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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cytopenia is a common event in the course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ion.
The maior cause of HIV virus related thrombocytopenia is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Treatment options for HIV related ITP are steroids, immunoglobulin, other immunosuppressive agents,
and splenectomy. In addition, Antiretroviral agents are reported as effective treatment options in the
+
setting of HIV-associated ITP, by enhancing CD4 T cell counts, and reducing HIV viral loads. We
report a case of HIV related ITP treated with prednisone, immunoglobulin, and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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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HIV에 감염된 성인의

서

론

일부와 소아에서는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각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4). ITP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환자는 인체 면

는 스테로이드, 면역 글로불린, 면역 억제제, 비장 절제술

역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CD4＋ 림프구 수가 감소

등이 있으나 HIV에 감염된 환자는 인체 면역기능의 저하

됨에 따라 체내 면역이 저하되며 또한 빈혈, 중성구 및

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효과 또

단핵구의 기능장애, 혈소판 감소증 등의 다양한 혈액학적

한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제

이상이 발견된다(1). 혈소판감소증은 HIV 감염기간 중 비

제들이 HIV와 연관된 특발 혈소판감소성 자색반병 환자

교적 흔히 발견되는 소견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 원

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기존의 치료와 병용하여

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감염,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저자들은 후천성 면역

비장 기능항진증 및 골수 기능부전 등이 원인으로 알려

결핍증후군 환자에게서 발생한 특발 혈소판감소성 자색

져 있다(2). 드물게 특발 혈소판감소성 자색반병(ITP)이

반병(ITP)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발병하며, 혈소판 파괴와 골수에서 거대핵세포의 증식, 말
초혈액에서 항혈소판항체 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우연

증

례

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3). ITP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49세된 남자 환자가 소양감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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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감소증으로 타병원으로부터 전원되었다. 과거력상 수년
간 동성간 성교를 해왔으며 약물복용이나 수혈 및 수술
등의 기왕력은 없었다. 환자는 내원 2개월 전부터 발열,
오한 및 전신성 근육통이 발생하였고 내원 2주전 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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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8,000/mm , 혈
3

가된 소견을 보였다(Figure 1). 특발 혈소판감소성 자색

색소 12 g/dL, 혈소판 10,000/mm 이었으며 객담검사결과

반병 진단하에 prednisone (1 mg/kg/d)과 IV immuno-

항산균(acid fast bacillus) 양성으로 폐결핵으로 진단받았

globulin (1 g/kg/d)을 2일간 투여하였다. 치료 3일후 혈

다.

pyrazinamide

소판 수치가 71,000/mm 으로 상승하였으나, 7일째 다시

(PZA), ethambutol (EMB) 병용요법으로 2주일간 치료하

18,700/mm 으로 감소하였다. 특발 혈소판감소성 자색반병

여 전신상태는 호전을 보였으나 혈소판감소증이 지속되

에 대한 치료중 HIV western blot 양성으로 확인되어 환

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입

자의 임상소견, 검사결과 및 치료결과를 종합하여 HIV

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00/70 mmHg, 호흡수 20회/

감염과 관련된 특발 혈소판감소성 자색반병으로 진단하

분, 맥박수 88/분, 체온 37℃이었다. 신장 165 cm, 체중

였고, 이후 zidovudine (600 mg/d), lamivudine (300 mg/

48 kg, 전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의식은 명료하였

d), lopinavir/ritonavir (800/200 mg/d)의 항레트로바이러

다. 공막의 황달이나 결막의 빈혈은 없었으며 혀의 중앙

스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prednisone (1 mg/kg/d)은 계속

부에는 물결모양의 백태가 관찰되었으나 출혈은 없었다.

투여하였다. 내원 30병일째(HAART 투여 11일째) 혈소판

청진상 호흡음은 깨끗하였고 복부 검진상 이상 소견은

수치가 115,000/mm 으로 회복되었다(Figure 2). Predni-

관찰되지 않았으며, 항문에는 적갈색의 치핵이 관찰되었

sone은 투여 1개월째 부터 감량하기 시작하여 2개월째

다. 피부소견은 소양감을 동반한 점상출혈이 전신적으로

복용 중단하였으며 현재 외래 추적중으로 지속적으로 혈

Isoniazid

(INH),

rifampin

(RFP),

3

관찰되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7,200/mm , 혈색소

3

3

3

소판 감소증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

3

11.5 g/dL, 혈소판 7,000/mm , 망상적혈구 지수 0.8%, PT
INR 1.13, aPTT 30.8 초, Coombs' test 음성, FANA 음

고

찰

성, 항혈소판항체 양성이었다. 흉부 사진 촬영상 양측 폐
상엽에 다발성의 결절성 음영과 왼쪽 늑골 횡경막각에

혈액은 HIV의 표적장기이며 빈혈, 백혈구 감소 혹은

소량의 삼출액이 관찰되었으며, 객담도말검사는 항산균양

혈소판 감소가 HIV 감염환자에서 각각 혹은 동시에 다양

성이었다. HIV ELISA 양성, HIV western blot 양성으로

한 빈도로 나타난다(5). HIV 감염환자의 골수에서 여러

＋

3

3

T 림프구수는 10 cells/mm 이었다.

가지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항결핵제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을 배제하기 위해 항결핵

말초혈액소견에 대한 기전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제를 중단하였으나 12일 후에도 혈소판감소증이 회복되

(6). 혈소판감소증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데, HIV 감

지 않았다. 항혈소판항체 양성임이 확인되어 혈소판감소

염 초기에 10%에서 발견되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골수생검을 시행하였다. 골수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으로 진행

검사상 70-80%의 세포 치밀도와 거대핵세포의 수가 증

할 경우 30-50%까지 발견된다(7). 혈소판감소증의 원인

확인되었으며, CD4

으로는 골수기능을 억제하는 약물, 세균이나 진균 감염

Figure 1. Histologic findings of bone marrow show hypercellularity and normal M/E ratio. Megakaryocytes are immature
in forms and markedly increased in number (HE stai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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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aily changes of platelet counts and fluctuations in
response to treatment during hospital course.

및 동반된 비장기능항진증 등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말초

3

혈액에서 혈소판 파괴의 증가, 골수 생검상 거핵세포의

투여가 필요하지 않지만, 혈소판수치가 20,000/mm 이하인

증가, 항혈소판항체 또는 면역복합체의 출현을 특징으로

경우 뇌출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

하는 ITP의 소견을 나타낸다(8).

므로 혈소판감소증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13). IV immu-

HIV와 연관된 ITP의 발병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몇

noglobulin은 면역저하 환자에서 기회 감염을 일으키지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 첫째, 혈소판 표면에 비특이적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따라서 급성출혈을 예방하

인 면역복합체가 침착되고 옵소닌화된(opsonized) 혈소판

기위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싸

이 비장과 같은 망상 내피계에서 제거된다는 것으로 혈

고 무증상의 HIV환자가 AIDS로 진행한 경우 효과가 낮

소판 표면에 항 HIV 항체는 존재하나 HIV 항원은 존재

고 혈소판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며(9), HIV항

다른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2). 스테로이드

체에 대한 anti-F(ab')2 항체가 그러한 면역복합체를 형

는 비장의 큰포식세포의 Fcγ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켜

성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0). 둘째, 혈소판의 GPⅡb/

혈소판파괴를 방해하는데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Ⅲa에 대한 항혈소판항체의 생성으로 혈소판 파괴가 증

다른 면역억제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면역기능을 상당

가한다는 것으로 이미 HIV와 연관되지 않은 ITP에서의

히 소실한 HIV 환자에서는 각종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항혈소판항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11). 셋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8). 비장절

＋

째, 거대핵세포의 전구세포들이 CD4

T 림프구 수용체

제술은 전형적인 ITP의 치료로 장기적인 효과가 있고

를 매개로 HIV에 감염되고 이러한 결과로 골수에서는 트

AIDS의 진행을 빠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

롬보포이에틴(thrombopoietin)에 의해 거대핵세포가 증가

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적인 시술이라는 점과 수술에 따

함에도 불구하고 말초혈액에서는 거대핵세포의 비정상적

른 위험 및 비장절제술에 따른 각종 감염의 문제로 일반

인 성장과 파괴의 증가로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고 세포

적으로 추천되지 않고 있다. Interferon-α (IFN-α)는

자멸사(apoptosis)또한 활발히 진행한다는 결과가 보고되

66%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으며 CD4

었다(8).

복시키고 면역 조절기능과 항레트로바이러스 효과를 모

＋

T 림프구 수를 회

HIV와 연관되지 않은 ITP에서는 심각한 출혈이 일어

두 가지고 있으나 투여방법의 불편함과 비용 효과 측면

나는 경우는 드물며 70%에서 4-6주에 걸쳐 서서히 회복

및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3

되며, 출혈 증상이 있거나 혈소판 수치가 20,000/mm 이

추천되지 않고 있다(8).

하인 경우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 Prednisone 1-2 mg/

HIV와 연관된 ITP의 치료에 있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kg/d로 시작하며 80-90%에서 효과를 보이며 4주 이상의

제제들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데 단일 요법으로 zido-

3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수치가 50,000/mm 이하인 경

vudine은 다른 제제들과는 달리 1-2 g/d로 사용할 경우

우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치료 실패로 판정한다. IV

60-70%에서

관해를

유도하였다(14).

스테로이드,

IV

immunoglobulin은 대식세포의 Fc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서

immunoglobulin, interferon-α, 비장절제술 및 항레트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1 g/kg/d의 용량으로 2일간 투여

바이러스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경우는 CD4

하는 방법이 추천되며, 3-5일 이내에 혈소판 수치의 상승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관찰되었고 HIV RNA level과 혈

을 가져오며 급성 출혈의 징후가 있을 경우 사용해 볼

소판 수치는 역비례 관계가 있음이 알려졌는데, 역전사효

＋

T 림프구

수 있지만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12). 지속적인

소저해제와 단백분해효소 저해제의 병합요법이 CD4＋ T

관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장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으

림프구 수를 증가시키고 HIV viral loads를 감소시켜 결

며, 또한 danazole 200 mg을 하루 3회 투여로 40%에서

과적으로 HIV와 연관된 ITP환자에서 zidovudine에 비해

관해를 보이며 4-6주 치료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2).

우월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zidovudine 단일 요법에 저

Vincristine과 vinblastine 1-2주내에 혈소판 수치의 상승

항성 환자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하지않았던 환자

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며 cyclophosphamide나

에서 급격한 혈소판 수치의 회복이 관찰되었다(8). 최근

azathioprine은 효과가 낮고 약물독성으로 인해 일반적으

에는 megesterol acetate가 말초혈액의 단핵세포에 Fc

로 추천되지는 않는다(12).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CD4

＋

HIV와 연관된 혈소판감소증은 혈소판 수치가 20,000/
3

T 림프구 수나

HIV viral loads와 무관하게 HIV와 연관된 악액질 환자

mm 이상인 경우 혈우병이나 다른 응고 장애가 동반되

에서 혈소판감소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예비결과

지 않은 경우에는 prednisone이나 IV immunoglobulin의

가 보고되기도 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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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에서는 일반적으로 rifampin에 의한 혈소판감소
증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투여 3시간 후에 발생하고 약
물중단 36시간이내에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점에서(16) 약
물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을 배제하였고 매우 드물게 파종
결핵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골수생
검상 건락성육아종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17) 결핵자
체의 골수침범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을 배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증례의 환자를 ITP로 진단하고 prednisone 1
mg/kg/d 및 IV immunoglobulin 1 g/kg (×2일)을 사용
하였으나 ITP의 치료에 실패하였고 zidovudine, lamivudine, 및 lopinavir/ritonavir의 HAART와 고용량 prednisone (1 mg/kg/d)의 병용요법으로 혈소판감소증의 지
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수 있었다.

요

약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에 동반된 특발 혈소판감
소성 자색반병은 약 4%에서 치명적인 출혈성 경향을 보
이며 인체 면역기능의 변화로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prednisone과 IV
immunoglobulin으로 치료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저자들
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prednisone을 병용투여하여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에 동반된 특발 혈소판감소
성 자색반병 1예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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