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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서 발생한 면역 혈소판 감소 자반병의
임상적 특징 및 치료 경과: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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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 Outcomes of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in Infants: A Single Center Retrospective Study
Sang Jun Sohn, Kyung Mi Park, Eu Jeen Yang and Young Tak Lim
Department of Pediatr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s, Yangsan, Korea

Background: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in children less than one year
of age is less well characterized compared to ITP in toddlers and school-age children.
Since children of different ages may have differing clinical courses, better delineation
of the natural history of ITP in infants is neede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admission records of 248 consecutive pediatric patients between 1 month and 15 years of age who were admitted and treated
for acute ITP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from 2009 through
2017. All patients less than 1 year of age were identified and enroll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ir demographics, clinical features, laboratory examinations, response to treatment, and long-term outcomes and made a comparison to those of
children aged 1 to 10 years of age.
Results: Ninety nine infants were identified. Male to female ratio was highest in infants and decreased with age. Seventy nine (79.8%) of the 99 infant were found to
be under 6 months old. The median platelet counts at diagnosis was 6×109/L. Minor
bleeding (bleeding score 0-2) was significantly dominant in infant compared to older
subjects. Eighty two (96.5%) out of 85 patients achieved complete remission after initial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treatment. The relapse rate after initial CR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older ages (P=0.003). The platelet count after IVIG treatment in infant showed more rapid response compared to older subjects (P=0.04).
Follow up information at 12 months was available for 70 infants. Chronic ITP at 12
month was seen less frequently in infants than in children 1 to 10 years of age (1.4%
vs. 20.2%, P＜0.001).
Conclusion: Infants with acute ITP respond more favorably to IVIG treatment and are
less likely to develop chronic ITP compared to children 1 to 10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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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 기준치의 두배에서 100×109/L 사이의 혈소판 수로

서

정의하였으며, 반응 없음(No response, NR)은 30×109/L 미

론

만의 혈소판 수 또는 기준치의 두 배보다 낮은 혈소판 수치로
면역 혈소판 감소 자반병(Immune thrombocytopenic pur-

정의하였다. 정주용 면역글로불린(Intravenous immunoglo-

pura, ITP)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출혈성 질환으로 발병율은

bulin, IVIG) 치료 후 CR 및 PR이 확인된 환자에서 혈소판 수

소아 인구 십만명 당 4-5명의 빈도이며, 2-5세의 연령 군에서

9
치가 30×10 /L 미만으로 다시 감소한 경우에 재발로 정의하였

가장 흔히 발생하나 전 소아 연령 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고 최소 12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을 한 환자들 중에서 12개월

적으로 70-80%의 환자가 진단 1년 이내에 자연 관해되나 약

9
이 지난 시점에서 혈소판의 수치가 100×10 /L 미만으로 확인

10-20%의 환자는 만성으로 이행하게 된다[1-3].

된 경우를 만성 ITP로 정의하였다[9].

ITP는 유아 및 학동기 아동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현재까지 영아 ITP에 대한

3) 치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세 미만의 영아

급성 ITP의 일차 치료는 정주용 면역글로불린을 1.0 g/kg/

에서 ITP의 임상적인 특징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 만성으로의

day의 용량으로 2일간 연속 사용하였다. 그 중 NR 또는 재발한

이환율 등이 다른 소아 연령군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환자의 경우에는 골수 흡인 후 골수부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보고하고 있으나[4,5], 다른 연구에서는 영아 ITP가 다른 소아

프레드니솔론(2.0 mg/kg/day)을 4-6주간 사용하였다.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만성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의의있게
낮았다는 상반된 보고들도 있다[6-8].

4) 출혈증상

따라서 저자들은 영아 ITP의 임상 증상, 치료에 대한 반응

임상적인 출혈의 중증도는 의사가 평가 한 출혈 부위에 따라

및 만성으로의 이행률 등이 ITP가 흔히 발생하는 1-10세 연령

뷰캐넌 점수를 사용하여 출혈이 없는 경우는 0점, 경미한 피부

군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9년 동안 급성 ITP

출혈이 있는 경우는 1-2점, 비강 및 잇몸, 소화기계 출혈 등

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막 출혈이 있는 경우는
3점, 내부 장기 및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로 인하여

대상 및 방법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4-5점으로 점수를 책정
하였다[10].

1) 대상환자

환자들의 진단 당시의 역학적 통계, 임상적인 특징, 혈액 검

200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사, 치료, 예방접종 여부, CMV 감염 여부 등을 1세 미만의 영

소아청소년과에서 급성 ITP로 진단된 만 15세 미만의 환자

아 군과 1-10세 연령 군을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진단된 시점

248예 중 1세 미만인 영아 ITP 99예의 진료 기록을 후향적으

에서 1일, 3일 후, 1주일 후, 2주일 후, 1개월 후, 6개월 후,

로 검토하였다. 급성 ITP의 진단은 혈소판의 감소와 관련된 기

12개월 후, 24개월 후 CBC 및 백혈구 분획을 비교 분석하였다.

9

저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에 혈소판 100×10 /L 미만으로 정의
하였다[9]. 환자군은 정상 헤모글로빈 농도, 정상 백혈구 수치,

5) 통계분석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환자를 포함하였고 1개월

모든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cs 21 및 R statistical soft-

미만의 신생아 및 선천성 감염 또는 급성 감염, 전신홍반루프

ware로 시행하였다. 대상군 사이의 비교는 chi-square와 stu-

스, 악성 종양으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1세 미만의 영아

dent’s t-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유의수

ITP를 1-10세의 소아 ITP와 진단 당시 임상적인 특징, 치료에

준은 95% 신뢰구간에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

대한 반응, 재발률 및 만성 ITP로의 이행률 등을 비교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다.

통해 연구 승인을 받았다.

2) 치료에 대한 반응
초기 치료에 대한 반응을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완전 반응

결

과

9

(Complete response, CR)은 100×10 /L 이상의 혈소판 수로
정의하였고, 부분 반응(Partial response, PR)은 30×109/L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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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ITP 환자가 99예(39.9%), 1-10세가 132예(53.2%),

17예(20.2%)에 비해 의의있게 낮은 빈도를 보였다(P＜0.001).

10-15세가 17예(6.9%)였다. 1세 미만인 영아 ITP의 연령 분포

첫 IVIG 치료 후 완전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서 IVIG 투여

는 6개월 미만이 79예(79.8%), 6-12개월이 20예(20.2%)로 6개

후 혈소판 수치의 증가 속도 및 증가 정도를 양군 간에 비교해

월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Fig. 1). 성별에 따른 발생은

9
보았을 때 IVIG 치료 후 혈소판 수치가 50×10 /L 및 100×

양군 모두에서 남아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

109/L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양군 간에 의의 있

한 차이는 없었다.

는 차이는 없었으나, 1세 미만의 환자군에서 IVIG 치료 1주일

최근 4주 이내 비특이적 감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영아

9
9
후 평균 혈소판 수치가 229×10 /L, 2주일 후 366×10 /L으로

군에서 41.4%, 1-10세 군에서 75.0%로 영아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여 1-10세 군의 162×109/L, 234×109/L보다 IVIG 치

적었다(P＜0.001). 혈소판 감소에 따른 출혈 증상의 심한 정도

료에 따른 혈소판 증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는 영아 군에서는 중증 출혈이 8예(8.1%)였고, 1-10세 군에서

(Table 2).

는 38예(28.8%)로 영아 군에서 중증 출혈이 유의하게 적었으나

IVIG 치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호중구 수치를 치료 전의

(P＜0.001), 혈소판 수치의 분포는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호중구 수치에 대한 비율로 비교하였을 때 1세 미만의 영아군

었다. 항핵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영아 군에서는 5예(6.5%),

에서 1-10세 군에 비해 호중구 수치의 감소가 더 심하였고 시간

1-10세 군에서는 23예(19.8%)로 1-10세 군에서 항핵항체가

경과에 따른 호중구 수치의 회복도 의의있게 더 늦었다(P＜

양성인 경우가 의의있게 높았다(P=0.01). 항혈소판 항체 및 혈

0.001) (Fig. 2).

소판 연관 면역글로불린G의 양성률은 양군 간에 의의 있는 차

1세 미만의 영아 ITP에서 CMV 검사 상 양성을 보인 10예와

이가 없었다. 1세 미만의 영아에서 주로 CMV에 대한 검사를

음성을 보인 31예의 임상 증상 및 IVIG 치료에 대한 반응을

시행하였는데, 영아 99예 중 45예(45.5%)에서 CMV 검사를 시

비교하였을 때 남녀의 비율은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출

행하였고, 이중 10예(22.2%)에서 CMV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혈 증상의 정도 역시 양 군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경미한

CMV 중합효소 연쇄반응에서 양성률(57.1%)이 CMV 항체검사

출혈 증상을 보인 경우가 CMV 양성군에서 100%, 음성군에서

(Ig M)의 양성률(10.0%)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1).
ITP로 진단 후 IVIG 치료에 대한 반응은 영아 군에서는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ITP at diagnosis

IVIG로 치료한 환자 85예 중 82예(96.5%)에서 완전 반응을 보

1 mo-1 y
N (%)

여 완전반응율이 1-10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Number
Median age, y (range)
Gender
Male
Female
Recent infection history
Bleeding score
Minor bleeding
Severe bleeding
Initial PLT (×109/L)
median (range)
ANA(+)
PLT-associated IgG(+)
Anti-PLT Ab(+)
CMV(+)
CMV IgM
CMV PCR

IVIG 치료에 완전 반응을 보인 환자 82예 중 5예(6.1%)에서만
재발이 발생하여 1-10세 연령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
을 보였다(P=0.003). 또한 ITP 진단 후 12개월에 만성 ITP로
이행되는 환자 역시 영아 군에서는 1예(1.4%)로 1-10세 군의

a)

Fig. 1. Age distribution of infant with ITP at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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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y
N (%)

99
0.2 (0.1-0.9)

132
4.5 (1.0-9.8)

71 (71.7)
28 (28.3)
41 (41.4)a)

80 (60.6)
52 (39.4)
99 (75.0)

a)

94 (71.2)
38 (28.8)

91 (91.9)
8 (8.1)
6
5/77
39/82
10/88
10/45
4/40
8/14

(0-76)
(6.5)b)
(47.6)
(11.4)
(22.2)
(10.0)
(57.1)

10
23/116
55/120
7/120
3/12
1/10
2/4

(0-91)
(19.8)
(45.8)
(5.8)
(25.0)
(10.0)
(50.0)

b)

P＜0.001, P=0.010.
ANA, antinuclear antibody; Ab, antibody; CMV, cytomegalovirus; IgG, immunoglobulin G; IgM, immunoglobulin M; ITP,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PLT, plat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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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se to IVIG treatment of children with ITP
1 mo-1 y
N (%)

1-10 y
N (%)

Initial response to IVIG
CR
82/85 (96.5)a) 105/115 (91.3)
PR
0/85 (0.0)
3/115 (2.6)
NR
3/85 (3.5)
7/115 (6.1)
b)
Relapse after CR/PR
5/82 (6.1)
22/108 (20.4)
a)
Chronic ITP
1/70 (1.4)
17/84 (20.2)
Time to recover of platelet after IVIG treatment (day)
PLT ≥50×109/L
4.4±2.9
3.7±1.9
(2-20)
(3-14)
9
PLT ≥100×10 /L
6.3±4.5
5.8±4.9
(3-30)
(5-30)
9
Platelet count after IVIG (×10 /L)
day 3
78±66
99±52
day 5
164±113
175±101
day 7
229±192c)
162±167
a)
day 14
366±192
234±136
a)

b)

c)

P＜0.001, P=0.003, P=0.04.
ITP,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CR, complete
response; IVIG, intra venous immunoglobulin; NR, no
response; PR, partial response; PLT, platelet.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response according to CMV status in infant ITP
CMV(+)
(N=10) (%)
Median age, mo (range)
Gender
Male
Female
Bleeding score
Minor bleeding
Severe bleeding
Initial PLT (×109/L)
Response to IVIG treatment
CR
NR
No. of relapse
Chronic ITP

CMV(−)
(N=31) (%)

3 (2-4)

1 (1-11)

7 (70.0)
3 (30.0)

23 (74.2)
8 (25.8)

10 (100.0)
0 (0.0)
8

29 (93.5)
2 (6.5)
6

9/9
0/9
1/9
1/7

(100.0)
(0.0)
(11.1)
(14.3)

27/29
2/29
4/29
0/20

(93.1)
(6.9)
(13.8)
(0.0)

CMV, cytomegalovirus; CR, complete response; ITP,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IVIG, intra venous immunoglobulin;
NR, no response; PLT, platelet; Hb, hemoglobin.

행하는 환자의 비율도 양군 간에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3).

고

찰

소아 급성 ITP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낮은 혈
소판 수치를 특징으로 하는 후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 가능하나 가장 흔히 진단되는 시기는 2-5세
이며, 약 70%가 1-10세에서 발생한다. 1세 미만의 영아에서
급성 ITP가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지는 않은데, 많은 연
구들에서 소아 ITP 환자 중에서 1세 미만의 영아 ITP의 비율이
10% 전후로 보고하고 있고, 특히 Kuhne 등이 2,540예의 소아
Fig. 2. Change of neutrophil ratio after IVIG treatment of
children with ITP. a)P＜0.001.

ITP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1세 미만의 영아 군
은 203예(7.6%)로 보고하였다[1,3-6]. 그러나 이 등이 보고한
국내 다기관 연구에서는 1세 미만 영아에서 ITP 발생률을 연간

는 93.5%였다. CMV 양성군에서 CMV 중합효소연쇄반응 수치

10만명 당 54.3명으로 영아기 이후의 소아에서 보다 높은 발생

의 중간 값은 1,535였다. IVIG 치료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 보

률을 보고하였다[11].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15세 미만

면 CMV 양성군은 치료를 한 9예의 환자 전부가 완전 관해를

ITP 환자 총 248예 중에서 99예인 약 40%가 1세 미만의 영아

보였고 CMV 음성군은 29예 중 93.1%가 완전 관해를 보여 양

ITP로 진단이 되어 이전의 외국 보고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군 간에 반응률의 차이는 없었다. IVIG 치료 후 혈소판 수치가

영아 ITP의 발생 빈도가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9
50×10 /L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양군 간에

소아 급성 ITP는 발생하는 연령 군에 따라 비슷한 임상증상

차이는 없었으며, IVIG 치료 후 재발하는 비율은 CMV 양성군

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으나 연령 군에 따라 서로 상이한 임상경

에서 9예 중 1예(11.1%), CMV 음성군에서는 29예 중 4예

과를 보인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특히 영아에서 발생하는 ITP

(13.8%)가 재발하였다. 또한 진단 12개월 후에 만성 ITP로 진

에서는 남아에서 발생률이 높고 선행하는 감염의 빈도가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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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출혈 증상은 중증 출혈에 비해 경증 출혈의 빈도가 높다고

소가 관찰되었고, 특히 1세 미만의 영아 군에서 IVIG 투여 후

보고되고 있다[4,5,8,12]. 본 연구에서도 이들과 비슷하게 영아

3일째 호중구 수치의 감소가 1-10세 연령군에 비해 더 현저하

ITP 군에서 1-10세 연령 군에 비해 선행하는 감염의 병력이

였으며(P＜0.01), IVIG 투여 1개월 후에 호중구 감소증의 회복

있는 경우가 더 낮았으며, 출혈 증상도 경증 출혈이 더 많았고

역시 1-10세 연령군에 비해 영아 군에서 감소된 호중구 수치의

(P＜0.001) 두개내 출혈 등 심각한 출혈을 보이는 중증 출혈은

자연 회복이 의의있게 늦었다(P＜0.01).

드물었다. 특히 영아 군에서 소아 연령 군에 비해 선행하는 감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일부 연구들에서 CMV 감염이

염 병력이 더 낮은 것은 예방접종에 의한 ITP 발생이 영아 ITP

ITP의 발병과 관련이 있으며 CMV 감염에 의한 ITP는 통상적

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5,8,12].

인 ITP와 비교해 다소 상이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는 보고들이

일반적으로 소아 급성 ITP 환자에서 IVIG 치료후 약 80-

있다[20-22]. 특히 Sheng 등은 ITP로 진단받은 141예의 중국

90%에서 완전 반응을 보이며, 대부분은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소아들을 대상으로 CMV 감염여부를 조사하였는데, 25예

자연적으로 관해가 되고 일부인 약 10-30%에서만 만성 ITP로

(17.7%)가 CMV 양성으로 진단되었으며 이들은 CMV 음성 군

이행이 된다[2,13-15]. 1세 미만의 영아에서 ITP 치료에 대한

에 비해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이 3개월로 의의있게 낮았으며,

반응 정도는 1-10세 연령 군에서의 치료 반응과 비슷하다는

간 효소치 상승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고 입원 기간이 CMV 음

보고들도 있는 반면, 1-10세 연령 군에서 보다 치료 반응이 더

성 군에 비해 의의있게 길었음을 관찰하여, 1세 미만의 영아에

좋다는 보고들도 있다[4-8]. 특히 Kalyoncu 등은 3-24개월의

서 ITP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CMV 감염과 관련된 ITP를 고려

영아 ITP 24예와 2-5세의 소아 ITP 25예를 대상으로 한 연구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23]. 또한 DiMaggio 등은 CMV 감염

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 만성 ITP로의 이행률 등을 비교한 바

이 ITP와 관련이 있으며 CMV 감염으로 인하여 ITP가 발생하

두 군간에 의의있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4]. 반

는 경우 불응성 혹은 중증 ITP를 야기할 수 있어 일반적인 ITP

면 Sandoval 등은 2-24개월 영아 ITP 환자 79예를 대상으로

치료와는 다른 ganciclovir, cytogam 등과 같은 치료가 필요

한 연구에서 9%만이 만성 ITP로 이행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22]. 본 연구에서도 41예의 영아 ITP

2-10세 연령 군에서는 18%가 만성 ITP로 이행됨을 발견하고

환자에서 CMV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에서 10예(24.3%)가

영아 ITP가 치료에 대한 반응이 더 좋다고 보고하였다[6]. 본

CMV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CMV 양성 군과 음성 군의

연구에서는 1세 미만의 영아와 ITP가 흔히 발생하는 연령 대인

진단 당시 임상 증상 및 IVIG 치료 후 완전 관해율, 재발율 및

1-10세 군을 비교하였을 때 영아 ITP 군에서 치료 후 12개월이

만성 ITP로 이행되는 비율 등은 양군 사이에 의의있는 차이가

지난 후 만성 ITP로 이행되는 비율이 1.4%로 1–10세 연령 군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기관 연구로 대상 군의 수가

20.2%에 비해 의의있게 낮아 영아 ITP가 치료에 대한 반응이

많치 않고 특히 생후 1개월 이내의 CMV 검사 결과는 알지 못

더 좋았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아 ITP에서 IVIG 초기 치료에

해 주산기 CMV 감염과의 감별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 완전 관해율이 96.5%로 1-10세의 연령 군의 91.3%에 비

결론적으로,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하는 ITP는 드물지

해 의의있게 높았으며(P=0.001), 완전 혹은 부분관해 후 시간

않으며 IVIG 치료에 대한 반응이 소아 연령 군에 비해 더 좋았

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발율 역시 영아 군에서는 6.1%로

고, 만성 ITP로 이행되는 비율도 더 낮았다. 또한 영아 ITP는

1-10세 연령군의 20.4%에 비해 의의있게 낮았고(P=0.003), 영

일부에서 CMV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CMV

아 군에서 IVIG 치료 1주일 및 2주일 후의 혈소판 수치의 증가

감염 유무에 따라 임상 경과에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가 1–10세 연령군에 비해 의의있게 높아(P＜0.05) 영아 군에서

않아 더 많은 연구 대상을 통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IVIG 치료에 대한 반응이 더 급격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생각된다.

소아 급성 ITP에서 IVIG 치료 후 일부 환자에서는 호중구
감소가 초래된다는 몇몇 보고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명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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