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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ivery in a Patient wit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Successfully Managed with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Therapy
Ho Bin Kim, Hye Jin Chang, Jeong In Yang, Haeng Soo Kim,
Hee Sug Ryu, Hyo Chul Kim*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Hemato-Oncolog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a is a very rare acquired clonal hematopoietic cell disorder leading to
chronic intravascular hemolysis caused by abnormal complement activation. Pregnancy in a patient wit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is often complicated with thrombosis resulting serious materno-fetal
morbidity and mortality. A case of successful maintenance of the pregnancy, delivery and postpartum in a
woman at gestational age of 37 weeks and 2 days wit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managed with
prophylactic transfusions and anticoagulation therapy by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is presented with a
review of literature.
Key Words :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Pregnancy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후천성 클론성 혈액 질환
으로서 혈액 줄기세포의 체세포 돌연변이로 발생한다.
혈액 줄기세포의 Phosphatidylinositol glycan protein-A
(PIG-A) 유전자 돌연변이로 세포막 단백질의 일종인
glycosylphosphatidylinositol (GPI) 앵커 (anchor)의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보체 활성화로 동
류체의 혈액 세포의 붕괴가 발생한다. 특징적 증상인 야
간 혈뇨는 수면중 발생하는 무호흡이 혈중 이산화탄소
의 증가를 일으켜 발생하는 산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
1
여진다.
임상적으로 만성적인 혈관내 용혈로 인한 빈혈, 과다
응고성으로 인한 혈전증, 골수부전에 의한 백혈구 및 혈
소판 감소증으로 잦은 빈도의 감염 및 출혈이 있다. 심
지어는 재생 불량성 빈혈, 급성 백혈병 및 골수 섬유증
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임신은 드물며 임
신이 되더라도 초기 유산의 빈도가 높고 임신 지속시 정

맥성 혈전색전증의 빈도가 증가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
2
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저자들은 발작성 야간혈색
소뇨증을 가진 임산부에게 예방적 수혈 및 저분자량 헤
파린을 사용한 항응고 치료를 시도하여 성공적 분만 1예
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 이○자, 28세, 가정주부
산과력 : 0-0-2-0
월경력 : 초경은 14세, 월경주기는 30일로 규칙적이며,
월경기간은 5일 월경량은 적당하였고 월경장애나 월경
통은 없었다. 최종 월경일은 2000년 11월 30일이며, 분만
예정일은 2001년 9월 5일이었다.
가족력 : 특기 사항 없음.
병력 및 주소 : 환자는 3년 전 2회의 임신초기 자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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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경력이 있으며, 약 15년 전부터 혈뇨 및 빈혈이 있어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3차례의 골수검사후 1년간
치료를 받고 혈뇨는 호전되었다. 7년 전부터 쉽게 피로
해지는 증상이 있었으며 감기약 먹은 후 발생하는 혈뇨
가 1년에 1-2회 정도 있어 1999년 본원 내과 내원하여
시행한 sugar water test 및 Ham's test에 양성, 골수검사상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진단 받은 후 본원 내과 외래 추
적관찰 중 자가임신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여 본원 산
부인과 의뢰되었다. 처음 방문당시 초음파검사상 임신
7주였으며 간헐적인 세척 적혈구를 수혈하면서 임신 12
주부터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매일 저분자량 헤파린
Ⓡ
(Clexane 20 mg/0.2 mL/PFS)을 피하 투여하면서 경과관
찰 해오던 중 임신 36주 5일에 자궁내 태아발육제한 소
견을 보여 분만위해 입원하였다.
이학적 소견 : 신장 163 cm, 체중 75 kg, 내원시 혈압
은 120/80 mmHg, 맥박 빛 호흡수는 각 분당 72회, 20회
였으며 체온은 36.6℃였다. 전신 및 결막은 창백하였고
공막황달은 없었으며 경부 및 액와부의 임파선 비대는
없었다. 흉부 청진 소견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복부는
구형으로 팽대되어 있었고 자궁고는 32 cm, 태아심음은
좌하복부에서 분당 145회였고 자궁수축은 없었다. 내진
소견상 자궁경부 개대 및 자궁경관 소실 없었으며 태아
선진부는 두위였으며 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양막은
파수되지 않았다.
검사 소견 : 입원 당시 시행한 일반 혈액 검사상 혈색
소 5.8 g/dL, 헤마토크리트 16.8%, 평균적혈구 용적 94.6
fl, 평균 적혈구 혈색소 농도 32.7 g/dL, 혈소판 24,000/
µL, 백혈구 3400/mm로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 보였다.
Lactic dehydrogenase 870 U/L, alkaline phosphatase 146 IU/
dL, SGOT 51 IU/dL, SGPT 22 IU/dL이었다. 직접 및 간접
Coomb's test는 음성이었고, 혈청 haptoglobulin은 5.8 이하
로 정상 범위였다. 당수시험 및 HAM test는 양성이었다.
매독반응 검사와 간염 항원, 항체 검사 결과는 모두 음
성이었으며 혈액응고 수치는 정상범위였다. 뇨검사상
혈색소 및 hemosiderin은 양성이었으며 단백뇨 (1+) 소견
보였다.
말초혈액 및 골수검사 소견 : 말초혈액에서 적혈구 부
동증 (anisocytosis), 다색소성 (polychromasia), 핵형적혈구
1/100 WBC 소견 관찰되었다. 골수흡인 및 절편 검사상
80%의 고 세포 충실도 소견과 특징적 적혈구 조혈세포
의 과형성소견 보였다.
초음파 소견 : 태아는 두정위로 자궁내 발육장애 소견
보였고 태반은 자궁후벽에 위치하였고 양수량 정상이었
으며 태아기형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분만 소견 : 입원 후 환자는 특이한 증상이나 징후를
Ⓡ
보이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저분자량 헤파린 (Clexane
20 mg/0.2 mL/PFS)을 피하 투여하였다. 자궁내발육제

한 및 양수과소증으로 분만 전일 3 pints의 세척 적혈
구 및 8 pints의 혈소판 수혈후 분만 당일 2 pints의 세
척 적혈구 수혈 시행하고 혈색소 10.7 g/dL, 헤마토크
리트 32.8%, 혈소판 29,000/µL인 상태에서 8 pints의 혈소
판 수혈 시행한 후 유도분만 시도하였으나 전자태아심
박자궁수축감시상 심한 태아 심박의 변동성 감소소견을
보여 임박한 태아곤란증 및 분만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출혈에 대한 대비와 산모의 분만 스트레스
로 인한 혈전색전증 및 신생아의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뇌출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신마취하에서 제왕절개를
시행하였다. 체중 2300 gm (10 percentile 미만), Apgar
score가 1분에 8, 5분에 9의 건강한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당시 신생아의 일반 혈액 검사상 혈색소 15.9 g/dL, 헤마
3
토크리트 48.1%, 혈소판 254000/µL, 백혈구 6600/mm 로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다. 당시 환자의 추후 치료를 위
해 골수 이식을 위한 제대혈 채취되었다. 술 후 6일째
혈전증 예방위한 저분자량 헤파린 (Clexane 20 mg/0.2
mL/PFS) 피하 투여 시작하고 퇴원하였다. 입원기간 중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 혈전증 또는 색전증 등의 합병증
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외래를 통한 경과 관
찰중이다.

고

찰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은 조혈세포의 X염색체 연관
PIG-A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세포막의 glycosylphatidylinositol anchored protein의 결함이 생겨 세포의 과민반응
과 이로 인한 비정상적 보체의 활성화로 인한 혈구파괴
1
로 발생하는 매우 드문 후천적 줄기세포 질환이다. 병
명이 혈색소뇨증 이기는 하나 이러한 증상보다는 철결
핍성 빈혈, 원인 불명의 복통, 다양한 부위의 혈전증, 또
3
는 신질환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임신과 야간혈색소뇨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며 이는 병 자체의 빈도가 매우 낮은 것 외에도 조기 유
산되는 경우가 흔해 임신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
4
문이다. 산모의 용혈성 빈혈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태
아의 유산, 사산, 자궁내 발육지연, 혈전증, 감염, 재생불
량성빈혈 및 백혈병으로의 전환 등이 있으며 잦은 수혈
에 의해 동종항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
의 혈소판 감소증 및 용혈성 빈혈 또한 발생하게 될 수
5
있다.
산모의 빈혈은 주로 용혈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를 악화시키는 인자로 임신에 의해 발생하는 철분 요구
량의 증가, 불충분한 적혈구 생산, 스트레스, 감염, 수혈,
수술 등이 있다. 정상적 임신유지를 위해서는 혈중 헤모
글로빈값은 10 gm/dL을 유지해야 하며 본 산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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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분만 전까지 헤모글로빈값 유지를 위하여 여러 차
례 수혈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태아에게도 동종
항체가 형성되어 동종면역 용혈성 빈혈로 인한 태아 및
신생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aline washed 또는
frozen-thawed packed 적혈구를 사용하여 이를 예방하여
5,6
야 한다. 일상적인 철분제재 투여는 혈색소뇨증을 악
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분 결핍 및 용혈 유무를 확인한
후 투여하여야 하며 임신중 엽산염 요구량 역시 증가하
7
므로 이에 대한 공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환자의 임신시 혈전증이 발생
6
하면 치명적 예후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임산부에서 합병된 혈전증의 발생부위로는
간정맥, 하대정맥, 폐동맥, 뇌혈관 등이 있고, 이 중 간정
맥의 혈전증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뇌혈관에 발생한 경
3,5,8
우의 예후가 가장 불량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산모
의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는 분만 후 재빠른 항응고제
5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며, warfarin의 사용은 금기이고
9
섬유소분해제 사용이 급성기에 유효하며, 또한 헤파린
이 응고작용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
다. 헤파린의 부작용으로 보체 활성화가 되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aspirin, ibuprofen,
sulfinpyrazone과 같은 cyclooxygenase 억제제가 예방적으
1
로 사용될 수 있다. 본 환자의 경우 혈전증 예방을 위해
산전 및 산후 저분자량 헤파린이 사용되었고 산욕기동
안 혈전증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의 치료로는 특별한 기준은 없
으나 조혈작용이 왕성하고 혈중 erythropoietin 농도가 상
승되어 있더라도 recombinant erythropoietin사용이 본 질
11
환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면역억제 요
법으로는 antilymphocyte 또는 antithymocyte serum이 본
질환을 가진 환자의 골수기능 저하를 경감시키며 특히,
12,13
cyclosporin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과 cyclophosphamide가 사용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임신
중의 면역 억제요법이 자궁내 태아 발육제한을 가져와
서 저체중 출생아의 빈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사
용은 제한된다.
14
Harrington 등은 Danazol과 같은 남성 호르몬제의 사
용으로 보체의 작용 및 활성화를 억제하며 골수의 적혈
구 생성을 증가시켜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는 하지
만 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임신 중
14
사용은 금기이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의 근본적인 치료로는 비정상
적인 줄기세포를 제거하고 정상 조혈세포로 대치하는
골수이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증으로는 Budd-Chiari
증후군과 같은 중증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조혈세포 부
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시행해 볼 수 있
7,15,16
다.
본 환자의 경우 향후 가능한 치료를 위해 이를

목적으로 태아 제대혈 채취가 수술중에 이루어졌다.
그 밖의 치료 방법으로는 최근의 트랜스펙션
(transfection) 시스템의 발전으로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결함있는 유전자 PIG-A에 대한
유전자치료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상 glycosyl
phosphatidylinositol-anchored protein을 표현하는 줄기세포
만을 선택하여 이식하는 자가골수이식 또한 치료로 대
10,17-20
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가 임신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
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적극적인 치료법을 모두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검사를
자주 시행해야 한다. 분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본 환
자가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게 된 이유로는 질식분만 시
행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출혈에 대한 대비와
산모의 분만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색전증 및 신생아의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뇌출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였
20
으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임신 유지
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본 환자에서의 경우처럼 예방
적 수혈과 저분자량 헤파린을 이용한 항응고 치료로 특
별한 합병증 없이 성공적인 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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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드문 후천성 클론성 혈액질환으로서 혈액 줄기세포의 체세포 돌연변이로 발
생한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환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임신되더라도 초기 유산의 빈도가 높고 임
신 지속시 혈전증 빈도 증가로 산모 또는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자들은 발작성 야간혈색
소뇨증을 가진 임산부에게 산전 주기적인 예방적 수혈 및 저분자량 헤파린을 사용한 항응고치료에 의해 성공
적 분만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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