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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l infarction is a condition caused by sudden disturbance of renal arterial blood flow, which occurs frequently in car-

dioembolic disease, renal artery injury (trauma, Marfan syndrome, rarely Ehlers-Danlos syndrome), and in association with a hy-

percoagulable state. Ehlers-Danlos syndrome is a rare hereditary connective tissue disease characterized by skin fragility, hyper-

elasticity, hypermobility of small joints, and easy bruising. Among the subtypes, vascular Ehlers-Danlos syndrome is a very rare ge-

netic disease caused by a mutation in the COL3A1 gene. As blood vessels are fragile due dysfunctional collagen synthesis, complica-

tions of bleeding due to arterial dissection or rupture are common in patients with this disease. Here, we report a case of vascular 

Ehlers-Danlos syndrome diagnosed based on a renal infarction caused by thrombus and renal artery injury; we also present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Korean J Med 2022;97: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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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장 경색은 신장동맥의 갑작스러운 혈류 장애로 나타나

는 질환으로 대부분 심인성 색전, 신동맥 손상, 응고장애에

서 기인한다.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은 피부의 취약성, 과신

전성, 관절의 과운동성, 자주 멍이 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성 결체조직 질환이다[1]. 13가지의 아형 중 혈관형 엘

러스 단로스 증후군은 COL3A1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매우 드문 유전적 질환으로, 동맥류, 동맥 박리 및 파열, 장 

파열, 혈흉 등과 같은 출혈성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2,3]. 

대부분 혈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합병증의 주증상이 출혈이

지만, 저자들은 혈전을 동반한 신장 경색을 통해 혈관형 엘

러스-단로스 증후군 1예를 경험하며 진단하였기에 문헌 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904/kjm.2022.97.4.271&domain=pdf&date_stamp=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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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terolateral chest wall showing vascularity.

증 례

환 자: 28세 남자

주 소: 좌측 옆구리 통증

과거력 및 현병력: 수년 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고, 내원 

1년 전 경동맥-해면정맥동루(carotid-cavernous fistular)로 경동

맥 색전술(transarterial embolization)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1개월 

전,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타원에서 시행한 computed tomog-

raphy (CT)에서 신장 경색을 진단받아 헤파린요법(heparinization)

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복통 악화, 복부팽만감, 헤모글로빈 저

하 등을 보여 CT를 재시행 하였고 복강 내 출혈, 다발성 혈관기

형을 발견하여 수혈 및 지혈제 투약으로 호전되었다. 하지만, 

좌측 옆구리 통증이 지속되어 서울아산병원에 내원, 다시 시행

한 CT에서 좌측 신장동맥의 혈전과 박리를 동반한 신장 경색 

소견을 보여 추가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다.

가족력: 아버지는 당뇨, 딸은 지방산대사이상 질환이 있

었고, 누나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 

사회력: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체 검사 소견: 입원 당시 혈압 113/72 mmHg, 맥박 120회

/분, 호흡수 16 회/분, 체온 37.2℃, 의식은 명료하였고, 급성 

병색을 띄었다. 흉부 및 심장 청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고, 

복부 촉진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좌측 늑골척추각 압

통이 있었다. 피부 및 근골격계 검사에서 가슴 부위 피부는 

얇고 투명하여 혈관이 비쳤으며(Fig. 1), 복부와 하지의 멍, 

피부의 과도한 신축성이 보였다. 관절의 불안정성을 확인하

기 위한 베이턴 검사에서 손가락 관절의 과운동성 소견을 보

였다(Fig. 2).

검사실 소견: 내원 당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8,300/mm3, 

혈색소 12.2 g/dL, 혈소판 363,000/mm3였으며, 혈청 화학 검사에

서 혈중요소질소 16 mg/dL, 크레아티닌 1.26 mg/dL로 확인되었

다. 아스파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 36 IU/L, 알라닌아미노전이

효소 47 IU/L, 알칼리인산분해효소 36 IU/L로 정상 범위였고, 

C-반응단백 7.72 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총콜레스테롤 

165 mg/dL, 혈액응고 검사에서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86.9%,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07, 활성화부분트롬

보플라스틴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28.3초로 

확인되었다.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감별을 위해 시행한 항베타 

2 당단백 1 항체, 항카디오리핀 항체, 루푸스 항응고인자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소변 검사에서는 알부민 약양성(trace), 잠혈 

음성(-)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 COL3A1 유전자 검사에서 

염기서열 분석 결과, COL3A1 유전자의 exon13-intron13 boun-

dary에서 C.915+5G>C 변이를 이형접합자로 보여 COL3A1 유전

자 변이에 의한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영상 소견: 단순 흉부 X선 검사에서 우측 늑골횡격막각의 

무디어짐(costophrenic angle blunting) 소견으로 편측 흉수가 

확인되었다. 대동맥류 확인을 위한 복부 CT에서 좌측 신장

동맥의 혈전과 박리를 동반한 신장 경색 소견(Fig. 3), 현성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다량의 복강 내 출혈 소견, 좌측 간동

맥의 동맥류, 비장동맥의 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경동맥팽대(carotid bulb)로부터 근위 내경동

맥에 걸쳐 방추형으로 팽대되어 있는 소견이 있어 혈관형 엘

러스-단로스 증후군의 침범이 의심되었다. 심초음파 검사에

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임상 경과 및 치료: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었고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었다고 하며, 젊

은 나이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던 과거력이 있었다. 내원 

1개월 전 좌측 신장 경색에 대한 치료 중 복강 내 출혈, 다발

성 혈관 기형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입원 2일째 우측 흉수에 대하여 흉수

천자를 시행하였고 자발적 혈흉이 확인되어 지혈제 및 보존

적 치료를 병행하였다. 기저에 고혈압은 없었으나 혈관형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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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A, B) Hypermobility of small joints and easy bruising of the lower extremities.

A B

Figure 3. (A, B) Left renal infarction caused by a thrombus (arrows).

러스-단로스 증후군에서 선택적 베타 1 차단제가 동맥 파열 

또는 박리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에 기반하여 선택

적 베타 1 차단제의 복용을 시작하였으며,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있어 비타민 C 제제 복용을 시작하였다. 또한, 유전 

상담과 함께 격렬한 운동을 지양하도록 생활습관의 교정을 

교육한 후 퇴원하였다. 내원 6개월 후, 환자는 재입원하여 비

장동맥의 동맥류에 대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외래

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의 유병률은 1/5,000이지만,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은 1/100,000로, 취약한 혈관으로 인해 

출혈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는 동맥경화 등의 

위험 인자가 없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신동맥 박리 및 혈전

성 신장 경색으로 입원 치료하던 중, 다발성 혈관 기형, 복강 

내 출혈 및 혈흉, 결체조직의 이상 증상 등으로 유전자 검사

를 실시하여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받은 경우

이다. 신장 경색은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의 0.004-0.0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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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DS

Subtype Inheritance Involved gene

Classical EDS AD Major: COL5A1, 
COL5A1

Rare: COL1A1
c.934C>T, 

p.(Arg312Cys)

Classical-like EDS AR TNXB

Cardiac-valvular EDS AR COL1A2

Vascular EDS AD Major: COL3A1
Rare: COL1A1

c.934C>T, 
p.(Arg312Cys)

c.1720C>T, 
p.(Arg574Cys)

c.3227C>T, 
p.(Arg1093Cys)

Hypermobile EDS AD Unknown

Arthrochalasia EDS AD COL1A1, COL1A2

Dermatosparaxis EDS AR ADAMTS2

Kyphoscoliotic EDS AR PLOD1
FKBP14

Brittle Cornea syndrome AR ZNF469
PRDM5

Spondylodysplastic EDS AR B4GALT7
B3GALT6
SLC39A13

Musculocontractural 
EDS

AR CHST14
DSE

Myopathic EDS AD or AR COL12A1

Periodontal EDS AD C1R
C1S

EDS, Ehlers-Danlos syndrome; AD, autosomal dominant; AR, 
autosomal recessive.

Table 2. Diagnostic criteria of vascular EDS

Major criteria

  Family history of vEDS, with documented causative COL3A1 
variant

  Arterial rupture at a young age

  Spontaneous sigmoid colon perforation in the absence of 
known diverticular disease or another bowel pathology

  Uterine rupture during the third trimester in the absence of 
previous cesarean section and/or severe peripartum perineum 
tears

  sCCF formation

Minor criteria

  Bruising unrelated to identified trauma and/or in unusual sites 
such as cheeks and back

  Thin, translucent skin with increased venous visibility

  Characteristic facial appearance

  Spontaneous pneumothorax

  Acrogeria

  Talipes equinovarus

  Congenital hip dislocation

  Hypermobility of small joints

  Tendon and muscle rupture

  Keratoconus

  Gingival recession/fragility

  Early onset varicose veins (under age 30 and nulliparous if 
female)

vEDS, vascular Ehlers-Danlos syndrome; sCCF, spontaneous 
carotid-cavernous sinus fistula.

추정되는 매우 드문 증상이다. 이전에 신장 경색 없이 자발

성 신장동맥 박리를 동반한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환자들은 

보고되었으나, 신장 경색이 동반된 증례는 국내 처음으로, 

본 증례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신장 경색의 감

별 진단에 엘러스-단로스 증후군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은 임상적 특징과 관련 유전자에 따

라 13가지 아형으로 분류하고 있다(Table 1). 그중 혈관형 엘

러스-단로스 증후군은 5개의 주 진단과 12개의 부진단을 통

해 임상적 특징과 함께 분자 유전학적으로 COL3A1 유전자

의 변이가 확인된 경우 진단할 수 있다(Table 2) [4]. 혈관 합

병증은 해부학적으로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고, 대개 대

형-중형 크기의 동맥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으며, 척추동맥이

나 내-외 경동맥, 두개내 혈관(경동맥-해면정맥동루)을 침범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5].

본 증례의 경우, 경동맥-해면정맥동루(carotid-cavernous fist-

ular)로 치료받은 과거력, 쉽게 멍이 드는 체질, 투명한 피부 

밑에 비치는 혈관, 소관절의 과운동성, 30세 이전에 조기 발병

한 하지정맥류와 함께 COL3A1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어 혈관

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하였다.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은 대개 출혈 경향이 있으나 본 증례

에서는 혈전을 동반한 신장 경색으로 내원하여 혈관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진단하였는데, 혈전은 이 질환에서 매우 드문 

현상이다. Lipinski 등[6]은 심부정맥혈전을 통해 혈관형 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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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한 증례를 보고한 예가 있지만, 이는 

후경골 동맥 가동맥류에 의한 압박으로 생긴 혈전으로 확인되

었으며,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받은 산모에서 제왕 절

개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과 폐색전증이 있었던 증례가 있었

으나 항인지질항체가 양성이었기 때문에[7], 두 증례 모두 본 

증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혈관형 엘러스-단로

스 증후군 환자에서 혈전이 동반되는 경우,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항응고 장애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외에 과운동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type III Ehlers-Danlos 

syndrome) 환자에서 반복적인 상지의 정맥 혈전이 있었던 증례

가 있었고,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가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양측 폐혈전증이 발견된 예가 있어 

출혈의 합병증이 흔한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환자라 하더라도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8,9].

본 증례의 환자는 신장 동맥에서 혈전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응고장애 관련 검사를 실시해야 했으나, 쉽게 멍이 든다는 

병력과 외부 병원에서의 헤파린 사용, 입원 후 발견된 혈흉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혈류가 빠른 신동

맥임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생겼던 것은 혈관을 지탱하는 콜

라겐의 합성 장애로 인하여 혈관이 작은 손상에도 취약해져, 

내피세포의 파괴와 세포외 기질 노출로 지혈 과정이 활성화

되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8].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은 유전적 질환인 관계로 근

본적인 치료 방법이나 합병증에 대한 예방법은 없으며 적절

한 의료 감시 체계나 내과적/수술적 중재 요법에 대한 가이

드라인도 현재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기 진단 및 합병증

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안과 질

환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혈관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증례의 경우, 심장초음파와 안과 검

사, 뇌 자기공명영상, 동맥류 확인을 위한 CT 검사를 시행하

였으며, 비장동맥류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색전술을 시행

하였다.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생존

율에 영향을 미치는 동맥 박리나 파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베타차단제 혹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를 통해 적정 

혈압을 유지해야 하며, 박리 또는 파열 발생 시 수술적 치료

나 색전술 등의 중재 요법이 필요하다[2]. 

동맥 벽의 병리학적 리모델링은 transforming growth fac-

tor-β (TGF-β)의 증가에 의해 야기되며, 혈관형 엘러스-단로

스 증후군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TGF-β 농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선택적 베타 1 차단제인 celiprolol은 TGF- 

β의 발현을 억제하는데, 최근 Ong 등[10]은 임상적으로 혈관

형 앨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받은 53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celiprolol (최대 400 mg 1일 2회)을 4년간 투약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동맥 파열 또는 박리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

을 증명하였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의 가교 역할을 위한 효소

의 보조인자(cofactor)로서, 취약한 피부, 쉽게 멍이 드는 환

자들에게서 비타민 C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의 50%는 부모로부터 기존

의 돌연변이가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가족력의 확인 

및 유전 상담과 함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어머니는 일찍 헤어져 건강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환자의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에 동의

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지속되는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신

장 경색을 발견하게 되었고, 치료 중 다발성 혈관 기형, 복강 

내 출혈 및 자발성 혈흉, 결체조직의 이상 증상 등으로 유전

자 검사를 실시하여 혈관형 앨러스-단로스 증후군을 진단받

았다. 병력 청취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환을 진단하였으며 

색전술을 시행하여 비장 동맥류 파열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은 드문 질환이지만 혈

관 이상 및 결체조직 이상 증상 등이 의심이 되는 환자가 있

다면 COL3A1 유전자 검사를 통해 빠른 진단을 하고, 생활습

관의 교정을 통해 혈관 파열 합병증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불어 가족력 확인과 유전 상담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요 약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은 취약한 혈관으로 인해 주

로 출혈성 합병증으로 나타나지만, 저자들은 동맥경화 등의 

위험 인자가 없어 보이는 젊은 남성에서 신동맥 박리 및 혈

전성 신장 경색, 다발성 혈관 기형, 입원 후 발견된 복강 내 

출혈 및 무증상의 혈흉, 결체조직의 이상 증상 등으로 유전

자 검사를 실시하여 혈관형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1예를 경

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신장동맥; 경색; 혈전; 

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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