점, 5분의 Apgar 점수는 10점이었고, 분만 당시 전
신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체온 36.6℃, 호흡수 46회/

책임저자 : 신종범,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번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교실
Tel : 051)890-6126, Fax : 051)895-7785
E-mail : pedsin@inje.ac.kr

분, 맥박수 142회/분이었다. 신체 계측 상 키 49 cm
(25-50 백분위수), 몸무게 2,500 g (10 백분위수 미
만), 머리 둘레는 32 cm (10-25 백분위수)로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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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아였으며, 분만 이후 신생아 처치 도중에 4개의
제대동맥 관찰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출생 4일째, 본원
으로 전원되었다. 출생 당시부터 양 손가락의 길이가
길며 거미모양의 손을 보였고, 주관절, 슬관절 및 수
지 관절은 굴곡구축 되어 있었으며, 흉곽의 이상과 척
추 측만증은 보이지 않았다(Fig. 1). 양쪽 귀는 구겨
져 있었으며, 신체검사 소견에서 심잡음은 들리지 않
았고, 눈의 이상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고관절, 주관절
및 슬관절의 신전 운동에 제한이 있었다(Fig. 2).
검사소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염색체 검사 결과는 46, XX로 정상이었다. 안과적 검
사와 이음향방사(Otoacoustic emissions)를 이용한
신생아 청력선별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두부
및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 없었으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난원공이 폐쇄되지 않고 있었고,
경미한 대동맥궁의 확장이 보였으나 이상소견으로 보
기는 어려웠다.

치료 및 경과 : 환아는 관절의 굴곡구축을
Fig. 1. Patient shows flexion contractures of knee
and elbow joints with arachnodactyly and camptodactyly.

A

호전시키기 위해서 진단 이후 계속 물리치
료 중이며, 정기적인 외래 추적에서 안과나

B

Fig. 2. (A) Patient’s long and
slender fingers (arachnodactyly)
have flexion contracture that
allows limited extension of interphalangeal joints. B) Patient's
ear shows partially obliterated
concha and flattened helix
which gives prominent crura in
the antihelix called ‘crumpled
ear’. (C) Patient’s thin lower
extremities show flexion posture because of contracture of
both hips and knee joint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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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척

호전되어 94%에서는 자연 치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추측만증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관절의 구

되고 있다. 그 외에도 근골격계의 변화로 내전된 무지

축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신전운동 장애는

(46%)와 활처럼 휜 장골(31%), 만곡족 등도 나타나

남아있으며, 운동발달의 정도를 보면, 생후
5개월경 목가누기, 6개월경 뒤집기를 할수

며 사지는 근육의 저형성(65%)이 동반되어 가늘고 길
6)

게 보인다 .
귀는 대이륜의 각이 두드러지며 이륜이 납작하고

있었고, 10개월경 입방체를 잡을수 있었으

갑개가 부분적으로 구겨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드

며 13개월경 붙잡고 설수 있는 등, 조대운

물게는 소하악증, 두개골 융합증의 이상, 전두부 돌출

동과 미세운동 모두 지연이 있었다.

과 같은 두개안면의 기형을 동반하기도 한다.
후측만증은 선천성이 아니며 50%에서 관찰된다.

고

영아기 또는 소아기 초기에 나타나 성장하면서 심해

찰

지며, 후측만증이 빨리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후는
7)

8)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MacLeod와 Fraser
1971년, Beals와 Hecht는 그 당시까지 Marfan 증

는 후측만증이 있는 경우 예후도 좋지 않으며 관절구
9)

통해

축도 심해진다고 하였으나, Ramos Arroyo 는 후측

Marfan 증후군이 아닌 새로운 증후군인 CCA로 명명

만증의 동반 자체가 CCA의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

후군으로

보고되었던

증례들을

문헌고찰을

1, 2)

하였다

. 그리고 그 후 그동안 Marfan 증후군으로

절구축이 자연 치유가 안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
에서의 환아도 지주지증을 보이며, 주관절, 슬관절, 지

3)

보고된 질환들 중 상당수가 CCA로 판명되었다 .
Beals-Hecht 증후군의 임상증상은 다양한 정도로

절간 관절의 구축을 보였으며, 특히 슬관절과 지절간

나타나며, 그 경중의 여부도 환자마다 다르다. 진단은

관절의 구축이 심하였다. 구겨진 귀는 대이륜각은 두

이러한 임상증상을 종합하여 내리게 된다.

드러지지 않았지만, 갑개가 구겨져 있고 이륜이 납작

전형적인 CCA (classic CCA)의 증상은 1) 가늘고
긴 사지, 손발의 거미 손가락증 2) 선천성 다발성 관

하였다. 후측만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근육 형성저하
도 뚜렷하지 않았다.
유전양식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나, 다수의

절 굴곡 구축 3) 구겨진 귀 4) 근육 형성저하 5) 후측

CCA는 가족력 없이 새로운 돌연변이에 의하여 생기

만증과 같은 것이다.
CCA)는 전형적인

는 산발적인 예(15%)도 있다. 연구에서 Marfan 증후

CCA에서 나타나는 임상증상 이외에 심방 중격 결손,

군은 15번 염색체의 유전자에서 fibrillin-1 region

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근부(Aortic root)의 확장이나

(FBN1)의 변이가 일어나며, CCA는 5번 염색체의

이상, 단일제대동맥 등과 같은 다양한 심혈관계 기형

fibrillin-2 region (FBN2)의 변이가 일어남을 밝혀냈

이나, 식도폐쇄, 십이지장폐쇄, 장의 회전이상 등과 같

다. Marfan 증후군과 CCA의 유사한 임상증상은 이

은 소화기의 기형들이 동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중

들의 아주 유사한 변이의 양상에서 기인된다고 밝혀

증의 CCA 환아는 가능한 빨리 수술로써 동반된 선천

졌다. 즉 변이가 발생한 유전자는 다르지만 mutation

성 기형을 교정해주어야 한다. 아주 심한 경우 대부분

의 양상은 아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의 CCA

(severe/lethal

10, 11)

.

눈과 심장의 기형은 CCA의 첫 보고 당시에는 없

5)

1세이내에 호흡기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
관절의 굴곡 구축은 출생 당시 관찰되며, 모든 관

는 것으로 Marfan 증후군과 감별점이 되었다. 그러나

절에 올 수 있으나 주관절(86%)과 슬관절(81%)의 침

1974년 Lipson 등 에 의해 보고된 이래 CCA로 진

범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관절의 구축도

단된 예의 14.7%에서는 심장의 기형을 동반하고 있으

26%정도에서 관찰되며, 근위지절간 관절의 구축이 손

며, 대동맥 근부의 확대도 보고되고 있어 Marfan 증

과 발에서 모두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절 구축이 심

후군과의 감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면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대개의 경우 성장하면서

년 Bass 등 은 원추각막 등 눈의 이상도 보고하였

12)

13, 14)

. 1981

15)

3)

다. 국내에는 1992년 박 등 이 1례를 보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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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구축과 지주지증만 있고, 심장이나 눈, 복부장

칙적으로 심초음파 검사와 안과 검사를 시행하는 것

기의 기형은 없었던 경우였다.

이 추천되고 있다 .

12)

본 증례의 환아에서는 슬관절, 주관절의 구축과 지
주지증 이외에도 제대동맥이 4개나 관찰되었다. 후측

요

만증이나 식도, 십이지장의 폐쇄 등은 없었고, 눈의

약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CCA와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Marfan 증후군,

저자들은 분만당시, 4개의 제대동맥을 보였으며, 거

Stickler 증후군, Achard 증후군, 호모시스틴뇨증, 원

미 모양의 손과 사지 신전운동의 제한을 보이는 환아

위 관절만곡증 등이 있는데, 특히 Marfan 증후군의

를 CCA로 진단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경우 유전 양식과 골격계 이상 이외에 눈과 심혈관계

바이다.

16)

이상까지 유사점이 많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
Marfan 증후군의 경우 주로 주관절과 손가락,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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