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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çet’s disease is a relapsing inflammatory disorder characterized by vasculitis of unknown cause and 

has been reported rarely in association with malignant diseases. In most cases the autoimmune nature 

of Behçet’s disease and the long-term immunosuppressive therapy for disease control have been proposed 

to be responsible for malignant transformation. Although a few cases of various solid tumor and myelodys-

plastic syndrome have been reported in association with Behçet’s disease, acute leukemia has seldom 

been associated with Behçet’s disease in Korea. We report a case of 38-year-old man with acute myelo-

blastic leukemia association with a Behçet’s disease who had not received long-term treatment. (Korean 

J Hematol 2009;44: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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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베체트병은 확실한 원인은 밝 지지 않았으나 병리

학 으로는 염을 특징으로 하는 신 인 염증반

응에 의해 재발되는 구강, 생식기 궤양, 통, 피부병

변, 안병변, 추신경계증상 등 다장기 침범에 의한 증

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1)
  베체트병에서 고형 종양을 

포함한 악성질환은 이 부터 보고가 있었으나 드문 것

으로 알려져 왔으며 한 악성질환의 발생율에 있어서 

근래의 후향  연구에서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에 통계학  유의성이 없었다.
2)
 베체트병과 악

성질환의 계에 해서는 정확하게 밝 진 바는 없으

나 질병의 자가 면역  특성이나 치료에 이용된 면역

억제제가 악성 질환과 동반되는 병인으로 추측하고 있

다.

  베체트병에서 발생한 액학 이나 림 계 악성질

환으로는 골수이형성증후군, 성골수성백 병, 만성

골수성백 병, 다발성 골수종, 호지킨병, 비호지킨림

종의 외국 보고는 있지만
3-9)

 베체트병 환자에서 

성 골수성 백 병이 동반된 국내 보고는 지 까지 없

으며  세계 으로도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8)
 자

들은 베체트병이 선행된 상태에서 성골수성백 병

(AML-M1)이 동반된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



차동혁 외: 베체트병에 동반된 급성골수성백혈병(AML-M1) 1예 145

Fig. 1. The bone marrow aspirate shows myeloblastic cells
(Wright Giemsa ×1,000).

Fig. 2. The bone marrow biopsy shows myeloblastic cells 
(H&E ×100). 

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38세, 남자

  병력: 20년  베체트병을 진단 받았으며 약 5년 

동안 콜히친과 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 받은 이후부터 

구강 궤양 등의 증상에 한 증  치료를 받았었다.

  내원 2개월  발열, 복통, 설사, 악화된 구강 궤양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베체트 결장염 진단 하에 스

테로이드, 아자티오 린 등으로 2주간 입원 치료 후 호

되어 퇴원하 다. 내원 3일  다시 발열, 복통, 설사 

발생하여 시행한 액학  검사상 범 구감소증  미

성숙 백 구가 찰되어 이에 한 평가를 해 원 

되었다.

  과거력: 20년간 재발되는 구강  생식기 궤양, 

통 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

  가족력: 특이사항 없었다.

  이학 소견: 입원 당시 압은 120/70 mmHg, 체온 

37.9
o
C, 맥박수 분당 107회, 호흡수 분당 20회 으며, 

성 병색이었으며 의식은 명료하 다. 결막이 창백하

고 는 약간 건조해 보 으며 끝에 궤양이 찰되

었고, 두경부, 액와, 서혜부 림 은 만져지지 않았다. 

흉부 청진에서 폐야에 수포음은 들리지 않았고, 심박

동은 규칙 이었으며 심잡음도 찰되지 않았다. 복부

진찰에서 우하복부에 압통이 있었으며 간이나 비장의 

비  소견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 말  액도말검사에서 백 구 9,610/

μL (모세포 29%), 색소 8.1 g/dL, 망상 구 0.58%, 

소  29,000/μL이었다. 젖산 탈수소효소(lactate de-

hydronase)가 2,085 IU/L로 증가된 이 외 간  콩팥 

기능은 모두 정상 범  안에 있었으며 구 침강 속

도는 80 mm/hr, CRP가 4.64 mg/dL로 증가 소견 보

다. 액, 소변 배양검사에서 균 검출은 되지 않았으며, 

단순 흉부 방사선 촬   심 도는 이상 소견을 보이

지 않았다.

  골수 천자  생검 소견: 골수 천자  생검 결과 세

포 충실도는 95% 고 분화되지 않은 골수모세포가 다

수 찰(84%)되었고, 정상 조  세포수는 격히 감소

되어 있었다(Fig. 1, 2). 세포화학염색검사에서 SBB 

(Sudan Black B), 과산화효소(Peroxidase) 염색에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여 52,XY, 

+8,+10,+12,+18,+21,+22의 과배수성 핵형의 결과를 

얻었으며, 면역표 형 검사에서는 CD13+, CD33+, CD 

34+, CD 7+, MPO Ag+ 소견으로 성골수성백 병에 

부합하 다(Fig. 3).

  임상경과: 환자는 성골수성백 병(Acute myelo-

blastic leukemia without maturation)으로 진단되어 AI 

7+3 (cytarabine 200 mg/m
2
, idarubicin 12 mg/m

2
) 해 

유도 항암요법을 받았고, 항암 치료 2일째부터 발열이 

발생하 으며 범  항생제를 정주하며 항암치료 완

료하 다. 매일 38
o
C 이상의 발열  간헐 인 설사 지

속되었으며 항생제  증요법을 지속하 으나 증상 

호 이 없었다. 항암 치료 14일째까지도 범 구감소증

이 지속되었으며 로트롬빈 시간 연장(21.2 )  총

합 빌리루빈, 직  빌리루빈 상승소견 (3.19 mg/dL/1.62 

mg/dL)이 찰되었다. 복부 산화단층촬 을 시행하

으나 말단 회장부에서 지라굽이부의 결장까지 심한 



146 Korean J Hematol Vol. 44, No. 3, September, 2009                                                    

Fig. 3. The karyogram shows hyperdiploidy clones (arrows),
52,XY,+8,+10,+12,+18,+21,+22.

염증 소견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선 동결 장 

제제를 투여하 으나 로트롬빈 시간이 지속 으로 

연장되었으며 총합 빌리루빈은 20 mg/dL까지 상승하

다. 항암 치료 20일째 40
o
C까지의 발열이 지속되었

으며 객 이 찰되어 시행한 흉부 산화단층촬 에

서 폐렴의 소견이 찰되었고 다음날 량의 변 발

생하 다. 변은 악화된 베체트 결장염과 간기능 

하에 따른 응고 인자 부족으로 생긴 출  경향에 의한 

것이라 단하 다. 항암 치료 22일째 객 이 악화되

었으며 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는 사망하 다. 

고      찰

  베체트병은 신 인 염증반응에 의해 재발되는 구

강, 생식기 궤양, 통, 피부병변, 안병변, 추신경

계침범 등 다장기에 임상 소견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동아시아에서 지 해연안 인 지역까지 그 발생이 높

으나(일본, 한국 10만명 당 13∼20명, 터키 10만명 당 

80∼370명) 유럽과 북미에서는 상 으로 발생이 

하게 낮다( 국 10만명 당 0.64명, 미국 10만명 당 

0.12∼0.33명).
1)
 베체트병의 원인에 해서는 확실하

게 밝 지지 않았지만 호발 지역 환자에서 HLA-B51

의 발 이 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 헤르

페스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발병

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결합조직질환  염을 동반하는 질환과 악성질

환의 련은 이 부터 보고 되어 왔으며 류마티스 

염, 신성 경화증, 쇼그  증후군, 신성 홍반성 루

스, 다발 근육염, 피부 근육염과 같은 질환에서 일반 

인구와 비교할 때 악성질환의 발병의 험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베체트병에서도 악성질환과의 련은 이 부터 그 

보고가 있었으나 발생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0명의 베체트병 환자를 경과 찰한 한 코호트 연구

( 앙 찰 기간: 9.8년)에서 13 의 악성질환이 보고 

된 바가 있다.
10)
 그러나 최근 발표된 128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후향  연구에서 베체트병 환자군을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볼 때 악성질환의 발생이 오히려 더 

낮았으나 그 차이에 있어 통계학  유의성은 없었다 

(베체트병 환자군: 10년간 악성질환 10만명 당 1,600

명, 일반 인구: 10년간 악성질환 10만명 당 2,725명).
2)
 

베체트병 경과  발생한 액학 이나 림 계 악성질

환으로는 골수이형성증후군, 성골수성백 병, 만성

골수성백 병, 다발성골수종, 호지킨병, 비호지킨림

종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3-9,11)

 성골수성백 병이 동

반된 국내 보고로서는 본 증례가 최  보고이다. 

  자가면역질환과에서 악성질환의 발생이 가능한 병

리기 으로는 염증성 질환에서 증가되어 있는 TNF-α 

나 IL-6와 같은 시토카인에 의해서 세포자멸사(apop-

tosis) 기 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Bcl-2의 과잉발  등

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12)
 이러한 기 은 성골수

성백 병의 발생에 있어서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되

어지는데 TNF-α, IFN-γ, IL-1, 3, 6 등의 시토카인이 

백 병 세포의 증식에 기여함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

이다.
13)
 한 악성 종양 세포가 CD8+ 세포 독성 T 림

구, NK 세포(natural killer cell), 활성화 식구 등의 

면역 반응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음이 알려졌으며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러한 면역세포들의 기능 하로 종

양의 성장이 진된다는 보고가 있다.
14,15)

  베체트병에서 성골수성백 병이 발생된 외국의 

증례에서는 Cyclophosphamide, Thalidomide, Colchicine, 

Chlorambucil 등이 베체트병의 치료에 사용되었고 이

런 약제들이 성골수성백 병의 원인으로서 배제할

는 수 없다고 보고하 다.
5,8,9)

 이번 증례에서 환자는 5

년 정도 콜히친을 투약받았으며 이후 15년 정도 간헐

으로 투약하 다. 콜히친은 쥐를 이용한 실험 모델

에서 돌연변이유발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는데 투약하

면 빠르게 조 기 에 흡수가 되며 모구에 유 자

독성을 보 으며 장기 인 투여 시 세포 내에 느린 속

도로 축 되어 세가지 액세포계에 직  독성을 미칠 

수 있다. 한 콜히친의 세포 방추체에 한 독성은 이

수성체(aneuploidy)나 배수성체(polyploidy)를 유도하

며 이러한 효과로 다양한 염색체 변화를 야기할 수 있

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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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증례는 성골수성백 병의 원인으로 약제에 

의한 발병 는 베체트병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을 생

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명확하지는 않다. 콜히친

을 원인으로 추정하기에는 지속 인 장기투약이 아니

었던 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최근 발표된 악성

질환 발생을 일반인구와 비교한 연구에서 베체트병 환

자에서 발생율이 더 높지 않았다.
2)
 그러나 이러한 보

고의 결과만으로 베체트병과 악성질환의 련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향후 추가 인 증례 수집

과 역학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베체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되는 염증성 질환이다. 베체트병의 경과 

찰 에 성골수성백 병이 발생된 경우는 아주 드물

며 그 병리에 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가

능한 병리기 으로는 만성 염증을 보이는 베체트병 자

체의 특성에 의해 악성질환이 발생하는 것과 치료에 

사용하 던 약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자들은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복용한 병력이 없는 

38세 남자 베체트병 환자에서 임상증상, 말 액  

골수검사, 세포유 학 검사를 통하여 확진된 성골

수성백 병을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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