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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ve Perivillous Fibrin Deposition in Plac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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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ve perivillous fibrin deposition (MFD) is a rare condition characterized by heavy accu-
mulation of fibrin in intervillous or perivillous spaces encasing villi throughout the placenta.
This condition may cause varying degrees of placental insufficiency, leading to a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of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ntrauterine death, and pre-term delivery.
However, the objective criteria for the diagnosis of MFD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We report a case of MFD associated with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and preterm prema-
ture rupture of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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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융모주위섬유소침착태반

량의 융모 주위 섬유소 침착(massive perivillous fibrin depo-

sition, MFD)은 태반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육

안으로 식별 가능할 만큼 량의 광범위한 섬유소가 태반의 융

모 주위에 축적되어, 조산, 자궁 내 성장 지연, 사산 등 여러 가

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1,2

저자들은 최근 만삭 전 조기양막파수와 태아의 자궁 내 성장

지연을 보 던 MFD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

고하는 바이다.

증 례

26세 여자 환자가 약 6시간 전부터 시작된 산통을 주소로 응

급실을 통해 입원하 다. 입원 당시 혈압은 160/90 mmHg, 맥

박은 분당 78회, 체온은 36.6℃ 다. 환자는 임신 후 산전 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재태기간은 최종 월경일을 기준으로 36주 0일이

었다. 또한 일반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는 13.8×103/μL, 적혈

구 수는 3.59×106/μL, 혈색소는 10.0 g/dL, 적혈구 용적률은

36.5% 그리고 혈소판은 196×103/μL이었다. 일반 화학검사에

서는 C-reactive protein (CRP)이 11.1 mg/dL로 증가되어 있

었으나,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

transferase (ALT)는 26 IU/L와 12 IU/L로 정상이었다. 혈액

응고 검사에 있어서도 prothrombin time (PT)은 111.5%, acti-

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은 28초, fibrino-

gen은 478 mg/dL로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해 있었으며, 요 검사

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산모의 출산력은 0-1-2-1로, 2005년 2월 재태기간 30주 2일

만에 몸무게 1,091 gm의 극소 저체중을 보이는 미숙아를 출산

한 기왕력이 있었다. 당시 태반은 무게가 395 gm이었고 조직학

적 검사 소견에서 심한 조기양막파수에 따른 중등도 이상의 급

성 융모막양막염과 탯줄염을 보인 바 있었다.

내원 시 환자는 조기양막파수 소견과 함께 자궁구가 60% 정

도 열려있었으며, 5분 간격 이내의 산통과 산전 태아 심박동 검

사상 fetal distress 양상을 보여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

다. 분만된 남아는 몸무게가 1,907 gm으로 10 백분위수 안의

체중을 보이는 자궁 내 성장 지연의 범주에 들었지만, 분만 직

후 울음소리와 신체 활력 징후는 양호하 다. 원반형의 태반은

무게 495 gm에 크기 22×16×3.5 cm이었고, 탯줄은 길이 21

cm, 직경 4 cm로 태반의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태

아막은 일부 불투명한 부위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반투명하

다. 그런데 태반 원판의 중심부에서 주변부에 걸쳐 다발성 및

미만성으로 분포하는 1-3 cm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의 병변들

이 관찰되었다(Fig. 1). 이들은 회백색을 띤 윤이 나는 단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해본 결과, 태반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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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층에 걸쳐 전체 융모의 약 60% 정도 되는 심한 융모 주위

섬유소 축적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섬유소에 둘러 쌓인 융모는

부분 심한 위축을 보 거나 소실되어 있었다(Fig. 2A, B). 또

섬유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일부 융모 주위에서는 융모

밖 양막 세포의 증식을 보 는데, 이러한 섬유소는 Gomori

trichrome 염색에서 붉은 색으로 염색되었다(Fig. 2C). 한편 탯

줄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국소적으로 급성 양막염 소견을

보 다(Fig. 2D).

고 찰

태반의 광범위한 융모 주위 섬유소 축적은 융모의 위축 및 소

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태아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 산소

및 양 물질의 공급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축적을 MFD로 진단할

지에 한 정확한 조직학적 기준은 합의되어 있지 않다.1,2 다만

융모 주위 축적이 태반 원판의 전 층에서 발생하면 MFD라고

진단하고, 단지 태반의 자궁 부착부의 기저 탈락막과 여기에 인

접한 융모 주변부에만 존재할 경우에는 maternal floor infarc-

tion (MFI)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 조직학적인 경색 부

위는 없다.1

태반에서 발견되는 섬유소성 물질은 전자현미경적인 관찰과

면역화학염색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Frank

Fig. 1. The cut surface of the placenta shows a diffuse deposition
of hard, waxy and whitish gray fibrinoid material throughout the
placental disc.

Fig. 2. There is a diffuse perivillous fibrin deposition (A). The condensed fibrin fills the intervillous spaces and the encased villi are atrophic
(B). By Gomori trichrome staining, the fibrin deposition displays a red color (C). Mild chorioamnionitis is not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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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태반의 섬유소성 물질을 산모의 혈액에서 기원한 혈액 응

고 성분으로 이루어진, 전자현미경적으로 20 nm의 cross stria-

tion의 meshwork로 구성된 진성 섬유소와 전자현미경적 소견

에서 좀 더 균질하게 보이는 laminin, oncofetal fibronectin,

collagen IV 등과 같은 기저막의 구성 성분과 닮은 기질성 섬유

소성 물질로 분류하 다.3 이러한 기질성 섬유소성 물질은 융모

밖 양막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Waters 등은 유산된 태반 조직의 융모 주위 섬유소

성 물질의 침착을 Gomori trichrome으로 염색할 때, 붉은색으

로 염색되는 미만형과 푸른색으로 염색되는 기질형의 섬유소성

물질로 구성된 결절형으로 나누고, 미만성 침착이 MFI나 MFD

에서 보이는 섬유소 침착과 같은 것이라고 하 다.4 본 증례에서

도 축적된 부분의 섬유소가 Gomori trichrome염색에서 붉은

색으로 염색되어, 이것이 산모의 혈액에서 기원한 섬유소성 물

질의 침착임을 알 수 있었다.

MFD의 발생 빈도는 현재까지 0.028%에서 0.5% 정도로 알

려져 있으며,5,6 MFD에서 자궁 내 성장 지연에 따른 저체중아

의 발생 비율은 24-100%, 자궁 내 사망률은 17-40%, 임신 중

후반기 이후에서의 재발률은 약 14-18% 그리고 조산율은 3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2,5,6 한편, Bane과 Gillan에 의하면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초래한 MFI의 전체 태반 용적에 한 평균 비

율은 52.5% 고, 자궁 내 성장 지연을 일으킨 증례들에서 전체

태반 용적에 하여 MFI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4.5%

다.2 또 일반적으로 융모의 20-30% 정도만이 섬유소에 둘러

싸이는 경우는 전체 태반의 기능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

부 예에선 30% 미만이 점유되었는데도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일

으키기도 하 다.2 즉 섬유소에 의해 점유된 전체 면적의 비율뿐

아니라 점유된 위치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산소와 양 공급에

서 일차적 역할을 하는 태반의 중앙 부위에서 20% 이상의 융모

가 섬유소에 의해 둘러싸이면 자궁 내 태아의 성장 지연이나 저

중량 태반을 유발할 수 있다.7

이러한 MFD의 발생 원인은 현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

만, 국소적인 융모간강에서 혈류의 정체로 산모의 혈액에 혈전

이 형성된 결과로 추측되고 있다. Naeye는 탈락막 나선 동맥의

자궁-태반 관류량 감소로 인한 허혈이나 감염에 의한 기저탈락

막의 국소적 괴사로부터 섬유소 침착이 시작된다고 추측하 다.5

또한 Robb 등은 부분의 MFD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항원이

발현되는 점으로 미루어 섬유소 침착이 잠복성 헤르페스 바이러

스 감염의 결과라고 주장하 고, Veronof 등은 MFD의 융모간

강에서 증식되는 비 융모 양막 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임신 연

관 major basic protein의 세포 독성 효과에 의한 섬유소 침착

이 관여한다고 보고하 다.8,9 그리고 일부 증례에서는 산모의

자가면역질환이나 혈액 응고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10,11 한편, Bane과 Gillan은 MFD의 전자현미경적 관찰에

서 변성된 양막 세포와 미세 섬유성 성분을 보이는 진성 섬유

소가 함께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섬유소의 축적이 위에서 기술

한 여러 원인에 기인한 양막 세포의 손상과 이에 의한 이차적

결과라고 추측하 다.2 즉 허혈이나 감염, 자가면역질환, major

basic protein의 세포 독성 효과 등으로 인한 세포 손상으로

양막 세포의 기저막이 융모간 혈류에 노출되고, 응고 인자와 이

를 분해하는 항 응고 인자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항 응고 인자의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어 섬유소의 침착을 유발시킨다는 것

이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산모에게서 자가면역질환이나 혈액

응고 이상, 감염, 기저탈락막의 괴사부 등 특별하게 MFD의 발

생과 연관지을만한 원인이나 선행 질환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임상적인 측면에서 MFD가 자궁 내 성장 지연이

나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단에서

MFD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 정확한 임상적 기준은 아직까지 확립되

어 있지 않다. 다만 Mandsag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산모의 과

거 병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반의

echogenecity의 증가, 자궁 내 태아의 성장 지연, 양수 과소증,

산모의 혈중 alpha fetoprotein (AFP)의 증가 등의 소견이 이

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26세 여자 환자에서 발생한 MFD 1예

를 경험하여 보고하 는데, MDF가 비교적 심각한 임상적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많은 증례의 축적을

통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따라서 병리의사의 태반 검색 시 융모 주위 섬유소 축

적에 한 좀 더 세심하고 체계적 접근과 임상적 의의의 평가를

위한 임상의와 병리의 사이에 긴 한 정보 교환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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