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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중

원

RSV는 paramyxoviridae family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이며,

서 회복을 촉진하고 부분적인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10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A와 B strain으로 구

만 반대로 면역반응으로 인해 병변이 유도될 수 있다. 이러

분되며, A strain이 일반적으로 우점종이다. RSV 감염에 의

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60대의 formaline

한 모세기관지염은 병원에 입원한 소아에서 가장 흔한 원

inactivated RSV vaccine 사건이다. 당시 formaline inactivated

1)

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아에서 입원한 세기관지염의 50～

RSV vaccine 접종받은 소아중 RSV 감염에 의해서 80%내외

90%를 차지한다. RSV는 비후두 상피세포에 처음 감염된 후

가 입원했으며, 일부 환자는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부검

2～8일간 잠복해 있다가 하기도로 전파되어 세기관지염,

4)
소견을 보면 폐에 호산구 침윤이 현저하였다. 실제로 Kim

폐렴을 일으킨다. 특징적인 병리소견은 소기관지 상피세포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RSV 감염된 일부 환아의 기관지

의 괴사와 박리가 현저하며, 점액분비와 염증세포에 의해

5)
폐포 세척액 소견을 보면 eosinophilia가 관찰되고, RSV 특이

서 소기관지폐쇄가 관찰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많은 역학

6)
IgE가 검출되며, 환아의 증상도 천식과 비슷한 천명음이

조사에 따르면 소아 천식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어,

2,3)

청진되어 Th2 면역반응이 일부 환자에서 관여함을 알 수 있

RSV가 직-간접적으로 의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

다. 마우스 동물실험에서 보면 감염 조건에 따라서 Th1 면
역반응이외에 Th2 알레르기 면역반응도 유발될 수 있음을

다.

7-9)

알 수 있다.

RSV와 천식발병과의 관계는 여러 역학조사에 의해서 증

RSV에는 10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었으며, 각

명되었다. Sigurs 등은 병원에 입원한 중증의 RSV 환아 47예

각의 단백질이 일으키는 면역반응에 차이가 있다. 지금까

를 7.5세까지 경과 관찰한 바에 따르면 current asthma의 유

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RSV의 여러 단백질 중 F protein은

2)

병률이 23%인 반면에 대조군은 2%에 불과하였다(Fig. 1).

Th1 면역반응을, G protein은 대표적인 Th2 cytokine인 IL-5,

3)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러

IL-13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 RSV 감염과 천식의 발병이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CD8+ T 세포의 활성에 관여 한다. 마우스 동물실험에서도

둘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G protein이나 formaline inactivated RSV로 먼저 감작시킨 다음

RSV 감염이 알레르기 염증반응과 알레르겐 감작빈도를 높

에 RSV에 감염시킬 경우에는 호산구성 염증반응이 유발되

여서 천식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단의 연구자

9,11)
RSV 감염에서 CD4 T
며, 이때 Th2 cytokine이 증가된다.

9,10)

M protein은

들은 유전적으로 아토피 배경이 있거나 기관지 과민반응이
있는 환아군이 RSV에 감염될 때 천식과 유사한 임상증상이
유발되고 천명음이 들린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
설 모두 지지하는 실험적 임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2
가지 가설 모두 실제로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리에
서는 지금까지 RSV에 의해 유발되는 면역학적 반응 및 임
상소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RSV는 인체에서 다양한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큰 차이점이다. RSV 감염에 의
해 획득된 면역력에는 양면성이 있다. 한쪽에서는 감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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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te of current asthma in the 47 RSV children and the
2)
93 control children, at ages 1, 3, an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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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와 CD8+ T 세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두

내에 RSV에 감염되었다가 6주에 재감염되었을 때 Th2 면역

세포 모두 RSV 면역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반응이 유도되어 호산구 염증반응과 더불어 강한 기도과민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

반응, 그리고 기관지상피세포에서의 mucus 생성이 현저하

이 있다. 일단의 연구자는 CD4+ T cell이 RSV 감염에 의한

게 증가되었다. 반면에 생후 3주 이후에 처음 RSV에 감염될

폐병변을 주로 일으키고, CD8+ T 세포 경우에는 면역성을

경우에는 protective immunity를 획득하여 RSV 재감염시 기

부여하고 RSV에 의한 폐병변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도과민반응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10,12)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바이러스 감염모델에서 밝혀진

memory CD8+ T 세포가 면역능력 획득에 아주 중요한 역할

RSV에 처음 폭로되는 나이에 따라서 재감염시 나타나는 면
역반응의 양상(Th1 or Th2)이 결정되고, RSV감염에 의해서

RSV 감염시에도 CD8+

알레르기 염증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memory T 세포가 면역성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주며, 더 나아가 RSV 감염이 기관지 천식으로 진행할 수도

13)

을 담당함이 밝혀진 바 있으며,

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RSV 감염모델에서 CD8+ T 세포에
서 IL-5가 생성되어 호산구 염증반응 및 기도 과민반응을
7,8)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RSV 감염에

서 CD4+ T 세포와 CD8+ T 세포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
RSV 특이 항체의 경우에 제한적이지만 면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t에서 RSV의 F protein 및 G protein에
특이 IgG1 항체를 투여할 경우 상기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지만 하기도 감염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
14)

IL-4,21) 그리고 특히 IL-139,22)이 RSV에 의한 알레르기 염증반
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FN- γ는 알레르기
23,24)
그러나 RSV감염
염증반응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
과 천식간의 연관성을 증명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L-5,7,8)

임상에서도 신생아에게 어머니에서 추출된 RSV 중화

항체를 투여할 경우 치료효과가 있고 RSV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단클론항체를 투여할 경우 예방효과가 있다는 보
15)

고도 있다.

RSV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감염에 의해 생기는
면역력이 불완전하여 1～2년 후에 동일한 strain의 RSV에 여
러 번 재감염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백신
16)

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RSV에 감염된 후에도 오랫동안

기도에 남아있어 만성적으로 기도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마우스 감염모델에서 RSV에 의해 유도되는

점이 있다.
중요한 의문 중의 하나는 RSV 감염이 실내 알레르겐의
감작에 미치는 영향이다. RSV에 감염된 환자에서 RSV 특이
IgE가 검출된다.6) 그러나 RSV 감염에 의해서 폭로되는 실내
알레르겐에 대한 특이 IgE 생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2)
RSV 감염이 알레르겐의 감작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 와 그
3)
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 Sigurs 등의 보고에 따르면 중증의
RSV 감염 환자의 경우 7.5세에 34%에서 흡입알레르겐에 감
작되었으며, 대조군은 15%에 불과하여 RSV감염이 알레르
2)
겐 감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tein 등은

비록 RSV가 천식의 빈도는 높이지만 아토피 빈도에는 별다
3)
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RSV감염이 과

CD8+ 세포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는 CD8

연 알레르겐의 감작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 세포에 비해 perforin 발현, IFN- γ, 항원자극에 의한 증식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17)

력 등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왜 RSV가 재감염이 잘되고 오랜 기간 기도

RSV는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성인의 community acquired

에 잠복해 있을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viral pneumonia의 원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RSV는

로 마우스 RSV 감염모델에서 보면 감염시킨 지 100일 이상

influenza 다음으로 중요한 바이러스성 폐렴의 원인으로 알

경과되어도 PCR로 RSV가 검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

려져 있다.

18)

25)

1991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미국에서 바이러

RSV와 동일한 paramyxoviridae에 속하면서 마우스가 자

스성 호흡기-순환기 질환 사망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숙주인 Send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우스 모델에서 만성

RSV감염에 의해서 매년 11,321명이 사망하며, 소아보다는

며,

19)

적인 기도과민반응이 유발됨을 보여준 바 있다.

RSV감염시 대표적인 Th1 cytokine인 IFN-γ가 현저히 올
20)

라가고 CD8+ T 세포침윤이 증가한다.

26)

고연령군에서 더 사망빈도가 훨씬 높다(Table 1).

RSV는

COPD 환자와 성인 천식환자에서 만성적으로 검출된다. 68

그러나 RSV가 알

예의 stable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혈청학적 검사와 PCR로

레르기 염증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은 반복된 RSV 감염모델

객담혹은 비즙액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를 동정해보면

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21,22) 마우스 모델에서 생후 1주 이

RSV가 가장 많이(23.5%)이 검출되며, 염증지표(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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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timated annual age-specific influenza- and RSVassociated deaths for the 1990-1991 through 1998 ∼1999 sea26)
sons
Age group, yr

Influenza

RSV

＜1

26

211

1 ∼4

66

24

5 ∼49

789

641

50 ∼64

2,623

1634

≥64

32,651

8,811

36,155

11,321

fibrinogen치 및 IL-6 치)와 혈중 CO2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
27,28)

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low grade RSV 감염증이

기도에 오랫동안 지속되며, COPD의 발병에 관여할 가능성
을 시사해준다.
현재 대증요법이외에 RSV 감염증에 대한 특별히 효과적
인 치료제가 없다. 최근 들어 중증의 RSV 감염증환자에서
29)
항바이러스제제인 Ribavirin 을 흡입시켜 부분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Ribavirin사용이 RSV감염에 의한 장기적
인 합병증(천식, postinfectious wheezing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RSV 재감염에 의한 알레르기 염
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그 이
30)

외에도 IV globulin, RSV hyperglobulin,
15)

body,

monoclonal anti31)

그리고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가 이용되나 그

임상효과가 제한적이다.

결

론

RSV는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에서도 매우 중요한 호흡
기 바이러스이다. RSV는 동일한 균주에 의해서 반복감염이
가능하며, 최근 들어 고연령군에서 RSV에 의한 폐렴이 큰
문제가되고 있으며, 성인에서 RSV 감염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RSV 예방을 위해서는 궁극적
으로는 기전연구를 통해 백신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며, RSV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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