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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Course of Childhood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and Analysis Predicting Factor of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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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is an acquired bleeding disorder
in which the immune system destroys platelets. There were many studies which predict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gnosis of childhood ITP, but controversies
remained. We analyzed the predict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linical outcome and
prognosis of pediatric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ITP in a single institution.
Methods: W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medical records of 170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ITP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NUH)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15. The demographics, complete blood count (CBC), leukocyte differential counts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ITP were reviewed.
Results: The median age at diagnosis were 20 months old (range, 0 to 189 months)
for acute ITP and 52 months old for chronic ITP. After initial diagnosis of ITP, 20 of
170 patients (11.8%) were later diagnosed as chronic ITP. Age at diagnosis and absolute
lymphocyte count (ALC) at diagnosis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development of
chronic ITP. ALC at diagnosis and at discharg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cute ITP
patients than chronic ITP patients. We determined that ALC ＞4,109/L at diagnosis and
ALC ＞3,825/L at discharge were associated with platelet recovery after 12 months.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at high ALC at admission and discharge predict a favorable outcome in children with newly diagnosed ITP.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validate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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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단백질(glycoprotein, GP), 그 중에서도 GP IIb/IIIa 복합체

서

와 GP Ib/IX 복합체 항원에 대한 자가 항체들이 발생하면서

론

면역 복합체를 형성하고, 비장 등 세망내피계통에서 탐식되어
면역혈소판감소자반병(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혈소판이 파괴되는 것이 주된 병리기전으로 밝혀져 최근에는

ITP)은 혈소판이 정상보다 감소하여 점막과 피부의 표재성 출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본다[1].

혈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ITP는 혈소판 표면에 존재하는

소아청소년기 ITP의 임상경과 및 만성으로의 이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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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이견이 많은 실

하였다.

정이다. ITP는 혈소판 감소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12개월을

통계 처리는 SPSS 2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

기준으로 급성 ITP와 만성 ITP로 구분하는데, 소아청소년기

용하였고 급성과 만성 ITP군 사이에 예후와 관련된 인자를

ITP의 경우 혈소판 감소의 지속시간은 2-6주 정도이며, 환자

알아보기 위하여 chi-square와 student’s t-test 또는 Fisher’s

의 80% 이상에서 수주, 수개월 이후에 혈소판은 완전히 회복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의미 있는 수치의 절단 값(cut-off

된다. 그러나 처음 ITP로 진단받고 치료받거나 경과 관찰하는

value)을 판단하기 위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환자의 약 20% 정도에서는 만성의 경과를 보이며, 급성과 만

(ROC) curve를 이용하였으며 95% 신뢰 구간에서 P＜0.05 인

성은 발병 초기에 구별하기 어렵다[2-4].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주하였다.

급성 ITP와 만성 ITP는 나이, 남녀의 빈도, 예후, 치료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 연구에서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쳤다.

평균 혈소판 용적(mean platelet volume, MPV), 및 혈소판
분포폭(platelet distribution width, PDW), B-세포계 이상, T-

결

과

세포계 이상, 혈소판 조혈 이상, 대식세포의 활성화 증가 등이
예후와 관련된 인자 및 기전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임상적 의
의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4-8].
최근 발표되는 연구들에 따르면 소아 ITP 환자에서 진단
시 전체림프구수(total lymphocyte count, TLC)와 절대림프구

전체 환자 중 급성 ITP군은 150명, 만성 ITP군은 20명이었
다. 급성 ITP군과 만성 ITP군간에 남녀 성비의 차이는 없었으
며, 중앙 연령은 각각 20개월(범위; 0-189개월), 52개월(범위;
0-166개월)로 만성 ITP군에서 더 높았다(P=0.030).

수(absolute lymphocyte count, ALC)가 특정 나이에서 의미

입원 시 일반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의 중앙값은 8,000/L

있게 낮을 경우 질병의 만성 이행과 관련된 위험 인자로 보고

(1,000-89,000)이었다. 초치료로 정주용 감마글로불린(Immu-

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질병 초기 몇 개월

noglobulin G, IVIG)을 투여한 환자는 135명(79%)으로 이 중

동안의 더 낮은 ALC가 만성 ITP로 진행하는 강한 예후 인자가

IVIG 치료만으로 혈소판이 20,000/L 이상 상승한 환자는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9,10].

106명(79%), IVIG에 반응이 없어 2차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이 연구에서는 단일 기관에서 진단된 소아청소년기 ITP 환

환자는 29명(21%)이었다. 초치료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환

자들의 혈액검사 및 임상경과를 분석하여 ITP의 예후와 관련

자는 2명(1%)이었고, 혈소판이 자연 회복되어 약물치료를 하

된 예측 인자를 조사하였다.

지 않은 환자는 33명(19%)이었다. 초기 IVIG 치료 반응군인
106명 중 급성 ITP로 진단받은 환자는 94명(94/106, 89%), 만

대상 및 방법

성 ITP로 진단받은 환자는 15명(15/106, 11%)이었고, 비반응
군 29명 중 급성 ITP로 진단받은 환자는 29명(100%), 만성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 ITP로

ITP로 진단받은 환자는 없었다. IVIG 또는 스테로이드로 초치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

료한 환자 중, 퇴원 후 1년 이내 IVIG 또는 스테로이드를 재투

으로 검토하였다.

여한 환자는 35명(35/135, 26%)이었으며, 그 중 급성 ITP는

혈소판감소증의 진단은 혈소판이 100,000/L 미만인 경우

22명(22/35, 63%), 만성 ITP 환자는 13명(13/35, 37%)이었다.

로 하였으나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20,000/L 이하의 중증

급성 ITP군과 만성 ITP군의 CBC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혈소판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들의 진단 시 일반

때 입원 시와 퇴원 시 ALC가 급성 ITP군에서 만성 ITP군에

혈액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백혈구 분획, 일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퇴원 후 12개월 ALC는 급

반화학검사, 치료 여부, 치료 약제를 조사하였다. 환자들의 퇴

성 ITP군에서 만성 ITP군에 비하여 더 낮았다(Table 1). 또한

원 시, 퇴원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의 CBC

퇴원 후 1개월 절대호중구수(absolute neutrotphil count, ANC)

와 백혈구 분획을 분석하였고, 치료 12개월 이내에 혈소판이

가 급성 ITP군에서 더 낮았다. 혈소판은 입원 시, 퇴원 시 검

100,000/L 이상 상승한 급성 ITP 그룹과 12개월 이후에도

사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 후 1개월,

혈소판이 100,000/L 미만인 만성 ITP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

3개월, 6개월, 12개월 검사에서는 만성 ITP 군에서 통계적으

혈액검사, 백혈구 분획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ITP 명칭과

로 의미 있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Table 2).

구분은 2009/2011 ASH consensus report 이전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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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results of patients with ITP

Age (month)
Gender (%, M:F)
WBC (/L)
Hemoglobin (g/dL)
Platelet (103/L)
ALC (/L)
ANC (/L)

Acute ITP (N=150)

Chronic ITP (N=20)

P-value

34.3±39.0
51.3:49.7
9,069±3,472
11.9±1.50
203±369
4,689±2,425
3,255±2,796

63.9±52.6
50:50
8,489±3,519
12.6±1.30
176±142
3,476±1,759
3,905±2,797

0.030
0.911
0.484
0.530
0.743
0.032
0.331

M, male; F, female; ITP,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WBC, white blood cell; ALC, absolute lymphocyte count;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P-value＜0.05.
Table 2. Comparison of laboratory results between patients with acute and chronic ITP

ALC (/L)
At discharge
After 1 month
After 3 month
After 6 month
After 12 month
Platelet (103/L)
At discharge
After 1 month
After 3 month
After 6 month
After 12 month
ANC (/L)
At discharge
After 1 month
After 3 month
After 6 month
After 12 month

Acute ITP

Chronic ITP

P-value

4,247±2,306
3,789±2,259
3,229±2,440
2,760±2,552
2,012±2,565

2,845±1,173
3,356±1,680
3,196±1,628
3,256±1,519
3,492±1,676

0.000
0.410
0.886
0.221
0.002

121.5±984.2
207.8±132.4
230.3±121.4
239.8±925.0
249.2±741.1

79.5±63.8
72.2±65.1
53.3±42.6
58.6±43.6
53.9±41.1

0.065
0.000
0.000
0.000
0.000

2,574±2,257
2,754±1,995
2,891±2,359
3,208±2,130
3,686±1,712

2,322±1,594
3,816±1,784
3,693±2,632
3,458±1,493
3,117±2,054

0.630
0.034
0.179
0.627
0.214

ALC, absolute lymphocyte count;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P-value<0.05.

ROC curve를 산출하였을 때 AUC는 0.640였고 점근 유의 수
준은 0.043, 95% 신뢰구간은 하한 0.523, 상한 0.756이었다
(Fig. 1). ALC 절단 값(cut-off value) 수치를 4,109/L로 하였
을 때 이에 따른 민감도, 특이도는 59.2%, 60.0%였다. 퇴원
시 ALC를 검정변수로 ROC curve를 산출하였을 때 AUC는
0.687였고 점근 유의 수준은 0.07, 95% 신뢰구간은 하한
0.580, 상한 0.794이었다(Fig. 2). ALC 절단 값 수치를 3,825/L
로 하였을 때 이에 따른 민감도, 특이도는 50.3%, 30.0%였다.
퇴원 후 12개월 ALC, 퇴원 1개월 ANC는 AUC＜0.5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Fig. 1. ROC curve and AUC of ALC at diagnosis for acute 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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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결함이 만성 ITP와 관련된 병리생리학기전으로 관련 있
다고 보고하였다[9]. Yang 등은 만성 ITP 환자에서 진단 시
호중구 대 림프구비율(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이 급
성 ITP 환자와 비교 하여 의미 있게 높은 점을 언급하였고,
이를 만성 ITP 진행의 예측에 중요한 예후인자로 보고하였다
[13].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와 퇴원 시 ALC의 절단 값이 각각
4,109/L와 3,825/L 이상일 때 급성 ITP와의 관련성이 있다
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질병 초기 ALC가 소아 ITP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최근
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퇴원 12개월에 ALC
가 질병 초기와 비교하여 급성 ITP에서 만성 ITP보다 더 ALC
Fig. 2. ROC curve and AUC of ALC at discharge for acute ITP.

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였지만, 아마도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보고한 면역병리
학적 원인 및 급성 ITP와 만성 ITP 사이의 질환군에 따른 차이

고

찰

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규모 연구가 아닌 단일 기관의

ITP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경험에 대한 후향적 연구로 ALC의 의미 있는 절단 값을 제시

자가항체와 관련된 면역학적 기전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

하지 못했다는 점, ALC와 ITP의 예후와 관련된 연관성은 밝혔

았고 혈소판감소증이 회복되는 기전 또한 완전히 연구가 진행

으나 ITP의 경과, 치료기전과 관련된 정확한 메커니즘을 제시

되지 않았다. 급성 ITP와 만성 ITP 환자는 질병 발생 초기에

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임상적으로 구별할 수 없고 혈액 검사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한점이 있으나 소아청소년기 ITP

있는 인자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성인에서의 만성 ITP는

에서 임상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서 진단 시와 퇴원

자연회복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소아의 만성 ITP의 일부

시의 ALC가 ITP의 예후 예측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연회복이 되는 특징이 있다[11].

앞으로 ITP의 면역학적 기전의 연구들과 함께 추가적인 ALC

Lee 등은 한국 소아청소년기 ITP와 관련된 다기관 공동 연
구에서 만성 ITP로의 임상경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통계적으

관련 연구들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로 유의하게 많았으나(P＜0.05), 성별, 계절별, 치료 요법의
차이, 또는 IVIG 사용 용량 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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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값 3,000/L 기준으로 만성 ITP 환자들에게서 ALC가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면역 병리학적으로 ALC가
인터루킨-10 및 CD4+CD25 조절 T-세포 기능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0]. 또한 Ahmed 등의 연구에서도 ITP
로 진단된 소아에서 진단 시 TLC와 ALC의 절단 값이 각각
3,050/L와 6,250/L으로 만성 ITP 환자들에서 수치가 더 낮
았고, 림프구와 자연살해세포 수의 차이 및 CD25+ 조절 T-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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