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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모유를 통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지침

서론

극소저체중출생아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VLBW infant) 들은 모유에 의한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 감염의 고위험군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가임기 여성의 CMV 항체 양성률이 95%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는 지역에서는 모

유에 의한 CMV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모유 전 처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VLBW 환아를 분만한 수유모의 모유 내 CMV 

양성률 및 모유에 의한 CMV 감염률을 확인하고, 모유 전 처치 방법에 따른

CMV 감염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과 해운대백병원에서 전향적 무

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하였다. 재태연령 32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500g 미만

의 입원 환아 중, 출생 후 1주일 이내 모유에서 CMV 양성 소견을 보인 환아들

을 모유 전 처치 방법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냉동 그룹은 최소 3일 이

상 섭씨 영하 20도에서 냉동된 모유를 수유하였고, 냉동 + 저온살균 그룹은 냉동

후 해동한 모유를 섭씨 62.5도에서 30분간 열 처리를 추가하였고, 냉동 + 고온살

균 그룹은 냉동 후 해동한 모유를 섭씨 72도에서 5초간 열 처리를 시행한 후 수

유하였다. 모유와 환아의 소변에서 주기적으로 CMV 배양 및 PCR 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환아들의 임상 경과 및 CMV 관련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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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158명의 환아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룹별로는 냉동 41명, 냉동 + 저온살균

48명, 냉동 + 고온살균 69명이었다. 7명 (4.4%)의 환아에서 평균 생후 44일에

CMV 감염이 진단되었고, 2명 (1.3%)의 환아에서 CMV 감염과 연관된 증상이 발

현되었다. 그룹별로 감염된 환아는 냉동 2명 (4.9%), 냉동 + 저온살균 4명 (8.3%), 

냉동 + 고온살균 1명(1.4%) 이었다. 증상이 발현된 2명의 환아들은 그렇지 않은

감염 환아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진단되었고 (평균 생후 28.5일), 진단 당시 연령

도 32주 미만으로 어린 연령이었으며, 모두 냉동 + 저온살균 그룹이었다. 감염된

환아 중 3명의 모유와 소변 또는 기관지폐포세척액의 CMV glycoprotein B 유전형

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CMV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한 모유 내 평균 CMV DNA 

부하 값은 생후 3주에 최고 값을 보이고 이후 생후 2-3개월간 점차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다. 그러나, 각 환아의 모유 내 CMV DNA 분비 유형은 다양하였고, 일

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한, 신선 모유 내 CMV DNA 부하는 냉동 및 살균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CMV DNA 부하 값과 CMV 감염과의 상관 관계는 없었다.

결론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모유에 의한 CMV 감염은 드물고 진행중인 질환이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미숙아인 경우 감염에 걸리더라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임상 경과를 보이므로, CMV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줄이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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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상을 동반한 CMV 감염의 위험이 큰 재태연령 28 주 미만, 출생체중

1,000g 미만의 고위험군에서는 생후 4-6 주간 또는 32 주에 도달할 때까지

고온살균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중심 단어: 극소저체중출생아, 모유,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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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목록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

면역글로불린 (Immunoglobulin, Ig)

신생아중환자실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중합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냉동 (Freezing-thawing, FT)

냉동 + 저온살균

(Freezing-thawing + low temperature Holder pasteurization, FT+LP)

냉동 + 고온살균

(Freezing-thawing + high temperature short-term pasteurization, FT+HP)

패혈증 흡사 증후군 (Sepsis like syndrome,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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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신 기간 중 모체가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에 최초 감염되

거나 잠복기에 있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일어나는 경우 태아는 선천성 CMV

감염에 걸린다 (1). 분만 과정 중 거대세포바이러스에 오염된 산모의 질 분비물

에 노출되거나, 출생 후 CMV에 오염된 혈액 제재의 수혈이나 모유를 통해 주로

후천성 CMV 감염에 걸린다 (2). CMV 면역글로불린 G (immunoglobulin G, IgG)를

갖고 있는 산모들에서 출산 후 유방 내에서 CMV 의 국소적인 재활성화가 일어

나고, 이렇게 재활성화 된 CMV 는 모유를 통해서 분비되어 후천성 CMV 감염을

유발한다 (3, 4). 모유를 통한 CMV 감염은 만삭아에서는 드물게 일어나며, 이는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의 보호 때문이라 여겨진다 (5). 그러나, 모체의 항체가 주

로 임신 3분기에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므로, 재태연령 32주 미만 또는 출

생 체중 1,500 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들은 모유를 통한 CMV 감염의 고위험군

이 된다 (6). CMV 음성, 백혈구 감소 혈액을 통한 수혈을 시행한 이후 혈액 재제

를 통한 CMV 전파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어 현재는 모유가 미숙아에서 가장 흔

하고 중요한 후천성 CMV 감염 경로이다 (7). 따라서, 모유를 통한 CM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가임기 여성에

서 CMV IgG 양성률이 95% 이상인 경우 CMV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모유

전 처치 방법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8).

이에 본 연구는 극소저체중출생아를 분만한 수유모의 모유 내 CMV 양성률과

모유에 의한 CMV 감염률을 확인하였고, 모유 전 처치 방법에 따른 CMV 감염률

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전 처치 과정 전후 모유 내 CMV DNA 부

하 및 영양 성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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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향적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서울아산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신생

아 중환자실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서 진행되었으며, 각각 서울아산병

원과 해운대백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2015-0367, 129792-2015-039)을 받았다.

연구 대상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두 병원의 NICU에 입원한 재태연령 32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500g 미만의 모든 입원 환자 중, 출생 후 1주일 이내 모

유에서 시행한 CMV 중합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천성 CMV 감염, 불충분한 모유 공

급, 생후 4주 이내 사망이나 타 병원으로 전원 간 경우,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연

구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 환아들은 무작위로 모유 전

처치 방법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냉동 (freezing-thawing, FT) 그룹에 속

한 환아들은 섭씨 영하 20도에서 최소 3일 이상 냉동한 모유를 수유하였다. 냉동

+ 저온살균 (FT + low temperature Holder pasteurization, FT+LP) 그룹은 냉동한 모유

를 해동한 후, 섭씨 62.5도에서 30분간 살균한 모유를 수유하였고, 냉동 + 고온살

균 (FT + high temperature short-term pasteurization, FT+HP) 그룹 역시 냉동 모유를

해동한 후 섭씨 72도에서 5초간 살균한 모유를 수유하였다. 모유 살균을 위한 열

처리는 두 병원에서 같은 모델의 진탕 항온 수조 (shaking water bath, BS-11, 제이

오테크, 대한민국) 기계를 사용하여, 동일한 프로토콜로 시행하였다. 모유의 전

처리 방법에 따른 환자 분류와 모유 전 처리는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연구 간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상 환아들의 재태연령, 출생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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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및 두위 등의 신체 계측, 성별, 분만 방식, 쌍생아, 자궁 내 성장지연, 아프

가 점수, 산모의 질환 등의 주산기 임상 정보를 수집하였다. 계면활성제 치료, 인

공호흡기 치료 기간, 뇌출혈, 기관지폐이형성증, 패혈증, 괴사성 장염 (Bell’s 

criteria 2기 이상), 동맥관 개존증, 미숙아 망막증, 담즙 정체, 수혈 횟수, 총 정맥

영양 치료 기간, 면역글로불린 치료 등의 임상 소견과 일반 혈액 검사 및 간 기

능 검사, 소변과 모유의 CMV 배양 검사 및 CMV PCR 검사, 영상의학 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수집 후 분석하였다. 또한, 모유 수유 기간 및 총 모유 수유량, 일

평균 모유 수유량, 그리고 전체 경구 영양 중 모유가 차지하는 비중 등 모유 수

유와 관련한 정보도 확인하였다.

정의

선천성 CMV 감염은 생후 2주 이내 소변에서 시행한 CMV 배양 검사 또는

CMV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전 결과가 음성이면

서 생후 2주 이후에 소변에서 CMV 배양 검사 또는 CMV PCR 검사 양성인 경우

후천성 CMV 감염으로 정의하였다. 모유 CMV 양성은 모유 검체에서 CMV 배양

검사 또는 CMV PCR 검사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CMV –연관 증상

(CMV-related symptom)은 중성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점상 출혈, 황달, 간 효

소 수치 상승, 간 기능 이상, 또는 CMV 폐렴 등의 증상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

으로, CMV 패혈증 흡사 증후군 (sepsis like syndrome, SLS) 은 다른 세균 감염의

증거 없이 CMV 만 양성인 상태에서 서맥, 무호흡,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증상

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완전 경구 영양 도달은 정맥 영양의 도움 없이 모

든 필요한 영양 공급을 직접 또는 수유관을 통해서 경구 영양으로만 가능해졌을

때로 정의하였고, 평균 모유 수유량은 입원 기간 중 섭취한 전체 모유 섭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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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하는 날을 제외하고 수유를 진행하였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모유

수유 기간은 양에 상관 없이 하루 중 한 번이라도 모유 수유를 했던 날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경구 영양의 총량에서 모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

여 25 % 미만, 25 – 49 %, 50 – 75 %, 75 % 초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실험실 검사

소변에서 CMV 배양 검사와 PCR 검사를 출생 후 1주 이내, 4주, 8주, 그리고

12주에 시행하였으며, 모유에서 CMV 배양 검사와 PCR 검사를 출생 후 1주 이

내, 3주, 6주, 9주, 그리고 12주에 시행하였다. 수유모의 모유에서 CMV 가 검출된

경우, 수유모의 소변에서 CMV 배양 검사와 PCR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해

운대백병원에서는 PCR 정성 검사만을 시행하였고, 서울아산병원은 PCR 정량 검

사도 추가로 시행하여 CMV DNA 부하 값을 확인하였다.

1) 검체 (소변, 모유)

모유 검체와 소변 검체는 무균 튜브에 채취하여 냉장 상태로 진단검사

의학과 미생물검사실로 운반되었다. 72시간 이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냉장 상태로 보관하였고, 72시간 이후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섭씨 영하 70

도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2) CMV 배양 검사

모유와 소변에서 CMV 검출을 위해 ReadyCells® MRC-5 (Quidel, San 

Diego, CA, USA)을 이용한 shell vial 배양법을 시행하였다. 24시간 이상 배

양한 후 D3 DFA Cytomegalovirus IFA (Quidel) 시약을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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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후 형광 현미경을 통해 강낭콩 모양의 핵에 FITC (apple green) 형광

을 검출하였다.

3) CMV PCR 정량 검사

CMV DNA 부하 (copies/mL) 측정은 정량적 PCR 검사법을 시행하였다. 

CMV DNA 추출은 상품화된 QIAsymphony Virus/Bacer Kits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로터-겐 (Qiagen)

장비에서 Artus® R CMV PCR 검사(Qiagen)를 통해 CMV PCR 정량 검사를

수행하였다.

진단검사의학실의 지침에 따라 2018년 9월 11일까지는 QiaSymphony SP 

장비(Qiagen, Hilden, Germany)에서 핵산을 추출하였으며, artus CMV QS-RSQ 

kit를 이용하여 Rotor-Gene Q (Qiagen) 장비에서 정량 PCR을 수행하였다.

2018년 9월 12일부터는 m2000sp system (Abbott, Chicago, IL, USA)에서 핵산

을 추출하였으며, Real-time CMV assay (Abbott)를 이용하여 m2000rt system 

(Abbott) 장비에서 정량 PCR을 수행하였다.

4) CMV glycoprotein B (g B) PCR for genotyping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은 CMV에 감염된 환아의 소변과 모

유에서 수행되었다. CMV 변형률 입력 시 다음과 같은 이니시에이터로 글

리코프로테인 B (g B) 유전자를 증폭하였다. 5′′-CAA GAR GTG AAC ATG 

TCC GA-3’, 5′′-GTC ACG CAG CTG GCC AG-3’로 1차 PCR이 증폭되었다. 1

차 증폭 PCR 증폭 산물을 5′′-TGG AAC TGG AAC GTT TGG C-3’, 5′′-GAA 

ACG CGC GGC AAT CGG-3’으로 이중 PCR (nested PCR)하였다. PCR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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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Binder 등에 의해 소개된 방법을 따른다 (9). 증폭된 제품의 염기

서열분석은 Macrogen (Seoul, Korea)에서 시행하였다.

5) CMV strain typing

CMV g B 유전형은 AD 169 strain (GenBank Accession No. FJ527563), Toledo 

strain (GU937742), Towne strain (FJ616285) 등의 염기서열과 MEGA 7 

(Arizona State University)을 사용하여 ClustalW 프로그램으로 정렬하였으며, 

Neighbor-Joinging 방법으로 계통발생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6) 모유 내 영양 성분의 변화

모유 내 영양 성분은 Miris® Human Milk Analyzer (HMA
TM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만 후 4-6 주에 얻어진 모유 검체를 대상으로 냉동그룹은

신선 모유와 냉동 후 해동한 모유를, 냉동 + 저온살균과 냉동 + 고온살

균 그룹에서는 해동된 모유와 열 처리를 추가한 모유 내 지방, 조 단백

(crude protein), 순 단백 (true protein), 락토오스, 에너지 등의 변화를 조사

하였다.

통계

범주형 변수는 백분율과 함께 빈도로 표현했으며,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

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SD)로 표기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특성 차이는 Chi 제

곱 검정 또는 Fisher의 범주형 변수에 대한 정확한 검정 및 독립 시험 또는

Mann-Whitney 의 연속 변수에 대한 U 검정으로 하위 그룹 간에 비교하였다. 

Scheffe’s post-hoc test 또는 Dunn’s post-hoc test 와 함께 Kruskal-Wallis 시험과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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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하였다. 평가 지점 간의 차이를 검정

하기 위해 Paired t 검정 또는 Wilcoxon’s signed rank test도 채택되었다. 분포가 정

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의 테스트를 이용했다. CMV 감염과 독립적으

로 관련된 예측 인자를 식별하기 위해 선형 회귀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

했다. 또한, CMV 감염을 예측하기 위한 계수의 민감도 및 특수성을 평가하기 위

해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0.05 미만의 p 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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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연구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과 해운대백병원 NICU에 입원한 재태연령 32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500g 미만의 환아는 모두 629명이었다. 이 중 생후 1주일

이내 모유 CMV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32명을 제외한 597명 중 모유 CMV 검사

결과가 양성인 250명 (41.9%)을 최초 대상으로 하였다. 선천성 CMV 감염 (7명), 

초기 사망 또는 중증 질환 (20명), 모유 공급 부족 (12명), 산모 질환 (3명), 타 병

원으로의 전원 (2명), 연구 동의 거부 (48명)를 제외한 최종 158명 (서울아산병원

89명, 해운대백병원 69명)이 본 연구에 등록되었으며, 이 중 7명 (4.4%)에서 CMV 

감염이 진단되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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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참여자

GA; gestational age

BW; birth weight

HM; human milk

FT; freezing-thawing

FT + LP; freezing-thawing + low temperature Holder pasteurization

FT + HP; freezing-thawing + high temperature short-term paste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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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별 분석

연구 대상은 총 158명이고, 모유 전 처리 방식에 따른 그룹별로는 FT 그룹이

41명, FT + LP 그룹이 48명, FT + HP 그룹이 69명이었다. CMV 감염률은 FT, FT + 

LP, FT + HP 그룹별로 각각 4.9% (2명), 8.3% (4명), 그리고 1.4% (1명)로 나타났다. 

표 1은 세 그룹 사이의 기본적인 인구 정보 및 임상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FT + LP 그룹이 FT + HP 그룹보다 조기 양막파수가 많은 것 외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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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유 전 처리 방식에 따른 그룹별 환아의 비교

Study group

Variables FT

(n=41)

FT + LP 

(n=48)

FT + HP 

(n=69)

P -

value

Post-

hoc

Gestational 

age(weeks)
28.32 ± 2.88 28.06 ± 2.88 27.99 ± 2.37 0.821

Birth 

weight(gram)
1,090.85 ± 399.33 1,032.13 ± 369.07 1,067.61 ± 274.60 0.842

Delivery type

NSVD 9 (22.0) 13 (27.1) 7 (10.1) 0.053

C/S 32 (78.0) 35 (72.9) 62 (89.9)

Sex

male 19 (46.3) 23 (47.9) 42 (60.9) 0.233

female 22 (53.7) 25 (52.1) 27 (39.1)

SGA 13 (31.7) 11 (22.9) 15 (21.7) 0.483

Apgar score, 1min 5.07 ± 1.66 4.83 ± 1.56 5.38 ± 1.44 0.162

Apgar score, 5min 7.15 ± 1.26 6.94 ± 1.14 7.33 ± 1.22 0.122

Multiple 

pregnancy

single 16 (39.0) 22 (45.8) 27 (39.1) 0.733

twin or triplet 25 (61.0) 26 (54.2) 42 (60.9)

PROM 26 (63.4) 38 (79.2) 34 (49.3) 0.013 LP>HP

Maternal PIH 7 (17.1) 7 (14.6) 9 (13.0) 0.853

Maternal diabetes 2 (4.9) 2 (4.2) 1 (1.4) 0.614

Prenatal steroid 2 (4.9) 4 (8.3) 12 (17.4) 0.104

Surfactant use 31 (75.6) 40 (83.3) 59 (85.5) 0.413

BPD 21 (51.2) 24 (52.2) 38 (55.9)

Significant PDA 18 (43.9) 20 (41.7) 30 (43.5) 0.973

ROP (≥ ������) 4 (10.0) 2 (4.3) 11 (16.2) 0.154

Brain MRI

normal 7 (24.1) 11 (35.5) 15 (27.3) 0.593

abnormal 22 (75.9) 20 (64.5) 40 (72.7)

NEC 3 (7.3) 6 (12.5) 14 (20.3) 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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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속)

Sepsis 12 (29.3) 19 (39.6) 32 (46.4) 0.213

Cholestasis 4 (9.8) 5 (10.4) 2 (2.9) 0.194

TPN days 34.37 ± 23.04 39.38 ± 24.75 41.51 ± 30.48 0.472

Days to achieve 

full enteral feeding
34.93 ± 29.99 35.93 ± 23.97 36.81 ± 26.86 0.692

Average intake of 

HM (ml/day)
86.94 ± 62.65 80.88 ± 57.89 105.96 ± 72.42 0.112

Proportion of HM

for total enteral 

intake

< 25% 4 (9.8) 5 (10.4) 11 (16.2) 0.323

25 - 49 17 (41.5) 17 (35.4) 14 (20.6)

50 - 75 11 (26.8) 11 (22.9) 20 (29.4)

> 75% 9 (22.0) 15 (31.3) 23 (33.8)

Duration of HMF 

(days)
40.46 ± 17.91 39.49 ± 19.21 43.06 ± 20.06 0.591

Numbers of 

transfusion

PRBC 6.07 ± 8.60 8.60 ± 11.43 5.06 ± 6.45 0.832

Platelet 2.22 ± 4.71 5.67 ± 13.55 1.64 ± 4.42 0.472

FFP 1.10 ± 3.40 2.42 ± 11.52 0.54 ± 0.93 0.762

IVIG 0 (0.0) 2 (4.2) 2 (2.9) 0.584

Outcome

survival 40 (97.6) 45 (93.8) 68 (98.6) 0.454

death 1 (2.4) 3 (6.3) 1 (1.4)

Values are either frequency with percentage in parenthese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1 P values were derived by ANOVA

2 P values were derived by Kruskal–Wallis test

3 P values were derived by chi-square test



13

4 P values were derived by Fisher’s exact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For post-hoc pairwise comparison for categorical variables, Scheffe’s or Dunn’s method was 

applied to adjust significance level of alpha due to the multiple testing

Means with different scrip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Bonferroni-corrected p values were employed by calculating the crude p value x 3 (number 

of statistical testing) to adjust for multiple comparisons

Abbreviations: NSVD,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C/S, cesarean section;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IH, pregnancy-induced 

hypertension;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Significant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defined as conditions which needs medical or surgical treatment);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HM, human 

milk; HMF, human milk feeding; PRBC, packed red blood cell; FFP, fresh frozen plasma; 

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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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V 감염군과 비감염군의 비교

총 7명 (4.4%)의 환아에서 평균 생후 44일에 소변 검사를 통해 CMV 감염이

진단되었다. CMV 감염군과 비감염군을 비교하였을 때, 재태연령이나 출생 체

중 및 성별, 분만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없었으며, 여러 가지 산모 요인에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1). 모유에 의한 CMV 감염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모유 수유에 관한 정보에서도 총 모유 섭취량,

모유 수유 기간, 평균 모유 수유량, 모유 전 처치 방식, 전체 경구 영양 중 모

유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있어서도 두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 (표 2-2). 다만, 

단태아인 경우 다태아인 경우보다 CMV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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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CMV 감염군과 비감염군의 임상적 특징

CMV infection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Yes

(n=7)

No

(n=151)

P -

value

OR 95% CI P -

value

Gestational age

(weeks)
27.86 ± 3.44 28.11 ± 2.63 0.622 0.97 (0.72-1.29) 0.81

Birth weight

(gram)
1,012.86 ± 271.64 1,065.18 ± 341.82 0.691 1.00 (1.00-1.00) 0.69

Delivery type

NSVD 3 (42.9) 26 (17.2) 0.113 3.61 (0.76-17.08) 0.11

C/S 4 (57.1) 125 (82.8) Ref

Sex

male 2 (28.6) 82 (54.3) 0.253 0.34 (0.06-1.79) 0.20

female 5 (71.4) 69 (45.7) Ref

SGA 1 (14.3) 38 (25.2) 1.003 0.50 (0.06-4.25) 0.52

Apgar score, 1min 4.29 ± 1.50 5.17 ± 1.54 0.112 0.72 (0.46-1.12) 0.15

Apgar score, 5min 6.71 ± 1.11 7.19 ± 1.21 0.232 0.75 (0.43-1.31) 0.32

Multiple 

pregnancy

single 6 (85.7) 59 (39.1) 0.023 9.36 (1.10-79.69) 0.04

twin or triplet 1 (14.3) 92 (60.9) Ref

PROM 4 (57.1) 94 (62.3) 1.003 0.81 (0.17-3.74) 0.79

Maternal PIH 1 (14.3) 22 (14.6) 1.003 0.98 (0.11-8.51) 0.98

Maternal diabetes 0 (0.0) 5 (3.3) 1.003 0.00 (0.00-0.00) 1.00

Prenatal steroid 0 (0.0) 18 (11.9) 1.003 0.00 (0.00-0.00) 1.00

Surfactant use 6 (85.7) 124 (82.1) 1.003 1.31 (0.15-11.30) 0.81

BPD 4 (57.1) 79 (53.4) 1.001 1.16 (0.25-5.39) 0.85

Significant PDA 3 (42.9) 65 (43.0) 1.003 0.99 (0.21-4.59) 0.99

ROP (≥ ������) 0 (0.0) 17 (11.5) 1.003 0.00 (0.00-0.00) 1.00

Brain MRI

normal 2 (33.3) 31 (28.4) 1.003 Ref

abnormal 4 (66.7) 78 (71.6) 0.79 (0.14-4.56) 0.80

NEC 0 (0.0) 23 (15.2) 0.593 0.00 (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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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Sepsis 2 (28.6) 61 (40.4) 0.713 0.59 (0.11-3.14) 0.54

Cholestasis 0 (0.0) 11 (7.3) 1.003 0.00 (0.00-0.00) 1.00

Numbers of 

transfusion

PRBC 11.43 ± 11.47 6.17 ± 8.68 0.272 1.05 (0.98-1.12) 0.14

Platelet 5.29 ± 9.39 2.91 ± 8.47 0.922 1.02 (0.96-1.08) 0.49

FFP 0.43 ± 0.79 1.29 ± 6.76 0.812 0.85 (0.40-1.79) 0.66

IVIG 0 (0.0) 4 (2.6) 0.00 (0.00-0.00) 1.00

Outcome

survival 6 (85.7) 147 (97.4) 0.213 Ref

death 1 (14.3) 4 (2.6) 6.12 (0.59-63.48) 0.13

Values are either frequency with percentage in parenthese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1 P values were derived from independent t-test

2 P values were derived from Mann-Whitney’s U test

3 P values were derived from Fisher’s exact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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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CMV 감염군과 비감염군의 모유 수유와 관련된 정보의 비교

CMV infection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Yes

(n=7)

No

(n=151)

P -

value

OR 95% CI P -

value

TPN days 47.57 ± 28.59 38.61 ± 26.97 0.332 1.01 (0.99-1.03) 0.39

Days to achieve 

full enteral 

feeding

34.83 ± 21.83 36.11 ± 26.98 0.832 1.00 (0.97-1.03) 0.91

Average intake of 

HM (ml/day)
80.55 ± 45.74 93.92 ± 67.16 0.892 1.00 (0.98-1.01) 0.60

Proportion of HM

for total enteral 

intake

< 25% 1 (14.3) 19 (12.7) 0.303 2.42 (0.14-40.73) 0.54

25 - 49 1 (14.3) 47 (31.3) 0.98 (0.06-16.12) 0.99

50 - 75 4 (57.1) 38 (25.3) 4.84 (0.52-45.17) 0.17

> 75% 1 (14.3) 46 (30.7) Ref

Duration of HMF 

(days)
53.00 ± 20.14 40.76 ± 19.07 0.101 1.03 (0.99-1.08) 0.11

Study group

FT 2 (28.6) 39 (25.8) 0.203 3.49 (0.31-39.71) 0.31

FT + LP 4 (57.1) 44 (29.1) 6.18 (0.67-57.14) 0.11

FT + HP 1 (14.3) 68 (45.0) Ref

Values are either frequency with percentage in parenthese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1 P values were derived from independent t-test

2 P values were derived from Mann-Whitney’s U test

3 P values were derived from Fisher’s exact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18

표 3. CMV 감염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Risk factor for CMV infection OR 95% CI P-value

Multiple pregnancy

single 9.36
(1.10-79.69) 0.04

twin or triplet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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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유 내 CMV DNA 정량 분석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89 명의 환아에서 생후 3 주, 6 주, 9 주, 그리고 12 주에

CMV PCR 정량검사를 통해 CMV DNA 부하 값을 확인하였다. 평균 CMV DNA 

부하 값 (copies/mL)은 그림 2-1 과 같이 생후 3 주에 최고 값을 보이고 이후 생후

2-3 개월에 걸쳐 점차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4).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의 변화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즉, 3 주

부하 값에 비해 6 주와 9 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측되었다. 

최소 3회 이상 결과 값을 갖고 있는 49명 환아 각각의 CMV DNA 부하 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림 2-2). 대다수는

출생 후 최고 값을 보이는 시기가 각각 생후 3주 (유형 1, 24명, 49%), 6주 (유형

2, 7명, 14%), 9주 (유형 3, 3명, 6%)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고 값을 보인 이후

점차 감소하여 생후 12주 경에는 매주 낮은 부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적지 않

은 25% (13명, 유형 4) 의 환아들은 생후 9주, 12주가 지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일부 드문 예 (3명, 6%) 에서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가 다시 증가하는 등 유형을 단정하기 어려운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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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분만 후 모유 내 CMV DNA 평균 부하 값의 변화

CMV DNA load (copies/mL)

postpartum, weeks

표 4. 분만 후 모유 내 CMV DNA 평균 부하 값의 변화

Postpartum,

weeks

CMV DNA load (copies/mL) P-value

Week 3 35,312.8 ± 88,683.6 0.01

Week 6 26,479.9 ± 90,217.0

Week 9 3,524.9 ± 9,391.8

Week 12 2,786.7 ± 8,885.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1 P values were derived from Wilcoxon’s signed rank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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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모유 내 CMV DNA 부하 변화의 다양한 유형

유형 1.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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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유형 4.

   CMV DNA load (copie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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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V 감염군과 비감염군의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을 비교하였을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5).

표 5. CMV 감염군과 비감염군의 CMV DNA 부하 값의 비교

Postpartum,

weeks

CMV DNA load (copies/ml)

CMV infection
Yes (n=4)

CMV infection
No (n=84)

P -
value

Week 3 3,704.0 ± 6,952.5 20,558.5 ± 58,707.5 0.621

Week 6 414.0 ± 884.0 8,644.0 ± 25,469.3 0.361

Week 9 12,534.0 ± 17,664.9 1,144.4 ± 2,453.7 0.531

Week 12 21.5 ± 30.4 4,006.2 ± 10,291.5 0.261

Peak titer 133,798.6 ± 273,146.1 25,480.5 ± 73,210.4 1.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median (range)

1 P values were derived from Mann-Whitney’s U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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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신선 모유와 전 처치 후 모유 내 CMV DNA 부하를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신선 모유일 때보다 냉동 또는 살균 처리를 하였을 때 CMV 

DNA 부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모유 전 처리 방법에 따른 각 그룹간

의 차이는 없었다.

표 6. 신선 모유와 냉동 또는 살균 후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의 변화

  
Postpartum, 

weeks

CMV DNA load (copies/ml)

FT
(n=29)

FT + LP 
(n=30)

FT + HP 
(n=30)

P -
value

Week 3 -2,523.7 ± 8,035.5 -16,379.3 ± 90,983.1 -21,787.5 ± 43,171.4 0.231

Week 6 -47,444.2 ± 172,334.7 -5,822.8 ± 12,179.9 -906.9 ± 1,441.1 0.322

Week 9 236.6 ± 1,200.7 -986.5 ± 1,840.3 -645.0 ± 792.8 0.321

Week 12 921.7 ± 2,012.4 -1,261.6 ± 2,768.1 -523.7 ± 967.9 0.331

Peak titer 33,802.3 ± 124,517.6 34,271.7 ± 84,420.2 30,734.3 ± 87,346.0 0.8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median (range)

1 P values were derived by Kruskal–Wallis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For post-hoc pairwise comparison for categorical variables, Scheffe’s or Dunn’s method was

applied to adjust significance level of alpha due to the multiple testing

Means with different scrip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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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기간 중 13명의 모유 내 CMV 양성인 수유모에서 소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그 중 3명의 소변 검체에서 CMV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었다.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을 비교하였을 때, 유방 내에서 국소적

인 재활성화만 일어난 경우에 비해, 수유모의 소변에서도 CMV 가 검출되었던

경우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이 높았으며, 특히 생후 6주에 시행한 검사의

부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표 7).

표 7. 모유에서만 CMV가 검출되었던 10명의 수유모와 소변에서도 CMV가 검

출된 3명의 수유모의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의 비교

Postpartum, 

weeks

Group

P -

valueMaternal urine CMV (-)

(n=10)

Maternal urine CMV (+)

(n=3)

Week 3 67,663.1 ± 60,311.9 272,369.0 ± 217,784.6 0.191

Week 6 33,128.6 ± 32,563.7 138,038.0 ± 0.0 0.021

Week 9 8,342.1 ± 15,324.1 138.0 ± 0.0 0.551

Week 12 3,738.7 ± 8,014.8 - N/E

Peak titer 68,647.0 ± 55,080.1 272,369.0 ± 217,784.6 0.28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1 P values were derived from Mann-Whitney’s U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N/E: not esti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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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V glycoprotein B 유전자형 분석

CMV 감염이 확인되었던 총 7명의 환아 중 3명에서 CMV glycoprotein B 유전

형 검사를 시행하였다. 2명의 소변 검체와 모유에서, 그리고 1명에서는 기관지폐

포세척액 검체와 모유에서 CMV glycoprotein B 유전자형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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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MV glycoprotein B 유전형 분석 결과

Neighbor-Joining tree, 694 bp region of gB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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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유 내 영양 성분의 변화

총 79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모유 처치 전, 후 모유의 영양 성분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신선 모유와 비교해서 전 처치 시행 후 큰 변화는 없었으며, 그룹별

비교에서도 냉동 처리한 경우, 살균 처리한 경우보다 에너지가 낮은 것을 제외하

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8).

표 8. 모유 처치 전-후 영양 성분의 변화

Variables Change after treatment P-
value

Post-hoc

FT LP HP

Energy (Kcal/dl) -2,04 ± 3.00 -0.89 ± 8.64 0.41 ± 3.26 0.011 FT < LP, HP

Crude protein (g/dl) -0.05 ± 0.14 0.01 ± 0.35 -0.01 ± 0.16 0.271

True Protein (g/dl) -0.06 ± 0.11 0.01 ± 0.30 -0.01 ± 0.13 0.171

Fat (g/dl) -0.17 ± 0.31 -0.07 ± 0.51 0.08 ± 0.59 0.131

Lactose (g/dl) 2.49 ± 12.25 -0.08 ± 0.89 0.10 ± 0.40 0.331

Values are either frequency with percentage in parenthese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1 P values were derived Wilcoxon’s signed rank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For post-hoc pairwise comparison for categorical variables, Scheffe’s or Dunn’s method was 

applied to adjust significance level of alpha due to the multiple testing 

Means with different scrip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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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MV 감염 환아의 임상 경과

후천성 CMV 감염이 진단된 7명 환아의 평균 재태연령은 28.39 ± 3.63주였고, 

출생 체중은 1,012.86 ± 271.64g 이었다. 2명의 환아에서 CMV 감염과 연관된 증상

을 보였다 (표 9). 

7명의 환아 중 3명은 ganciclovir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의 환아는 경과 관

찰하였다. 6명의 환아는 CMV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으

며, 1명의 환아는 사망하였으나 CMV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30

표 9. CMV 감염 환아 7명의 임상 경과 및 검사실 소견

No. Gestational 
age(weeks)

Birth weight 
(gram)

Sex Delivery 
type

Numbers of 
transfusion

PRBC / PC / FFP

Study
group

Age at 
diagnosis 

(days)
(PCA)

CMV positive 
specimen

Symptom Duration of 
ganciclovir 
treatment

Outcome

1 25+2, 720 F NSVD 17 / 0 / 0 FT + LP 28 (29+2) blood, urine,
BAL, CSF

lung 3wks survival

2 28+6, 1210 M C/S 6 / 0 / 0 FT + HP 28 (32+6) urine none 2wks survival

3 27+2, 1040 F NSVD 25 / 23 / 0 FT + LP 29 (31+3) blood, 
sputum

lung
SLS

3wks death

4 26+6, 1080 F C/S 5 / 0 / 6 FT 83 (39+2) urine none survival

5 24+0, 630 M NSVD 27 / 14 / 2 FT + LP 56 (32+0) urine none survival

6 33+4, 1420 F C/S 0 / 0 / 0 FT + LP 28 (37+4) urine none survival

7 32+6, 990 F C/S 0 / 0 / 0 FT 56 (40+6) urine none survival

Abbreviations: PCA, post-conceptional age; F, female; M, male; BAL, bronchoalveolar lavage; CSF, cerebrospinal fluid; SLS, sepsis-like 

symptoms



31

CMV 감염 관련 증상을 보인 2명의 환아는 그렇지 않았던 나머지 5명의 환아

와 비교했을 때, 진단 시기가 생후 28일, 29일로 빨랐고, 진단 당시 연령도 수정

후 나이 29주 2일, 31주 3일로 어린 연령이었다. 2명 모두 흉부 방사선 검사 상

CMV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각각 폐포기관지세척액과 객담에서 시

행한 CMV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 명의 환아에서는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73,000*109/L), 간 효소 수치 증가 (AST 57 U/L, ALT 109 U/L) 등의

소견과 함께 SLS 에 합당한 임상 소견을 보였다.

증상을 보인 환아들과 그렇지 않았던 환아들 (증상이 없는 감염군과 비감염군)

을 비교하였을 때, 증상을 보인 환아들에서 자연 분만이 많았고, 정맥 영양 치료

기간이 길었으며, PRBC 수혈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표 10). 또한, 

증상을 보인 2명의 환아는 모두 FT + LP 그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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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CMV 감염과 관련된 증상이 있었던 2명과 그 외 나머지 환아의 비교

CMV infection

P -valueVariables Symptomatic infection

(n=2)

Others

(n=156)

Gestational age

(weeks) 26.00 ± 1.41 28.12 ± 2.66
0.221

Birth weight

(gram) 880.00 ± 226.27 1,065.21 ± 339.53
0.461

Delivery type

NSVD 2 (100.0) 27 (17.3) 0.032

C/S 0 (0.0) 129 (82.7)

Sex

male 0 (0.0) 84 (53.8) 0.212

female 2 (100.0) 72 (46.2)

SGA 0 (0.0) 39 (25.0) 1.002

Apgar score, 1min 3.00 ± 1.41 5.16 ± 1.53 0.871

Apgar score, 5min 6.00 ± 1.41 7.18 ± 1.20 0.201

Multiple pregnancy

single 2 (100.0) 63 (40.4) 0.162

twin or triplet 0 (0.0) 93 (59.6)

PROM 1 (50.0) 97 (62.2) 1.003

Maternal PIH 0 (0.0) 23 (14.7) 1.002

Maternal diabetes 0 (0.0) 5 (3.2) 1.002

Prenatal steroid 0 (0.0) 18 (11.5) 1.002

Surfactant use 0 (0.0) 28 (17.9) 1.002

Significant PDA 1 (50.0) 67 (42.9) 1.002

ROP(≥ ������) 0 (0.0) 17 (11.1) 1.002

Brain MRI

normal 0 (0.0) 33 (28.9) 1.002

abnormal 1 (100.0) 81 (71.1)

NEC 0 (0.0) 23 (14.7) 1.002

Sepsis 1 (50.0) 62 (39.7) 1.002

Cholestasis 0 (0.0) 11 (7.1) 1.002

Numbers of 

transfusion

PRBC 21.00 ± 5.66 6.21 ± 8.73 0.021

Platelet 11.50 ± 16.26 2.90 ± 8.40 0.572

FFP 0.00 ± 0.00 1.27 ± 6.65 0.602

IVIG 0 (0.0) 4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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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계속)

TPN days 79.00 ± 15.56 38.49 ± 26.77 0.032

Days to achieve full 

enteral feeding 63.00 ± 0.00 35.88 ± 26.73
0.291

Average intake of 

HM (ml/day) 41.00 ± 42.43 94.00 ± 66.38 0.261

Duration of HMF 

(days) 52.00 ± 32.53 41.17 ± 19.12 0.621

Proportion of HM

for total enteral 

intake

< 25% 1 (50.0) 19 (12.3) 0.842

25 - 49 0 (0.0) 48 (31.0)

50 - 75 1 (50.0) 41 (26.5)

> 75% 0 (0.0) 47 (30.3)

Study group

FT 0 (0.0) 41 (26.3) 0.162

FT + LP 2 (100.0) 46 (29.5)

FT + HP 0 (0.0) 69 (44.2)

Outcome

survival 1 (50.0) 152 (97.4) 0.062

death 1 (50.0) 4 (2.6)

Values are either frequency with percentage in parenthese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1 P values were derived from Mann-Whitney’s U test

2 P values were derived by Fisher’s exact test

Shapiro-Wilk’s test was employed for test of normality assumption

Others : asymptomatic CMV infected patients and non-CMV infect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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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 감염이 진단된 7명의 환아 중 CMV DNA 부하 값을 확인한 경우는 4명

으로 각각의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그림 4). 증상이 있었던 2명의 환아는 CMV DNA 부하 값이 최고 값에 올라

가기 전, 후에 CMV 감염이 확인 된 반면, 증상이 없었던 2명의 환아는 CMV 

DNA 부하 값이 낮은 상태에서 CMV 감염이 확인되었다. 

그림 4. CMV 감염 환아 4명의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의 변화

(화살표는 감염이 진단된 시점 표시)

4-1. 환자 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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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자 번호 3

4-3. 환자 번호 4

4-4. 환자 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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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초 모유 CMV 검사 음성이었던 환아의 경과

최초 모유 검사에서 CMV 음성으로 확인되어 전향적 대조 연구에는 포함

되지 않았던 347명 환아 중 퇴원 전 소변 검사가 시행된 경우는 270명이다.  

이 중 소변 검사에서 CMV 양성 소견을 보여 CMV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8

명 (3.0%)이다. 그 중 5명의 환아에서 모유 CMV 검사가 가능했고, 모두 양성

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그림 5. 최초 모유 CMV 검사 음성이었던 환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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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모유는 미숙아에서 후천성 CMV 감염의 주된 경로이다. 그러나, 영양학적 우

수성과 성장 인자 및 면역학적 성분 등을 고려한 모유의 장점이 CMV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생각하기에 미숙아에게 CMV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모유 수유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의료진은 CMV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것

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모유 CMV PCR 검

사를 통해, 상당수의 CMV IgG 양성 수유모의 모유에서 CMV가 재활성화됨을

확인한 바 있다 (3, 4, 11). 그러므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CMV IgG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12), 모든 모유 수유를 하는 미숙아에서 항상 CMV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597명에게서 받은 모유 검체 중 250명 (41.9%)의 검체에

서 CMV DNA가 검출되었다. CMV 양성 모유를 먹인 158명의 연구 대상 환아

중 7명 (4.4%)이 평균 생후 44일에 소변에서 CMV가 검출되어 CMV 감염이 확

인되었다. 이 중 CMV 감염과 관련한 증상을 보인 환아는 2명이었다. 모유와 연

관된 CMV 감염률은 6~80%까지, 증상을 보이는 CMV 감염률도 1~10%까지 보

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13-16). 이처럼 보고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은 모성

및 바이러스 요인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17, 18). 또한, 모유 전 처치 방법에

따라서도 감염률에 차이가 있다 (19-21). 특히, 재태연령이 어릴수록, 출생 체중

이 적을수록 CMV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6, 18),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가 재태연령 32주 미

만 또는 출생 체중 1,500g 미만으로 대상 환아를 제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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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에 살균 등 전 처리를 시행하거나 방사선 조사 및 백혈구 감소 혈액 제

제를 이용한 수혈 등을 통해 모유 및 수혈에 의한 후천성 CMV 감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모유가 CMV 감염의 주된 경로이므로, 모유에 전 처리를

함으로써 CMV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Lanzieri 등은

모유를 냉동 처리하는 것이 CMV 감염 및 CMV-SLS 발생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 17개 연구 결과의 메타 분석을 보고했다 (21). 신선 모유를 먹인 299명 중

19% (11-32%)는 CMV 감염을, 4% (2-7%)는 CMV-SLS를 보였다. 냉동 모유를

먹인 212명의 영아 중 13% (7-24%)는 CMV 감염을, 5% (2-12%)는 CMV-SLS

를 보였다. 냉동 모유를 먹인 경우 CMV 감염률을 약간 낮추었지만, CMV-SLS

는 큰 차이가 없어 냉동 처치 만으로는 증상을 보이는 CMV 감염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추가로,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증상을 보인 환아들이 대부분 CMV 진단 당시 32주 미만의 연령이었음을 지적

하며, 초기에 모유를 통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룹을 증상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보고 감염의 위험이 감소하는 특정 주수나 체중에 도달하기까지 또는 생후 1개

월까지는 살균 등의 추가적인 전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후의 추가

연구에서도 섭씨 영하 20도에서 일정 기간 냉동한 모유를 수유하는 방법은

CMV 감염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는 하나,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15, 22-24). 또 다른 모유 전 처치 방법으로 열을 이용한 살균법이

있다. 전통적으로 섭씨 63-65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홀더 저온살균 방식이 알

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고온에서 짧은 시간 가열하는 단기 고온살균 방식이 더

많이 연구되고 있다. 홀더 저온살균 방식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성장 요소, 라이소자임, 면역 글로불린, 락토페

린 및 기타 효소 활동, 일부 사이토카인과 비타민 등과 같은 모유 내 여러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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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물학적 활동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25). 단기 고온살균 (섭씨 72도,

5초)은 홀더 살균 방식과 비슷한 효과의 CMV DNA 감소를 보이나, 성장 호르몬

이나 효소 활성 보존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28). 최근에는 여러 다

양한 온도 및 시간을 적용하여 감염에 대한 안정성 및 영양학적, 면역학적 성분

보존에 최적인 살균 방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18, 19). 그 외에도, 고출력

(750W)에서 마이크로파 방사선을 사용하거나 (29, 30), 254nm 자외선-C 

(ultraviolet-C, UV-C) 조사를 통해 살균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31). 이와

같이 다양한 모유 전 처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립된 모유 전

처리 가이드라인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식의 모유 전 처리법 중, 냉

동 + 고온살균 그룹이 가장 낮은 감염률 (1/69, 1.4%)을 보이긴 했으나, CMV 

감염 사례 자체가 워낙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 

수혈을 통한 CMV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백혈구-감소

혈액 제재를 수혈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NICU 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32), 

이러한 수혈 원칙을 시행한 후 수혈에 의한 CMV 감염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Furui 등은 모유에 의한 CMV 전파와 수혈에 의한 CMV 

전파를 구별하기 위해 CMV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여,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후천성 CMV 감염의 주된 경로가 모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바 있다 (34). 본

연구에서 CMV 감염을 보인 7 명의 환아에서 2 명은 수혈을 받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5 명의 환아 중 2 명의 환아에서 모유와 소변에서, 1 명의 환아에서

모유와 기관지폐포액 내의 CMV gB 유전형이 일치함을 확인하여 수혈을 통한

CMV 감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삭아에서 후천성 CMV 감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면역 체계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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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고 모성 IgG가 부족한 재태연령이 어린 미숙아에서는 증상 발현이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11, 16, 18, 33, 34). 모유에 의한 CMV 감염의 임상 발

현 확률은 0~75%로 보고되는 범위가 큰데, 이는 재태연령 등의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유에 의한 후천적 CMV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대부분 자가 회복의 경과를 보이고, 일부 초극소 미숙아에

서 급성기 임상 증상을 유발하거나,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기존 질환의 경과를 악

화시키는 영향을 주기는 하나, 장기적인 신경 발달 예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12, 20, 21, 36, 37). 본 연구에서는 CMV 감염 환아 7명

중 2명 (28.6%)이 CMV 감염의 임상적 특징을 보였다. 한 명은 재태연령 25주

2일, 출생 체중 720g의 여아로,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생후 28일에 시행한 소변 CMV PCR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CMV 

감염을 진단받았으며, 당시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도 CMV 가 검출되어 CMV폐

렴도 동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ganciclovir 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아에서 폐 이

외에 CMV 감염으로 인한 증상 및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다른 환아

는 재태연령 27주 2일, 출생 체중 1040g의 여아로 생후 29일에 시행한 소변 검

사에서 CMV 감염이 확인되었고, 객담 검사에서도 CMV가 검출되었다. 당시, 혈

소판 감소증, 간 효소 수치 상승 등의 검사 소견과 함께 폐 X-선 사진 이상 소

견도 있어 ganciclovir 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아는 이후 CMV 감염 소견은 호전

되었으나,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진행, 악화되어 7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CMV 감

염이 일시적으로 기관지폐이형성증을 악화시킴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보

고와도 일치한다 (38). 이렇듯, 증상을 동반한 2명은 생후 4주경 진단이 이루어

진 데 반해, 다른 무증상 감염 환아 5명은 주로 생후 8주, 12주에 진단되었다. 

일찍 감염된 경우 증상 발현이 더 잘 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전의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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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39). 이렇게 초기에 CMV 전파가 이루어질수록 증상 발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생후 3-6주경 모유를 통한 CMV DNA 부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수유 기간 중 재활성화된 CMV DNA 부하는 출생 수일 이내 모유를 통해 분비

되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여 생후 3-6주 사이에 최고 값을 보이다가 이후 생후

2-3개월에 걸쳐 차츰 감소하는 단봉형 (unimodal)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6, 40),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전체 환아의 70% 정도는

최고 값을 보이는 시기에 차이는 있으나, 최고 값을 보인 이후 감소하여 생후

12주 경에는 대부분 최저 값을 보였다. 최고 값을 보이는 시기는 생후 3주가 가

장 많았고 (49%), 생후 6주 (14%), 생후 9주 (6%) 순이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25%에 해당하는 환아들은 생후 9주 이후에도 CMV DNA 부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생후 12주가 지났다고 하여 CMV 전파가 끝나고 감염의 위험이 없

다고 안심할 수는 없으며, 일률적으로 모유를 통한 CMV DNA 부하의 변화를 단

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초 모유 CMV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환

아들도 향후 후천성 CMV 감염이 발생하고, 모유 CMV 가 양성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최초 모유 CMV 검사가 음성이라도 모유를 통한

CMV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NICU에서는 초기 모유

CMV 배양 또는 PCR 검사를 선별 검사로 시행하는데, 이런 경우 초회에 그치지

않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MV DNA 부하의 다양한 유형

을 고려하여, 개별화해서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경우 필요

하다면 퇴원 이후라도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늦은 시기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무증상 혹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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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CMV 재활성화는 대부분 유방 내에서 일어나는 국소적인

과정이라 여겨왔다. 즉, 모유를 통한 CMV 배출이 있는 수유모에서 CMV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며, 혈액, 인후 또는 자궁 경부 분비물 등에서

CMV 분비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41). 그러나, 본 연구 대상 환아 중

13 명의 엄마의 소변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3 명의 수유모의 소변에서 CMV 

양성 소견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렇게 모유 외에 소변에서도 CMV 가 확인된

3 명의 경우 그렇지 않았던 10 명과 비교했을 때 생후 6 주에 시행한 모유

내 CMV DNA 부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명의 수유모의 아기들은 모두 CMV 감염에 걸리지는 않았기에, 수유모의

CMV 재활성화가 전신적인 경우가 국소적인 경우보다 후천성 CMV 감염을 더

잘 일으키는지는 불분명하나, 수유모에서 일어나는 CMV 재활성화를 유방 내에

국한된 국소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많은 수유모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유모의 혈청에서 CMV 

항체가를 측정하는 것도 안전한 모유 수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후천성 CMV 감염의 주된 경로는 모유이지만, CMV 에 오염된 모유를 먹는

아기들 중에 실제 CMV 감염에 걸리는 아기는 많지 않다. 더구나, 모유에 의한

CMV 감염으로 인한 임상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경과를 보인다 (13, 42-45). 

이처럼, 모유를 통한 CMV 감염률이 낮은 이유는 우선, 모유 자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모유가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에 미치는 예방 효과는

이전부터 보고되어 왔다 (46-48). Donalisio 등은 미숙아을 출산한 엄마의

모유에 들어있는 항 CMV 활동성을 보고한 바 있다 (49).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유, 이행모유, 그리고 성숙유 모두 CMV 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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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CMV sero-positive 산모의 초유는 가장 강력한 항

CMV 활동을 보여, 초유의 경우 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수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초유에도 상당량의 CMV DNA 부하가 이루어져 CMV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보고도 있다 (19, 44). 본 연구에서

증상을 동반한 CMV 감염 환아 두 명은 각각 생후 28 일, 29 일에 진단되어

CMV 잠복기가 3-12 주 정도임을 감안하면, 초유를 통한 CMV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유의 CMV 감염 안정성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려와 달리,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모유에 의한 CMV 감염

발생이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임상 증상의 발현은 더욱 드물었으며, 이는

이전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21, 50, 51). 추가로, 이번 연구에서 CMV 

감염률이 낮았던 데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CMV sero-positivity 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CMV sero-prevalence 가 높은 지역에서는 여성이

성장하면서 무증상 재감염이 흔히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적인 감염을 앓으면서

가임기 여성에서 훨씬 높은 항체가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기에게도 더 많은

항체를 전달한다고 한다 (5, 52). 즉, 모유에서 CMV 가 검출될 가능성은 높으나

후천성 CMV 감염이나 증상의 발현은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V 감염 환아가 7 명에 불과하고, 이를 모유 전 처치 방법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각 군에서 감염된 환아 수는 더욱 적어

감염의 위험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CMV PCR 정량 검사를 통해 모유를 통해 분비되는 CMV DNA 부하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고, 전 처치에 따른 부하의 감소를 확인한 의미는 있으나, CMV 

감염과의 상관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알려진 대로, CMV PCR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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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DNA 부하 값이 CMV 감염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 끝으로, 모유의 영양 성분 외에 면역학적 성분과

성장 인자 등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미숙아에서 엄마의 모유를 섭취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기는 하나, 

CMV sero-positive 수유모의 모유를 섭취하면 CMV 감염의 위험이 있다. 

가임기 여성에서 CMV 양성률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크므로, 지역, 국가별로 각

NICU 의 환경을 고려하여 CMV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모유 수유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가 있다. 독일에서는 극소저체중출생아에서 생후 6 주간 살균 모유를 먹일

것을 권장했다 (11). 오스트리아 소아과 학회는 CMV seropositive 수유모의

경우 수정 후 나이 34 주가 될 때까지 살균을 추가할 것을 권하였다 (52). 

프랑스에서는 재태연령 28 주 미만, 출생 체중 1,000g 미만의 미숙아에서

모체의 CMV 항체가 양성이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32 주가 될 때까지

살균을 추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선 모유를 먹이도록 권고한다 (53). 

그에 반해, 일부에서는 모유에 의한 CMV 감염의 발생이 드물고, 장기적인

합병증의 염려도 적어 냉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23, 45) 

본 연구에서 CMV 감염이 진단된 환아의 재태연령은 다양하나 증상을 보인

환아는 재태연령 28 주 미만이었으며, 진단이 된 시기는 생후 28 일, 29 일로

진단 당시 연령은 32 주 미만이었다. 그러므로 재태연령 28 주 미만의 어린

연령에서 32 주가 될 때까지는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CMV 부하가 최고 값에 이르는

4-6 주 사이가 CMV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기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기적

예후에 대한 연구들에서 일부는 모유에 의한 CMV 감염 환아들이 청소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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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 (54), 가능하다면 CMV 양성

모유를 통한 CMV 감염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 NICU 여건 상 매일 신선 모유를 제공하는 것은 힘들어 대부분

냉동 처리는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냉동 처리가 된

모유를 수유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미숙아의 경우 냉동 처리된 모유 수유를

하면서 모유 및 소변에서 CMV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증상을 동반한 CMV 

감염의 고위험군 즉 재태연령 28 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000g 미만에서 최소

생후 4-6 주 또는 수정 후 나이 32 주가 될 때까지는 냉동 외에 고온 살균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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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유에 의한 CMV 감염의 장기적인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으므로, 보다 더 많은 증거에 기반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모유에 의해 적어도 증상이 있는 CMV 감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전제하에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간의

국내외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재태연령 28 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000g 미만의 초극소 미숙아에서는 생후 4-6 주간 또는 32 주가 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준비되는 냉동 모유에 고온 살균을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극소저체중출생아들에서 모유를 통한 CMV 감염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CMV 감염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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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ve Strategy for Human-Milk Acquired Cytomegalovirus Infection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Abstract

Background

Feeding human milk is most beneficial in premature infants, especially in very low 

birth weight (VLBW) infants, However, VLBW infants are at risk of human milk 

(HM)-acquired cytomegalovirus (CMV) infection. Finding an effective method of 

preparing HM to reduce HM-acquired CMV infection has become importan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ate of virolactia of HM obtained from a 

mother who delivered VLBW infants and the rate of HM-acquired CMV infection, to 

assess changes in CMV DNA viral load over time, and to assess the effects of 

freezing and heating on change of CMV DNA viral load and macronutrients of HM. 

Methods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ree different preparation methods CMV inactivation in HM; 

Freezing-thawing (FT), FT + low temperature Holder pasteurization (LP), and FT + 

high temperature short-term pasteurization (HP). The study population included

infants with gestational age less than 32weeks or birth weight less than 1,500 gram

who were admitted to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of Asan Medical Center 

and Haeundae Paik Hospital. Urine CMV culture and PCR were obtained at birth, 4, 

8, and 12 weeks and HM CMV culture and PCR were obtained at birth, 3, 6, 9, and

12 weeks. Changes in macronutrients in HM was obtained at 4~6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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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629 infants were admitted. Of them, 250 (41.9%) 

mothers produced CMV PCR positive milk. After exclusion, 158 infants were 

enrolled of which 48, 61, and 69 infants were randomized into FT, FT + LP, and FT 

+ HP group, respectively. Out of 158 infants, 7 (4.4%) infants acquired CMV 

infection via HM, and 2 (1.3%) infants showed CMV-associated symptoms. CMV 

infection occurred in 2 (4.9%), 4 (8.3%), and 1 (1.4%) infant in FT, FT + LP, and FT 

+ HP group, respectively. The CMV DNA load in HM identified by CMV PCR tests 

showed an overall rapid increase, reaching a peak at 3 to 6 weeks and gradually 

decreasing for 2-3 months after birth. Four subtypes of HM CMV PCR shedding 

were found. CMV DNA load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either freezing or 

pasteurization. However, CMV DNA load was not associated with HM-acquired 

CMV infection. We could not find any evidence that Holder pasteurization is more 

effective than freezing only in reducing the risk of HM-acquired CMV infection. Out 

of seven CMV infected infants, two infants fed with FT + LP HM developed CMV 

associated symptoms and they were diagnosed earlier (28.5 days after birth) at 

younger post conceptional age (< 32 weeks) in comparison to infants with 

asymptomatic CMV infection. Freezing and low or high heat treatment did not seem 

to affect macronutrients in HM except energy.

Conclusions

  HM-acquired CMV infection is rare in VLBW infants, and its impact on clinical 

course was minimal in VLBW infants. Based on our finding, we suggest feeding 

either frozen HM or pasteurizing HM at high temperature up to 4–6 weeks after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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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until reaching 32 gestational age. Meanwhile, all VLBW infants should be 

encouraged to feed their own mother’s milk during their most vulnerable periods in 

N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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