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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s of Pruritic Urticarial Papules and Plaques of Pregnancy in the Postpa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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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ritic urticarial papules and plaques of pregnancy (PUPPP), also known as a polymorphic eruption of pregnancy, 

is the most common dermatosis of pregnancy. Typically, PUPPP starts with erythema and urticarial papular eruption 

in the abdominal striae and may extend to the buttocks and thighs. It usually evolves in the third trimester and 

resolves rapidly in the postpartum. It is not usually recurrent in subsequent pregnancies. We report herein two 

patients with postpartum PUPPP. (Korean J Dermatol 2010;48(3):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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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신가려움 팽진 구진 및 판(pruritic urticarial papules 

and plaques of pregnancy, PUPPP)은 임신과 관련되어 볼 

수 있는 피부질환의 하나로 소양감을 동반한 두드러기 양

상의 구진과 판이 주로 배, 엉덩이 및 넓적다리에 발생하

는 질환이다. 대개 초임부에서 임신 3기에 나타나서 분만 

후 자연 소실되며 모체나 태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알려져 있다1
. 본 질환이 산욕기에도 발생하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국내의 보고는 

없다2,3. 저자들은 특징적인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보인 PUPPP가 산욕기에 발생한 2예를 경험하고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증 례 1

환  자: 엄○○, 34세, 여자

주  소: 배와 넓적다리의 소양성 피부 발진

병력: 환자는 10일 전 쌍둥이를 출산한 초임부로 내

원 4일 전부터 하복부의 두드러기 모양의 홍반성 구진이 

발생하였고 양측 하지에 홍반성 판으로 퍼져 내원하였다. 

과거력: 특기사항 없음.

가족력: 특기사항 없음.

이학  소견: 피부병변 이외에는 이상소견 없음.

피부 소견: 배와 양측 다리에 홍반성 구진과 판이 관찰

되었으며, 특히 복부 병변은 임신선과 일치하여 두드러기 

모양의 홍반성 구진이 발생하였다(Fig. 1).

검사 소견: 시행하지 않음.

병리조직학  소견: 표피에서는 경한 해면화가 관찰되

었고, 진피에서는 유두 진피의 부종과 혈관주위에 경한 림

프구의 침윤과 함께 소수의 호산구의 침윤을 볼 수 있었다 

(Fig. 2). 직접 면역형광염색은 음성이었다.

치료  경과: 이상의 소견으로 산욕기에 발생한 PUPPP

로 진단하였으며, 항히스타민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의 경

구투여 및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를 시행하였다. 경구 

prednisolone을 하루 10 mg씩 7일간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

이 있어 그 후 감량하였다. 피부병변은 치료 2주 후 완전 

소실되었다.

증 례 2

환  자: 염○○, 31세, 여자

주  소: 심한 소양감을 동반한 배, 엉덩이, 유방과 팔의 

피부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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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Erythematous papu-

les and plaques arising from stri-

ae distensae on the abdomen, cha-

racteristically sparing the umbili-

cal region. (B) Erythematous pa-

pules and confluent plaques on 

both lower extremities

Fig. 2. The slide shows focal spongiosis, upper dermal edema, and perivascular infiltrate of lymphocytes and eosinophils (A, B: H&E

stain, ×40, ×200).

병력: 환자는 4주 전 출산한 초임부로 내원 5일 전부

터 배에서부터 시작하여 양측 엉덩이, 유방, 팔로 퍼지는 

심한 소양감을 동반하는 두드러기 모양의 구진과 판이 발

생하여 내원하였다. 환자는 임신 37주에 같은 피부 병변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출산 후 5일경에 모두 호전되

었고, 출산 3주 후에 재발하였다고 하였다.  

과거력: 특기사항 없음.

가족력: 특기사항 없음.

이학  소견: 피부병변 이외에는 이상소견 없음.

피부 소견: 배, 엉덩이 및 양측 팔과 유방에 두드러기 

모양의 홍반성 구진과 판이 관찰되었다(Fig. 3).

검사 소견: 일반 혈액검사, 요검사, 간기능 검사, 흉부 X

선 검사 및 심전도검사는 정상범위였다.

병리조직학  소견: 표피에서는 경한 해면화가 관찰되

었고, 진피에서는 유두진피의 부종과 혈관주위에 경한 림

프구의 침윤과 함께 소수의 호산구가 관찰되었다. 직접 면

역형광염색은 음성이었다.

치료  경과: 산욕기에 발생한 PUPPP로 진단하고 항

히스타민제의 경구 투여와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국소 도

포 및 경구 투여를 시행하였다. 경구 prednisolone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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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Erythematous papul-

es and plaque on the abdomen, 

breasts, and (B) also extending 

on buttocks

30 mg씩 2일간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이 있어 3주에 걸쳐 

감량하였다. 피부병변은 치료를 시작한 지 4주 만에 완전 

소실되었다. 

고    찰

PUPPP는 임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흔한 피부질환의 

하나로 대략 200회의 임신 중 1회의 빈도(0.5%)로 발생하

며,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는 2.9%, 세쌍둥이를 가진 임산

부는 14%로 그 발생빈도가 높아진다4,5. 대개 초산부의 임

신 3기에 발생하고, 심한 소양감을 동반하는 1∼2 mm의 

작은 홍반성 구진이 팽창선에서 시작하여 곧 융합되며 엉

덩이와 다리로 퍼진다1.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발진의 임상

적인 경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표재형과 심

재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 표재형은 표피에 이상각화증, 국

소적인 해면화 및 가피가 있고 유두진피의 부종과 함께 혈

관주위에 림프구와 조직구의 침윤을 보이며, 심재형에서는 

표피는 정상이나 유두진피의 부종과 함께 혈관주위와 간

질에 림프조직구와 함께 상당수의 호산구 침윤을 볼 수 있

다1.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 PUPPP가 복부선을 따라 발생하

고 다임부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임신으로 인한 복부

의 팽창과 또는 팽창으로 인해 손상된 결합조직에 항원 항

체 반응이 유발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6. 둘

째, 임신 시 변화되는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설이다. Vaug-

han Jones 등
7
은 44명의 PUPPP 환자의 혈청 성호르몬을 

138명의 정상 임산부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혈청 cortisol이 감소되어 있었고 혈청 estradiol과 hCG

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고, Im 등
8은 

PUPPP 환자의 병변부와 비병변부의 estrogen 수용체와 

progesterone 수용체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병변부에서만 progesterone 수용체가 발현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셋째, 남자 태아의 항표피세포 표면항체에 의한 자가

면역반응이 병인으로 관여한다는 설이다9.

본 질환과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임신포진이 있다. 임

신포진은 임신 중 모든 시기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출산 

직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가면역 수포피부질환이다10. 임

신포진의 피부병변은 주로 구진이나 수포가 배꼽과 손발

바닥을 포함한 전신피부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PUPPP와 

감별된다10. 병리조직소견상에서 표피진피 경계부에서 수

포가 관찰되고 직접 면역 형광검사에서 기저막대를 따라 

IgG나 C3의 선상 침착을 보인다. 또한, 다음 임신 시 재발

을 한다는 점으로 감별할 수 있다10.

PUPPP는 주로 임신 3기에 발생하여 분만 후 수일 내에 

병변이 자연 소실되며 재발을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

다. 임신 시에 발생한 PUPPP의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로 치료하지만 대개는 출산 후에 증상이 소실된다. 본 

증례들은 임신 시가 아닌 산욕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

기간의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 심한 소양증을 동반

한 급성기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본 증례의 

환자 2는 임신 3기에 발생한 PUPPP와 유사한 병변이 분만 

직후 소실되었다가 출산 3주 후에 재발했다고 하였으나 

임신 중에 발생했다고 하는 병변은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단적인 의미를 부

여하지 않았다. 또한, 저자들은 현재까지 보고된 PU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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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1-6,11-14를 고찰한 결과 산욕기에 재발한 증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병변은 분만 후 평균 1∼7주에 호전됨을 알 

수 있었다4,11.

산욕기 PUPPP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현재까

지 2예의 국외 증례보고12,13가 있으며, 임상 연구 중에서는 

Aronson 등14의 연구(59명 중 2명, 3%), Vaughan Jones 등7

의 연구(44명 중 2명, 4.5%)에서 산욕기 PUPPP가 5% 미만

으로 기술되었으나, 최근 Rudolph 등
4은 181명의 PUPPP 

환자 중 산욕기에 발생한 경우를 15% (28명)의 높은 빈도

로 보고하여, 추후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저자들은 산욕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임상 및 조직소견

을 보이는 PUPPP 2예를 경험하고 임신 3기가 아닌 산욕기

에도 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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