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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 홍반으로 발현한 신생아 루푸스와 역진단된 산모 루푸스 1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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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and Retrospectively Diagnosed with Asymtomatic Maternal Lupus Erythematosus
Ji Yeon Han, M.D., Jung Min Yoon, M.D, June Bum Kim, M.D., Jae Woo Lim, M.D., Young Hyuk Lee, M.D. and Kyong Og Ko,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NLE) is a rare disease characterized by typical clinical features and the transplacental passage
of maternal autoantibodies, particularly anti-SSA/Ro. The major clinical manifestations are cutaneous lupus lesions, congenital
heart block, hematological disorders, and hepatobiliary diseases. We report a case of NLE presenting with multiple round and oval
target-like erythematous skin lesions and abnormal liver function, born to a clinically asymptomatic mother whose diagnosis was
made retrospectively only after her newborn’s diagnosis. Both the infant and the mother were positive for the anti-SSA/Ro and
anti-SSB/La antibodies.
Key Words: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Erythema multifome, Asymptomatic, Maternal lupus

대한 검사로 산모 루푸스를 역으로 진단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서론

보고하는 바이다.
신생아 홍반성 루푸스는 결체 조직 질환이 있는 모체의 자가
면역 항체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넘어가 발생하는 비교

증례

적 드문 질환으로, 1954년 McCuistion과 Schoch1)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 혈관과 결체조직의 광범위한 염증반응을 특징으로

환 아: 드O울 아기, 생후 12일, 여아

하며, 피부 병변 외에도 선천 심장 전도 이상, 혈액, 간 기능 및 신

주소: 생후 12일 경부터 시작된 얼굴과 전신의 각질과 가피가

2-4)

경학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발병은 다수의 자가 면역
항체와 연관이 있고, 특히 항 SSA/Ro항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5,6)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있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홍반성 표적 병변 및 구강 점막 궤양
출생력 및 가족력: 재태연령 39주 1일에 태아곤란으로 제왕절
개술로 출생하였고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는 1분에 3점, 5분에

저자들은 태변 흡인과 신생아 가사 상태로 출생한 자궁 내 성

6점이었으며 출생 체중은 1,680 g 으로 10 백분위수 미만이었

장 지연 환아에서 출생 후 수 일 경부터 지속된 다형 홍반에 대

다. 산모는 외국인(베트남)으로 29세의 초산이었으며 현재까지

한 점검을 통하여 신생아 루푸스로 진단하고, 무증상의 산모에

특이 질환에 대한 병력이 없었고 유산력도 없었으며 신체와 정

Received: 29 July 2011, Revised: 1 September 2011, Accepted: 17 November 2011
Correspondence to: Kyong Og Ko, M.D.
Department of Pediatrics, Konyang University Hospital, 685 Gasuwon-dong, Seo-gu, Daejeon 302-718, Korea
Tel: +82-42-600-9230, Fax: +82-42-600-9090, E-mail: kokojh@hitel.net
Copyright © 2011 by the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of Neonatolog. All rights reserved.

391

392

JY Han, et al. •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and Retrospectively Diagnosed Asymptomatic Maternal Lupus

신 모두 건강하였다. 이외의 가족력에도 이상이 없었다.

변검사,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다발성 홍

현병력: 출생 당시 전신에 짙게 태변이 착색되었고 호흡이 곤

반이 시작된 생후 12일에 추적 시행한 검사에서 aspartate

란하여 자궁 내 성장 지연, 신생아 가사 및 태변 흡인 증후군으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sferase (ALT)가

로 신생아 중환아실에 입원하였고 인공 환기 요법과 집중 치료

각각 185 IU/L와 147 IU/L 로 상승되어 있었다. 이후에 다형 홍

를 받았다.

반이 지속되어 시행한 면역혈청 검사 결과 항핵항체(anti

신체 검진: 환아는 출생 당시 신장, 체중, 두위 모두 10 백분위

nuclear antibody, ANA) 강양성(>1:320), 항 SSA/Ro 항체 양성

수 미만으로 대칭성 자궁 내 성장 지연아로 전신에 청색증이 있

(46.1 U/mL), 항 SSB/La 항체는 강양성(>200 U/mL)이었으며,

었고 자발호흡이 불규칙하고 느렸으며 서맥(심박동수 분당 100

이중나선 DNA(dsDNA) 항체는 음성이었다. 심전도, 심초음파

회 미만)이 동반되어 심폐소생술 및 인공 환기요법을 시행하였

및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고, TORCH, VDRL,

다. 출생 당시의 다른 신체 검진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클라미디아 및 마이코플라즈마 PCR 검사 및 세균 배양 검사는

임상 경과: 생후 4일 째 호흡이 호전되어 기도 삽관을 제거하
였다. 생후 12일 경부터 이마 및 상체 부위에 다수의 홍반성 구

모두 음성이었다. 미숙아 망막검사 및 청력 검사도 모두 정상이
었다.

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60/35

치료 및 경과: 피부 병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혈구감소

mmHg, 심박동수 130회/분, 호흡수 38회/분, 체온은 36.7℃ 로

증 및 경한 간기능 이상이 동반되어 신생아 루푸스 진단 하에 스

안정적이었다. 흉부 청진은 정상이었고, 심장박동은 규칙적이었

테로이드 연고 도포 및 prednisolone를 하루 총 0.3 mg/kg 용

으며 심잡음은 청진되지 않았다. 복부 검진에서 간비 종대는 없

량으로 경구투여 하였다. 또한 산모를 검진하고 검사를 시행하

었고, 신경학적 점검도 정상이었다. 피부에서 얼굴, 특히 이마부

였는데, 산모는 무증상으로 루푸스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나

위와 몸통 및 사지를 포함한 전신에 각질과 가피가 동반된 수-

비 모양의 얼굴 발진이나 원형 반점, 광과민성 및 관절염 등의 증

수십 밀리미터 크기의 다수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홍반성 표적

상은 없었으나, 항핵항체(>1:320), 항 SSA/Ro 항체(>200 U/mL),

반점 및 구진이 관찰되었으며, 입술 및 구강 점막 안쪽으로 궤양

항 SSB/La 항체(>200 U/mL) 모두 강양성 소견을 보여 루푸스

이 관찰되었는데 피부의 발진은 황달 때문에 광선 요법을 시행

로 진단되었다. 이후 환아의 피부 병변 및 구강 내 궤양은 호전되

하면서 더욱 짙은 색을 띄었다(Fig. 1, 2). 경과 중에 환아는 깨어

었고, 간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 및 빈혈도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있는 동안에 심하게 보챌 때가 많았는데 눈을 가려주면 안정화

수유 진행 및 체중 증가도 양호하여 치료 7일 째 스테로이드 연

되는 양상을 보여 수명현상(Photophobia)을 의심하게 하였다.

고 도포는 중단하였고, 경구 prednisolone은 감량하면서 생후

검사 소견: 출생 당시 일반 혈액 검사 상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

41일 째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총 3차례 추적 관찰하였으

었으나, 혈소판은 21,000/uL로 감소되어 있었고, 빈혈(혈색소

며, 생후 3개월 경 항 SSA/Ro 및 항 SSB/La 항체는 여전히 양성

9.7 g/dL, 적혈구 용적률 28.7%)이 동반되었다. 일반화학검사, 소

이었으나, 일반혈액 검사와 간기능 검사는 정상으로 회복되어

Fig. 1. Multiple round, oval target-like erythematous lesions with a
central crust on the face, trunk, and extremities.

Fig. 2. Variable sized ulcerations on the lips and oral muc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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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prednisolone은 중단하였고, 생후 6개월 경에는 피부 및

분은 출생 후 태양광 노출이 시작되는 첫 수주에 발생하게 된다.

구강 병변이 반흔 없이 호전되었고 완전한 따라잡기 성장을 이

피부 병변은 모체로부터 이동한 항체가 감소되면서 수주에서

루지는 못했으나 발달은 정상이었다.

수개월 사이에 자연적으로 소실되지만, 약 25%에서는 색소 침
착이나 반흔이 남을 수도 있다6). 초기에는 분만 손상, 진균 감염

고찰

이나 습진 등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증상이 없는 초산
산모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는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루푸스는 결체 조직 질환이 있는 모체에서 생긴 ribo

환아의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다. 본 증례의 환아도 출

nucleoprotein (RoRNP)에 대한 자가 면역 항체인 항 SSA/Ro

생 후 수일 간은 피부 병변이 없었으나 생후 12일 경부터 홍반성

항체와 항 SSB/La 항체가 임신 중 재태연령 12주에서 16주 사이

구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황달 때문에 시행한 광선 요법과 함

에 태아에게 넘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항 SSA/Ro

께 더욱 악화되는 양상의 다형 홍반으로 광과민성을 나타냈다.

항체는 세포핵이나 세포질의 RNA 단백결합물인 Ro 항원에 반

처음에는 신생아 루푸스를 의심하지 못하고 선천 감염 등의 다

응하는 자가 항체로서, 전신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른 원인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항핵항체 양성 결과를 확인한

erythematosus), 쇼그렌 증후군(Sjögren’s syndrome) 등의 자

이후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호전되었고 생후 6개월 경에

가 면역 질환과 연관이 밀접하고 루푸스 환아의 무증상 모체에

반흔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서도 발견될 수 있다7). 이 항체는 루푸스 환아에서 생후 6개월이

신생아 루푸스 환아에서 주로 관찰되는 혈액학적 이상은 혈

지나면 사라지게 되며, 신생아 루푸스의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소판 감소로 약 10-20%에서 발생하며, 대개 일과성으로 항

혈청학적 표지자로 인식되고 있다. 항 SSA/Ro 항체는 60 KDa와

SSA/Ro 항체의 소실과 함께 호전되지만16,17), 드물게는 심한 출

52 KDa 두 가지 분자량을 갖는데, 이 중 60 KDa 의 항체가 세포

혈이 동반되어 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필요로 하기

손상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선천성 방

도 한다. Harris 등18)의 보고에 의하면, 항 cardiolipin 항체가 혈

실 차단을 보이는 신생아 루푸스 환아의 모체에서 높게 측정되

소판막의 인지질과 상호작용하여 혈소판을 파괴하며, 루푸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항 SSB/La 항체는 신생아 루푸스

항응고인자도 혈소판막의 인지질에 부착하여 혈소판 감소를 일

환아의 모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항 SSA/Ro 항

으키게 된다. 또한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체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아와 산모도 혈청학적

혈액학적 이상을 보이는 신생아에서 감별진단으로 신생아 루푸

검사 결과 항 SSA/Ro 항체와 항 SSB/La 항체가가 모두 양성이

스를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신생아 루푸스 환아에서 혈액

었다.

학적 이상은 대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대부분 생후 1

성인이나 소아 루푸스에 비해 신생아 루푸스는 비교적 드물

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된다. 본 증례의 환아도 출

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체 조직 질환을 가진 산모에서 임신에 따

생 당시부터 심한 혈소판 감소증 및 빈혈이 있었지만 스테로이

른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0,11). 루푸스 항

드 치료를 시작한 약 3개월 후 일반혈액검사가 정상으로 회복되

응고인자(lupus anticoagulant)도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습관성

었다.

유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연구12-14)에 따

간담도계의 이상은 신생아 루푸스 환아의 약 10%에서 관찰

르면 결체 조직 질환을 가진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약 53%

된다. 주로 영아기에 일시적인 간효소 수치 또는 직접 빌리루빈

는 미숙아로 출생하였으며, 일반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루푸스

의 상승으로 나타나며 만성적인 간기능 이상은 매우 드물다15).

산모의 신생아에서 자궁 내 발육 지연의 발생률이 의미 있게 높

Burch 등19)은 신생아 간염과 담도 폐색증 등의 간질환이 있는

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환아의 모체를 대상으로 혈청 자가 항체를 측정하였으며, 항

임상적으로 신생아 루푸스 환아의 약 50%에서 피부병변이

SSA/Ro 항체와 항 SSB/La 항체는 모두 음성이었지만 항핵항체

발생하며, 항 SSA/Ro 항체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가 대조군 산모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소아 간질환은 산모

있다15). 전형적인 피부 병변은 성인의 루푸스와 같은 원형 또는

의 자가 항체가와 관련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환아

타원형의 낙설을 동반한 홍반 형태로 나타나며, 태양 광선에 노

도 출생 후 27일 경까지 지속적인 간효소 수치 상승을 보였으나

출된 부위에 더 호발하기 때문에 주로 안면과 두피에서 흔하게

생후 3개월 경 추적검사에서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이

관찰된다. 드물게 출생 당시부터 이미 존재할 수도 있으나 대부

외 다른 간효소치나 복부 초음파 상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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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루푸스 환아에서 선천성 방실 차단은 약 50%에서 관
20)

찰되며, 15-30%는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 발생 기전은 태
아 심조직에 대한 면역학적 파괴에 의하며, 루푸스를 가진 산모
에서 예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경우 태아의 선천성 방실
차단에 의한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2) Laxer RM, Roberts EA, Gross KR, Britton JR, Cutz E, Dimmick J,
et al. Liver disease in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J Pediatr 1990;
116:238-42.
3) Rosh JR, Silverman ED, Groisman G, Dolgin S, LeLeiko NS. Intra
hepatic cholestasis in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3;17:310-2.

다20). 본 증례의 환아는 출생 당시 자발호흡이 떨어지면서 일시

4) Lee LA, Reichlin M, Ruyle SZ, Weston WL. Neonatal lupus liver
disease. Lupus 1993;2:333-8.

적인 서맥을 보였으나 이후 바로 회복되었고, 선천성 방실 차단

5) Buyon JP. Neonatal lupus. Curr Opin Rheumatol 1996;8:485-90.

이나 다른 심전도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6) Boh EE.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Clin Dermatol 2004;
22:125-8.

신생아 루푸스 환아의 산모는 약 50%가 무증상이며, 나머지
절반의 경우에서만 결체 조직 질환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임신 또
는 출산 후에야 루푸스의 증상이 뚜렷해져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생아 루푸스 환아의 출생 이후에는 환아와 산모를
추적 관찰하여야 한다. 본 증례의 환아의 산모의 경우도 무증상
으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과거 병력이나 기왕력이 명확하지 않
았으나, 환아가 먼저 진단되어 산모를 검사한 결과 산모 역시 루
푸스로 진단되었다. 신생아 루푸스의 장기적인 예후는 아직 명
확히 보고되지 않았지만, 모체로부터 넘어 온 자가 면역 항체의
재활성에 의해 청소년기에 다른 형태의 결체 조직 질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재발의 가능성을 환아의 부모에게 반드시 주지
시켜야 하며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권고된다.
다형 홍반은 신생아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피부 병
변으로 여러 원인에 기인한다. 본 증례와 같이 광과민성을 보이
는 다형 홍반이 있는 경우에는 산모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체 조직 질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약
저자들은 다형 홍반과 구강 궤양으로 발현하였고 빈혈, 혈소
판 감소증, 간기능 이상 등을 동반한 신생아 루푸스 환아의 확진

7) Reichlin M.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ntibodies to ribo
nuclear proteins. Rheum Dis Clin North Am 1994;20:29-43.
8) Reed BR, Lee LA, Harmon C, Wolfe R, Wiggins J, Peebles C, et al.
Autoantibodies to SS-A/Ro in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block. J
Pediatr 1983;103:889-91.
9) Lee LA, Frank MB, McCubbin VR, Reichlin M. Autoantibodies of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J Invest Dermatol 1994;102:963-6.
10) Tincani A, Balestrieri G, Faden D, DiMario C.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in pregnancy. Lancet 1991;338:756-7.
11) Gimovsky ML, Montoro M, Paul RH. Pregnancy outcome in
women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Obstet Gynecol 1984;
63:686-92.
12) Kleinman D, Katz VL, Kuller JA. Perinatal outcomes in women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J Perinatol 1998;18:178-82.
13) Shin JH, Lee EY, Lee CK, Cho YS, Kim A, Yoo B, et al. Fetal out
come and clinical feature during pregnancy in systemic lupus ery
thematosus. Korean J Med 2003;65:511-9.
14) Kang HS, Song SE, Ma JS, Choi YY, Song TB. The clinical charac
teristics and outcome of neonates born to systemic lupus erythema
tosus mothers. J Korean Soc Neonatol 2006;13:139-48.
15) Lee LA. Neonatal lupus: clinical features and management. Paediatr
Drugs 2004;6:71-8.
16) Park SH, Kim HJ, Yoo KH, Hong YS, Lee JW, Kim SK. A case of
neonatal lupus erythematosus with pancytopenia and bradycardia. J
Korean Soc Neonatol 2001;8:150-5.
17) Tseng CE, Buyon JP. Neonatal lupus syndromes. Rheum Dis Clin
North Am 1997;23:31-54.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8) Harris EN, Gharavi AE, Hegde U, Derue G, Morgan SH, Englert H,
et al. Anticardiolipin antibodies in auto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Br J Haematol 1985;5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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