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임신 시에 발생된 단순포진(herpes simplex) 감염은 태아에

게 치명적인 합병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선천성 단순포

진바이러스 감염의 대부분은 주산기에 양막의 파열 또는 분만

시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며 태반이나 파열되지 않은 양막을 통

하여 감염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일차적 노출 및 이차적 노출 모두 만삭 또는 분만

시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분만

시 활동성 단순포진 감염이 있을 시엔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시 태아단순포진뇌염

(encephalitis)은 태아의 뇌척수액에서 단순포진바이러스를 중

합효소 연쇄반응 방법을 통해 검출하여 진단할 수 있으나 출

혈, 감염 및 기술적인 한계 등의 문제로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일차 감염은 무증상이나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뇌실 확장, 심근 석회화, 고음영의 장관, 간 석회화, 지속적인

다리 굽힘 등의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선천성 감염을 의

심할 수 있다 [2]. 저자들은 임신 36주에 시행한 산전 초음파

소견에서 뇌실 확장증의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다른 장기의 동

반 기형은 관찰되지 않은 산모에서 분만 후 시행한 두부 초음

파와 자기공명영상 및 신생아 혈청 및 뇌척수액 검사상 단순

포진뇌염이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32세의 여자 환자가 최종 월경일 2005년 11월 22일 이후

개인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 받던 중 중기 초음

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2006년 8월 2일 임신 36

주에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양측 뇌실확장증 소견을 보여

2006년 8월 4일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본원 내원하여 당일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생체 계측은 양두정골간 지름

9.3 cm (38주+1일), 머리둘레는 33.6 cm(38주+3일), 복부

둘레는 31.3 cm(35주+2일), 대퇴부 길이는 7.0 cm(36주)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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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천성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의 대부분은 주산기에 양막의 파열 또는 분만 시 아기에게 감염이
되며 태반이나 파열되지 않은 양막을 통하여 감염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저자
들은 임신 36주에 시행한 산전 초음파 소견에서 뇌실 확장증 등의 이상 소견을 보여 임신 36주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분만 후 시행한 두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 및 신생아 혈청 및
뇌척수액 검사에서 단순포진뇌염이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
고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 herpes simplex, infection, encephalitis, fetus, US, hydroceph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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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우측 뇌실의 심방은 3.1 cm, 좌측 뇌실의 심방은 2.3 cm

으로 증가되어 중증의 뇌실 확장증 소견을 보였으며 뇌실 내

면(inner margin)은 불규칙하게 관찰되었다 (Fig. 1A). 제 3뇌

실은 0.7 cm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Fig. 1B) 우측 뇌실의 심

방 내에 2.5 cm×1.3 cm 크기의 저음영 병변 등을 포함한 다

수의 맥락막총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Fig. 1C).

심근 석회화를 포함한 심장 기형이나 고음영의 장관, 간 실질

의 석회화를 포함한 위장관 기형 및 지속적인 다리 굽힘

(contracture) 등의 다른 장기의 동반 기형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양수량은 정상이었고 태아 위치는 두위였으

며 태반은 자궁 후부에 위치하였다. 중증의 뇌실 확장증 등의

초음파 이상 소견 및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당일 응급 제왕 절

개술 시행하였으며 체중 2970 gm, 양두정골간 지름 9.5 cm,

1분과 5분 아프가 점수 각각 7점, 8점인 남아를 분만하였다.

신생아는 육안상 정상 소견이었으며 출생 직후 신생아는 활동

력은 중등도였고 청색증이나 호흡 장애는 없었다. 심잡음 없이

규칙적인 심음, 수포음 없이 청명한 호흡음이 청취되었으며 복

부 진찰에서 간과 비장종대는 없었고 사지에 부종이나 운동장

애는 없었으나 활동도 및 모로 반사는 감소되어 있는 양상이

었다. 생후 3 일째 두부 초음파를 시행하여 산전 초음파와 동

일한 소견을 보였으며 생후 4 일째 시행한 두부 자기공명영상

에서도 제 3뇌실 및 측뇌실의 확장, 뇌실염 의증 소견 관찰 되

었으며 T2-강조 영상에서 우측 측뇌실에 2.5 cm×1.3 cm 크

기의 고신호강도 병변 관찰되어 맥락막총 출혈 소견을 보였다

(Fig. 1D).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척수액에 백혈구 증가 소견이 나타나

뇌염이 의심되었으며 뇌척수액, 혈청 검사상 단순포진바이러

스 IgM 항체는 모두 음성이나 혈청 검사 단순 포진 IgG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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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Prenatal ultrasonographic and postnatal MR findings of herpes simplex encephalitis
A. Transverse sonogram of the fetal head at 36 weeks of gestation showing the posterior horn of the right ventricle measuring 31 mm.
B. Transverse sonogram of the fetal head at 36 weeks of gestation showing the 3rd ventricle measuring 7 mm.
C. Transverse sonogram of the fetal head at 36 weeks of gestation showing 2.5×1.3 cm sized hypoechoic lesion with peripheral en-
hancement on right lateral ventricle.
D. Transverse T2-weighted sequence MRI at 4th days showing dilatation of third  and lateral ventricles and 2.5×1.3 cm sized high
signal density suggesting choroids plexus hemorrhage in right lateral ventricle.



는 1:16000, 뇌척수액 단순포진바이러스 IgG 항체는 1:510으

로 상승되어 있었다. 모체 혈청 검사에서 단순포진바이러스

IgM 항체는 1:40으로 음성이었으나, IgG 항체는 1:25000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단순포진뇌염 의증으로 acyclovir를 56

mg/kg 용량으로 매일 3주간 투여 하였으며 투여 후 활동력도

좋아지고 모로 반사도 정상 소견 보였다. 지속적인 뇌실 확장

증 소견 및 맥락막총 출혈 소견 보여 생후 14일째 두개 천공

술 및 체외 배액술을 시행 받았고 생후 28일째 뇌실-복강간

션트술 시행 후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특이 소견 보이지 않

으며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태아 감염 시 초음파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다

음과 같은 일련의 비정상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일 수 있다. 풍

진바이러스 감염 시 감염된 태아의 50% 정도에서 소하악증

(micrognathia), 소뇌증(microcephaly), 뼈 방사성 투과성

(bony radiolucencies), 자궁내 성장 지연(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간비종대(hepatosplenomegaly), 망막병증

(retinopathy) 등의 초음파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이중 가장

흔한 소견은 자궁내 성장 지연이다. 대부분의 기관 모두를 침

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

위는 태반, 간, 심근, 뇌, 척수, 눈 신장, 근골격계로 이 부위에

세포 파괴를 일으키게 되어 석회화(calcification)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초음파에서 발견 가능하다 [3].  태아의 거대세포바

이러스 감염은 선천성 태아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상이나 증후가 보이는 경우는 10%정도 뿐이

다. 태아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초음파

소견으로는 태아수종이 대표적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특징적

중추 신경계 병변으로는 뇌실 주위 석회화(periventricular

calcification)와 괴사(necrosis)를 보일 수 있으며 만성 병변

시에 소뇌증과 수두증(hydrocephalus)이 나타날 수 있다. 심

장에서는 심실 심방 중격결손(ventricular and artrial septal

defect), 폐동맥 협착(pulmonic stenosis), 난원공의 폐색

(oclusion of the foramen ovale), 대동맥 축착증(coarctation

of aorta) 같은 구조적 기형이 관찰 될 수 있다. 복부 초음파

소견에서는 복수(ascites), 간종대, 비종대, 복강 내 석회화

(intraabdominal calcification), 고음영의 장관(hyperechoic

bowel) 등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태반의 크기가 비

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양수 과다증 또는 양수 감

소증을 보일 수 있다. 태아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감염 시엔

사지 위축과 뇌 기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으로는 소뇌증, 망막 석회화 (retinal calcification), 간비종

대, 사지 기형(limb deformities), 자궁내 성장 지연 등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선천성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에서는 증상이

있는 감염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전에 선천성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징적으

로 나타날 수 있는 초음파 이상 소견으로는 자궁내 성장 지연,

간종대, 수두증, 뇌실내 석회화, 태반 석회화(placental

calcification) 등이 있는데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시의 초음파

소견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초음파 소견 만으로 이 두 감염

을 감별하기는 어렵다 [2, 4]. 본 증례의 경우에는 수두증 외

에 자궁내 성장 지연이나 간종대, 뇌실내 석회화, 태반 석회화

등의 다른 동반되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태아 감염을 의

심할 수 있는 소견은 수두증 밖에 없었다. 따라서 태아 감염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초음파 소견 중 한가지 소견이라도 나타날

경우 태아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임신 중의 태아 감염은 주산기 사망의 원인이 되거나 중추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만성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

우 중요한 보건 문제이다. 임신 중 태아 감염을 알아낼 수 있

는 영상 검사로 초음파가 가장 도움이 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상이나 증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

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 최근에는 태아 감염의 중추 신경계

병변의 발견에 자기공명영상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러 보

고들이 있어 태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두부 자기공명영상을

같이 시행하여 태아 감염 발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5]. 특히 산모가 비만한 경우나 태아 두부 위치 이상 등

으로 초음파의 영상 질이 떨어지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이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순포진뇌염의 진단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양하여

바이러스를 분리해 내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

우는 병소의 세포학적 검사로 추정진단을 할 수 있으나 민감

도는 60-70%에 불과하다 [6]. 혈청학적 검사는 혈청에서 항

체가 나타나려면 2주 내지 8주가 소요되므로 감염의 조기 진

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뇌척수액 검사는 드물게 정상 소견

을 보이지만 대개는 세포 증다증과 단백질 증가(500-1,000

mg/dl)를 나타내고 연속 검사 시 특징적으로 점차적인 단백질

함량의 증가를 나타낸다. 확진 하기 위한 뇌척수액 바이러스

배양검사에서는 약 20-40%에서만 바이러스 분리가 가능하

다. 본 증례의 경우에서도 뇌척수액 검사에서 세포 증다증 소

견을 보여 뇌염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두부 초음파 및 두부 자

기공명영상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하였고 초기 뇌척수액 바이

러스 배양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바이러스 분리가 되지 않았으

나 뇌척수액 및 혈청 바이러스 검사가 단순포진뇌염 진단에 도

움을 주었다.

치료로 항 바이러스 제재가 많이 개발되었지만 단순 포진 바

이러스 감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선택은 예방이다.

임신 초기에 산모의 감염 시 임신 중절 여부에 대한 특별한 지

침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이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

시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는 감염의 과거력이 있는 산모

는 임신 34주 내지 36주부터 분만까지 매주 생식기 배양검사

를 실시하여 분만 1주일 이내에 배양검사가 양성이거나, 생식

기 병소가 있거나, 혹은 조기양막 파수 시는 4시간이 경과하

이미범 외 : 임신 3삼분기에 산전초음파검사로 진단된 태아단순포진뇌염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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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제왕절개술의 시행이 권장되고 있다 [8]. 그러나 이러

한 권장 사항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임상적 자료가 없으며,

분만 전 선별적 바이러스 배양검사가 분만 시 바이러스의 배

설을 잘 예측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9]. 그

리고 배양검사 외에 바이러스의 배설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 등의

영상 검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선천성 태아 감염의

발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이번 증례에

서와 같이 산전 초음파상에서 수두증 외에 다른 특이 소견이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전 초음파상 자궁내 성장 지연,

간종대, 수두증, 뇌실내 석회화, 태반 석회화(placental

calcification) 등의 소견 중 어느 소견 하나라도 보일 때 다른

동반 소견이 없더라도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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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Fetal Herpes Simplex Encephalitis Diagnosed Prenatally
by Ultrasonography in the Third Trimester

Mi-Bum Lee, M.D., Yu-ri Kim, M.D., Han-sung Hwang, M.D., 
Yong-won Park, M.D., Young-Han Kim, M.D.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most all reported incidences of herpes simplex virus (HSV) infection in newborns result as a complication of
rupture of the amniotic membranes or the delivery of the baby, but infection via the placenta and amniotic mem-
branes is rare. Ventriculomegaly was detected at 36 weeks of gestation by prenatal ultrasonography, and an emer-
gency cesarean section was then performed at 36 weeks of gestation. We report a case of herpes simplex encephali-
tis detected at 36 weeks of gestation by prenatal ultrasonography, which was confirmed by a postnatal serologic test
and CSF test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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