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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만-쉘던증후군 1예
박형규․변여주․윤진숙․이상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개발연구소

목적 : 국내에 미보고된 프리만-쉘던증후군(Freeman-Sheldon Syndrome)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 4세 여아가, 눈구석벌어짐증, 눈꺼풀틈새축소, 안검하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눈꺼풀틈새높이는 우안
2.5 mm, 좌안 3.5 mm였고 눈꺼풀올림근 기능검사상 우안 2 mm, 좌안 5 mm였다. 안과적인 이상과 함께 프리만
-쉘던증후군의 특징인 과도한 코입술주름, 작은 입과 개구의 어려움, H자 모양의 턱 함몰과 특징적인 얼굴모양이 관찰
되었다. 눈구석벌어짐증과 안검하수를 교정하였다.
결과 : 안과적으로 눈구석벌어짐증과 안검하수를 Y-V 안쪽눈구석주름 교정술,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통해 교정하였다.
결론 : 프리만-쉘던증후군은 드문 질환으로, 이 증례의 경우 안검하수, 눈구석 벌어짐증, 눈꺼풀틈새 축소 등을 보여 수술적
으로 교정이 필요하였다.
<한안지 48(6):845-848, 2007>

프리만-쉘던증후군(Freeman-Sheldon syndrome)
은 드문 유전적인 질환으로 매우 특징적인 얼굴모습을
보인다. 아래쪽으로 쳐진 눈꺼풀틈새(dowm-slanting
palpebral fissure), 돋보이는 코입술 주름(nasolabial
fold), 콧망울의 저형성(hypoplastic alae nasi),
긴 인중(long philtrum), 조여진 입술(pinched lip),
작은 입(microstomia), H모양을 보이는 턱의 움푹
1
들어간 소견(dimpling of chin) 등이 특징이다. 주
로 사지기형과 같이 동반되어 소아과로 내원하나 사지
기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 또한 작은 입 때문
3
에 마취과에서 관삽입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안
과적으로는 눈꺼풀틈새축소, 눈구석벌어짐증, 외사시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1,3 1938년 Freeman and
4
Sheldon 이 다발성 선천성 구축(multiple congenital
contracture), 기형적인 얼굴 형태, 입과 인두의 이상
소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염색체우성 질환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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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후 특징적인 휘파람 부는 얼굴을 한다고 하여 “휘
파람 부는 얼굴증후군(Whistling face syndrome)”이
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특징적인 얼굴모양과 동반
된 기형으로 진단하며 요즘은 다발성 선천성 구축의 매
1
우 드문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즉 사지기형을 동반
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다발성 선천성 구축의 한 형태로
특징적으로 얼굴에 기형을 보이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
다. 안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프리만-쉘던증후군이 아직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어, 저자들은 안과적 이상을 수
술로 교정한 프리만-쉘던증후군 1예를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세 여아가 눈꺼풀틈새축소와 아래로 쳐진 눈꺼풀틈
새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아는 과거에 눈꺼풀에 수술
을 받은 적이 없었고 눈꺼풀의 형태는 선천적이라고 하
였다. 가족력은 없었고 단발성(sporadic)으로 추정되
었다. 유전자 검사는 환자 보호자의 거부로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프리만-쉘던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특
징적인 얼굴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아래쪽으로 쳐진 눈
꺼풀틈새(dowm-slanting palpebral fissure), 돋
보이는 코입술 주름(nasolabial fold), 콧망울의 저형
성(hypoplastic alae nasi), 긴 인중(long philtrum),
조여진 입술(pinched lip), 작은 입(microst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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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atient with microstomia, down-slanting
palpebral fissure, prominent nasolabial folds, hypoplastic alae
nasi, a long philtrum, pinched lips, and “H-shaped” dimpling
of chin in the face, hypertonic orbicularis muscle was main
ophthalmic component of characteristic feature of puffy eyelids.

H모양을 보이는 턱의 움푹 들어간 소견(H-shaped
dimpling of chin), 눈꺼풀틈새의 축소, 안검하수,
눈구석벌어짐증 등의 소견을 보였다(Fig. 1). 전신적
인 검사상 가슴 X선 사진에 약간의 척추측만증이 있었
고 심전도상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어린 나이 때문에
폐기능검사 등 호흡기 관련 검사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말할 때 쉰 듯한 목소리를 보였고 청각장애와
사지기형의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다. 안과적으로는 눈
꺼풀틈새축소와 안검하수, 눈구석벌어짐증이 있었기 때
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었다. 수술전 눈꺼풀
사이의 높이(interpalpebral fissure height)는 우
안 2.5 mm, 좌안 3.5 mm였고 눈꺼풀올림근 기능
은 우안 2 mm, 좌안 5 mm였다. 내안각간 거리
(intercanthal distance)는 39 mm 였다. 외안근의
기능은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다. Bell 현상은 정상이었
다. 교정 시력은 우안 0.3 (그림), 좌안 0.3 (그림)이
었으나 발음상 문제가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가 힘들었
다. 안저 소견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동공 반응
은 정상이었다. 다만 약 5PD의 외사시 소견을 보였다.
안압은 1회 측정되었는데 우안 11 mmHg, 좌안 12
mmHg로 정상이었다.
눈구석벌어짐증은 Y-V 안쪽눈구석성형술로 교정하
였고 양안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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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stoperative day 7. Interpalpebral fissure height
was improved increased and telecanthus partially corrected.

Figure 3. Postopeative day 60. Interpalpebral fissure height
level was decreased.

수술 후 1주후 눈꺼풀사이의 높이(interpalpebral
fissure height)는 우안 4.5 mm, 좌안 5 mm였다
(Fig. 2). 그러나 1달후 외래로 방문하였을 때 눈꺼풀
사이의 높이가 우안 2.5 mm, 좌안 3 mm로 감소하였
다(Fig. 3). 이 후 눈꺼풀 모양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마
근걸기술 등 2차 수술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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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만-쉘던증후군은 선천성 구축증후군(congenital
contracture syndrome)으로서 천천히 진행되는 근
육질환이며 진단은 태아시기에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출
5
생시 임상적인 외양을 보고 진단한다. 얼굴근육의 긴
장 증가가 작은 입과 조여지는 입술 등을 보이고 안과
적으로는 외사시, 눈꺼풀틈새 축소, 눈구석벌어짐증 등
3
의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작은 입과 조여진 입술은
orbicularis oris의 섬유화와 아랫입술의 vermilian
border를 따라 섬유화 띠가 생성되기 때문이다.5 얼굴
의 구축은 결과적으로 턱쪽으로 H모양의 움푹 파인 모
1
양을 만들어낸다. 선천성 구축이 일어나는 유전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의 보고에 의하면 배아기에 myosin heavy chain
(MHC3)의 변이가 일어나 이러한 결과를 가진다고 한
다. 이 증후군은 여러 관절만곡증과 감별하여야 하고
작은 입으로 인해 영양부족이 되기 쉽고 여러가지 기형
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영양학적, 수술적, 재활적인 관
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1 또한 심장과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심장검사와 호흡기계에 이상소
견이 없는지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안과,
소아과, 치과, 정형외과, 성형외과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과와 협진이 필요하고 이
증후군을 가지는 환자는 작은 입과 호흡기계의 문제로
마취 유도와 유지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선천적인
이상이므로 산부인과에서는 태아기에 초음파로 얼굴모
양을 보고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코의 넓이, 인중의 길이, 턱의 크기, 페
포의 융기, 하악골의 길이 등을 측정하여 수치화하기도
7,8
한다. 대개는 증례 보고가 적어 병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약 10년간 추적관찰한 결
과 치과적으로는 나이가 듦에 따라 호전을 보인 경우를
9
보고하기도 하였다.
대개 얼굴기형과 사지기형을 동반하지만 본 증례에
서는 뚜렷한 사지기형을 동반하지 않아 과거의 사지 기
형을 동반하지 않은 증례와 같이 프리만-쉘던증후군의
변형된 형태이거나 표현형이 다른 경우라고 생각된다.2
작은 입과 사지의 기형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적으로 교
정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안과적인 이상을 교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9,10 1986년
11
O’Keefe et al 이 11명의 프리만-쉘던증후군을 보고
하면서 2명의 환자는 이마근걸기술, 1명의 환자는 눈꺼
풀올림근 절제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다. 이 증후군은 유전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단발
성(sporadic)으로 일어나며 본 증례도 다른 가족 중에

이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단발성인 것으로 생각된
다. 대개 유아기에 말이나 행동의 지연소견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성장지연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어릴 적의 작은 입과 조여진 입술 인두의 기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달 장애는 여러 근육에 관여된
구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거력상 또
는 임상적인 판단으로 프리만-쉘던증후군으로 생각되
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 여러 협진의사와
상의하여 얼국기형, 손과 발의 구축에 대해 상의하여야
하고 이외에 사시의 유무, 척추측만증, 탈장 등에 대해
1
서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과적으로는 주로 사시와 눈꺼풀축소에 대해 교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술전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충
분히 조사하여야 하며 수술은 눈구석벌어짐증을 교정하기
위해 Y-V 안쪽눈구석성형술이나 M-W (Mustard)
안쪽눈구석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검하수의 교정
으로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이나 이마근걸기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안과적으로 수술한 후 결과가 좋지 않거
나 안검하수나 눈구석벌어짐증 등이 다시 악화되는 경
우는 아마도 근육의 구축이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추
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가능성을 환자나 보호자에
게 미리 알려야 할 것이다. 안과에 휘파람 부는 얼굴을
갖고 안검하수나 눈꺼풀축소, 눈구석벌어짐증을 가진
경우에는 호흡기와 심장검사가 필요하고 수술시 미리
마취과와 마취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저자들은 얼굴에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면
서 사지 기형이 없고 안과적으로는 눈꺼풀축소와 안검
하수, 눈구석벌어짐증을 동반한 프리만-쉘던증후군은
경험하고 이를 수술적으로 교정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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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of Freeman-Sheldon Syndrome
Hyung Kyu Park, M.D., Yeo Joo Byun, M.D., Jin Sook Yoon, M.D., Sang Yeul Lee,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report a patient with Freeman-Sheldon syndrome with blepharophimosis.
Methods: A 4-year-old girl with congenital facial abnormalities consistent with Freeman-Sheldon syndrome
presented with complaints of blepharophimosi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microstomia, down-slanting
palpebral fissure, blepharoptosis, and telecanthus were also found. Y-V epicanthoplasty and levator
aponeurosis resection were performed.
Results: Surgical intervention to correct ptosis and telecanthus led to initially fair cosmetic results, but one
month later an unexpected decrease in interpalpebral fissure height was noted.
Conclusions: Freeman-Sheldon syndrome with blepharophimosis is very rare. It was necessary to correct
blepharoptosis, telecanthus, and blepharophimosis in the oculoplastic service in this case.
J Korean Ophthalmol Soc 48(6):845-84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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