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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은 혈관내 용혈, 야간 혈색

소뇨, 혈전증, 골수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후천적

질환이며 소아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1].

PNH는 조혈모세포 phosphatidylinositol gly-

can complementation class A(PIGA) gen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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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glycosylphosphatidylinositol(GPI)의 생

성에 결함이 발생하여 GPI-anchored protein[de-

cay-accelerating factor(CD55), C8 결합 단백,

CD59 등의 세포 표면 보체 활성화 조절 단백 포

함]이 결핍된 GPI-deficient clone이 만들어져 발

생한다[1]. GPI가 부족한 세포들은 혈장 내 보체

의 활성화를 조절하지 못하므로 그 공격을 회피하

지 못하여 용혈, 혈전, 범혈구 감소증이 발생하고

[2] 용혈로 인해 간헐적 혈색소뇨증을 보인다[1].

급성 신부전은 PNH의 알려진 합병증이지만[3]

소아에서는 흔하지 않아, Doloxel 등이 PNH가 있

는 15세 여아에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예를 보

고한 바 있으나[4] KoreaMed와 MedRic 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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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PNH) is an acquired hematologic disorder characteri-

zed by intravascular hemolysis, nocturnal hemoglobinuria, thrombotic events and bone mar-

row failure. It rarely occurs in children and can be complicated by acute renal failure(ARF).

Here, we present two cases of ARF complicating PNH which has not been reported yet in

Korean children. We suggest that PNH should be considered in differential diagnosis of ARF

in children associated with intravascular hemolysis. (J Korean Soc Pediatr Nephrol 2008;

12:221-226)

Key Words :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PNH), Acute renal failure, Intravascular

hemolysis, Children

- 221 -



류정민 외 11인 : 급성 신부전을 동반한 발작 야간 혈색소뇨증 2례

내 의학논문 검색에서 이전의 국내 보고는 찾을

수 없었다. 저자들은 최근 소아에서 PNH로 인한

급성 신부전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 아:최O, 14세, 여아

주 소:내원 1주 전 발생한 구토, 복통과 2일

전 발생한 검붉은 소변

출생력 및 과거력:임신연령 32주에 체중 1,370

g(10-25백분위수)으로 제왕절개 출산(둔위)한 것

외에 특이한 병력 없음

가족력:당뇨, 고혈압, 간염, 결핵 등의 특이사

항 없음

현병력:내원 1주 전부터 구토, 복통이 발생하

고 내원 2일전부터 소변색이 검붉어졌으며, 체중

이 3일간 2 kg 증가하고 소변양이 감소하여 본원

을 방문하 다.

진찰 소견: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58/83

mmHg, 심박동수 86/분, 호흡수 24/분, 체온 36.

8℃이었다. 신체 계측에서 몸무게는 47.25 kg(25-

50백분위수), 키는 153.8 cm(10-25 백분위수)이었

다. 의식은 명료하 고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

막의 황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함요부종이나 점

상출혈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외에 신체 검진과 신

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 소견:내원 당시 시행한 말초 혈액검사에

서 백혈구 7,200/µL, 혈색소 9.3 g/dL, 혈소판 149

×10
3
/µL 고, CRP가 8.39 mg/dL로 상승되어 있

었다. 심한 고질소혈증 (BUN 138 mg/dL, creati-

nine 11.1 mg/dL)이 있었고, 혈청 전해질은 Na/

K/Cl/TCO2 126/6.8/97/12 mmol/L 고 화학 검

사에서 Ca/P 8.8/7.5 mg/dL, uric acid 9.5 mg/

dL, GOT/GPT 99/38 IU/L, total bilirubin 2.2

mg/dL, CK/ LD 306/2,861 IU/L 다. 말초혈액

도말표본에서 적혈구는 정구성, 정색소성이었으며

anisocytosis와 poikilocytosis(burr cells)가 관찰

되었으나 분열 적혈구는 보이지 않았다. 망상 적혈

구 2.76%, 혈장 헤모 로빈 169.6 mg/dL, hapto-

globin <6 mg/dL으로 혈관내 용혈의 검사 소견

을 보 으나 직접, 간접 Coombs 검사는 음성이었

으며, Ham 검사와 sucrose 용해 검사, 혈액응고

검사가 정상 소견이었다. 소변검사 소견은 blood

2＋, 적혈구 1-4/HPF, 백혈구 30-49/HPF, 알부

민 2＋, 요 단백/크레아티닌 비 6.42 다. 혈청

C3/C4는 115/21 mg/dL 고 anti-double st-

randed DNA, fluorescent antinuclear antibody

(FANA),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 anticardiolipin 항체, lupus anticoa-

gulant, anti-platelet 항체는 모두 음성이었다. 항

CD59를 이용하여 flow cytometry로 측정한

PNH 혈구는 적혈구에서 II형 세포(PNH II)가

62.9%, III형 세포(PNH III)가 0.9% 으며(Fig.

1), 과립구는 PNH II형과 PNH III형 세포가 92.9

%로 PNH에 합당하 다.

방사선 소견:신장 Doppler 검사에서 신장 피

질의 echo 증가, 신장 부종, 신장 관류 감소의 소

견이 있었으며 저항 지수가 0.74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다.

병리학적 소견:신장 조직 검사에서 세뇨관 상

피세포에 철 색소 침착(Fig. 2A) 및 급성 세뇨관

괴사 소견(Fig. 2B)이 보 다.

Fig. 1. Flow cytometric analysis of erythrocytes
stained by anti-CD 59 antibodies. The proportion
of PNH II cells with decreased CD59 expressio
(62.9%) is higher than that of PNH I cells with
normal CD59 expression(36.2%).

- 222 -



대한소아신장학회지 : 제 12 권 제 2호 2008년

치료 및 경과: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발열이 입

원 1병일째부터 일주일간 지속되다가 호전되었고,

급성 신부전으로 10일간 혈액 투석을 시행 받고

호전되어 제28병일에 퇴원하 다. PNH를 진단받

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가 용혈에 큰 호전이 없

어 현재는 간헐적인 적혈구 수혈 등의 보존적 치

료를 받으며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 중이다.

증 례 2

환 아:김OO, 14세, 여아

주 소:내원 1주 전부터 발생한 복통과 구토

출생력 및 과거력 : 만삭에 체중 3,400 g(50-75

백분위수)으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 고 주산기

병력은 없었다. HBsAg 보균자인 것 외에 특이한

병력은 없었다.

현병력:내원 5년 전 유행성 이하선염에 이환

되었을 때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발견

되었고 내원 4년전 비출혈로 범혈구 감소증이 발

견되어 골수 검사를 시행, 저세포성 골수 소견으로

재생불량 빈혈이 의심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별다른 치료 없이 외래 경과를 관찰하던 중에 내

원 1주일 전 월경이 시작되면서 복통, 구토가 발생

하여 지속되고 고질소혈증과 소변량 감소가 있어

입원하 다.

진찰 소견: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20/65

mmHg, 심박동수 90/분, 호흡수 20/분, 체온 36.

8℃ 다. 의식은 명료하 고 결막은 창백하지 않

았고 공막의 황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복부는 부드

럽고 편평하 으며, 장음은 정상이었고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고 간이 1.5 손가락너비로 촉지되었

으나 압통은 없었다. 함요부종이나 점상출혈도 관

찰되지 않았고 이외에 신체 검진과 신경학적 검사

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 소견:혈액검사에서 백혈구 4,510/µL, 혈

색소 6.1 g/dL, 혈소판 108×10
3
/µL로 범혈구 감

소증이 있었고, 고질소혈증(BUN 20 mg/dL,

creatinine 2.4 mg/dL)을 보 다. 혈청 전해질은

Na/K/Cl/TCO2 136/4/117/18 mmol/L 고 화학

검사에서 Ca/P 8.8/3.4 mg/dL, uric acid 4.4 mg/

dL, GOT/GPT 69/21 IU/L, total bilirubin 1.2

mg/dL, CK/LD 19/1,215 IU/L 다. 말초혈액도

말표본에서 적혈구는 정구성 정색소성이었으며

anisocytosis, polychromasia, schistocytes, el-

liptocytes가 관찰되었다. 망상 적혈구 1.5%, 혈장

헤모 로빈 10 mg/dL, haptoglobin<49.1 mg/dL

으로 혈관내 용혈의 검사 소견을 보 으나 직접,

간접 Coombs 검사는 음성이었다. Ham 검사가

양성이었다. 소변 검사 소견은 blood 2+, 적혈구

<1/HPF, 백혈구 <1/HPF, 알부민 음성이었고 입

원 9병일째 시행한 소변 검사상 hemosiderin 음

성, 소변 hemoglbin<0.2 다. C3/C4 80/23 mg/

dL, IgG/A/M 1,583/294/160 mg/dL, FANA 양

성(1:40), ANCA 음성, anti-double stranded

DNA 6.4 IU/mL, HBeAg 양성이었고, 항혈소판

항체와 혈소판 연관 항체는 음성이었다. 혈액에서

항CD59를 이용하여 flow cytometry로 측정한

PNH 혈구는 적혈구에서 II형 세포(PNH II)가

22.1%, III형 세포(PNH III)가 43.7% 으며, 과립

구는 PNH II형과 PNH III형 세포가 82.8% 다.

골수검사에서 적혈구 조혈 세포가 약간 증가되어

있는 정상 세포성 골수 소견이었고 Ham 검사가

양성이었으며 골수세포의 flow cytometry에서

CD59 감소 소견이 보여 PNH에 합당하 다.

방사선 소견:신장 초음파에서 양쪽 신장의 부

Fig. 2. (A) Renal biopsy showing iron pigment
deposition(arrows) in tubular epithelial cells (B)
accompanied by tubular necrosis(arrows)(H&E,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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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의심되고 관류는 감소되었으며 자기공명 상

검사에서 T1과 T2 weighted image의 양쪽 신장

피질의 신호 강도가 감소되어 있고 배출 지연의

소견이 보 다.

치료 및 경과:수액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제

17병일째 퇴원하 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던 중

보호자가 원하여 타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고 찰

용혈과 연관된 소아의 급성 신부전의 원인은 파

종혈관내 응고 증후군(disseminated intravascu-

lar coagulation syndrome, DIC), 용혈 요독 증후

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 혈전 혈

소판 감소 자반병(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 전신 홍반 루푸스(systemic lu-

pus erythematosus, SLE), 양측 신장정맥 혈전증

(bilateral renal vein thrombosis), 악성 고혈압

(malignant hypertension) 등이 있으며, 그 중

DIC와 HUS가 가장 흔하나[5-7] 본 증례는 PNH

와 연관된 급성 신부전의 경우이다.

PNH는 조혈모세포에서 PIGA gene의 체성 변

이로 만들어진 GPI-deficient clone에서 GPI-an-

chored proteins인 CD55, CD58, CD59, CD108

등의 세포 표면 보체 활성화 억제 단백이 부족하

여 발생한다[8]. 이 세포들은 보체의 활성화를 억

제하지 못하므로 세포 표면에서 보체가 활성화되

어 보체 매개 혈관내 용혈이 발생하고 혈소판 세

포막 단백의 이상과 혈소판의 활성화로 혈전이 생

성된다[1]. 소아에서도 성인의 PNH와 같이 용혈,

골수 부전, 혈전이 발생하는데, 골수 부전은 소아

에서 더 흔하고[9] 야간 혈색소뇨증과 혈전증은

성인의 경우보다 드물다[1]. PNH의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급성 복통을 호소하는데, 이는 장간막 혈

관의 혈전이나 혈관 연축으로 발생하는데, 본 증례

의 경우 혈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호소

한 복통은 혈관 연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증

례 2에서와 같이 PNH의 골수 부전이 재생불량 빈

혈과 같은 증상으로 발현할 수 있고 재생불량 빈

혈 환자의 10%이상에서 PNH가 발견되므로[10]

재생불량 빈혈 환아에서는 진단 당시와 매년 추적

검사에서 PNH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11]. 용혈성 빈혈과, 빈혈이 호전되지 않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리고 Budd-Chiari 증후군이

나 복부, 두부, 피부 정맥 같은 드문 부위에 발생

하는 혈전이 발생할 때에도 PNH 선별 검사가 필

요하다[12].

PNH의 진단은 적혈구막의 integrity를 검사하

는 Ham 검사와 sucrose 용해 검사 또는 세포 표

면의 GPI-anchored protein (CD55, CD59)을 측

정하는 flow cytometry로 가능하다. Flow cyto-

metry 가 가장 민감한 검사인데[13] 세포 표면의

GPI-anchored protein 표현 정도에 따라 CD55

또는 CD59의 발현이 정상인 세포를 PNH I, <10

%인 세포를 PNH II, CD55 또는 CD59의 발현이

완전히 결핍된 세포를 PNH III라 한다. PNH III

형 세포의 비율이 높은 환자에서는 용혈 증상이

뚜렷하며, PNH II형 세포의 비율이 높은 환자에

서도 감염, 손상, 수술, 임신, 스트레스 등에 의해

보체 활성이 심화되는 경우에 용혈이 발생할 수

있다. GPI-anchored proteins이 결핍된 세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용혈의 임상 증상이 없거나

거의 없다[12]. 저자들이 경험한 두 증례 중에서도

PNH III형 적혈구의 비율이 더 높은 증례 2에서

빈혈, 골수 부전 등 PNH의 증상이 더 심하게 나

타났으며, 발열이 있었던 증례 1에서 용혈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신부전 증상이 더 심했던 것

으로 보인다. 최근에 적혈구 수혈을 한 경우에는

CD55와 CD59를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적혈구의

비율이 높아져 진단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PNH

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적혈구를 수혈하기 전에 검

사하거나 수혈 후 1개월 이후에 검사해야 한다. 과

립구의 GPI-anchored protein에 대한 flow cyto-

metry 검사는 적혈구 수혈에 향을 받지 않으므

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PNH는 골수부전으로

발전하거나 드물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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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골수 흡입 검사, 골수 조직 검사, 세

포유전검사 등을 시행한다[12].

PNH의 치료는 대증치료로써, 용혈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androgen, 엽산, 철분제제, 수혈 등을

[1], 혈전에 대해서는 heparin 항응고요법이나 혈

전절제술을 시도한다[14]. PNH의 용혈은 보체 매

개 세포 용혈 작용이 그 병인이므로 최근에는 보

체 억제제가 주목 받고 있어[15] 성인 환자에서 보

체 C5에 대한 항체인 eculizumab이 치료제로 사

용된 것이 보고된 바 있다[16]. 일부에서는 면역억

제제가 효과가 있으며[2] 골수 부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추천되지만 골수 부

전이 저절로 회복되거나 PNH clone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9]. 증례 1의 환

아에서 용혈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 으

나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예정

하고 있다.

혈관내 용혈에 의한 급성 신부전의 기전은 (a)

혈액량 감소와 신장 허혈, (b) hemoglobin의 직접

적인 세뇨관 독성, (c) heme 색소 원주 또는 요산

결정에 의한 세뇨관 폐쇄, (d) 사구체의 fibrin 침

착 등과 같이 다양하다[17]. Free hemoglobin은

haptoglobin과 hemopexin과 복합체를 형성하는

데 혈장 haptoglobin이 hemoglobin으로 포화되어

free hemoglobin이 혈장에 남게 되면 이는 사구

체로 여과되고 일부는 근세뇨관에서 재흡수된다.

여기서 철의 일부는 hemosiderin과 결합하여 침

착되고 나머지는 배설되므로 신장 조직에서 신장

피질 근위세뇨관 상피 세포에 hemosiderin이 침

착된 소견이 발견되는데[3], 이는 증례 1의 신조직

검사 소견에서 본 바와 같다(Fig. 2A). 증례 2에서

와 같이 PNH의 신장자기공명 상검사에서 보이

는 신장 피질의 신호강도 감소와 신장 피질-수질

분별의 반전(T1 wighted image) 역시 신장 피질

에 hemosiderin이 침착되어 나타나는 소견이다.

이 환아의 입원 9병일째 소변검사에서 hemoglo-

bin과 hemosiderin이 측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증상이 호전된 후의 검사 소견이었다[18]. 자기공

명 상검사에서 신장 피질의 신호 강도가 감소하

는 것은 sickle-cell 질환과 인공 심장 판막으로

인한 용혈 시에도 보고된 바 있다[19].

저자들의 두 증례는 용혈 빈혈을 동반한 급성

신부전의 원인 감별 과정에서 PNH를 진단받은

예이다. 증례 1의 환아는 용혈 빈혈을 동반한 급성

신부전의 원인으로 용혈 요독 증후군 등을 감별하

기 위해 시행한 신조직 검사에서 세뇨관 상피세포

의 철색소 침착과 급성 세뇨관 괴사 소견이 발견

되어 PNH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Ham 검사와

sucrose 용해 검사가 음성이었으나 flow cytome-

try로 PNH를 진단하게 되었다. 증례 2의 환아는

재생불량 빈혈로 치료받던 중에 급성 신부전이 발

생하여 PNH를 의심, Ham 검사와 flow cytome-

try로 PNH를 진단한 예이다. 이 환아에서는 C3가

낮은 경향을 보 는데 이 또한 PNH에서 볼 수 있

는 소견이다. B형 간염이 PNH와 연관된 예가 보

고된 바 없어 이 환아에서의 HBV 보균자 상태가

PNH의 발병에 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저자들은 PNH에 의한 급성 신부전의 소아 증

례를 보고하며, 용혈을 동반한 소아의 급성 신부전

의 감별 진단에서 PNH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한 요 약

PNH는 혈관내 용혈, 야간 혈색소뇨, 혈전증, 골

수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후천적 질환이며 소아에

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급성 신부전은 PNH

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소아에서

의 보고는 아직 없었다. 저자들은 소아에서 PNH

로 인한 급성 신부전을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

며 용혈을 동반한 소아의 급성 신부전의 감별 진

단에서 PNH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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