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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cytopenia & Coagulopathy: Is Prophylaxis Needed ?

순천향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조  영  덕·조  영  관

I. 서    론

악성 종양과 련된 응고병증은 과다응고상태 질환과 출 성 질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는 과다응고상태에 있으며, 임상 양상은 증상 없이 응고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서부터 범

한 색 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1  양상은 악성 종양이 진단되기 이  수 주 혹은 수 년을 선행

하여 나타나기도 하며, 이동표재정맥염(migratory superficial phlebitis, Trousseau's syndrome), 특발성 심부정맥

증과 기타 정맥 증, 동맥 증, 비세균성 심내막염(nonbacterial thrombotic endocarditis, NBTE), 종

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미세 병증과 같은 질환의 일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2 임상  색 증은 암 환자의 11%에서 나타나며, 명백한 악성 종양을 가진 환자의 사망 원인  두 

번째 요인을 차지한다.3 과다응고 뿐만 아니라, 종양은 을 외부에서 압박하거나 을 침범함으로써 정

맥 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 항암치료에 의한 소 감소증 같은 출 성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II. 본    론

악성 종양과 련된 각각의 응고병증의 임상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Trousseau's syndrome

Trousseau's syndrome (migratory superficial thrombophelbitis, phlegmasia alba dolens)은 재발성, 이동성 양상과 

더불어 팔과 흉부와 같은 특정 부 의 표재정맥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정맥 증의 드문 형태이다. Trousseau's 
syndrome은 일반 으로 잠재암(occult tumor)을 가지고 있다. 부분 진단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으나 발견이 

되는 경우 선암이 부분이며, 췌장암, 폐암, 립선암, 암, 성 백 병, 장암과 연 이 있다. 췌장암이 

있는 환자의 10%에서 이 증후군이 발생한다. 선암에서 생성된 액은 백 구와 소 의 selectin과 반응함으

로써 소 이 풍부한 미세 을 생성하여 이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4 치료는 어려우며, 헤 린

이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coumadin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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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맥 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

색 증이 있는 부분의 암 환자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임상 으로 명백하거나 이미 암으로 진단이 

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VTE가 있는 환자의 일부는 사건 발생 수 개월이 지나서야 암으로 진단이 되

기도 한다. 심부정맥 증이나 폐색 증이 있는 3,220명의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환자 조군 연구 결과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VTE의 험이 6.7배, 원격 이가 있는 경우는 험률이 2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

졌다.6 액암에서 가장 험률이 28배로 가장 높았으며, 폐암, 소화기암, 뇌종양, 신장암, 유방암 순으로 

증가하 다.6 암 진단 이후 첫 3개월 이내에 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3개월 이후에는 감소하 고, factor V 
Leiden이나 prothrombin 20210A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험률이 각각 12배, 18배 증가하 다.6 이

듯 악성 종양 자체가 VTE의 주요 험인자가 될 수 있으며, 췌장암, 폐암, 소화기암, 뇌종양과 같이 VTE 
의 험이 다른 암에 비해 높은 경우 동반된 다양한 질환이 VTE의 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입원, 
부동자세, 수술과 련한 험인자 이외에도, 고령, 이성 질환, 심정맥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극

인 화학요법, 구나 소 의 수  한 험인자가 될 수 있다.7

1) VTE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권고사항

VTE는 암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암환자의 4-20%에서 발생한다. 한 질병의 진행 험을 

증가시키고, 치료에 한 반응 효과를 하시키며, 사망의 주요 험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8 방과 치료가 

환자의 생존율에 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7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guideline9
에서는 

이러한 암 환자에서 VTE 방  치료요법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Table 1).

(1) 수술 환자

수술 후 심부정맥 증(deep vein thrombosis, DVT)은 암 환자에서 일반환자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하

며, 환자의 40%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환자는 수술 후 DVT 발생의 고 험군으로 분류되어야 한

다. 악성 종양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에서는 용량의 UFH, LMW heparin 는 fondaparinux를 이

용한 방요법이 필요하며, 특별한 기사항이 없다면 어도 7-10일 부터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다. 입원기간 동안 LMW heparin (e.g. enoxaparin 40 mg/day 는 dalteparin 5,000 units daily), unfractionated hep-
arin (e.g. 5,000 units 3 times daily), fondaparinux (2.5 mg SQ daily)을 투여함으로 VTE를 방할 수 있으며, LMW 
heparin은 unfractionated heparin과 비교하여 폐색 증 는 출 의 발생률에 차이는 없었다.10 특히 고 험 

요소(e.g. 수술 후 잔류 악성 종양, 비만, 이 의 VTE 과거력)가 있는 악성 종양 환자가 복부나 골반의 수

술을 시행한 후에는 LMW heparin을 4주까지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 험군 환자에서는 기계  방법

을 추가해야 하며, 이는 항응고요법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입원한 내과적 환자

주로 침 에서 생활을 하는 성기의 내과환자이면서 활동성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는 VTE의 고 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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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imes for prophylaxis/treatment of VTE in patients with cancer9

Management Drug Regime

Prophylaxis

Hospitalized medical or        

surgical cancer patients
Unfractionated heparin 5,000 U every 8 hours

Dalteparin 5,000 U daily

Enoxaparin 40 mg daily

Fondaparinux 2.5 mg daily

Treatment of established VTE

Initial Dalteparin 100 U/kg every 12 hours

Enoxaparin 200 U/kg daily

Heparin
1 mg/kg every 12 hours

1.5 mg/kg daily

Fondaparinux
80 U/kg IV bolus, then 18U/kg/h IV (adjust level 

based on PPT)

Tinzaparin 175 U/kg daily

Long term Dalteparin 200 U/kg daily for 1 month, then 150U/kg daily

Warfain 5-10 mg po daily, adjust dose to INR 2-3

이다. 악성 종양이 있는 모든 입원환자는 활동성 출 이나 항응고제 사용의 다른 기사항(최근 수술을 받은 

경우, 기존의 출  경향, 소 수치 <50,000/μL, 응고병증)이 없다면 VTE 방을 한 항응고요법(e.g. unfra- 
ctionated heparin, LMW heparin, fondaparinux)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항응고제 사용에 기가 있는 환자

는 pneumatic venous compression device나 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과 같은 기계  방 용법을 권하고 있다.

(3) 중심정맥도관 삽관 환자

심정맥도 이 암 환자에서 VTE의 험인자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VTE 방요법의 일상 인 사용이 

심정맥도  증을 방한다는 근거는 없다.

(4) 보행 가능한 환자

2007 ASCO guideline과 2008 ACCP guideline에서는 보행이 가능한 암 환자에서는 일상 인 방요법을 

권하지 않는다.9,11 단, thalidomide, lenalidomide와 화학요법, dexamethasone을 투여 받고 있는 다발성골수종환

자에서는 증의 험이 증가하므로 LMW heparin이나, 조 된 용량의 warfarin (INR -1.5)을 사용한 방 요법

이 권장된다.

(5) 명백한 VTE가 있는 환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요법

VTE가 동반된 악성 종양환자에서는 기 5-10일간 LMW heparin을 사용하는 요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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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항응고요법으로 LMW heparin을 어도 6개월간 사용할 것이 권장되며, 만일 LMW hepa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타민 K 길항제를 INR 2-3의 범주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장기요법으로 합하다. Dalteparin so-
dium은 증상이 있는 VTE 환자에서 재발의 험을 경감시키기 한 치료로서 2007년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성 질환이 있거나 화학요법을 지속해야 하는 활동성 악성 종양환자에서는 항응고요법을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LMW heparin을 사용한 장기간 항응고요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VTE가 재발하거나 항응고제에 기가 있는 경우에만 하 정맥 필터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6) VTE가 동반되지 않은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응고요법

재는 VTE가 동반되지 않은 악성 종양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해 항응고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2) 항응고요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에서 항응고요법의 험요소(e.g. bleeding)와 이 (e.g. VTE의 발생률 감소, 생존율

의 향상)을 분석하기 해 분자헤 린(LMW heparin)과 조군을 비교한 무작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MW 
heparin nadroparin (3,800 anti-Xa IU once daily)의 효과와 안정성을 보기 해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이성 혹은 
국소 진행된 폐암, 소화기암, 난소암, 두경부암 환자 1,150명을 상으로 한 무작 조시험(PROTECHT study)의 

조기결과는 다음과 같다.12

① Nadroparin 치료군에서 조군에 비해 반 인 색 증이 의미있게 감소하 다. 
② LMW heparin 군과 조군에서 미세출 의 발생률은 유사하 다. 
③ 반 인 색 증의 비율은 폐암이나 췌장암 환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이러한 고 험군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개 무작 조시험을 메타분석한 결과 VTE가 없는 암환자에서 항응고요법을 하 을 경우 2년 사망률

을 LMW heparin 사용 시 8%, warfarin을 사용한 경우 3% 감소시켰으며, 반면 출 성 합병증의 험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13 2007년 5개의 무작 조시험을 분석한 Cochrane 리뷰에서는 unfractionated 는 LMW 
heparin의 사용이 임상 으로 의미있게 생존율의 향상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한 LMW heparin 
과 warfarin과의 비교 연구에서 장기간 LMW heparin의 사용은 악성 종양을 가진 환자에게 의미있게 출 의 

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재발성 VTE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있어 warfarin 보다 더 효과 이지만,15 생존율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6

3. 간정맥, 문맥 혈전증(Hepatic vein and portal vein thrombosis)

간정맥 증(Budd-Chiari 증후군)이나 문맥 증은 진성 구증가증과 같은 골수증식성 질환과 연

이 있다
17. 간정맥 증은 신장암이나 부신암, 간암과도 련이 있다. 시험  실험에서 원인 불명의 간정맥 

혹은 문맥정맥의 증이 있는 환자의 75%에서 잠재된 골수증식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8 간
정맥 증의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은 복통, 간비 , 그리고 복수이며, 문맥 증 환자에서는 비장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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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정맥류가 나타난다.

4. 비세균성 혈전심내막염(Nonbacterial thrombotic endocarditis; NBTE, marantic endocarditis)

비세균성 심내막염이라는 용어는 진행된 악성 종양 환자에서 소 의 미세응집에서부터 심장 막

의 거 한 증식에 이르기까지 범 한 범주의 병변에 용된다. NBTE가 있는 환자를 부검한 연구들에서, 
75%에 이르는 환자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부분이 선암과 련이 있었으며, 폐암이 있는 환자에서 발병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증식은 섬유소 가닥으로 얽힌 변성된 소 들으로 구성된다. 비세균성 심내

막염의 발병을 유발하는 개시요소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tumor necrosis factor나 interleukin-1과 같은  싸

이토카인에 의해 유발된 내피의 손상이 활성화된 응고 시스템의 존재 하에 소 의 침착을 유발시키는 것

으로 보인다. 주요 임상 증상은 막기능부 보다는 신 색 에 의해서 나타나며, 색 증이 발생하는 흔한 

부 는 비장, 신장, 상하지이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추신경계나 상동맥의 침범 시에 발생한다.20 비세

균성 심내막염의 가능성은 원인 미상의 뇌 증을 보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성발작증후군(acute stroke 
syndrome)이 발생한 모든 암 환자에서 고려해야 한다.20 진단은 경흉부심 음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보다 경식도심 음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가 증식을 발견하는데 있어 더 민감하여 선호된다. 치료

는 2008년 ACCP Guideline에서 NBTE가 있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항응고요법이 추천되고 있다.21

① NBTE와 신 는 폐색 증이 있는 환자는 최 용량의 unfractionated heparin 정맥주사 는 low mo-
lecular weight heparin 피하주사를 투여받아야 한다.

② 최 용량의 unfractionated heparin 정맥주사 는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피하주사는 종성 악성 

종양이 있거나 무균증식이 동반된 쇠약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사용해야 한다. 항응고요법은 무기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항응고요법을 단한 환자에서 색 증 재발하기 때문이다.22

5. 동맥혈전증(Arterial thrombosis)

동맥 증은 악성 종양 환자에서 정맥 증보다 드문 질환으로, 개는 비세균성 심내막염에 의해

서 발생하며, 성 허 성 발작의 몇몇 경우는 심부정맥 증과 우좌지름길(right-to-left shunt)에 의해 발생

하게 되는 기이뇌색 증(paradoxical brain embolism) 때문에 발생한다.23 추신경계와 사지의 소동맥 증

은 특히 본태성 소  증가증과 진성 구 증가증과 같은 골수 증식성 질환과 연 되어 있다.24

6. 파종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종 내응고는 응고체계의 반 인 활성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악성 종양과 련된 가장 흔한 응고병

증이다. 악성 종양은 DIC의 원인  감염, 외상 다음으로 세 번째로 흔한 요인에 해당하며, 약 7%를 차지한다. 

1) 급성 파종혈관내응고(Acute DIC)

성 종 내응고는 부분의 악성 종양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개 성 골수구백 병과 선암에

서 발생한다. 2개의 procoagulant는 성 골수구백 병에서 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인자는 factor VII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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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를 형성하여 factor X과 IX를 활성화시키며, cancer procoagulant는 factor VII과 독립 으로 factor X을 활

성화시킨다.25 증상이 있는 DIC는 소모성 과정에 의해 응고인자의 소비로 인한 출 을 특징으로 하며, 향

을 받은 환자는 막 는 피부 표면에서 발생하는 미세출 에서 내장장기를 침범하는 생명을 하는 출

까지 나타날 수 있다. 검사 결과에서 prothrombin,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thrombin time의 연장, 
소 감소증,  섬유소원과 factor V, VIII 감소 등이 보이며, 가장 유용한 확진 검사는 fibrin degradation 

products (FDPs)의 증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2) 만성 파종혈관내응고(Chronic DIC)

DIC 의 만성형태는 고형암이 있는 악성 종양 환자에서 흔하다. 부분의 환자에서 검사 결과는 이차  

섬유소용해를 동반한 응고과정의 낮은 정도의 활성화를 보이지만 무증상이다. 소수의 환자에서 소 , 섬유

소원, 응고인자의 명백한 소모를 나타내며, 이런 환자는 때로는 과다응고 상태로 심부정맥 증, Trousseau's 
syndrome, NBTE가 나타날 수 있다. Sallah 등은 고형암이 있는 가진 1,117명 환자를 상으로 60세 이상의 연

령, 남자, 유방암, 종양괴사, 진행된 병기가 DIC의 험인자임을 밝  내었다.26

7. 혈전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

미세 병증은 미세 병용 빈 , 소 감소증, 미세  손상 부 , 다양한 특정 기 의 침

범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다. 미세 병증은 화학요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련이 있는 

요법은 mitomycin C, cisplatin, gemcitabine, 조 모세포이식 이 의 방사선사용이나 고용량의 항암치료이다. 
미세 병증은 약물과 련된 내피손상과 일차  소  활성화에 의한 직 인 소  소모에 의해 

거 한 von Willebrand factor multimer의 축 이 일어나게 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TMA는 섬유소가 아닌 소

의 증가된 환에 의한 소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며, 개 응고인자는 정상이며, PT와 aPTT의 연장도 

거의 찰되지 않는다.27 이 증후군은 소 증 자색반병보다는 용 요독증후군과 공통 이 있으며 

개 약물 노출 후 수 주에서 수 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향을 받은 환자는 개 느리게 진행하는 신부 ,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된 고 압, 상 으로 독성이 은 요침사가 나타난다.

8.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혈소판 감소증(Chemotherapy induced thrombocytopenia)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소  감소증은 myelosuppressive, ablative therapy의 흔한 액학  독성이다. 증

의 항암치료에 의한 소  감소증은 생명을 하는 자발 인 출 의 험성 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 

약물의 감량이나 약물투여 주기의 연장이 필요하기도 하다.28 동종간의 소  수 이 심각하거나 증상이 있

는 항암치료에 의한 소  감소증에서 주된 치료이지만, 언제 수 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1) 혈소판의 생성기전 및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혈소판감소증의 기전

소 은 거 핵세포(megakaryocyte)에 의해 액으로 방출되는 작은 무핵의 세포 입자이다. 모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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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포처럼 거 핵세포의 발달은 특정 싸이토카인과 성장인자에 의한 유기  계에 의한 신호 달의 

복잡하게 얽힌 연쇄증폭반응에 의해 발생한다,29 소  형성의 일차  조 자인 thrombopoietin (TPO)은 IL-3, 
IL-6, IL-11을 포함하는 다른 싸이토카인과 결합하는 작용에 의해 조 모세포로부터 거 핵세포의 분화를 

진시킨다. 골수 내에서는, stromal-derived factor 1alpha와 fibroblast growth factor 4가 endosteal stem cell compart- 
ment로부터 구역으로 거 핵세포의 이동을 진시킨다.30 일단 성숙한 폴립모양 세포인 거 핵세포는 다

양한 소 크기의 염주를 가진 소 으로 발 하게 되는데, 소 은 말 순환계로 방출되게 된다. 악
성 종양에 한 화학요법은 기세포와 구세포  골수기질의 고갈  조 조직 바탕이 회복되고 재구성 

될 때까지 액생성의 기능 하를 유발한다.

2) 혈소판형성 성장인자(Thrombopoietic growth factor)

(1) Recombinant Human Thrombopoietin Agents

첫 번째로 개발된 약제는 human TPO의 재조합형태로, pegylated recombinant human (rHu) megakaryocyte growth 
& development factor (PEG-rHuMGDF)와 rHu TPO이다. 하지만 이 약제들은 내인성 TPO와 교차반응하여 화

항체를 생성하여 의미있는 소  감소증을 유발하여 연구가 단되었다.31,32

(2) Thrombopoietin Receptor Agonist

2세  약제는 native TPO와 연쇄상동성이 없는 thrombopoietin receptor (c-Mpl) peptide agonist로 AMG531과 

Eltrombopag이다. AMG531과 Eltrombopag은 human TPO 수용체에 결합하여 JAK2와 STAT5 신호 달경로의 

인산화를 유도하여 거 핵세포의 분화와 증식, 소 의 생성을 진시킨다. 두 약제는 만성 특발 소 감소

자색반병을 가진 성인에게서 1상에서 3상 실험 에 있다. 1상과 2상의 결과는 최근에 발표되었고, AMG531
을 6주 동안 피하주사를 투여 시 소 수는 2배로 증가하 고,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33 Eltrombopag은 경구 

투여가 가능한 작은 분자로 무작  이 맹검 약- 조시험에서 소  수의 50 × 109/L의 증가는 매일 50 mg, 
75 mg 투여한 환자 군에서 각각 70%, 81%이었고, 한 부작용은 없었다.34 향후 이 약제들이 항암치료에 의

한 소  감소증에 사용되기까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악성 종양과 련된 응고병증은 과다응고상태 질환과 출 성 질환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한 기 , 치료  방을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임상의는 악성 종양 환자 치료 시 응고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다양한 임상 상태에 따라 한 방  치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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