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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서 새로 진단된 혈소판감소증의 임상경과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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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Courses and Outcome of Newly Diagn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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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fants with immune thrombocytopenia (ITP) are at increased risk of high
risk bleeding and vaccination-associated ITP. Infants with ITP respond favorably to treatment and are less likely to develop chronic ITP compared to older children.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ntity in infants have rarely been analyzed. We investigat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to treatment of newly diagnosed ITP in infants
under 1 year of age.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newly diagnosed ITP infants between 1 month to 11 months of age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2002 to 2017. The demographics, complete blood count, absolute lymphocyte
count (ALC), absolute neutrophil count, vaccination history, upper respiratory infection,
viral study (cytomegalovirus)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ITP were reviewed.
Results: A total of 85 patients satisfied the criteria for newly diagnosed ITP. Of these
patients, 83 were in complete remission, 6 were in persistent remission, and 2 progressed
to chronic ITP. As a result of the study, 57 patients (67%) were male. 71 patients (83.5%)
were secondary ITP. Among secondary ITP, vaccination related ITP was the most common cause with 60 patients (84.5%). The mean at diagnosis was 4.3±3.2 mont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C between the time of diagnosis and
treatment. Hemoglobin was 10.8 g/dL at diagnosis and increased significantly to 12.3
g/dL after treatment.
Conclusion: Ninety-seven percent of ITP patients diagnosed under 1 year of age were
in r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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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아에서 흔한 출혈질환으로 10-20%의 환자는 혈소판 감

서

소가 지속되어 만성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1세 미만의 영아

론

에서는 7.6%로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영아
급성면역혈소판감소증(immune thrombocytopenia, ITP)

ITP의 임상경과 및 만성으로의 이행 여부를 예견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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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이견이 많은 실정이다[2]. 최근 발표되

08-024,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쳤다.

는 연구들에 따르면 소아 ITP 환자에서 진단 시 절대림프구수
(absolute lymphocyte count, ALC)가 특정 나이에서 의미 있

결

과

게 낮을 경우 질병의 만성 이행과 관련된 위험인자로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질병 초기 몇 개월 동안

전체 ITP 환자는 85명이었다. 남자 57명(67%)으로 여자 28

의 더 낮은 ALC가 만성 ITP로 진행하는 강한 예후 인자가 될

명(33%)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1). 진단 시 평균 연령은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4].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하는

4.3±3.2개월이었다. 치료 기간의 평균은 1.8±1.8개월이었

IT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영아 ITP의 임

다. 진단 당시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12명이었고,

상적 특징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CMV IgM positive를 보이는 CMV 감염은 38명이었다. 4주

저자들은 최근 16년 동안 ITP로 진단된 1세미만의 영아를 대

이내 예방접종 했던 환자는 60명 있었고, 완전 모유 수유를

상으로 임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 임상경과 등을 분석하

했던 환자는 42명이었다. 진단 당시 임상 증상은 출혈성 피부

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newly
diagnosed ITP patients under 1 year of age
Characteristic

2002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생후 1개월부터 1세 미만
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 ITP로 진단받고, 치료 후 1년

Sex
Male:Female
Age at diagnosis (month)
Mean±SD
HD (day)
Treatment duration (month)
Secondary ITP
Recent vaccination, Na) (only, N)
CMV infection, N (only, N)
b)
Antecedent URI, N (only, N)
Sepsis, N (only, N)
Multiple causes, N
Exclusive breastfeeding, N
ITP symptoms, N
Petechiae and/or bruising, N
Epistaxis, N
Bloody stool, N
Hematemesis, N
At diagnosis
Platelet count (×109/L)
PLT ＞100×109/L (day)
Complete remission, N (%)
Chronic ITP, N (%)
Initial treatment
IVIG
Prednisolone
IVIG+prednisolone
Anti D+prednisolone
Transfusion+prednisolone
Closed observation

이상 경과관찰 하였던 입원한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ITP의 진단은 혈소판감소증에 관
련된 다른 원인이나 질환이 없는 경우에 혈소판수가 ＜100×
109/L 미만을 1차성 ITP로 정의하였고, 바이러스 감염 및 약물
복용 등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ITP를 2차성 ITP로 정의하였
다[5,6]. 초기 치료에 대한 반응은 완전 관해, 만성 ITP로 구분
하였고, 완전 관해는 치료 후 혈소판이 ＞100×109/L으로 상
승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추적 관찰상 혈소판 감소가 3-11개
월 간 지속되는 경우는 persistent ITP로, 12개월 이상 지속되
는 경우 만성 ITP로 정의하였다.
환자들의 진단 시 일반혈액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백혈구 분획, ALC, 절대호중구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출혈 증상, 치료 약제, 호흡기 감염 증상
여부, CMV 감염 여부(polymerase chain reaction IgM), 모유
수유여부, 예방 접종 여부를 조사하였다. 환자들의 퇴원 시,
퇴원 1개월 후, 3개월 후, 12개월 후, 24개월 후 CBC와 백혈구
분획을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
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빈도 및 백분율 수치, 연속성
변수는 평균값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치료 예후와 그룹간
의 연속 변수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하는 변수는 t-test, 정규분
포를 하지 않는 변수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집단의 완전 관해 누적 발생률은 Kaplan-Meier 방법을 통해 분
석하였다. P＜0.05의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윤리위원회(CUH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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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y ITP (N=85)
57:28
4.3±3.2
7.0±5.3 (3-39)
1.8±1.8
71 (83.5%)
60 (24)
38 (6)
12 (1)
8 (1)
39
42
80
74
3
2
1
20.4±20.1 (1-86)
13.1±614.7
83 (97.6%)
2 (2.4%)
1
23
17
35
7
2

(1.2%)
(27%)
(20%)
(41.2%)
(8.2%)
(2.4%)

a)

Recent vaccination: If vaccination is done within one month
before diagnosis ITP.
b)
Antecedent URI: Respiratory symptoms such as fever, cough,
rhinorrhea within two weeks before ITP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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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비출혈 3명, 혈변 2명,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ALC는 진단 당시보다 치

객혈 1명이 있었고, 무증상은 5명이었다. 중증 출혈을 나타내

료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

는 두개강내 출혈 등의 환자는 없었다. 전체 환자 중 primary

이가 없었다(Table 2).

ITP는 14명이었고, secondary ITP 환자는 71명이었다. secon-

1세 미만의 영아 ITP에서 완전 관해의 누적 발생률을 구하

dary ITP는 vaccination related ITP가 60명(84.5%)으로 가장

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다. ITP 환자에서 평균

많았고, CMV IgM 양성인 CMV 감염이 38명, 호흡기감염 증상

추적 관찰 기간은 23.9±31.5개월이었고, 치료 3개월, 치료 6

12명, 패혈증 8명이었다. 입원 시 일반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개월에 완전 관해율은 각각 95%, 97%였다(Fig. 1).

9

의 중앙값은 20×10 /L(범위; 1-86)이었다. 85명 중 83명

Secondary ITP와 primary ITP 두 집단에서 혈소판이 ＞100×

(97.6%)는 완전 관해, 6명은 persistent ITP, 그 중 2명만 만성

9

10 /L으로 회복 될 때까지 기간은 primary ITP 집단이 28.1±

ITP으로 진행하였다. 초기 치료로 정주용 감마글로불린

12.4 day였고, secondary ITP가 10.1±2.0로 통계학적으로 유

(immunoglobulin, IgG)을 투여한 환자는 18명으로, 이중 정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2). 치료 기간은 각각 2.2±0.3

주용 IgG로만 혈소판이 ＞100×109/L으로 상승한 경우는 1명

month, 1.8±0.2 month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1.2%), 정주용 IgG에 반응이 없어 2차로 스테로이드를 투여

이진 않았다(P=0.220) (Table 3). ITP로 진단 받은 환자를 나

한 환자는 17명(20%)이었다. 스테로이드만 단독으로 사용한

이별로 분류하였다(Fig. 2).

경우 23 (27%)명이었고, Anti-D와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35명(41.2%)로 가장 많았다. 혈소판이 자연 회복되어 약

고

찰

물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2명이었다(Table 1).
ITP로 진단 받을 당시와 치료 기간 이후 CBC 검사를 비교

소아에서 ITP는 혈소판 파괴가 증가하고, 혈소판 수가 감소

하였을 때, 치료 후 혈소판 수치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통계학

하는 질환이다. 그것은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예방 접종에 의

Table 2. Comparison of laboratory results of infant ITP patients at diagnosis and after treatment
At diagnosis
9

Platelet count (×10 /L)
WBC (×103/L)
Hb (g/dL)
3
ANC (×10 /L)
3
ALC (×10 /L)
Neutrophil (%)
Lymphocyte (%)

20.4±20.1 (1-86)
10.0±3.6
10.8±1.9
2.6±2.2
6.0±2.4
25.8±15.4
62.7±14.8

Fig. 1. Cumulative incidence of complete remission in infant
with newly ITP.

Clin Pediatr Hematol Oncol

After treatment
320.5±149.2 (9-808)
9.3±3.2
12.3±1.3
2.9±2.2
5.6±2.2
29.2±14.7
60.1±14.2

P-value
＜0.01
0.204
＜0.01
0.336
0.215
0.057
0.135

Fig. 2. Number of patients with newly ITP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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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infant ITP patients between primary ITP and secondary ITP

Sex (M:F)
Age at diagnosis (mo)
9
Platelet count (×10 /L)
3
WBC (×10 /L)
Hb (g/dL)
ANC (×103/L)
3
ALC (×10 /L)
Neutrophil (%)
Lymphocyte (%)
PLT ＞100×109/L (day)
Treatment duration (mo)
Initial treatment
IVIG, N (%)
Prednisolone, N (%)
IVIG+prednisolone, N (%)
Anti D+prednisolone, N (%)
Transfusion+prednisolone, N (%)
Closed observation, N (%)

Primary ITP (N=14)

Secondary ITP (N=71)

P-value

9:5
6±0.9
18.4±4.2
10±0.8
12.1±0.8
3.4±0.7
5.4±0.5
31.2±5.2
56.5±5.6
28.1±12.4
2.2±0.3

48:23
3.9±0.4
20.8±2.5
9.9±0.4
10.5±0.2
2.5±0.2
6.2±0.3
24.7±1.7
64±1.6
10.1±2.0
1.8±0.2

0.812
0.28
0.692
0.933
0.072
0.166
0.255
0.242
0.217
0.012
0.220
0.649

4
4
2
3
1

1
19
13
33
4
1

(28.5%)
(28.5%)
(14.3%)
(21.4%)
(7.3%)

(1.4%)
(26.8%)
(18.3%)
(46.5%)
(5.6%)
(1.4%)

해 유발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7]. 소아에서 새로 진단 된

없었다. 치료 기간도 primary ITP 집단이 2.2±0.3 month였

ITP는 대개 후유증 없이 회복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 주

고, secondary ITP가 1.8±0.2 month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그 중 5-30%는 만성으로 진행한

한 차이가 없었다(P=0.220). secondary ITP 원인 중 CMV 감

다[8,9]. 본 연구에서 완전 관해율은 97.6%로 나타났으며, 만

염은 예방접종력 다음으로 높았다. 이전 연구에서 CMV는 자

성 ITP는 2.4%였다. ITP의 빈도는 성인보다 영아에서 3.9배

궁내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선천적 CMV 감염은

높았다[10-12]. 소아 급성 ITP 환자 중 1세 미만의 영아가 차지

0.2-2.4%로 알려져 있고[15,16], 우리나라에서 증상이 있는 선

하는 비율이 4.2%로 보고 하였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영아의

천적 CMV 감염 발생률은 0.06%로 보고 하였다[17].

빈도가 7.6%임을 보고하였다[1]. 국내에서는 2017년 대한 소

ITP 치료에서의 제1치료제는 스테로이드 및 정주용 IgG

아혈액종양학회 다 기관 공동연구에 의하면 1세 미만의 영아

(항-D 면역글로불린 포함)를 포함한다[5,18]. 이전 연구에서

에서 100,000인 년당 54.3로 매우 높은 발생빈도를 보고하였

259명을 대상으로 한 ITP연구에 따르면 환자 평균 나이 6.2세

다[13]. 지금까지의 ITP 연구에 따르면 5세 미만의 나이에서

(95% 신뢰구간; 5.6-6.9세)였고, 정주용 IgG이 급성 ITP에서

두드러지게 높으며, 남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가장 자주 사용되는 초기 약물이었다[19].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서 1세 미만의 영아 ITP환자에서 남자 비율이 더 높다

국내에서 초기 치료에서 정주용 IgG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는 연구가 있었는데[13], 본 연구에서도 남자가 67%로 비슷한

1세 미만의 환자(75%)에서 가장 높았으며, 정주용 IgG의 비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발표되는 연구들에 따르면 소아 ITP

율은 15세 이상의 환자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정

환자에서 진단 시 전체림프구수와 ALC가 특정 나이에서 의미

주용 IgG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스테로이드로 치료한 환자의

있게 낮을 경우 질병의 만성 이행과 관련된 위험 인자로 보고

비율은 15세 이상의 환자에서 증가했다. 3개월 후에는 스테로

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14], 다른 연구에서도 질병 초기 동안

이드 치료가 모든 연령 그룹에서 가장 일반적인 치료 선택이

의 더 낮은 ALC가 만성 ITP로 진행하는 강한 예후 인자가 될

었으며, 면역억제제 사용은 연령에 따라 증가했다[13]. 본 연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ALC가 높고 chron-

구에서는 anti D+스테로이드 사용이 가장 많았고, 스테로이드

ic ITP로 진단된 환자가 적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독 요법도 두 번째로 많았다.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규모 연구가 아닌 단일 기관의

본 연구에서 primary ITP, secondary ITP 두 군간의 성별,

연구라는 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1세 미만에서의 ITP는 대부

진단 당시 나이, 진단 당시 혈소판 수치 등은 유의미한 차이가

분 완전 관해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한점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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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의 영아 ITP에서 임상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추가적인 관련 연구
들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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