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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혈장교환술 이후 불완전 관해로 악화된 혈전혈소판감소자색반병
1예
1

1,2

2

손용학 ㆍ임춘화 ㆍ최은혜 ㆍ이상광

2

1

을지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을지대학교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 2

A Case of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with Exacerbation
after Incomplete Remission of Therapeutic Plasma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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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 is a rare blood disorder with a mortality rate of over 90% without
prompt treatment. It is caused by congenital, idiopathic, or secondary diseases; idiopathic TTP is mainly associated
with deficiency of ADAMTS13, a von Willebrand factor cleaving protease or ADAMTS13 inhibitors. The long-term
survival rate of TTP has impro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rapeutic plasma exchange (TPE), and the therapeutic
aims have also been established. However, deciding on the end-point and appropriate treatment method requires
careful assessment of clinical conditions of patients. The present study reports a case of a 33-year-old male patient
with reduced ADAMTS13 activity and ADAMTS13 inhibitor, who developed symptoms after an early termination
of TPE with improved symptoms, which finally improved with retreatment and additionally corticosteroid. We report
our case with relevant literature review on TPE in TTP with this case. (Korean J Blood Transfus 2017;28:298-303)

Key words: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ADAMTS13 activity, ADAMTS13 inhibitor, Plasma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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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전혈소판감소자색반병(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은 미세혈관병성용혈성빈혈
과 혈소판감소증을 주요 증상으로 신경학적 이
상, 신기능 이상, 발열 등이 동반되기도 하는 비

교적 드문 혈액질환이다[1,2]. 이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혈장 내의 활성화된 von Willebrand
factor를 분해하는 단백분해효소인 ADAMTS13
(adisintegrin and metalloprotease with thrombospondin
Type 1 motifs 13)의 결핍 또는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치료는 혈장교환술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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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하며 미국성분채집술학회(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 ASFA)에서도 TTP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으로서 임상적으로 우선 사
용하도록 되어 있는 카테고리I의 1A로 분류되었
다[3,4].
혈장교환술의 도입 전에는 치료를 하지 않은
TTP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나, 혈장교환술의 광
범위한 도입 이후에는 15% 이하로 감소하였다[5].
이 질환은 일생 동안 단 한번의 발병을 보이기도
하지만, 회복 후에 재발할 수도 있고, 재발하는
경우엔 높은 이환률 및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6].
저자들은 혈장교환술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
이 발생한 후, 재치료를 하여 호전된 ADAMTS13
활성이 감소되고 ADAMTS13 억제인자가 확인된
TTP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33세 남자 환자가 두통과 혈소판 감소를 주소
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당일, 2∼3일 전부터
지속된 두통으로 개인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때 시
9
9
행한 CBC 상 13×10 /L (참고범위 13∼450×10 /L)

로 혈소판감소증이 관찰되어 본원으로 내원하였
다. 특이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내원 당일
9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는 9.28×10 /L (참고
9
범위 3.8∼10.5×10 /L), 혈색소 15.3 g/dL (참고범
9
위 13.0∼18.0 g/dL), 혈소판 8×10 /L, 프로트롬빈
시간 13.5초(94.0%, INR 1.04) (참고범위 11.6∼
15.5초, 73∼126%, INR 0.87∼1.24), 활성화 부분트
롬보플라스틴시간 42.6초(참고범위 28.0∼45.0초),
섬유소원 352 mg/dL (참고범위 200∼400 mg/dL)
이었으며 말초혈액도말에서 분절적혈구와 혈소
판 감소가 관찰되었다. 임상화학검사에서 총단백
질 7.3 g/dL (참고범위 6.4∼8.3 g/dL), 알부민 4.5
g/dL (참고범위 3.4∼4.8 g/dL), 총빌리루빈 3.45

mg/dL (참고범위 0.10∼1.20 mg/dL), 혈액요소질
소 19 mg/dL (참고범위 6∼20 mg/dL), 크레아티닌
1.17 mg/dL (참고범위 0.70∼1.30 mg/dL), AST 32
IU/L (참고범위 1∼39 IU/L), ALT 32 IU/L (참고범
위 1∼39 IU/L), LD 975 IU/L (참고범위 200∼485
IU/L)이었다. 소변검사에서 요단백 3＋, 잠혈 3＋,
적혈구 30개 이상/HPF였다. 혈액형은 A, RhD 음
성이었고, 직접 및 간접 항글로불린검사 음성, B
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 음성이었다. 이런 소견
들을 종합하여 TTP로 진단하였고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다. 혈장교환술은 Cobe Spectra (Terumo
BCT, Lakewood, CO)를 사용하여 환자 혈장량의
1.0∼1.5배의 신선동결혈장으로 4일 동안 매일 시
행하였다. 이후에 혈색소 13.2 g/dL, 혈소판
9
146×10 /L, LD 591 IU/L로 호전되었고, 주치의의
요청으로 혈장교환술은 종료하였다. 종료 후 3일
9
째에 혈소판 229×10 /L로 유지되어 퇴원을 준비
9
하던 중, 4일 째에 혈소판이 49×10 /L로 감소되었다.
이 때 시행한 ADAMTS13 검사에서 활성 2% (참고
범위 44∼121%), ADAMTS13 억제인자 5.8 BU/mL
로 나타났다. 혈장교환술을 3차례 시행하여 혈색
9
소는 12.2 g/dL, 혈소판 72×10 /L, LD 544 IU/L로
호전되었다. 세 번째 혈장교환술 도중, 환자가 가
슴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빈맥이 관찰되어 더 이
상의 혈장교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혈장교환술

도중의 항응고제의 부작용이나 심장질환 등의 기
저질환에 대한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
다. 이후에는 부신피질호르몬으로 치료를 변경하
였고 퇴원 당시에 시행한 ADAMTS13 활성은 0%,
ADAMTS13 억제인자는 2.4 BU/mL, 혈소판은
9
177×10 /L였다. ADAMTS13 검사는 추가로 시행
하지 않았으나 3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혈소판
감소증이나 LD 증가 등의 TTP 재발의 소견은 없
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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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TTP는 1924년 Moschcowitz에 의해 처음으로 기
술되었으며, 미세혈관병성용혈성빈혈, 혈소판감
소증 외에 신경학적 증상, 신기능 이상과 발열의
특징적인 임상 소견을 보이는 증훈군이다[1,2].

이런 증상이 모든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는 않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미세혈관
병성용혈성 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는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1]. 임상적인 증상 외에
혈소판감소증, 말초혈액의 분절적혈구나 유핵적
혈구, LD의 상승과 같은 검사실 결과가 관찰된다
[2]. 본 증례에서도 초기에 두통을 호소하기는 했
으나, 평소에도 있었던 증상으로 특이적이지는
않았고, 개인병원에서 우연히 시행한 일반혈액검
사에서 혈소판감소증으로 본원에 내원하게 되었
다. 혈소판감소증 외에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분절적혈구가 관찰되고,
LD가 상승하여 TTP를 의심하게 되었다.
TTP는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으로 발생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한다[7]. 유전적인 경우는 Upshawschulman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ADAMTS13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고 현재까지 약 5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보고되었다[8]. 이 환자들의
50% 이상에서 어린 나이에 질환이 발생하며 경
미한 감염증에도 치명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7]. 원인을 알 수 없는 대부분
의 특발성 TTP는 ADAMTS13 항체로 발생하는데 보
통 51∼93%에서 존재하고, 심한 경우엔 ADAMTS13
의 활성도가 5% 미만으로 보고되었다[2]. 동반질
환으로 발생하는 이차적인 경우는 종양, 장기이
식, 항암치료,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관련된 약물
로는 cyclosporine, quinine, ticlopidine과 clopidogrel이 있으며, 이런 경우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7]. 국내에서의 단일병원에서 9년 동안의
후향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36%에서 동반 질환
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었다[8]. 이차적인 원인
이 있는 경우는 기저 질환이나 상황을 치료하는
것도 치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

Fig. 1. Laboratory findings during
plasma exchange and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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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다[2]. 본 증례는 ADAMTS13 유전자 검
사는 시행하지 못했지만 유전질환으로 의심할 만
한 소견과 동반질환으로 볼 만한 병력은 없었고,
ADAMTS13 활성의 감소와 억제인자가가 관찰되
어 특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TTP의 확진,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와의 감별 진단과 면역억제제인
rituximab의 사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ADAMTS13
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최근
엔 FRET-VWF73로 ADAMTS-13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TTP에서 혈장 ADAMTS-13상태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진단
을 위한 혈장 ADAMTS13 활성의 컷오프농도는
검사법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활
성도가 5∼10% 이하이고, 자가항체가 나오면 특
발성인 TTP로 진단할 수 있다[1,10]. ADAMTS13
활성 측정을 위한 상업화된 FRET-VWF73검사방
법이 비교적 민감하고 다른 검사방법보다 우수하
기는 하지만, 진단과 치료에 적절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고 생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검
사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ADAMTS13 활성 저하
가 TTP 진단에 중요하지만, 신생아, 임신 2기와
3기, 간경화, 요독증, 급성 또는 만성 염증, 수술
후 등에서도 ADAMTS13 농도가 심하게 감소되
어 ADAMTS13 농도만으로 TTP를 진단할 수 없
으며 다른 임상 증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11]. ADAMTS13 활성이 낮은 환자에서 좀 더 재
발률이 높으며, 특발성일지라도 ADAMTS13 활성
이 10% 이하일 경우 재발하기 쉽다고 하였다. 최
근의 보고에서는 혈액의 C3와 soluble C5b-9복합
체가 증가된 경우 나쁜 예후와 연관된 것으로 되
어 보고되었다[12]. 본 증례에서도 ADAMTS13
활성 검사는 검사의 접근성이나 검사보고시간 등
을 고려하여 초기엔 검사하지 않았지만, 증상이 다
시 악화된 이후에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ADAMTS13 활성은 5% 미만이었고, ADAMTS13
억제인자가 발견되어 후향적으로나마 특발성 TTP
를 확진할 수 있었다. 다만, 외부의뢰검사로 결과
보고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환자가 퇴원하고 한 달 이후에 결과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ADAMTS13 검사결과를 TTP의 진
단이나 치료 방침의 결정 시점에는 사용하지 못
하고, 후향적으로 환자의 임상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 정도였다. 악화되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
은 TTP의 진단, 치료와 예후의 결정 등을 위해서
는 임상적인 유용성도 고려한 ADAMTS13 검사
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까지는 TTP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
로 혈장교환술 이전의 사망률은 85∼95%였으나,
현재는 10∼20%로 떨어졌으며[6] 혈장교환술, 혈
장수혈 또는 혈소판억제제의 사용으로 장기간 생
존률도 90%까지 향상되었다[1,2]. TTP환자의 30∼
40%는 완전 관해 후에 약 10년 안에 재발할 수도
있으며[13] 그런 경우에도 혈장교환술을 가능한
빨리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혈장교환술은 매일
1∼1.5배의 혈장량을 혈장 또는 동결상청액(cryosupernatant)으로 치환하여 혈소판을 150,000/L
이상으로 유지하고 LD를 정상화하며 신경학적
이상이 있었다면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다[1,2].
치료 목표가 달성된 경우, 혈장교환술의 종료 시
점이나 방법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의 보고는 없
으나, 천천히 중지하는 것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다[5]. 본 증례에서도 혈소판은 정상 범위
로 회복되고 LD가 정상범위보다 높긴 했지만 처
음 증상 발현 때보다는 감소하여 혈장교환술을
종료하였으나 혈소판감소증 등의 악화로 추가적
인 혈장교환술과 부신피질호르몬 치료를 시행하
였다. 이는 혈소판과 LD의 검사 결과가 처음에
비하여 호전되었을지라도 ADAMTS13 활성이 여
전히 감소되고 억제인자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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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혈장교환술을 종료하여 증상이 다시 발
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TTP는 혈장교환술로 잘
치료가 되지만, ADAMTS13 관련 검사가 원활하
지 않은 현재로서는 혈소판과 LD의 정상화 외에
도 치료의 종료 시점과 방법에 대한 좀 더 신중하
게 검토하여 치료 종료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혈장교환술 외에 TTP에 대한 치료법으로 corticosteroids, cyclosporine, cyclophosphamide와 rituximab이 사용되고 있다[2].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CD20 단클론항체인 rituximab은 ADAMTS13 활성이 10% 이하일 경우나 재발 또는 치
료에 반응하지 않는 TTP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
다[13,14]. ADAMTS13 활성이 10% 이하일 경우
엔 재발의 빈도가 높고 약 1/3의 환자에서 수개월
에서 수년 사이에 재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재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평균 62±8.5개월 이
후에 재발되었다는 후향적인 보고도 있다[13,14].
본 증례에서는 혈소판감소증이 다시 발생하고 혈
장교환술을 재시행하는 도중에 환자가 가슴 통증
과 빈맥을 호소하여 혈장교환술은 중단하였고,
부신피질호르몬으로 치료를 변경하였다. 퇴원 이
후에 보고된 ADAMTS13 활성 결과를 참고하여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엔 rituximab의 사용
도 고려하였으나 혈소판감소증 등이 다시 관찰되
지 않아 부신피질호르몬 치료를 유지하였다. 이
후, 3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재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ADAMTS13 활성이 감소되고, ADAMTS13 항체가 존재하는 TTP 환자에서 1차 혈장
교환술 치료 이후에 다시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재치료를 하여 호전된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요 약
혈전혈소판감소자색반병(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은 드문 질환이나 적절한
시간내 치료하지 않으면 90% 이상의 치사율을 가
진 질환이다. 선천적, 특발성 또는 이차적인 질환
에 의해 발생하며, 특발성 TTP는 von Willebrand
factor 분해 효소인 ADAMTS13의 결핍 또는 ADAMTS13의 억제인자와 주로 연관되어 있다. TTP
의 장기생존률은 혈장교환술의 도입으로 증가하
였고 치료의 목표도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료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의 임상 상황을 고려
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본 증례는 ADAMTS13 활성이 감소되고, ADAMTS13 억제인자가
존재하는 33세의 남자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으로
인한 혈장교환술의 조기 종료로 치료 후에 다시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추가적인 혈장교환술과 부
신피질호르몬 치료로 호전된 TTP 증례이다. 이에
저자들은 본 증례와 함께 TTP에서 혈장교환술의
시행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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