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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s describes the infant who has generalized edema due to accumulation of
excess fluid. In severe case, massive edema with ascites and pleural and pericardial effusions are commonly combined. The main etiology of hydrops fetalis has been changed
from immune type which is caused by fetomaternal blood group incompatibility to nonimmune type. Although cardiovascular diseases are the most common (23% to 38%)
causes for nonimmune hydrops fetalis, fetal tumors still compromise 5% to 7% of the
diseases. We report a case of nonimmune hydrops fetalis due to intraperitoneal hemangioma. The newborn infant was managed surgically and had excellent outcome. (J
Korean Soc Neonatol 2005;12:206-211)
Key Words : Non-immune hydrops fetalis, Intraperitoneal hemangioma

과 연관이 없고 간비종대나 비정상 적혈구 조혈이 없

서

이 전신부종을 초래하는 비면역성 태아수종 17례가

론

처음 발표되었다. 이후 과거에 주종을 이루었던 Rh
동종 면역에 의한 태아수종이 산전 진단 및 처치로

태아 수종은 피하조직 및 체강내 액체축적으로 인

예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 태아수종 중 약 20% 정

한 전신 부종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면역성과 비면역

도를 차지했던 비면역성 원인이 점차 그 빈도가 증가

1)

성으로 대별된다 . 이 중 비면역성 태아 수종은 Rh

3)

하여 90%까지 차지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4)

부적합증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태아 수종을 지칭

위장관에 발생한 혈관종은 1860년 Gascoyen 이

하는 것으로 신체 특정 부위, 특히 장간막내에 삼출액

처음 ‘Naevi of the Viscera’라고 기술한 이후 간헐적

이 병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조직 부종 등이 동반되는

으로 몇 례씩 보고되고 있으나 증례가 매우 드물어서

것을 말하며 초음파 검사상 태아 피부 부종, 복막강과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몇 백 예에 불과하며 주증상

흉막강 내의 삼출액, 양수과다증 및 태반부종 등이 특

은 위장관 출혈이고, 드물게 후복막 출혈, 장폐색 증

2)

징적으로 나타난다. 1943년 Potter 에 의해 적아구증
책임저자 : 김성미,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부산 메리놀병원 소아과
Tel : 051)461-2298, Fax : 051) 464-9115
E-mail : ksm7090@hanmail.net

상, 혹은 장 연동운동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저자들은 복막내 혈관종에 동반된 비면역성 태아수
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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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소판수 302,000/mm , AST 69 IU/L, ALT 5

증

IU/L, BUN 2.3 mg/dL, Creatinine 0.8 mg/dL, 단백

례

질 3.9 g/dL, albumin 2.7 g/dL, 빌리루빈 1.7 mg/
dL이었다. 동맥혈 검사상 pH 6.881, PCO2 94.6

환 아 : 정○○ 아기, 생후 1일, 남아

mmHg, PO2 63.3 mmHg, HCO3 17.5 mM/L, 산소

주

포화도 82.6% 로 심한 호흡성 산증 소견을 보이고 있

소 : 전신의 청색증, 무호흡, 심장 박동의 정지,

었다. 직접형 및 간접형 Coomb's test는 모두 음성이

복부 팽만 및 전신 부종
임신력 : 환아는 둘째였고, 환아의 어머니는 33세로

었고 IgM은 22.1 mg/dL, TORCH (Toxoplasmosis,

과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임신 26주에 몸무게가

Rubella, Cytomegalovirus, Herpes) IgG, IgM 및

11 kg 증가되고, 임신 29주에 전신 쇠약 증세가 있으

Parvovirus B19 IgG, IgM도 모두 음성이었으며 염색

면서 단백뇨와 고혈압을 보였으며 이 때 시행한 태아

체 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상 특이 소견은 보

초음파 검사상 복강내 삼출액, 복부 둘레 증가, 전신

이지 않았다. 안과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할

부종, 양수과다 및 태반부종이 발견되어 치료적 유산

수 없었다. 태반의 무게는 967 g으로 태반 대 태아의

을 권유 받았으나 거절하고 이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

무게 비는 0.37이었으며(정상 0.15-0.25) 태반 생검상

을 받지 않았다. 산모는 임신 32주에 전신에 부종 및

융모 주변으로 섬유소 침착이 있으면서 국소적 경색

체중 증가가 지속되어 본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을 동반하였고 급성 융모양막염 1단계의 소견 을 나

당시 혈압은 140/90 mmHg, 체중은 98 kg으로 임신

타내고 있었다. 산모 헤모글로빈의 전기 영동 검사 결

전 체중에 비해 20 kg이 증가된 상태였다. 이 때 시

과는 정상 범주였고 직접형 및 간접형 Coomb's test

행한 태아 초음파 검사상 태아 수종 소견을 보이고

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TORCH IgG와 IgM 검사 결

산모는 전자간증 증상을 보여 혈압을 조절한 후 제왕

과도 음성이었다.

3)

방사선 소견 : 정면 및 측면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

절개 분만을 시행하였다.
출생력 : 환아는 재태기간 32주 1일에 출생체중

상측 폐야는 과립상 음영을 보이고 좌측 폐야는 전반

2,550 g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출생하였고 아프

적으로 음영이 증가되어 심장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였

가 점수는 1분에 0점, 5분에 1점으로 첫 호흡 없이

으며 공기 기관지 음영이 보였다. 양쪽 늑골횡격막각

전신에 청색증이 지속되고 심음도 들리지 않아 기관

이 명확하게 보여 흉수의 증거는 없었다(Fig. 1). 단순

내 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복부 방사선 검사상 복부가 심하게 늘어나 있으면서

이학적 소견 : 전신의 심한 부종 때문에 체중은 재

전체적으로 음영이 증가되어 있었고 복부 초음파상 많

태연령 32주에 해당하는 평균 체중보다 42% 증가된
2,550 g으로 95 백분위수 이상이었고 신장은 42.5 cm
으로 50 백분위수 내외였으며, 두위도 30.5 cm으로
50 백분위수 내외였다. 환아는 창백하였고 전신에 심
한 부종과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으며 청진상 심장 박
동과 호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는 심하게 팽만되
어 있었고 복위는 37 cm로 95 백분위수 이상이었으
며 경한 간비종대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복벽에서 점
상 출혈, 자색반이 관찰되었고 액체파동과 이동성 탁
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검사 소견 : 환아의 혈액형은 산모와 동일한 Rh＋
O형이었다. 입원 당시 말초 혈액 소견은 백혈구수
3

29,100/mm (중성 다핵구 7%, 림프구 78%, 단핵구
1%), 헤모글로빈 11.0 g/dL, 적혈구 용적치 33.6%,

Fig. 1. Chest X-ray shows total white-out of the
left lung field, ground-glass apearance of right upper lung and air-bronchogram on both perihila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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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복수가 복강내에 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치료 및 경과 : 출생시 호흡 및 심박동이 없어 기관

다(Fig. 2). 심장초음파상에서 심장 근육의 수축력은

내 삽관 후 심폐 소생술, 인공호흡 및 산소요법을 시

정상범위였고 심낭삼출의 증거는 없었다. 두부 초음파

행하였다. 흉부 방사선 검사 및 임상양상으로 유리질

상 뇌실 주변의 음영이 증가된 소견을 보여 허혈성 손

막병을 진단하여 폐표면활성제를 3차례 투여하였다.

상을 의심할 수 있었다. 신장 초음파상 양쪽 콩팥의

복부는 심하게 팽만되어 있었고 단순 복부 방사선 검

크기와 모양은 대칭적이였으며 피질과 수질의 음영도

사 및 초음파 검사상 복수가 의심되어 복강천자를 시

정상 범주에 속했다. 수부 및 족부 방사선 사진상에서

행하였다. 복강천자상 혈성 복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장골의 골간단에 방사선 투과성을 띤 띠모양의 병변이

복수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Table 1), 복강천자

보여 골이양증 의심하에 추적 관찰하였으나 미숙아에

후에도 복부팽만이 지속되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

서 보일 수 있는 정상 변이로 판명되었다.

였다. 복강내에는 150 cc 정도의 혈성복수가 차있어서
수술적 배액을 시행하였다. 위장관의 폐쇄나 천공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오른쪽 하부 복막내에 직경
0.5 cm 정도의 괴사성 종괴가 3개 발견되어 수술적으
로 제거하고 복강내 세척을 시행하였다. 복막이외의
다른 복부장기에서는 비정상적인 종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복막 내 종괴에 대해 방사선학적 및 병리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Fig. 3, 4), 종괴 내부는

Fig. 2. Plain abdomen shows a marked abdominal
distension with increased haziness and small bowel
loops are located primarily in mid abdomen. Amorphous calcifications are seen in right lower quadrant.

Fig. 3. Postexcisional radiographic finding of the
masses from peritoneum is shown. They are 1.8 cm
×0.5 cm sized mutifocal calcified masses with
irregular margin.

Table 1. Finding of Ascitic Fluid (Hemoperitoneum)
Gross appearance
Amount
Cell
RBC
WBC
PMN
Lymph
pH
LDH
Albumin
Glucose
Chloride
Gram stain
Culture

grossly bloody
22 mL
34,800/µL
4,848/µL
1%
99%
7.5
171I U/L
2.3 g/mL
101 mg/dL
112 mM/L
None seen bacteria
No growth

Fig. 4. Pathologic finding of the mass shows variable sized multiple ectatic blood vessels in densely
fibrotic stroma and multifocal extensive hemorrhage
is also seen (H&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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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석회화가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응고괴사를

에 의한 전신부종으로 1943년 Pottter 에 의해 처음

보였고, 응고괴사를 보이는 조직 내에 혈관의 형태를

으로 기술되었다. Rh나 다른 혈액 부적합에 의한 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괴사된 조직도 일부 관찰되었다.

아 적아구증과 구별하여 간-비종대나 비정상 적혈구

조직의 변연부, 지극히 일부에서 괴사되지 않은 부위

조혈이 Rh 양성인 산모에서 나타나고 초산부에서도

가 있었는데 대부분 크고 충혈된 혈관들이 모여 종괴

흔한 특징을 가지는 질환으로 기술되었다. 이 질환의

를 형성하고 있었다. 간질 조직도 두꺼운 섬유 조직으

병인론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Diamond 등 이 빈혈,

로 구성되어 있었고 많은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난 소

저단백증 및 심부전 등을 부종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견이 보여 혈관종임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태아 수종

제시하였고 이후 Barnes 등은 혈관내 수압의 증가,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

혈장 팽창압 감소, 모세혈관벽의 투과성 증가 및 임파

였으나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환아의

액 유출로의 폐색이 전신부종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임신 주수에 합당한 이상적 체중을 기준으로 수액을

고 주장하였다 . Brace 는 수종 발생의 4번째 인자로

공급하고 수혈 및 알부민을 보충하였으며 승압제로

림프 유량의 감소를 언급하였다. 그 외 재발성인 경우

혈압을 조절하였다. 부종은 점차적인 호전을 보여 생

상염색체 열성유전의 가능성이나

후 4일째 체중은 출생체중보다 27% 감소한 1,860 g

6)

7)

8)

9)

10)

이 거론되기도 하나

HLA형의 관련 등

명확하지는 않다.

으로 측정되고 활력징후도 안정화되었다. 집중적인 광

비면역성 태아수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질

선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빌리루빈이

환은 다양한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때를 특발성

시간당 0.5 mg/dL 이상의 속도로 증가해 생후 5일째

이라 하며 이는 약 25-50%로 보고하고 있다 . 태아

22 mg/dL 으로 측정되여 교환수혈을 시행하였다. 생

수종의 원인중 5.2%가 태아 종양인데 Walton 등 은

후 6일째 용혈이 발생하면서 육안적 혈뇨, 핍뇨증, 빈

천미골 기형종, 섬유육종 및 혈관 내피종에 의한 태아

혈 등의 임상양상을 보이고 혈중 빌리루빈이 시간당

수종을 보고하였고 Cacciaguerra 등 은 태아수종과

1.2 mg/dL의 속도로 증가해 22.6 mg/dL으로 측정되

양수과다증 및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을 보인 환아

어 교환수혈을 반복 시행하였다. 생후 10일째 기관내

에서 횡격막 혈관종이 발견된 경우를 보고하였다. 그

삽관을 제거하고 산소치료를 점차 중단하려고 하였으

외에도 신경섬유종, 융모상피암, 간의 혈관종, 선천성

나 산소치료 중단시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및 호흡곤

백혈병 등이 태아 수종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종

란이 발생하였고 흉부 방사선 검사상 양쪽 폐야의 음

양들과 연관되어 태아수종이 발생한 경우에 도플러

영이 증가된 소견 보여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의심할

초음파를 시행해보면 동정맥 누관에서와 유사하게 혈

수 있었다. 환아는 재태기간 36주 3일(출생 후 30일)

류가 빠른 속도로 혈관을 통과하여 태반으로부터 혈

까지 산소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구섭취를 시행하며

류의 단락을 형성하게 되어 심부전을 초래한다. 본 증

섭취량을 점차 늘여가던 중 복부가 팽만되었고 방사

례의 경우는 복막내 혈관종에 의해 비면역성 태아수

선 검사상 복수가 의심되어 복강천자 시행한 결과 수

종이 초래된 경우로 혈관종의 병리 조직학적 소견으

술 후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유미복수 소견 보여 이뇨

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태내에서 혈관종의 염증 및

5)

11)

12)

13)

및 MCT 분유로 치료한 후 호전되었

괴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출혈을 유발해 혈성 복

다. 환아는 생후 113일째 퇴원하였고 현재 교정나이

수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강내 혈성 복수

14개월로 외래 추적 관찰 중이며 신체 계측 및 한국

가 축적되면 태반 정맥의 환류가 감소하고 그 결과

형 영·유아 발달 검사상 정상적인 발달 상태 보이면

태아의 심근을 포함한 여러 조직이 저산소증에 빠지

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게 되며, 혈관종 내의 혈관을 통해 혈액이 빠른 속도

제, octreotide

로 흐르게 되어 태반으로부터 혈류의 단락을 형성하

고

게되고 결국 우심부전이 생기게 된다. 우심부전은 혈

찰

관 투과성의 증가를 조장해 흉강막, 심막강 및 복강내
에 체액이 축적되게 된다. 또한 출혈에 의해 혈관내

비면역성 태아수종은 동종 면역이 아닌 다른 요인

삼투압이 감소되고 태반 환류의 감소로 전신의 정맥

- 209 -

― 저 자 : 권영옥·김성미·박지현·손창목·박정실·김혜숙 ―

혈압 증상을 나타내었다. 태아수종이 있는 경우 주요

환류도 감소되어 울혈성 심부전이 더욱 악화된다.
혈관종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종양으로,

선천성 기형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나 본 환아에서는

위장관에 발생한 혈관종은 증례가 매우 드물어서 현

주요 선천성 기형의 증거를 찾을수는 없었다. 출생시

재까지 전세계적으로 몇 백 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아프가 점수는 매우 낮으며 심근 기능 부전과 순환

14)

된다 . 위장관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고
15)

부전 및 간의 합성 기능 장애로 부종과 액체 축적을

Gentry 등 은 45%가 소장에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

초래하는데 복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흉막 삼출

나 본 증례의 경우와 같이 복막내에 발생한 혈관종은

액 및 심낭 삼출액의 빈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 또한

보고된 바가 없다. 위장관내 혈관종의 주증상은 대부

간 및 비장 비대에 의한 용혈로 심한 황달을 유발하

분 위장관 출혈이고, 드물게 후복막 출혈, 장폐색 증

며 신경학적인 합병증도 초래한다. 본 증례의 경우 환

상, 혹은 장 연동운동의 장애, 소화불량, 복부팽만 등

아는 출생 당시 전신에 심한 부종이 있었고 복수로

을 일으킬 수 있다. 진단 방법으로는 위장관 조영술이

인해 복부는 팽만되어 있었으며 심한 용혈로 인해 빈

나 대장 조영술을 이용할 수 있고, 선택적 장관동맥

혈 및 황달을 동반하였다. 또한 뇌초음파상 뇌실주변

조영술과 Tc99m-labeled 적혈구를 이용한 핵의학 검

으로 음영이 증가되어 저산소성 손상을 의심할 수 있

사를 시행하나 수술 전에 확진되는 경우는 드물다. 치

었다.

18)

료법은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좋으며 작은 병변은 점

적절한 분만 시기는 태아의 성숙도, 산모 상태, 나

막하 절제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나 큰 혈관종은 이를

이, 분만력, 기왕력 등을 참조하여야 하나 중요한 것

포함한 부분 장절제를 하고 문합술을 시행하거나 때

은 원인 질환 치료와 조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

로는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수

는 것이다.

술후 예후는 혈관종의 위치, 전신 상태, 크기, 발견시

생존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태아 성숙의 정도, 수종

기, 출혈 정도 및 갯수 등에 의해 결정되나 대체적으

의 중증도, 중요한 선천성 기형의 존재여부 등이며 이

로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주사망 원인은 심한 출혈과

중 태아 성숙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가 되

16)

는데 제태기간 30주를 넘긴 경우 좋은 예후를 가진다

복막염이다 .
본 증례의 경우 복막내 혈관종 외에 태아 수종을

고 한다. 사망률은 보고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7, 19, 20)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검

50-98%로 높고

사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과 관계가 있다.

모든 신생아 사망은 호흡부전

태아수종의 산전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방
법은 모체의 복부 초음파 검사로 양수과다가 있거나

요

약

태아가 임신 주수에 비해 크고, 태아 운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태아 빈맥, 모체의 임신유발성 고혈압 또는
심한 빈혈 등이 있을때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
17, 18)

18)

저자들은 임신성 고혈압이 있으면서 산전 초음파

. Mahoney 등 은 1) 피부 두께가 5

검사상 양수 과다증 및 태아 수종의 증거가 있었던 산

mm 이상이거나 2) 심낭 삼출액, 흉막 삼출액, 복수,

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서 혈성 복수의 원인을 알기

3) 6 cm 이상의 태반두께 중 2개 이상인 경우 진단

위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복막내 혈관종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신

발견되어 이를 수술적으로 제거한 후 임상 양상의 호

의 합병증에는 양수과다증이 가장 많고 임신유발성

전을 보여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환아 1례

고혈압, 임신 주수에 비해 큰 자궁고, 복부둘레 및 체

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하여야 한다

중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다. 본 증례의 경우, 환아의
피부 두께가 5 mm 이상이었고 복수가 있었으며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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