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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Intestinal Hemangioma Complicated with Thrombocytopenia
(Kasabach-Merritt syndrome) in Premature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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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bach-Merritt syndrome is a rare thrombocytopenic consumptive coagulopathy associated with a giant hemangioma. We experienced a case of unexplained ascites with thrombocytopenia in a 32 week premature infant. An exploratory laparotom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refractory ascites and thrombocytopenia. An intestinal hemangioma was found,
but, surgical removal was not performed due to the extensive involvement. Hemangioma was
confirmed by SPECT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and the thrombocytopenia was treated with steroid therapy. It is recommended that hemangioma of the visceral
organs should be suspected when unexplained thrombocytopenia and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persist. (J Korean Soc Neonatol 2010;17:1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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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반되는 드문 질환으로 1940년 Kasabach와

서

Merritt5)가 생후 2개월된 남아에서 왼쪽 대퇴부의 거대

론

한 모세 혈관종이 혈소판 감소증과 동반된 예를 처음으
로 보고하였다. 이 증후군은 주로 사지에 생긴 혈관종과

혈관종은 소아에서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주로 피부

관계있으나 드물게 내부 장기 혈관종에 의해서도 초래될

1)
를 침범하지만 내부 장기를 침범하기도 한다 . 위장관에

수 있다. 저자들은 32주 미숙아에서 설명되지 않은 혈소

발생한 혈관종은 1860년 Gascoyen2)이 처음 ‘naevi of

판 감소증과 복수로 시험적 개복을 실시하여 장 혈관종

the viscera’라고 기술하였으나 증례 보고는 많지 않으

이 발견된 KMS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며 주증상은 위장관 출혈이고, 드물게 후복막 출혈, 장

보고하는 바이다.

폐색 또는 장 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3, 4). KasabachMerritt syndrome (KMS)은 혈관종에 혈소판 감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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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아 : 이○○ 아기, 1일, 남아
주 소 : 산전 발견된 태아 복수, 미숙아
임신력 및 가족력 : 환아는 30세 산모의 첫째 아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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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족력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재태기간 30주 0일에

각각 28 IU/L, ALT 6 IU/L로 정상이었다. 혈액 응고

개인 병원에서 실시한 산전 초음파상 태아 복수와 양수

검사상 PT 19.1/45.9/1.64 (sec/%/International nor-

과다증(amniotic fluid index 29.7 cm)이 발견되고 조

malized ratio) (참고치 10.6-16.2 sec), aPTT 133.2

기 산통이 있어 본원 산부인과로 전원되었다. 입원하여

sec (참고치 27.5-79.4 sec)로 연장되어 있었다. 또한

조기 산통을 조절하기 위해 자궁수축 억제제를 투여 받

fibrinogen은 63.0 mg/dL (참고치 150-373 mg/dL)

았다.

로 감소되어 있었고, FDP는 55.9 μg/mL (참고치 10

현병력 및 이학적 소견 : 환아는 조기 산통과 태아 곤

μg/mL 미만), D-dimer는 1.64 mg/L (참고치 0.5 mg/

란증이 심해 재태기간 32주 4일에 응급 제왕절개술에

L 이하)로 모두 증가되어있었으며 antithrombin III는

의해 출생하였다. 첫 호흡 없이 전신에 청색증과 함께 심

8.42 mg/dL (참고치 14-62 mg/dL)로 감소되어 파종

박수가 느려져 출생 직후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소생술을

성 혈관내 응고병증(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

시작하였으며, Apgar 점수는 1분 4점, 5분 6점이었다.

gulopathy, DIC) 소견을 보였다. TORCH (toxoplas-

출생 당시 신체계측은 체중 2,260 g (90 백분위수), 신

mosis, rubella, cytomegalovirus, herpes)-IgM과

장 46.0 cm (75-90 백분위수), 두위 31.8 cm (75 백

chlamydia trachomatis-IgM 및 Parvo B19 PCR은 모

분위수)이었다. 전신 부종은 없었고 피부에 점상 출혈이

두 음성이었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서도 특이소견

나 자반증 등의 출혈성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청진상

은 없었다.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으며 복부는 심하게 팽만되어 있었

영상의학 소견 : 출생 직후 흉부 방사선 검사상 양쪽

다. 소생술로 안정된 후 심박수는 분당 170회로 증가되

폐용량 감소와 저환기 음영, 공기-기관지 음영 및 심장

었으며, 혈압은 40/22 mmHg, 체온은 36.3℃로 정상이

과의 불분명한 경계 등 호흡 곤란 증후군 III 단계 소견이

었다.

있었다. 심비대는 저명하지 않았으며 흉수는 없었으나

검사 소견 : 산모 양수에서 시행한 염색체 검사는 정상

복부 팽만과 횡경막 상승 및 가운데로 몰린 복강내 장 공

이었다. 환아 혈액형은 산모와 동일한 Rh+ B형이었다.

기 등으로 미루어 다량의 복수를 의심할 수 있었다(Fig.

3

입원 당시 말초 혈액 검사상 총백혈구수 9,130/mm , 혈

1A). 심장 초음파상 심근 수축력은 정상이었고 심낭 삼

색소 11.6 g/dL, 헤마토크릿 35.4%, 혈소판수 37,000/

출의 증거는 없었으며, 두부 초음파상 뇌실내 출혈은 없

3

mm 로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되었다. 생화학 검

었다. 복부 초음파상 다량의 복수가 보였고, 도플러 초음

사에서 알부민은 2.6 g/dL로 감소되었고 AST와 ALT는

파 검사상 전반적으로 장이 허탈되어 뭉쳐있으면서 장벽

Fig. 1. (A) Chest X-ray showed hypoaeration of both lung fields, decreased
lung volume, air-bronchograms with obliteration of cardiac border suggesting
th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elevated diaphragm and a large amount of
ascites. (B) The condition improved with paracentesis and surfacta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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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꺼워져 있었고 장간막 혈관이 충혈되어 있었으나

Table 1. Laboratory Findings of the Ascitic Fluid

혈관종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Fig. 2A). 복부 컴

Characteristics

Postnatal day 1

Postnatal day 13

Color
Amount
Cell
RBC
WBC
Neutrophil
Lymphocyte
pH
LDH
Protein
Glucose
Amylase
Lipase
Culture

Grossly bloody
250 mL

Grossly bloody
20 mL

퓨터 단층 조영술상 다량의 복수가 보였고 조영 증강상
췌장 두부에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질적인 음영증가가 보
였으나 혈관종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고, 간과 비장,
콩팥, 부신 및 방광에 이상 소견도 없었다(Fig. 2B).
치료 및 임상 경과 : 출생 직후 기관 삽관 후 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계적 환기요법을 시작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 및 임상 증상으로 호흡 곤란 증후군을 진단하고 폐
표면활성제를 1회 투여하였다. 심한 복부 팽만으로 폐환
기가 더욱 악화될 염려가 있어 복수 천자를 시행하였고,
약 250 mL의 혈성 복수가 배액되면서 복부 방사선소견
은 호전되었다(Fig. 1B). 출생 1일과 13일째 시행한 복
수액의 화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Table 1). 혈
액 검사상 저알부민혈증이 보여 출생 1, 10, 13, 16일에
알부민을 보충하였고, 마지막 투여 후 알부민은 3.6

3

210,000/mm
1,300/mm3
1%
95%
7.19
379 U/L
2.9 g/dL
74 mg/dL
6 U/L
3 U/L
No growth

3

157,000/mm
4,927/mm3
16%
63%
7.21
395 U/L
4.3 g/dL
100 mg/dL
4 U/L
29 U/L
No growth

Abbreviations :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LDH, lactate dehydrogenase

Fig. 2. (A) Abdominal ultrasonography showed a large amount
ascites, and doppler sonography showed collapsed bowel loops with
thickened walls and engorgement of mesenteric vessels. (B) Abdominal CT showed a large amount of ascites with suspicious heterogeneous enhancement of the pancreatic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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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L로 호전된 상태로 그 이후 잘 유지되었다. 또한 혈

를 이용하여 Hemangioma SPECT (single-photon

청 췌장 효소치는 아밀라제 2 U/L (참고치 5-65 U/L),

emission CT) 스캔을 시행하였다. 동위원소 주사 후 1

리파아제 5 U/L (참고치 3-32 U/L)로 모두 정상범위

시간과 3시간에 각각 여러 단층영상을 얻었고, 24시간

였다. DIC 소견을 보여 antithrombin III 500 IU를 생후

후 지연 영상을 찍었다. 1시간과 3시간 영상에서 비장하

6일부터 총 3일간 투여하였고, 혈소판 감소로 혈소판 수

방과 좌측 콩팥 앞쪽으로 비정상적인 혈액저류가 관찰되

혈을 시행하였으나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아 정맥용

었고, 24시간 지연 영상에서도 동일 부위에 장운동과 상

면역글로불린(400 mg/kg/day)을 생후 6일부터 총 5일

관없는 혈액저류가 관찰되었으며(Fig. 4A) 이는 수술시

간 투여하였다. 그 후에도 혈소판 감소는 회복되지 않았

육안적으로 관찰되었던 장 혈관종 부위와 일치하였다.

고 복부가 다시 팽만하면서 장음이 감소하고 호흡 곤란

장 혈관종에 의해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KMS 진단

증세가 지속되어 생후 13일째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

하에 생후 16일부터 prednisolone 치료를 시작하였고,

였다.

4 mg/kg/day 용량으로 4주간 투여한 후 2 mg/kg/day

복강내 100 mL 정도의 혈성 복수가 차 있어서 수술

으로 감량하여 1주일 사용하고, 다음 1주일은 이틀 간격

적 배액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으로 위장관 폐쇄나 천

으로 하여 총 39일 동안 사용하였다. 혈소판 수혈은 스

공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장 회전 이상이나 장기 손

테로이드 치료 시작 전에는 생후 13일까지 총 8회에 걸

상도 보이지 않았다. 돌막창자 30 cm에 3 cm 크기의 게

쳐 시행하였으나 치료 후 9일 즉, 생후 25일째 마지막으

실이 존재하여 제거하였고, Treiz 인대 직하방부터 약

로 혈소판 수혈이 시행되었다(Fig. 5). 추적 관찰한 혈액

10 cm 가량 미만성으로 장벽이 두꺼워져 있었으며 가로

응고 검사상 PT 12.2/89.7/1.06 (sec/%/International

주름 창자로부터 S 결장까지 광범위한 혈관종이 관찰되

normalized ratio), aPTT 36.5 sec로 정상범위였으며,

었으나 출혈은 없었다(Fig. 3). 장 혈관종의 범위가 넓어

또한 fibrinogen 167.2 mg/dL, FDP 8.4 μg/mL,

수술적 제거는 하지 못했다. 수술 후 호흡 곤란 증세가

D-dimer 0.11 mg/L로 모두 정상화되었다. 퇴원후 생

호전되고 장 가스 음영도 조금씩 호전을 보였다. 혈소판

후 180일(교정연령 6 개월) 시행한 SPECT에서는 이전

감소로 인한 피부 점상 출혈은 보이지 않았으나 혈소판

에 비해 혈액 저류가 훨씬 감소하였다(Fig. 4B). 퇴원 후

수혈과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에도 혈소판 감소증 및 파

생후 231일(교정연령 8개월)에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

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장 혈관종이

검사상 혈소판 수치는 170,000/mm3로 회복되었고 그

광범위하여 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혈관종에

외 이상 소견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성장과 발달 모두 정상

의한 혈소판 감소증을 확인하기 위해 비침습적 방법인

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향후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Technesium 99m-labeled RBC 370 MBq (10 mCi)

임상 경과와 혈소판 수치에 대해 감시하고 필요시
SPECT 추적 검사도 할 계획이며, 만약 혈소판 감소증
이 재발하면 스테로이드 재투여 또는 α-interferon,
vincristine, cyclophosphamide 등과의 병합요법에 대
해서도 고려해볼 계획이다.

Fig. 3. Exploratory laparotpmy showed a 10 cm
diffuse wall thickening (arrow) from the transverse colon to the sigmoid colon suggesting a
hemangioma.

Fig. 4. Hemangioma SPECT showed abnormal technesium-99m RBC pool (arrow) between spleen
and left kidney. (B) Follow up examination on
180th day showed markedly decreased blood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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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let

Fig. 5. Changes of platelet count before and after the steroid treatment
was shown.

고

부 장기 혈관종은 진단이 어려운데 특히 후복막강에 생

찰

긴 혈관종은 크기가 커서 진단이 놓쳐지면 사망률이 높
기 때문에11), Byard 등12)은 설명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
혈관종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양성 종양으

증과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이 있으면 내부 장기 혈관

로 소아기 양성 종양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1). 대부분 출

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증례는 임신

생 당시나 수개월 내에 생기는데 약 80%가 생후 2주 이

30주에 발견된 복수가 출생 후에도 지속되었고, 피부 점

내에 나타나며 소수에서는 그 이후 소아나 성인에서 볼

상 출혈은 없었지만 출생 시부터 보인 혈소판 감소증이

수도 있고 남녀 빈도 차이는 없다6). 본 증례는 재태 연령

수차례의 혈소판 수혈과 면역 글로불린 치료에도 반응하

32주 미숙아로 남아였으며, 출생 당시부터 혈소판 감소

지 않아 이의 원인을 찾고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한 결

증이 심했기 때문에 태아 때부터 장 혈관종이 있었을 것

과 장 혈관종이 발견되었다.

으로 생각되었다. 증상은 무증상으로부터 난치성 심부

혈관종은 위장관 어느 부위나 발생할 수 있는데 45%

전, 간비대, KMS, Klippel-Trenaunay-Weber 증후

가 소장에 발생하고13), 그 외 복강내에 발생한 국내 보고

군, Sturge-Weber 증후군, Osler-Weber-Rendu 증

도 있다14). 위장관내 혈관종의 주증상은 대부분 위장관

후군 및 von Hippel-Lindau 질환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출혈이고, 드물게 후복막 출혈, 장폐색 혹은 장 연동운동

수 있다1, 7). 이 중 KMS은 거대한 혈관종과 함께 혈소판

장애, 소화 불량,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날 수 있다13). 본

감소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이 동반된 경우를 말한

증례는 장 혈관종이 가로주름 창자로부터 S상 결장까지

8)
다5). Weissman과 Tegnon 은 혈관종 비대와 혈소판

미만성으로 있었는데, 태아 시기부터 장 혈관종에 의해

감소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했으며,

혈소판 감소증 및 범발성 혈액응고병증이 초래되어 복강

Scherz 등9)은 혈관종이 퇴행함에 따라 혈소판 수가 정

내 출혈로 복수가 찼으며, 이로 인해 출생 당일 혈액 검

상으로 회복하고 출혈 증상도 소실된다고 하였다.

사상 혈소판 감소와 빈혈 및 저알부민혈증이 초래되었을

KMS를 동반하는 혈관종은 사지 피부에 전형적인 모

것으로 사료되었다.

세혈관성(딸기양) 혈관종이 대개 단독으로 존재하지만

진단은 초음파와 도플러 초음파, 컴퓨터 단층 조영술

20%에서는 여러 개 있기도 하고, 내부 장기에 단독 또는

및 혈관 조영술 등에 의해 가능하며, 이들은 경과 추적

미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10, 11). 피부 증상이 없는 내

관찰에도 이용된다. 위장관 혈관종의 경우 위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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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에서 혈소판 감소증에 의해 발견된 장 혈관종 1례 ―

대장 조영술과 선택적 장관동맥 조영술 및 Tc 99m-

20)
막염이다 . 본 증례는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 혈

labeled 적혈구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

관종을 발견하였으나 너무 광범위하여 절제하지 못했고

며, 이러한 검사들은 침습적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감소

출혈 위험성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5)

시킨다 . 본 증례는 복부 초음파와 도플러 초음파 및 컴

Tc 99m-labeled RBC를 이용한 hemangioma SPECT

퓨터 단층 조영술에 의해 혈관종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

로 병변을 확인하였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 혈소판 수치

험적 개복술에 의해 육안적으로 혈관종을 의심할 수 있

가 회복되고 hemangioma SPECT 추적 검사로 장 혈관

었다. 그러나 환아는 혈소판 투여와 면역 글로불린 투여

종 호전상태를 확인하였던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감소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적 개복술의 부담이 있었고 육안적으로 관찰된 혈관

요

약

종이 가로주름 창자로부터 S상 결장까지 미만성으로 두
껍게 있어 출혈 위험 때문에 수술적 절제는 물론 조직검
Kasabach-Merritt 증후군은 거대한 혈관종에 의해

사도 실시하지 못한 대신 비침습적인 Tc 99m-labeled

혈소판이 소모되어 감소되는 드문 질환이다. 저자들은

RBC를 이용하여 병변을 확진하였다.
KMS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는 아직 확립된 바 없다.

재태주령 32주 미숙아에서 설명되지 않은 복수와 혈소

내과적 또는 수술적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전신적인

판 감소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

스테로이드 치료 외에 α-interferon, vincristine, cy-

여 장 혈관종을 발견하였으나 광범위하여 수술적 제거를

clophosphamide 등의 약물요법이 보고되고 있다. 스테

하지 못하고, SPECT로 확인 후 스테로이드 치료로 혈

로이드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투여 방법은 수

소판 감소증이 호전된 1례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다른

, 3일간 매일 30

원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과 파종성 혈

mg/kg을 정맥주사한 후 4-5주에 걸쳐 감량해가는 방법

관내 응고병증이 있으면 내부 장기의 혈관종을 의심해

16)

일간 2-5 mg/kg/day 사용하거나
17)

이 보고되고 있다

. 본 증례는 4주간 4 mg/kg/day 용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량으로 투여 후 수주에 걸쳐 천천히 감량하였다.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은 KMS 환아를 방사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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