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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클라인펠터증후군(Klinefelter syndrome)은 남아 출생 

600-650명당 한 명 정도에서 보고되는 선천성 염색체증후

군으로 남성 염색체질환 중에 가장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진 

질환이다[1,2].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중, 여성

의 핵형은 46, XX, 남성의 핵형은 46, XY인데 반하여, 클라

인펠터증후군은 XY 이외 한 개 이상의 X염색체를 더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상

증상이 많아지는데, 48, XXYY 혹은 48, XXXY 등의 핵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한다. 48, XXXY의 

발생률은 18,000-50,000명 남아 출생당 한 명 정도이며, 

49, XXXXY는 85,000-100,000명 남아 출생당 한 명 정도

에서 발생한다. 모자이크 클라인펠터증후군은 47, XXY/46, 

XY; 47 XXY/46 XX 등 정상 핵형과 비정상 핵형이 섞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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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nefelter syndrome is the most common congenital chromosomal syndrome in men. Clinical manifestations of 
Klinefelter syndrome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expression of the added X chromosome, the sensitivity 
of the androgen receptor, and the testosterone level. On average, the likelihood of a lifetime diagnosis of Klinefelter 
syndrome patients is less than 40%, and more than 60% of patients are unaware of their condition. Klinefelter 
syndrome patients in infancy sometimes have speech impairment; however, there are more cases without symptoms. 
In the early stages of puberty, there are many normal puberty development cases, but after mid-puberty,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stop progressing. In adulthood, it is often diagnosed as a non-obstructive azoospermia 
disease. After middle-age, an increase in various metabolic disorders due to testosterone reduction appears as the 
main symptom. Testosterone treatmen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from 
puberty. Diagnosing a patient with Klinefelter syndrome due to infertility in adulthood may cause a psychological 
shock; therefore,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is also essential. Klinefelter syndrome is a disease that requires 
lifelong management, and in most cases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an be improved with 
appropriate therapeutic intervention.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without symptoms, it is important to screen 
suspected patients through active chromosom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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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이는데, 정상 염색체 핵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호르

몬 상태는 정상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으며, 생식기능도 모자

이크가 아닌 사람들보다 정상적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 클라

인펠터증후군 환자 중 약 85%는 47, XXY이며, 10-15%는 

세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나 형태적 비정상 X염

색체를 가지고 있다[3,4].  

최근 분만 전후로 염색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진단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대중의 관심이나 의사들의 지식수준은 업데이트가 되

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오해로 자

살을 택하는 극단적인 예도 수년 전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국내 인터넷의 포탈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클라인펠터증후군

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거에 출판되었던 사례나 연구

를 바탕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으로, 최신의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성인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의 현황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군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상소견

을 감지한 군의관이 염색체 검사를 권유하여 진단되는 경우

들도 있으며,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검사 도중 클라

인펠터증후군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성인이 된 후

에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겪게 되며, 이때 성인 클라인펠터

증후군들의 진단과 치료를 도와주는 특정 과가 명확하지 않

은 문제로 인해 환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저생식샘자극호르몬생식샘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이 있기 때문에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뇨의학과와 내과 내분비 쪽에서도 전문

적인 치료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

게 된다. 이는 터너증후군의 여성호르몬 치료가 산부인과 내

분비 쪽에서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구되며 시행되고 있

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터너증후군의 발생률은 2,500-

3,500명당 한 명이며, 이 역시 여성의 성염색체질환 중에 가

장 흔한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터너

증후군 발생률의 4-6배가 발생하지만 이들의 치료와 관리

를 담당하는 임상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의사들조차 클라인

펠터증후군 환자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의 현황과 임상양상

을 명확하게 제공하려고 한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의 발생원인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성염색체 비분리로 인해 발생되는 질

환이다[5].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계 쪽의 

XX염색체와 부계 쪽의 XY염색체가 분리가 되어 각각 X 혹

은 Y를 가지고 있는 정자나 난자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서 분리가 되지 않으면 XX 혹은 XY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

포가 만들어진다. 이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게 되면, X염색체

가 한 개 이상 더 추가되게 된다. 이러한 비분리 현상은 난

자의 생성이나 정자의 생성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약 

3%에서는 수정 후 초기분열 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추

가된 X염색체가 어느 쪽에서 온 것인가에 따라 임상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추가된 X염색체가 아버지 쪽인 경우, 사춘기 시작이 좀 더 

늦어지고 천천히 진행된다는 주장도 있으며[6], 임상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7]. 

부모의 나이는 클라인펠터증후군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

킬 수 있는데, 엄마의 나이가 40세가 넘는 경우 24세 미만의 

엄마를 가진 아이들보다 클라인펠터증후군 발생률이 4배 정

도 증가한다. 염색체가 모자익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10-20% 정도에서 발견된다[5].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의 일반적인 임상증상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알려진 것은, 1942년 Klinefelter 등

[8]이 9명의 환자에 대해 기술한 것이 최초의 보고이다. 유방

이 커지면서 얼굴과 몸에 털이 적고, 작은 고환과 무정자증을 

가진 환자들의 특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클

라인펠터증후군 환자 증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클라

인펠터증후군 환자는 매우 넓은 범위의 임상양상을 보인다.  

산전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와 분만 후 진단되는 숫자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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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역학적 데이터로 추정해보면,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실제 임상적으로 진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약 64%의 클라

인펠터증후군 환자는 평생 진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의 임상양상들은 소

수의 진단된 사람들의 경우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

단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9].

환자들의 임상양상은 주로 세 가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된 X염색체로 인한 이상이 얼마나 표현되는

가, 혈중 안드로젠 수치, 그리고 안드로젠 수용체의 CAG반

복다형성증(CAG repeats polymorphism)이다[10]. 또한 나

이가 들수록 임상양상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동반질환이 

증가하고 이미 있던 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1].

환자들의 임상증상을 추가된 X염색체로 인한 증상과 테스

토스테론 결핍으로 인한 증상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테스토

스테론 결핍과 관련된 증상들은 호르몬치료로 호전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추가된 X염색체와 연관된 증상과 증후들은 X

염색체가 더 있을수록(예: 48, XXXY) 더 심하게 증상이 나

타날 수 있다[5]. 실제 X염색체가 세 개 이상 동반된 경우, 

47, XXY와는 달리 더 심한 언어장애나 지적장애, 혹은 안면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추가된 X염색체로 인한 

이상증상은 X염색체의 발현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Figure 1).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에게서 흔한 

임상증상과 증후 

최근에는 산전검사 혹은 출생 후 염

색체 검사에서 진단받은 조기진단의 경

우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클라

인펠터증후군이 사춘기 이전에 진단받

을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

다[1].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증상들

은 저성선호르몬증과 이로 인한 증상

들, 골밀도의 감소, 대사증후군의 증가, 

신경학적인 발달이상과 정신사회학적인 발달이상, 전반적

인 삶의 질 감소 등이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영유아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영유아 

시기에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증상은 언어장애로 알려져 있다[5]. 언어장애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이들의 약 70-80% 정도에서 발견되며, 학습장애

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장애나 학습장애를 

보는 의사들은 이 아이가 클라인펠터증후군일 가능성이 있

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12]. 

출생 시에 미세음경이나 잠복고환, 요도하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정상적 외형의 남성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가 더 많다[5]. 그러나 잠복고환이 있는 아이들이 클라인펠

터증후군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남아의 10배 정도 되므로, 

진료 시 염색체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클라인펠터증후

군 아이들의 성장속도는 3세 이후부터 또래에 비해 빠른 편

으로, 어릴 때도 팔다리가 긴 경우가 많다(Table 1). 

조기에 진단이 된 경우에는 영유아 시기부터 잠복고환에 

대해 치료하고, 언어치료나 사회성을 기르는 여러 훈련, 학

습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부모와 환

아에 대한 정신적인 지지 등이 환자와 가족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준다. 3세 이후에는 영양학적인 균형과 운동 등을 통

해 근골격계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대사증후군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다[13].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들

Figure 1.  Added X chromosome and lack of testosterone effects to symptoms of Klinefelter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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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간감각이 뛰어나며 시각적 자극에 예민하며 시각 기억

력이 뛰어난 편이다. 대부분 언어를 듣고 이를 이해하여 정

리하는 속도가 느리며, 들은 것을 다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습할 때는 비정상적으

로 발달이 느리거나 뒤떨어지는 아이로 이해되기 쉽지만, 표

나 그림으로 설명하면 도리어 일반인들보다 더 이해가 빠르

기도 하다. 컴퓨터를 다루거나 손으로 하는 여러 작업이나 일

에는 매우 적합하다. 여러 사람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토론

이나 사교활동 시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어려워하며 대화에 끼는 것이 어려우나 한 명과 이

야기를 하거나 사교활동을 하는 것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  

따라서 클라인펠터증후군 아이들은 선생님과 1:1 수업을 하

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며 효과가 좋다. 

클라인펠터증후군 아이들의 성격 특징은 감정적으로 예민

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성적이고 사교적이

며 친절하다. 동물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외향적으로 키가 크면서 잘생긴 경우

가 많다.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에 반하여 체력이나 에너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감정폭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끔 충동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감정의 변화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

종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오인

을 받는 경우도 있다.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인지능력과 

정신과적 측면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인지능력과 신경정신과적 측

면에 대한 연구들은 세 시기로 나눠진다. 첫 시기는 1942년 

Klinefelter 등[8]이 처음으로 이 증후군에 대해 기술한 후부

터, 1959년 Jacobs와 Strong [14]의 임상증상을 기술한 논

문이 나온 시기까지이다. 이 시기의 논문들은 클라인펠터증

후군 환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정신과 병원이나 혹

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기요양 보호시설 등

에서 환자를 수집하여 만들어진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15]. 

이러한 초기 논문들은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이 자폐경향

이나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 조현병 증상도 폭 넓게 나타

난다고 주장하였는데, 가족력이나 학습장애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편중된 표본채취와 부정확한 정보수집

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16]. 이런 형태의 신경정신학 적인 문

제는 성염색체를 네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좀 더 흔하

게 발생한다(49, XXXXY 등). 

이 시기의 논문들은 이후 표본수집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Table 1.  Life cycle and clinical findings of patients with Klinefelter syn-
drome  

Life cycle Clinical finding 

Before birth to infant Cryptorchidism 

Hypospadia 

Disorders of sex development 

Micropenis 

Ambigious genitalia

Childhood Tall stature     

Language disorder

Learning disorder  

Poor muscle tone, decreased muscle activity  

Poor concentration 

Fatigue 

Impulsiveness 

Emotional disturbance 

Auditory processing disorder 

Speech delay 

Puberty to adult Low testosterone 

Lack of body hair (pubic hair, facial hair, axillary hair)

Gynecomastia 

Infertility/ lack of sperm

Small penis and scrotum 

Pectus excavatum/ concave chest 

Flat foot 

Pear shaped body 

Tremor (attention tremor)

Taurodontism/dental issue 

Fith finger clinodactily 

Depression 

Secondary female sex characteristics 

Some feelings of sexual confusion/identity 

Senior Co morbidity d/t low testosterone 

Metabolic syndrome 

Osteoporosis 

Cardiovascular diseas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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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판을 받았는데, 클라인펠터증후군이 비교적 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17]. 염색체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된 초기의 이러한 

논문들은, 염색체 이상과 신경정신학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

이 생기고, 이를 연결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데에는 그 의미

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후의 클라인펠터증후군 관련 논문들은, 이 질환을 신생

아 때 발견하고, 환자들을 긴 시간동안 추적검사 하여 청소

년과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한 논문들이었다[18-20].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발달, 

인지, 행동학적인 소견들에 대한 지식들은 대부분 이 논문

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18-20]. 어떤 논문들은 형제들을 

대조군으로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나 부모의 영향, 환경

적 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논문들

의 대부분은 환자의 군 수가 너무나 작았고, 너무 자주 신경

정신학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도 했다[19,20]. 이 시기에 발표

된 연구들은 대상자가 10여 명 정도인 경우가 많았으며, 길

게 추적검사를 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환자군이 너무 적어

서 전체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을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18-20].

그 후에는 좀 더 신경정신학적인 연구와 인지와 유전을 연

결시킨 세부적인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다[21-23].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임상 샘플이나 특정 목적으

로 만들어진 연구 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클라인펠터증후

군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여주기에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제까지 연구결과에서,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인지적 혹은 신경정신학적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으며,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남성들이 학업성취, 개

인생활, 경력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 남성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추가된 X염색체

의 존재가 특정 신경정신학적인 표현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인지, 언어, 다른 정신과적 이상소견과 연관이 있

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 클라인펠터증후군 환

자들 중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

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학적인 지도나 임상적 치료가 필요

할 수 있다.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지적능력 

다운증후군같은 질환과는 달리,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

의 일반적인 인지능력은 특별히 지적장애 범위에 속해 있지 

않다. 보통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평균적인 지적능력

은, 일반 사람들 혹은 형제 대조군과 비교할 때 평균치이거

나 혹은 낮은 평균치 정도를 보인다[24]. 지능지수의 분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정규분포를 보이는데, 단지 아주 약

간 좌측으로 이동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언어적 추론이나 

공간적 영역보다는 언어 개념적 영역의 결함에 의해 나타나

는 것으로 생각된다.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은 언어를 빠

르게 이해하거나, 본인이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언어를 기반으로 한 지적능력 검사에서는 일

반적으로 점수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

들의 전반적인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생활환경, 일반적인 유전성향 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60명의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아들이 포함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중상위권이었다. 이 

환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클라인펠터증후군과 관련된 여

러 신체적 발달적 특징을 보였다(저긴장증, 언어지연 등). 그

러나 이들의 평균 지능지수는 110 정도로, 일반인 평균치에

서 높은 편이였다[25].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한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적 결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인들과 마

찬가지로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 중 일정 비율은 평균 이

상의 지적능력과 뛰어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그러한 

기능 수준을 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반인들 집단보다

는 약간 적을 수 있다. 이들의 전반적인 인지능력은 정상적

이나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들은 

것을 빠르게 이해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이해되기 쉽다. 언어 인지능력

과 비언어적 인지능력의 괴리가 크며, 섬세한 소근육 운동능

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반면 시각적인 인지능력은 도리어 우

수하여 그림이나 도표 등 시각적 자극으로 인한 기억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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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점으로 생각되기도 한다[22,23]. 이들의 이러한 비언

어적 인지능력의 우수성은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계통에

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기도 한다. 

사춘기 이전 아동들에 대한 단면연구에서는 발달장애 비

율이 11.6%로 조사되었다[26].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신경

학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고, 여분의 X염색체

가 많을수록 X염색체의 용량효과로 인해 좀 더 심한 인지장

애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저용량의 테스토스

테론 조기 치료가 인지능력 즉, 전반적인 인지능력, 언어능

력, 작업기억 등에 유의한 호전을 가져온다는 증거는 부족

하기 때문에[27]. 조기에 환아를 평가하여 재활적 치료와 학

습장애 치료, 언어장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가능성

도 높다. 

성장 과정상의 특징 

1. 영유아 시기에서 사춘기 이전 

남아에서 난포자극호르몬은 출생 후 2-3개월에 증가했다

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소사춘기라고 

부르는 생식샘자극호르몬의 일시적 증가현상이며, 이후 테

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

나 만약 추가된 X염색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시기

에 테스토스테론은 증가하지 않는다. 생식기 이상인 작은음

경증(micropenis), 잠복고환(cryptorchid), 이분음낭(bifid 

scrotum), 요도하열증(hypospadias) 등은 출생 시부터 가지

고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들은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은 영유아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선천성 심질환이 있을 수 있으

므로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진단받은 소년들은 심초음파 검

사 등을 시행해 보는 것이 권고된다. 영아 시기 이후의 클라

인펠터증후군 진단은 잠복고환이나 가벼운 발달장애 등으

로 검사를 하던 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학습장애

는 집중력 장애, 인지장애 혹은 말과 언어의 장애 혹은 사회

성 감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28]. 이 시기의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이들은 다학제적 팀 접근으로 치료 및 장애예방을 

시행해야 하며, 재활적인 행동치료와 언어치료가 권고된다. 

이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춘기 이전의 호르

몬치료로 낮은 에너지 수준이나 집중력장애, 기분장애, 심혈

관 건강 등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29] 이

러한 조기 호르몬치료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질환이나 정맥

혈전증을 증가시키는 반면[30], 성인 남성들의 호르몬치료에

서처럼 신체구성비나 골밀도를 호전시킨다는 증거도 부족하

기 때문에[31] 굳이 사춘기 이전의 호르몬치료를 시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사춘기 청소년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보통의 소년들과 유사하다. 클

라인펠터증후군 소년들의 초기 사춘기 발달과 테스토스테론

의 혈중농도 증가는 46, XY 소년들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에서는 초기 사춘기 이후 테스토스

테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낮은 정상수

치 정도를 유지한다. 이후 진행되는 이차성징의 발달정도는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남성화의 정도로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선

별하거나 짐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춘기에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의 

급등현상이 시작됨으로 인해 에스트로젠 수]치가 증가하면

서 유방비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청소년기의 클라인

펠터증후군 환자들은 체질량지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방비대증이 나타나도 흔히 비만 때문으로 치부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 시기에 낮은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한 증상의 전형적인 증상인 근육발달 저하, 짧은 페니스와 

함께 음모, 얼굴 털, 겨드랑이털이 없는 현상 등을 보이는 경

우는 오히려 드물며, 증상이 있더라도 사춘기가 좀 늦어진다

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러한 낮은 성호르몬의 증

상은 25세가 지난 이후에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32]. 

클라인펠터증후군 청소년의 평균 고환크기는 2-5 mL 정

도로 작고 단단하며, 사춘기 초기 이후에는 고환이 커지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33,34]. 초기 고환에는 세르톨리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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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toli cell)와 라이디히세포(Leydig cell)가 증식하고 성숙

하는 현상이 보이고, 이로 인해 6 mL 정도까지 고환부피가 

증가할 수 있다. 이후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면

서 생식세포가 줄어들고, 정세관의 유리질화가 나타나고, 세

르토리세포의 소퇴와 라이디히세포의 과다증식 현상이 나타

난다. 이 영향으로 결국 고환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혈중 테

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든다. 사춘기의 테스토스테론의 증

가가 이 시기의 정세관의 파괴를 촉진시키는 기전에 대해

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식세포가 파괴

되기 전의 청소년의 경우, 도리어 정자를 배출하는 경우들

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고환조직 정자채취술(testicular 

sperm extraction, TESE)을 하거나 이 시기에 정자를 채취

하여 냉동해 놓는 것이 생식능력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도 있다[35].

그러나 이 시기의 생식능력 보존의 시도 자체가 사춘기 청

소년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결과인지 미지수이며 그

렇지 않은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세 TESE 자체가 고환의 손상을 유발하므로 추가

적인 호르몬 감소가 필연적이라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청소년기에 생식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이 

향후 건강관리와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정말 유리한 것인가

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춘기 중기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보다 낮

은 수치로 유지되며, 이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테스토

스테론이 감소해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근육의 발달이나 운동능력의 향상, 추가적인 페니스의 성장

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정

관의 파괴가 촉진되고 유리질화는 촉진되어 고환의 통증 및 

생식세포의 감소는 더 저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3. 성인기 

성인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의 약 8%에서 정자가 발견

되는데, 대부분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발전한다. 정자의 

발견율은 보고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며, Bojesen과 

Gravholt [33]는 어떤 종류든 정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60%

이며, 이중 20%는 생존가능성이 있는 정자라고 주장한 바

도 있다.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은 발기기능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으며 혈중 LH는 증가되어 있고, 테스토스테론 수

치는 낮은 정상을 보인다. 정액양은 대부분 정상이다. 성인

시기에 발견되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은 불임검사 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정자증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남성불임 

원인 중 2% 정도를 차지한다. 

성인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진단 후 

문제점 

성인기에 발견되는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은 많은 경우

가 무정자증에 대한 검사 도중 발견된다. 일본에서 다섯 명

의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는 무정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한 논문에서는, 남성들은 무정자증의 원인이 

클라인펠터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음과 같은 반응

을 보였다[36]. 클라인펠터증후군이 무슨 질환인지 모르겠

다, 나에게 선천성 염색체질환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 와이

프가 주는 임신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나

는 클라인펠터증후군 이외에 어떤 다른 질환도 없으며 매우 

건강하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그저 우리 부부가 임신을 못하

는 원인일 뿐 내 삶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등의 반응이다. 

이들은 18개월에서 62개월 정도의 불임시기를 거쳐 진단을 

받았으며, 직업은 운전사, 개인사업자, 약사, 간병인, 공무원 

등으로 모두 미세 TESE을 시행하였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성인기에 진단받은 남성들은 큰 충격

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클라인펠터증후군

에 대해 찾아보고 이차적인 충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

우, 클라인펠터증후군에 대해 인터넷에 올려 있는 내용들은 

자극적이며 또한 비극적이다. 2014년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클라인펠터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직 여경이 아

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클라

인펠터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자체가 이미 

증상이 있어 진단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증상이기 때문에, 무

증상으로 살아가다 성인기에 진단받는 환자들은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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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시선과 인터넷의 편중된 정보로 인해 위축되며 정신적

인 충격을 받기도 한다. 

Austrailain X and Y Spectrum Support Group에 의하

면 성인기에 불임검사를 하다가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진단받

는 남성들은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좌절과 비탄, 심

각한 정신적 위기상황을 겪게 된다. 또한 암환자들과 마찬가

지로 부인, 타협, 분노, 슬픔의 단계를 거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불임의 문제로 인해 파트너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

도 흔하게 나타난다[37].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도맡아 

시행할 수 있는 임상과가 불확실하다. 또한 클라인펠터증후

군이 매우 흔한 질환이며 여러가지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잘 모

르는 임상의사들이 흔하다. 불임치료를 위해 미세 TESE 등

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환의 손상이 더 심해지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와 

치료가 환자의 삶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1.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동반질환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은 심혈관계질환이나 뇌혈관질

환,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도가 일반인구에 비해 높

이 나타난다[38,39]. 심부정맥혈전증이나 말초혈관질환, 폐

색전증, 대동맥판막기형 등으로 인해 심혈관계질환 사망률

도 일반인구보다 높다. 심부정맥혈전증의 누적 발생률은  

50세에 8.6%, 70세에 20.8% 정도이나, 동양인에서의 발생

위험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색전증이

나 혈전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기 대문에, 치료 전에 가

족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30]. 대사증후군 발생률은 

47% 정도로, 체지방증가,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증가, 고

지혈증 등이 발생한다[40].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은 일반

적으로 골밀도가 낮은데,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골밀도의 감

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40]. 전반적인 암 발생

률은 일반 남성에 비해 높지 않으나, 유방암(위험비 60)이나 

생식세포종양 발생률(위험비 18.8)은 일반 남성에 비해 높다

[41] (Table 2).

클라인펠터증후군을 진단받았다는 것은 상기되어 있는 질

병의 발병률이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없는 남성에 비해 올라

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로 질병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2.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불임 치료 

1996년 Tournaye 등[42]이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의 고

환에서 TESE를 시행하여 정자를 채취하기 전까지는 클라

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이 가임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조

차 못했다. 이후 1998년도에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에서 

TESE/난세포질내 정자주입법을 이용한 임신 예가 최초로 

보고되었다[43].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에서 정자를 얻어낼 

가능성(sperm retrieval rate, SRR)은 50-70% 정도로 보

고되며, 이는 일반적인 비폐쇄성 무정자증환자보다 높은 수

준이다. 고식적 TESE과 미세 TESE 모두에서 SRR은 평균 

40% 정도로 보고되는데, 미세 TESE가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에게 조금 더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44].

미세 TESE의 성공에는 나이와 호르몬 상태, 고환의 부

피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중 나이가 미치

는 영향이 가장 크다. 따라서 TESE는 35세 이전에 하는 것

이 권고되는데, 25-29세의 SRR은 81%, 30-34세의 SRR은 

Table 2.  Comorbidities of patients with Klinefelter syndrome   

  Category Pattern

Carcinoma Nonseminomatous extragonadal germ cell tumor
Breast cancer: 4- to 60-fold increase

Metabolic disorder Obesity, metabolic syndrome: abdominal obesity  
    risk 4- to 5-fold increase, effect of testosterone is 

controversial
Diabetes: type I diabetes mellitus 2.2-fold increase,  
    type II diabetes mellitus 3-fold increase 
No effect of testosterone treatment

Cardiovascular  
   disease

Congenital disease: mitral valve prolapse, diastolic  
   dysfunction 
Conduction defects: short QTc interval, atrial  
   fibrillation 
Thrombosis: pulmonary thromboembolism risk  
   3.6- to 5.7-fold increase
Deep vein thrombosis risk 6.6- to 7.9-fold increase

Bone health Osteoporosis/fracture: osteoporosis risk 8-fold  
   increase

Immunological  
   disease 

Autoimmune diseas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risk 13-fold increase, 

hypothyroidism, rheumatoid arthritis, type I 
diabetes mellitus, Sjore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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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이며, 35-39세에서는 25%로 감소하고 40-44세에서는 

22%로 나타난다[44]. 호르몬 수치와 관련해서는, 총 혈장 테

스토스테론 수치가 7.5 mmol/L 이상이고 LH가 17.5 U/L 

미만인 경우 미세 TESE의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 주의 

할 점은, 미세 TESE가 고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한

다는 것이다. 이 시술은 고환 기능이 거의 없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이에 대한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술 후

에도 호르몬 결핍이 심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 

132명의 클라인펠터증후군 남성과 313명의 대조군 남성

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논문에서, 클라인펠터증후군 남성

들은 정상 염색체 남성들보다 정신적인 삶의 질과 육체적인 

삶의 질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5]. 신체적 삶의 질

의 저하의 원인으로는 낮은 수입과 신체활동의 제한, 성기능

의 문제, 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정

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낮은 수입, 신체활동

의 제한, 파트너의 유무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입의 감

소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현상은 클라인펠터증후군의 유

무와 관계없이 다른 질환 환자나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타나

는 현상이었으나,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

입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클라인펠터증후군 진단 시 동반질환이 증가하며, 테스토스

테론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의 부담 때문이 원인으로 생각

된다. 이 연구에서의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들은 일반 남성

들보다 직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는 클라인펠터증

후군으로 인한 이차적인 질병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 언어장애로 인한 사회적 기술의 감소는 클라인펠터증후

군 환자들의 정신적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이한 것은 테스토스테론 치료에 

대한 것으로,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환자의 정신적 삶의 질이

나 신체적 삶의 질 모두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결론 

클라인펠터증후군 환자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임상적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정된 가이드라인

이나 기준이 없이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별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유전양상과 증상을 유

발하는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환자

관리에 중요하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관심과 정기검진이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적 개입으로 환자

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올릴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환자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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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클라인펠터증후군은 남성에서 발생되는 선천성 염색체 증후군 

중에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

이지만, 임상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정한 가이드

라인 없이 치료되고 있다. 이 논문은 클라인펠터증후군의 원인, 

임상증상, 특징 및 치료 등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기술해 주고 있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환자별로 

개별화된 접근 및 유전양상과 증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의 변화

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으로 환자와 가

족의 삶의 질을 크게 올릴 수 있고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클라인펠터증

후군의 진료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