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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ve Dermopathy In Two Sib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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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ve dermopathy (RD) is a rare and lethal autosomal recessive skin disorder that pre-
sents with rigid and tense skin, multiple joint contractures and fixed facial expression. We report
herein two siblings from consecutive pregnancies affected with RD. Both siblings died of res-
piratory insufficiency at a day after birth. An autopsy for the first baby and a skin necropsy for
the second baby were performed. The gross findings of both were characterized by thin, translu-
cent skin with prominent vessels, multiple joint contractures resulting in hyperflexed position,
and a typical facial appearance with a fixed open mouth in the O-position. Such manifestations
are typical features of RD. At the autopsy of the first baby, no internal organ abnormality was
found. The histologic findings of the skin of the second baby revealed a thin dermis consisting
of a flat dermal-epidermal junction, hypoplastic skin appendages and compactly arranged col-
lagen bundles. Elastic tissue stain showed markedly decreased elastic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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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에게서나타난제한피부병증

제한 피부병증(restrictive dermopathy)은 염색체 열성 유전

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서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미숙아에게

서 관찰된다. 제한 피부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피부가 긴장되

고 투명하여 모세혈관이 비쳐 보이고 다발성 관절 구축과 특징

적인 얼굴 형태를 보인다. 환자들은 개 출생 직후 사망한다.

저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한 피부병증은 현재까지 외국

문헌에 50예 미만이 보고되었으며1-3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는 없

다. 폐 형성 저하증 등의 기형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아주 드물게 간 비장 종 , 중복 요관, 동맥 전위 등의 기형이

보고되고 있다.4 저자들은 연년으로 조기 출산된 두 명의 남매에

게서 발생한 제한 피부병증 2예를 보고한다. 

증 례

31세 산모가 양수 감소증, 태동 감소와 조기 양막파열로 내원

하 고 임신 28주 3일에 제왕절개로 남아를 출산하 다. 산모는

첫 출산이었고 가족력상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산전 진단에서도

선천성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아는 출생 하루 만에 호흡부

전으로 사망하여 부검을 실시하 다. 부검 시 내부 장기에서 이

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부는 긴장되고 투명하여 혈관이

비쳐 보 으며 미란이 여러 군데 관찰되었다. 사지 관절은 심하

게 굴곡되고 구축되어 흔들의자변형(rocker bottom deformity)

자세를 보 다. 앞쪽 천문이 정상보다 컸으며 두눈먼거리증

(hypertelorism), 실눈증(blepharophimosis)을 보이고, 눈두덩

이 부어 있었으며 속눈썹이 없었고, 처진귀, 작은턱증, 아래턱 후

퇴증을 보 으나 구개열은 없었다. 입은 특징적인 O 모양으로

둥 게 고정되어 있었다(Fig. 1).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산모는

본원에서 산전 관리를 받던 중 임신 29주 4일에 조기 양막파열

과 양수 감소증으로 제왕절개를 통하여 여아를 출산하 다. 출생

한 여아는 1년 전 출산했던 남아와 동일한 외양을 보 고, 출생

하루 만에 사망하 다(Fig. 2).

여아도 첫째 남아와 같이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피부가 투

명했으며(Fig. 3) 이에 한 피부 조직 검사만 시행하 다. 현미

경으로 피부를 살펴본 결과, 표피의 각화과다증과 일부 표피탈락

이 보 다. 진피-표피 이음부는 얇고 평편했으며 rete ridge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4A). 피부 부속기 형성이 저하되었고 진

피층은 얇으며 표피에 평행 배열의 치 한 콜라겐 층이 관찰되

었다(Fig. 4B). 진피-피하지방층 이음부는 평편하고 경계가 분

명했으며 피하지방층은 조직학적으로 정상 구조를 보 다. E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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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and van Gieson 염색 결과 탄력 섬유는 희박했다(Fig. 5).

고 찰

제한 피부병증은 염색체 열성 유전하는 치명적인 피부병증으

로 1986년 Witt 등5이 처음으로 기술하 다. 이전에도 이와 유

사한 선천성 피부 이상증과 다른 이상이 동반되는 예들이 보고

되었으며 1977년부터 epidermolysis bullosa,6 aplasia cutis con-

genita,7 lethal ichthyosis variant of arthrogryposis,8 또는

severe congenital skin defect9로 불렸으나, 제한 피부병증을

독립적인 진단 범주로 기술한 것은 Witt 등5이 처음이다. 임상

적으로 양수 과다증을 보이는 예가 있는데 이는 태아가 양수를

삼키는 데 장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보통 자궁 내 발

육 지연, 태아 운동 감소가 임신 말기에 관찰되고 임신 29-37주

사이에 조기 양막파열을 보인다. 개 태반은 커져 있고 천문

은 넓어져 있다. 본 남매와 마찬가지로, 모든 환아는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보인다. 동그랗게 열린 입, 두눈먼거리증, 처진귀,

낮은코, 작은턱증 등을 보이는데 이런 특징적인 형태를“아시아

도자기 인형(Asiatic porcelain doll)”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0

Fig. 1. Frontal (A) and lateral (B) view of first baby shows multiple
joint contractures and typical dysmorphic facies with a small, fixed,
O-shaped mouth, low set ear and retrognathia. 

A B

Fig. 2. Frontal (A) and lateral (B) view of second baby show the
same characteristic features as first baby.

A B

Fig. 4. The necropsy of second baby reveals absent rete ridges with
flattening of the junction of the epidermis (A) and thin dermis with
dense collagen arrayed parallel to the dermo-epidermal junction (B). 

A B

Fig. 3. The first baby shows translucent and tight skin with promi-
nent vessels (A). The second baby also shows tense, shiny, translu-
cent, erythematous skin with prominent cutaneous vessels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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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지만 매우 긴장된 피부가 태아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다발성 관절 구축과 척추 후만증을 유발한다. 사지의 골

계 이상은 다양하지만 특징적으로 빗장뼈 형성 저하증과 위팔뼈

의 이형성증이 발견되고 있다.1 손과 발은 뒤로 굽어져 흔들의자

변형 자세를 취한다. 주로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으

로 보고 있다.3 혈관까지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하면서 긴장된 환

아들의 피부와 특징적인 피부 병리 소견이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유의한 소견이다. 조직학적으로 표피의 각화과다증과 막성 표피

탈락이 관찰되며 진피-표피 이음부가 얇고 평편하며 rete ridge

가 관찰되지 않는다. 피부 부속기 형성은 저하되어 있으며 진피

층은 얇고 표피에 평행 배열의 치 한 콜라겐 층이 관찰된다.

탄력 섬유는 없거나 매우 희박하며 elastic and van Gieson 염

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하지방층은 소엽 형상이 잘 유지되는

정상 지방세포들로 이뤄져 있으며, 상 적으로 두터운 층을 형

성한다. 진피-피하 지방층 이음부는 평편하고 경계가 분명하다.

전자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진피층에서 콜라겐반과 세포질 그물

이 풍부한 섬유모세포가 관찰되며, 또 비정상적으로 작은 당김미

세섬유가 관찰된다.1

제한 피부병증의 발병 기전은 모호하지만 가계도 조사를 통해

몇몇 이론이 제시되었다.11 Holbrook 등12은 상피층 분화 과정에

서 성장이 멈춘 것을 keratin의 이상과 관련하여 모낭과 샘분비

샘의 미분화를 발견했고, 이에 피부 분화 과정에서 진피-피부 이

음 부분의 상호 작용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Witt 등5은

제한 피부병증 남매에게서 고분자량 keratin의 양이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Dean 등4은 integrin alpha-1과 alpha-2의 증가가 관

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Navarro 등13은 제한 피부병증

9예에서 LMNA 염색체와 ZMPSTE24 (FACE-1)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모두 lamin A의 형성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한 피부병증이 laminopathy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 피부병증이 다른 장기의 기형과 동반된다

는 보고가 있으나,3,14 폐형성 저하증 이외에 다른 장기의 이상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어 있으며, 본 증례 중 첫째 남아의 부검에서

도 다른 장기의 기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남매에게서 나타난 제한 피부병증 2예를 보고한다.

제한 피부병증은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재발률이 매우 높으므로,

초음파검사 등을 통한 산전 진단, 출생 후 주의 깊은 이학적 검

사와 부검 및 피부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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