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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내 유증상 선천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감염 유병률과 

사례에 대한 다 기관 연구  

 

목적: 선천 거대세포바이러스 (cCMV) 감염은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높은 CMV IgG 항체 양성율 

(94%)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천 CMV 감염의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0 년대 이후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증상 선천 CMV 감염 

환자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증상과 신경학적 합병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1 년 1 월부터 2015 년 2 월까지 전국 7 개 주요 대학병원에서 연도 별 출생한 

총 신생아 수를 수집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생후 2 주 이내에 진단된 선천 CMV 감염 

환자들의 임상양상, 합병증을 파악하고 후향적 분석하였다.  

결과: 15 년간 총 81,229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며 이 중 54 명의 선천 CMV 감염환자 

중 유증상 선천 CMV 환자는 0.06% (49/81,229)로, 10 만명당 약 117 명이다. 증상으로는 

과소체중아 (48%, 23/49)가 가장 흔하였으며 황달 (17%, 8/49), 자반증 (15%, 7/49), 

소두증 (13%, 6/49) 순으로 많았으며 혈액검사 상 혈소판 감소증이 진단 당시 가장 

많았다 (48%, 23/49). 71% (34/49)의 환자들의 신경학적 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이 중 뇌실확장증 (38%, 18/49),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19%, 9/49)가 가장 많은 

소견이었다. 23 명 (45%)의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기간 중앙값은 

41 일(2-188) 이었다. 청력 검사는 41 명이 시행 받았으며 이 중 34% (13/41)가 마지막 

청력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추적관찰 기간 중앙값 76 일, 0-2170) 이 중 4 명의 

환자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다. 망막신경염이 확인된 환자는 4% (2/49)이며 생후 

30 일 이내 전체 사망률은 8% (4/49)이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선천 CMV 감염 환자의 유병률을 산출, 보고하였다. 

향후 무증상 CMV 환아 중 조사되지 않은 질환 및 사망 위험 평가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전향적으로 더 많은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유증상을 포함한 전체 선천 CMV 

환자와 질병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선별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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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거대세포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DNA바이러스이다. Virion의 크기는 약 190nm이며, 핵, capsid, 피막으로 

구성된다. CMV 감염의 잠복기는 혈액으로 전파될 경우 약 3~12주이며 장기 이식으로 

전파된 경우 1~4개월로 알려져 있다. 수직감염은 보통 태반을 통하거나 산도를 거쳐 

출산할 경우, 그리고 출생 후 모유를 통해 전파 될 수 있어 0.5~1%의 신생아들이 

CMV에 감염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이다 

(Kimberlin, 2015). CMV는 숙주에서 평생 기생하고 건강한 소아 및 성인에서의 

CMV 감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면역 억제 치료를 받거나, AIDS, 선천 감염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임상 경과를 보인다.  

선천 CMV (congenital CMV, cCMV) 감염은 90%에서 무증상이지만 나머지 

10%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며 지능저하를 포함한 신경발달 저하가 장기간 합병증으

로 지속될 수 있다. 증상으로는 점상출혈, 혈소판 감소증, 황달, 직접빌리루빈혈증, 간비

종대, 소두증이 흔하며 신경발달측면에서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Sensory neural hearing loss, SNHL)이 있으며 지능저하, 망막신경염, 뇌의 신경세포 

이주 문제를 일으켜 대뇌피질 이형성증 (Cortical dysplasia), 뇌회전 이상 (gyrus 

abnormality), 뇌실 내 석회화증 등이 올 수 있다 (Ronchi, 2017; Cannon, 2010). 선천 

CMV 감염에서 SNHL은 생후 첫 3년 이내에 50%, 무증상 선천 CMV 감염에서는 

15%까지 발생하며 6세까지도 늦게 발현될 수 있는, 선천 CMV 감염은 감각신경성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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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Ronchi et al., 2017; Kimberlin et al., 2015; Manicklal et 

al., 2013). 이란에서 1,617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천 CMV 감염자는 

8명 (0.5%)으로 유증상 환자는 3명이었으며 이 중 감각신경성 난청은 1명 (12.5%) 보

고되었다 (Karimian et al., 2016). 또한, 선천 CMV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증

상 환자에서 3~10% 즉, 전체 선천 CMV 감염자의 0.3~1.0%에 이른다 

(Kimberlin et al., 2015). 

CMV IgG 항체 양성율은 사회 경제적 수준과 생활수준에 영향을 받으

며 성인의 항체 양성율은 선진국에서 40-50%,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100%로 알려져 있다. 인근 국가인 중국 95~96%, 일본 69.7%, 싱가폴 

87% 이었으며 이외에 독일은 평균 42.3%, 불가리아는 85% 로 보고된 바 

있다 (Wong, 2000; Stoykova, 2017; Wang et al., 2017; Enders et al., 2012; Jin, 

2017; Shigemi et. al, 2009). 우리나라는 국내 여러 보고에 의하면 1983년 

20세 이상의 여성의 CMV IgG 양성율은 99%이상이었으며 2009년 임산부

에서 평균 98.1%의 CMV IgG 양성율, 1.7%의 IgM 양성율을 보고하였다. 

최근, 단일기관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CMV IgG 양성율을 조사하였

으며 평균 94%로 확인되었다 (Choi, 2017; Shim, 1981; Park, 1984; Oh, 1989; 

Kim, 1992; Seo, 2009). 

소아에서는 CMV IgG 항체 양성율이 미국 20.7%, 독일 27.4% 

(Lanzieri et al., 2015; Voigt, 2016) 로 보고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여러 

연구에 의하면, 1996 년에는 대부분 생후 12 개월 경 초 감염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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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경일, 1998). 2001 년부터 2004 년까지 3 년간 만 

60 개월 (5 세)까지의 217 명 중 182 명 (84%)이 CMV IgG 양성률을 

보였으며 생후 3 개월까지는 92.9%를 보이다 생후 4-6 개월 사이 

75.0%로 감소하고 생후 7-9 개월 사이에 20.0%를 보이다 점차 증가하여 

생후 24 개월경 전체 평균인 83.9%에 근접하게 도달, 생후 25 개월 

이후에는 평균보다 높은, 90.0% 이상의 평균치를 보였다 (서세영 등, 2006).  

 

2. 선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유병률 

태반으로 이동되는 모체의 IgG 항체는 생후 6-8개월부터 서서히 감소

하여 생후 15개월이 되면 거의 측정 되지 않으며 성인의 항체 양성율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소아에서 성인으로 감염될 수 있다 (이경일, 

1998). CMV의 높은 유병률은 초 감염의 발생이나 재감염, 재발현의 증가

에 영향을 주고 이는 산모의 viremia와 태내감염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MV IgG 음성인 산모에서 원발성 CMV 

감염의 확률은 1~4%이며 이로 인한 태내감염은 약 30~40% 이다. 

선천 CMV 감염 질환의 세계적인 유병률은 0.64%이지만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며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높고, 유럽과 미국에서

는 낮다 (Manicklal et al., 2013; Karimian, et al. 2016). 선진국에서는 산모의 항체 

양성률이 낮아 생존아 중 평균 0.6 ~ 0.7% (100~150 신생아 당 1명)의 유병률을 

보이고 개발도상국은 1 ~ 5%의 유병률을 보인다. 미국은 0.6%, 중국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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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et al., 2017), 이란 0.5% (Karimian et al., 2016), 아일랜드 0.23% (Waters 

et al., 2014)로 보고된 바 있으며 유럽연합국가에서는 매년 37,800명의 선천 

CMV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18% (6,807 명)은 영구적인 합병증을 가

지게 된다.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아이보리 코스트 1978년에 1.4%, 감비아는 

2007년에 5.4%, 대만은 1996년에 1.2% (Shen et al., 1996), 칠레 1.8%, 브라질 2011년

에 1.0%, 멕시코 2003년에 0.9%, Panama는 2007년에 0.6%로 보고되었다 (Lanzieri et 

al., 2014).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면 거의 모두 CMV에 노출되어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

며 이유는 출생 시에 모체의 생식기 분비물에 접촉 혹은 분만 후 모유 수유를 통해 노

출되어서 출생 1년 이내에 약 85%에서 초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CMV 혈청반응양성 비율은 미국, 유럽, 중동 등과 다르게 높지

만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선천 CMV 감염에 대한 역학 연구는 극히 적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연세대학교병원에서 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 산모의 

높은 혈청 반응양성 비율과 선천 CMV감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선천 CMV 감

염 유병률은 1.2%, 산모 항체 양성율은 96% 이었다 (Sohn, 1992). 이후의 유병률에 대

해 보고 된 바가 없다. 

3. 선천 거대세포바이러스 선별 검사 

CMV 감염 시, 이 바이러스는 청력 세포를 포함한 신경세포에 직접 침투하여 파괴

를 시키기 때문에 청력 소실이 합병증 중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다. 신생아 청력 소실은 

선별검사를 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려우며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하다. 청력소실 환자 

중 50%는 뒤늦게 진단되고 생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나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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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선천 CMV감염과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이 어렵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생아 선별 검

사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제시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신생아 선별 항목에 해당하는 질

환들 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며 장기적인 합병증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2002년 미

국, 2013 네덜란드에서 모자보건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선천 CMV 감

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전세계적으로도 선천 CMV 감염에 대한 인식과 적

절한 진단, 치료가 획일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Gunkel et al., 2017; Schittek, 2010). 

이로써 감각신경학적 난청을 포함한 장기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임에도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선별검사가 제대로 이

루어져 있지 않은 기관과 국가가 많다 (Dollard, 2010). 2010년 후반에 점차 신생아에게 

dried blood spot, CMV DNA PCR 을 사용하여 선천 CMV 선별 검사 (universal 

screening)를 시행하거나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

로 선천 CMV 선별 검사 (targeted screening)를 시행하는 여러 보고가 늘어나고 있으

며 이 유효성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도입을 시도하여 시행, 평가하고 있다 (Ronchi et al., 

2017; Cannon 2014; Kadambari et al., 2013). 이를 바탕으로 높은 CMV 유병률을 가진 우리

나라 및 개발도상국가의 선천 CMV 감염 신생아에 대한 인식도 개선과 적절한 관리체

계 확립을 위해 선별 검사 도입의 필요성 및 청력검사를 통한 간접적인 CMV 감염의 

파악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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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목적 

전 세계적으로 CMV 감염은 신생아에서 가장 흔한 감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선천성 CMV 감염과 이와 관련된 증상 및 합병증 발

생에 대한 통계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 CMV 감염의 역학적 상태를 

밝히고, 출생 2주 이내의 유증상 선천 CMV 감염의 발병률, 임상 양상, 혈액검사, 

영상검사에서의 이상소견 및 예후를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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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국내 다 기관 연구 자료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2001년부터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 전국 대학병원 중 

주요 7개 대학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국내 선천 CMV 감염 

환자의 역학과 임상 경과를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의무기

록 분석은 각 병원에서 1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담당하여 미리 배포한 질문지에 필

요한 의학 정보를 조사하였다. 선천 CMV 감염 환자들의 임상 양상, 항바이러스제 치료 

유무, 치료에 대한 반응, CMV 감염의 신경학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각 나라 별 선천 거대세포바이러스 선별 검사 관련 법안 또는 기관에서 시행한 사례

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Pubmed에서 2000년 이후 자료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2. 정의와 진단 검사 방법 

본 연구에서 CMV 감염의 정의는 시행한 CMV IgM 항체나 CMV DNA PCR, 또는 

CMV 배양검사가 양성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선천 CMV 감염은 출생 후 2주에서 3주 

이내에 소변, 구강체액, 호흡기분비물, 혈액, 뇌척수액에서 CMV가 검출된 경우로 보통 

정의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 검출 된 CMV는 태내감염 인지 또는 출생 후 감염을 감

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선천 CMV 감염의 정의는 14일 이내에 체액에서 

CMV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체액이란 혈액(blood), 뇌척수액 

(cerebrospinal fluid), 타액(saliva), 소변(urine) 등의 검체로 정의하였다. C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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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방법은 CMV DNA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IgM 항체 양성, 배양

검사를 통해 확인 하였으며 신생아에서 선천 감염 선별 검사인 TORCH 

(Toxoplasmosis, Rubella, CMV, Herpes virus) panel 에서 CMV IgM 만 양성으로 나

온 경우는 민감도가 낮은 특성으로 제외 하였다.  

유증상 선천 CMV 감염 (symptomatic congenital CMV infection)의 정의

는 선천 CMV 감염의 정의에 해당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로, 증상이란 미숙아, 전신 

발진 또는 점상 출혈, 황달, 혈소판 감소증, 간염, 직접 고빌리루빈혈증, 간 비대, 비

장 비대, 자궁 내 성장지연, 저체중, 망막신경염, 경련, 소두증, 감각 신경 청력 소실

을 말한다. 각각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미숙아는 재태 주수가 37+0wk 

미만인 경우, 혈소판감소증은 혈액 내의 혈소판이 100,000/mm2미만인 경우, 간염은 

Alanine transaminase (ALT) 가 80 U/L 초과인 경우, 직접 고빌리루빈혈증은 혈

액 내의 Direct bilirubin이 2 mg/dL 초과인 경우, 과소 체중아는 출생 체중이 출생 

주수 대비 3 standard deviation (SD) 미만 시, 경련은 임상 관찰 시 경련 증상 혹

은 뇌파 검사상 경련파가 있는 경우, 소두증 (microcephaly): 머리 둘레가 3 SD 미

만인 경우, 감각 신경 청력 난청 (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 한쪽 이상

의 청력 35 dB초과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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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천 CMV 감염과 유증상 선천 CMV 감염의 정의  

1. CMV 감염 

 CMV IgM antibody, CMV PCR 또는 Culture 양성 

 검체: 혈액, 소변, 뇌척수액, 구강 또는 호흡기계 체액 

 선천 CMV (cCMV) 감염: 생후 14일 이내 위 검사 결과 중 1개 이상 양성 

2. 유증상 cCMV 감염 

 

 cCMV 감염진단과 함께 아래 중 적어도 1개 이상인 경우 

임상증상 검사결과 

신경계 비 신경계  

소두증 (< 3 SD) 과소체중아  (< 10 

percentile), 

자궁 내 성장지연 (IUGR) 

고빌리루빈혈증 

(Direct bilirubin  

>2 mg/dL) 

경련: 증상 또는 뇌파이상 미숙아 (< 37+0wks GA) ALT 증가 ( >80 

U/L) 

뇌 석회화증 간 또는 비장 비대 혈소판 감소증  

( < 100,000/mm2) 

뇌실 확장증 황달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점상 출혈  

 망막신경염  

 감각 신경성 난청 (> 35 dB)  

*IUGR,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GA, Gestational Age; wks, weeks; ALT, Alanine Transaminase;  

dB, deci bell. 

신경발달학적 검사는 Bayley, BSID-2 or 3, Denver 4 또는 의료진 평가로 각 병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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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종류가 달랐으며 사회심리학적 요소, 언어발달,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항

목으로 나눠서 평가하였다.  

 

3. 유증상 선천 CMV 감염의 유병률 추정과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증상 선천 CMV 감염환자 수와 해당 기간 동

안의 총 신생아 수를 2016년 대한민국 총 출생아 수와 비교하여 유증상 

선천 CMV 감염의 유병률을 산출하였다. CMV DNA PCR 정량검사를 시

행한 환자들 중 CMV 검출량 정도와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신경학적 발

달 장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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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과 

 

1. 국내 유증상 선천 CMV 감염 유병률 

본 연구에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년간 7개 기관에서 출생한 81,229 

신생아를 후향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천성 CMV로 확인된 환자는 총 54명이었

으며 이 중 증상이 있는 선천성 CMV 환아는 49명으로, 0.06% (49/81,229) 이었다. 

기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증상을 가진 선천성 CMV 감염

의 유병률은 0.11% (40/34,084)로 연당 5000명당 5.7명이며 신생아 10만 명당 117

명으로 (그림 1) 이는 2016년 우리 나라 신생아 출생아 수 406,200 명당 약 475명으

로 추정된다 (통계청, 2016).  

 

 

 

 

 

 

그림 1. 우리 나라의 유증상 CMV 감염 유병률 추정 

총 81,229 명 

32,169 명 9,856 명 7,917 명 10,407 명 15,001 명 2,950 명 2,92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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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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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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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V 

= 0.06% 

(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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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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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9) 

C 병원 D 병원 E 병원 F 병원 G 병원 

확인된 유증상 선천 CMV 환자: 0.06  % (49 / 81,229) 

유증상 선천 CMV 발생 추정 (2009-2015): 0.11  %  (40 / 34,084) 

                                       117.4 명 / 100,000 신생아 

(20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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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연 도  별  유증 상  CMV 감 염  건 수  

연도 별 유증상 CMV 환자 건수를 파악했을 때 2009년 이전은 총 9명, 이후는 40명으

로 확인이 되어 2009년 이후 각 병원마다 진단 된 환자 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2).  

 

2.  국내 유증상 선천 CMV 감염의 증상과 치료 및 합병증  

유증상 선천 CMV 환자의 진단 당시의 나이 중앙값은 생후 1일 (범위, 0~12)이었

으며 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녀는 각각 23명, 26명이었으며 미숙아는 59% 

(29/49)이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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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증상 선천 CMV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명) 남 23 

여 26 

재태주수에 따른 신생아수 (명) 만삭아 (재태주수 ≥ 37 주) 20 

미숙아 (재태기간 < 37 주) 29 

출생 당시 체중 중앙값 (g)  1810  

(500 – 3840) 

진단 당시 나이 중앙값 (일)  1 (0 – 12) 

이 환자들의 흔한 증상으로는 과소 체중아 (48%, 23/48), 황달 (17%, 8/48), 점상 출혈 

(15%, 7/49) 등이 있었으며 혈액 검사 상, 혈소판 감소증 (48%, 23/49)이 가장 많았다.  

그림 3. 유증상 선천 CMV 환자의 증상 별 빈도 

 

49명 중 34명 (71%)이 신경학적인 이상을 보였으며 이 중 뇌실 확장증 (38%, 18/49)

과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 (19%, 9/49)이 나타났다 (그림 3). 신생아 청력 검사는 41명 

(85%, 41/49)에게 시행되었으며 그 중 34% (13/41)가 최종 청력 검사 (median days; 

생후 76일, 0~1270)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7명이 양측 청력 소실, 6명이 외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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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실로 진단되었고 4명의 환자가 인공 와우 이식을 받았다. CMV DNA PCR 정량 

측정을 한 환자는 총 25명이었으며 이 중 감각신경난청 평가를 시행한 환자는 19명이

었으며 신경발달학적 검사를 받은 환자는 15명이었다.  

그림 4. 유증상 선천 CMV 환자의 신경발달학적 항목별 빈도 

 

신경발달학적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는 30명으로 이 중 15명 (남녀 비 7:8)이 검사 당

시 나이에 비해 발달지연을 보였으며 발달검사 추적관찰 기간 중앙값은 327.5일 (216 

~ 1331일) 이었다. 발달 지연의 빈도는 대근육운동 지연, 소근육운동 지연, 언어 지연, 

사회심리학적 지연 순으로 많았다 (그림 4). 

CMV DNA copy 수의 최고값으로 (1회만 시행한 경우 그 측정값을 채택) copy 수의 

증가와 난청 또는 신경발달 지연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MV DNA copy 수

와 감각신경난청은 약한 선형관계를 보였으나 (rho=0.25) 유의하지 않았으며 (p=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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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 DNA copy 수와 발달지연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p=0.82). 발달 지연과 SNHL

의 연관성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p=0.31). 망막신경염은 4% (2/49) 였으며 생후 30일 

이내의 전체 사망률은 8% (4/49) 이었다. 

표 3. 치료군과 비치료군의 치료와 합병증 비교 여부  

합병증 종류   치료 받음 

(22명) 

치료 받지 않음 

(27명) 

신경학적 발달지연 유  6 10 

무  7 4 

모름  9 13 

감각신경성난청 유 양측 3 4 

외측 4 3 

인공와우이식 2 2 

무  11 13 

모름  4 8 

전체 사망수(명) 

(생후 >30 일) 

  1  3 

 

유증상 선천 CMV 환자 49명 중 항바이러스 제재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2명 (45%)였으며 치료를 받음에도 발달 지연을 보인 환자는 6명,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7명이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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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천 CMV 감염 선별 검사 종류와 국가별 현황 

 

표 4. 국가 별 선천 CMV 감염 선별 검사 결과 현황 

선별검사 

종류 

국가, 지역 

(참고문헌) 

기간 (년) 검체,  

검사 방법 

결과 (명, %) 

Universal 미국, 

Tennessee 주 

(Rhode et.al, 

2017)  

 구강액, 

CMV DNA RT-PCR 

cCMV: 61/6,127 (1%) 

Targeted 미국, Utah 주 

(Diener et 

al.,2017)  

2013~2015 소변,구강액,혈액 

CMV DNA RT-PCR 

cCMV: 14/234 (6%) 

SNHL: 3/14 (43%) 

Targeted 미국, Ohio 주 

(Medoro, 2017)  

2016~2017 소변, 

CMV DNA PCR 

HL: 11/158  

cCMV: 1/11 (9%) 

Universal 일본 

(Yamaguchi et 

al.,2017)  

2008~2015 소변, 

CMV DNA quantitative 

RT-PCR, 

청성뇌간반응검사(AABR) 

cCMV: 60/23,368 

(0.26%) 

Targeted 영국, 동북부와 

런던남부 

(Williams et al, 

2013)  

2010~2012 구강액 

CMV DNA PCR 

cCMV: 6/40 (1.5%) 

Universal 이스라엘 

(Barkai et al., 

2014)  

2011~2012 구강액, 소변 

CMV DNA RT-PCR 

cCMV: 48/9,845 

(0.57%) 

유증상: 4/48 (8.5%) 

SNHL: 2/4 (50%) 

Targeted 이스라엘  

(Ari-Even Roth 

et al., 2017)  

2014~2015 구강액, 

CMV DNA PCR 

cCMV: 4/178 (2.3%) 

SNHL: 3/4 (75%) 

Targeted 슬로바키아 

공화국 

(Jakubikova 

et.al, 2008) 

2007 국가 신생아청력선별검사 SNHL: 71/76  

cCMV: 5/71 (7%) 

*청성뇌간반응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 cCMV; 선천 CMV 감염 or congenital 

CMV infection, SNHL; Sensorineural hearing loss, HL; Hearing loss. 

현재 우리 나라는 CMV 감염 및 유병률에 대한 보고가 현저히 부족하며 또한 선천 

CMV 선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중, 선천 CMV 선별 검사를 시행 

중인 국가의 검사 방법, 선천 CMV 감염의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표 4). 미국 

Tennessee 주, Uhah 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CMV 선별 검사 제도를 시행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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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도는 없지만 몇몇 개별 기관에서 universal 또는 targeted 선별 검사를 

시행하여 선천 CMV 감염 진단한 보고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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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본 연구에서 유증상 선천성 CMV 환자는 총 49 명이었으며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는 40 명으로 10 만명당 약 117 명으로 2016 년 우리 나라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 40 만여명 당 약 475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증상 선천 CMV 환자 

유병률만 추정한 것으로 무증상인 선천성 CMV 환자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CMV IgG 항체보유율이 높은 우리 나라의 선천 CMV 

감염의 유병률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선천 CMV 선별검사가 필요하다. 무증상 CMV 

감염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도 추적관찰을 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출생 당시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알 

수 없기 어렵고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 (Lanzieri et al., 2017).  연도 별 유증상 CMV 

환자 건수를 파악했을 때 2009 년 이전은 총 9 명, 이후는 40 명으로 이는 최근에 들어 

선천성 CMV 감염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도 증가 및 PCR 검사 방법의 활용 증가로 

진단율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또한, 전국 각 도에 주요 

병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지역 편향이 되어 있지 않아 전국의 유증상 선천 CMV 

감염 환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유증상 선천 CMV 감염 환자들의 진단 시기는 약 생후 1 일이었으며 거의 대부분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산전 검사상 자궁내 성장지연 또는 소두증, 

뇌실내 석회화에서 출생 직후 혈소판 감소증, 간수치 증가 등의 이상 소견까지 검사 

시행한 이유는 다양했다. 신생아 청력 검사는 모든 유증상 선천 CMV 감염 환자들에게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유증상 선천 CMV 감염 환자의 청력 소실 여부를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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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고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4 명의 환자는 모두 양측 청력이 

소실된 환자였다. 신경발달 지연의 가장 흔한 항목은 대근육운동 지연이었으며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43% (13/30)였다. 환자 마다 여러 항목에 지연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으며 대근육 운동 지연이 있는 경우, 소근육 운동 지연도 함께 보이는 경우가 

7 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은 생후 244 일에 시행한 발달 검사 (BSID-2) 상 모든 발달 

지연을 보였으나 생후 293 일에 재 시행한 검사에서 (Denver)는 정상 발달을 보였다. 

선천 CMV 감염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발달 지연에 대한 추적관찰 치료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호전 여부를 알기는 어려웠다.  

선천 CMV 감염 진단 당시 CMV DNA PCR 정량 측정을 함께 한 환자 25 명에서 

CMV DNA copy 수 (viral load)와 신경학적 합병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Yamaguchi et al., 2017; Medoro, 2017) 측정한 최고치와 발달 지연, 

감각신경성난청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적은 샘플 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연관성을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선천 CMV 감염 환자들의 

주기적인 CMV DNA 정량 측정과 신경학적 합병증의 관계를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 다른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망막신경염을 진단 받은 환자는 2 명이었으며 

추적관찰 하며 호전 소견을 보였다. 생후 30 일 이내 전체 사망률을 8% (4/49)로 

사망원인으로는 미숙아 출생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로 선천 CMV 감염이 사인으로의 연관성은 알 수 없었다.  

선천 CMV 감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된 환자들에게 발간시클로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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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 결과 이전 치료제였던 간시클로버 보다 치료 성적이 좋았다는 보고 (Kimerlin, 

2015) 이후 발간시클로버 제재 치료를 선호하게 되었다. 유증상 선천 CMV 감염에서도 

중증도에 따라 어떤 경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지 논란이 있다 

(Cannon et al., 2015). 또한, 암 유발 또는 생식세포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22 명으로 2010 년 이전 환자들은 주로 

간시클로버로 치료를 받았으며 발간시클로버로 치료 받은 환자는 3 명으로 청력 개선 

비교는 어려웠다.  

현재 우리 나라에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선천 CMV 선별 검사 법안 또는 기관 별 

검사 결과를 요약한 표 4 를 참고 하면, 미국 Tennessee 주는 주 자체적으로 universal 

CMV 선별 검사 제도를 시행 중이며 한 보고에 따르면 이 선별 검사를 통해 진단 된 

선천 CMV 감염 환자는 61/6,127 명 (1%)였다 (Rhode, 2017). 미국 Utah 주는 

2013 년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신생아에게 CMV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 하였으며 법안 통과 후 2 년동안 조사한 결과 생후 3 주 이내 

선천 CMV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는 14/234 명 (6%) 였으며 이 중 6 명 (34%)이 

청력소실이었으며 3 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이었다. 이 결과로,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CMV 선별 검사를 통해 선천 CMV 감염을 진단함으로써 적기에 

항 바이러스 치료 (발간시클로버 또는 간시클로버)를 함으로서 난청 진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Kimberlin et al., 2015).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1998 년부터 국가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를 도입하였으며 2007 년에 이르러 전국의 

97%의 신생아가 청력 선별 검사를 받고 있으며 0.95/1000 명 신생아가 양측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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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으로 진단 받았으며 2007 년, 청력 선별 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신생아는 

76 명으로 이 중 7.3%가 선천 CMV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Jakubikova et al., 2008). 

선별검사 법안제도는 없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선천 CMV 감염 선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청력소실과 CMV 의 관련성을 확인한 보고들도 있다. 미국 Ohio 주 한 

기관에서 시행한 선별검사는 한 해 동안 생후 3 주 이내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시행 받은 204 명 중 통과하지 못한 158 명은 대부분 미숙아로 (중간 값 재태 주수 

28 주, 중간 값 몸무게 1072 그램)으로 생후 3 주가 지난 시점에 CMV DNA PCR 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11 명이 2 차 청력 선별 검사도 통과 하지 못하였으며 그 중 1 명 

(9%)가 소변 CMV PCR 양성으로 확인 되었다 (Medoro, 2017). 일본의 2 개의 기관에서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 소변 CMV DNA 정량 PCR 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총 

23,368 명의 신생아 중 60 명 (0.26%)이 선천 CMV 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AABR 을 

시행한 22,229 명 중 171 명 (0.77%)이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이 중 22 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이었다. 22 명의 난청 환자 중 5 명 (22.7%)은 선천 CMV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이 연구 결과, 선천 CMV 감염 환자 중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변 CMV DNA 정량 검사 결과 바이러스 copy 수가 난청이 없는 선천 CMV 감염 

환자 수보다 많음을 확인하였다 (p=0.036) (Yamaguchi et al., 2017). 영국은 국가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에 선천 CMV 감염 선별 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청력 선별 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신생아의 구강액을 통해 검사한 결과, 선천 

CMV 감염이 1.5%임을 보고하였다 (Williams et al., 2013). 이스라엘에서 다 기관 연구로 

신생아 9,845 명을 대상으로 구강액 CMV DNA PCR 을 검사한 결과, 0.57% (56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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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으로 확인 되어 소변 PCR 검사으로 재확인된 환자는 48 명이었다. 이 중 4 명 

(8.5%)가 유증상 이었으며 2 명에게서 청력손상이 확인되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Barkai et al., 2014). 또 다른 연구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신생아 

200/19,830 명 중 178 명이 생후 3 주 이내에 구강액 CMV DNA PCR 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4 명 (2.25%)가 진단 되었으며 이 중 3 명에게서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다 (Ari-Even et al., 2017). Universal 또는 targeted 선별 

검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보고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추후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선천 CMV 감염 환자 파악과 유증상 환자의 발생율을 알게 됨으로써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과 다른 신경학적 합병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무증상 환자들 또한 진단 당시 증상이 없지만 장기적 추적관찰을 통해 

난청 등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추적관찰 시스템 확립과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족한 환자 수와 불충분한 정보이다. 2001 년부터 

2015년까지 긴 연구기간이었으나 2009년 이전의 각 7개 기관의 자료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 제외된 경우가 많아 49 명의 유증상 선천 CMV 감염 환자만 파악이 되었다. 선천 

CMV 감염의 인식도 부족과 진단 검사 방법이 미흡한 점이 주요 요인이었고 또한 각 

기관마다 검사하는 방법과 시기가 달라 생후 2 주 이후에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시켰다. 49 명 모두 산전 또는 출생 당시 위에서 기재한 확연한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선천 CMV 감염 환자들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유증상 선천 CMV 감염 환자만 가지고 전체 우리 나라 

유증상 선천 CMV 감염 유병률을 파악하기엔 매우 적은 수로, 일반적으로 선천 CMV 감염 



- 23 - 

 

환자 중 약 10% 만이 유증상이며 무증상인 나머지 90%의 환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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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우리 나라는 국민의 95% 이상이 CMV IgG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평생 한 번 

CMV 감염이 있었음을 뜻한다. 높은 CMV 감염 유병률인 국가는 CMV 감염이 생후 

2 세 이내에 생기며 평생감염으로 원발성 감염 보다는 재활성화 또는 재감염의 형태인 

산모에서 선천 CMV 감염을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15 년간 파악된 49 명의 

유증상 CMV 감염 환자를 기반으로 우리 나라 한 해 출생아 중 유증상을 포함한 선천 

CMV 감염 환자 유병률 파악이 필요하다. Universal 선별 검사는 법안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우나 추후 여러 기관에서 선천 CMV 감염 관련 연구를 통해 

선별검사 법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관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CMV 검사를 생후 2 주 이내 

검사하여 CMV 감염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선별 검사를 통해 선천성 CMV 감염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이로 인한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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