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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Human cytomegalovirus (HCMV) glycoprotein B (gB) is the major envelope glycoprotein,
encoded by the UL55 gene. Based on sequence variation in the UL55 gene, HCMV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B genotypes.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an association between HCMV gB genotypes
and clinical outcome in the immunocompromised host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HCMV gB genotypes and the effect of gB genotype in the developement of HCMV
diseases in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HSCT) recipients in Korea.
Materials and Methods : DNA was extracted from 94 blood specimen of 52 allogeneic HSCT recipients with HCMV infection. HCMV gB genotype was determined using polymerase chain reaction to
amplify a region of UL55, followed by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analysis based
on RsaI and HinfI digestion.
Results : The distribution of gB types were as follows: gB1, 73.1% (38/52) of patients; gB2, 13.5%
(7/52); gB3, 1.9% (1/52) and mixed infection (gB1 and gB2), 9.6% (5/52). While gB4 was not detected, a new genotype (described as gB7 by Trincado et al, 2000) was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eir
RFLP pattern. During average 708 days’ follow up period, HCMV diseases developed in 5 patients. All
of them had gB1 genotyp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incidence of
HCMV diseases and the gB genotypes. Re-infection with gB1 strain was detected in one patient who
had been previously infected with gB2. This episode was associated with fever, elevated liver enzyme
and positive antigenemia.
Conclusion : HCMV gB1 was the dominant genotype and no gB4 was detected in allogeneic HSCT
recipients in Korea, which is an unique pattern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ports. Although we can
not fi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HCMV diseases and the gB genotypes, genotyping of
HCMV will serve in the study of pathogenesis and transmission of this virus in transplant patients.
Further study is underway with large study population.
Key Words : Human cytomegalovirus, Glycoprotein B, Genotype
Submitted 11 March, 2007, accepted 1 April, 2007
Part of this study was presented at the 14th symposium on infections in the
immunocompromised host society (July 2-5, 2006), Crans-Montana, Swiss.
Correspondence : Wan-Shik Shin, M.D.
#62, Yoido-dong, Yongdungpo-gu, Seoul 150-713, Kore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el : +82-2-3779-1718, Fax : +82-2-780-3132
E-mail : fire@catholic.ac.kr

서

론

사람 거대세포바이러스(Human cytomegalovirus, 이하
HCMV)는 정상인에서는 단핵구증 유사 증상이나 불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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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신생아, 영양실조, 장

재료 및 방법

기이식 환자, 항암요법 중인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들에서는 유병율이 높을 뿐만아니
라, 심각한 전신적 감염 상태를 초래하여 치료에도 불구하

1. 대상 환자 및 검체

고 치명적인 예후를 보인다(1). 과거 수십년간 HCMV 감

본 연구는 2001년 가톨릭 조혈모세포이식 센터에서 동

염 및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

치료를 위해 바이러스 부하 동력학(load kinetics), 치료 약

였다. 이식 후 환자들은 본 센터의 HCMV 감염 및 질환에

제 및 치료 시작 시점, 약제 내성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

대한 예방지침에 따라 pp65 HCMV 항원혈증에 근거하여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임상에서 환자 치료에 많은 발전이

위험 군에 따라 ganciclovir 선제치료를 받았다(17). 선제

있어왔다. 그러나, 그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는 우리가 다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식 후 한달까지는 매주, 이식 후

루는 것은 하나의 HCMV 주(strain)가 아닌 다양한 여러

2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매달 환자들로부터 채혈하였다.

HCMV 주 - 즉 질환의 경과나 중증도에 서로 다른 영향

채취한 혈액에서 혈청과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한 뒤,

을 줄 수 있는 - 라는 점이다. 실제로 HCMV 임상 분리

QIAamp DNA Mini kit (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주들을 분석해보면, 유전학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DNA를 추출하였고, 박 등이 이전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보이고, 이런 다양한 HCMV 주들은 숙주 세포로의 침투,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

특정 조직으로의 향성(tropism) 또는 복제(replication) 등

을 시행하였다(18). PCR 결과 양성이었던 보관 검체에 대

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변이로 인해 독력(virulence)이

해 gB 유전형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

다르고, 따라서 HCMV 질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

교 성모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되어 왔다(2, 3).

졌다(과제번호 SCMC06BR061).

HCMV glycoprotein B (gB)는 바이러스 외피에 존재하
는 대표적인 당단백으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감염될
때 관여하며, 세포에서 세포로 전파되는 과정에도 핵심적

2. gB 유전형 검사
gB 유전형 검사는 Chou 등의 방법에 따라, 먼저 gB 유

인 역할을 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발하

전자 부위를 nested PCR로 증폭한 후 Restriction frag-

여 중화항체 생성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며, 백신 개발에

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분석을 시행하였다

있어서도 대표적 후보 물질로 알려져 있다(4-7). 현재까지

(19). Nested PCR을 위해 outer primer로 gB 1246: 5’-

여러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형 분류가 되어왔으나, 가장

GGAAACGTGTCCGTCTTTGA-3’, gB 1724: 5’-GAGTA

대표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이 gB 유전형에 따른

GCAGCGTCCTGGCGA-3’, inner primer로 gB 1319 : 5’-

분류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인

GGAACTGGAACGTTTGGC-3’, gB 1604: 5’-GAAACGC

구학적인 특징에 따라, 질환 군에 따라 gB 유전형의 분포

GCGGCAATCGG-3’를 사용하였다(19). PCR 혼합물은

가 다르고, 면역저하 환자에서 특정 gB 유전형이나 여러

10×PCR buffer 5 uL, 10 mM dNTP (각각 2.5 mM) 5 uL,

아형에 의한 혼합감염시 HCMV 질환 발생 사이에 연관성

10 pmol/uL primer 1 uL, 5 U의 Taq DNA polymerase (i-

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연

StarTaq, iNtRON, Korea) 0.5 uL를 사용하였고, template

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8-16). 또, 국내 건강한 성인의

은 첫 번째 PCR에서는 DNA 추출물 5 uL를, 두 번째 PCR

HCMV 항체 양성률이 거의 100%에 달하지만(17), 감염된

에서는 첫 번째 PCR 증폭 산물 3 uL를 사용하였고, 멸균

HCMV 유전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행된 바 없다.

증류수로 최종 부피가 50 uL이 되도록 하였다. PCR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에서 HCMV

Genecycler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gB 유전형의 분포와 그 특성을 알아보고, gB 유전형에 따

이용하여 먼저 94℃에서 2분 동안 denaturation 한 후, 94

라 특정 HCMV 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는지 그 임상적 의

℃에서 20초, 50℃에서 10초, 72℃ 30초의 조건으로 30회

미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72℃에서 5분 동안 마지막 연장
단계를 시행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1.5% premadeagarose gel (iNtRON, Korea)에 전기 영동한 후, 이미지
영상 분석 시스템(pharmacia, Sweden)으로 확인하였다. 전
기 영동으로 확인된 샘플들의 PCR 산물 8 uL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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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buffer 2 uL에 첨가하고, 최종 부피가 20 uL이 되

안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뇌척수액

도록 하였고, HinfI과 RsaI 두 제한 효소(각각 10 U/uL)로

을 제외한 기타 체액에서 HCMV PCR이 양성인 경우는

각각 처리하여 37℃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3%

HCMV 질환에서 제외하였다.

agarose gel (iNtRON, Korea)에 전기 영동하여 확인하였
다. Towne 주와 AD169 (ATCC VR-538) 주의 DNA를 양
성 대조군으로, 멸균 증류수를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
다.

4. 자료분석 및 통계
통계 분석은 SPSS 13.0 (SPSS Korea (주) 데이타솔루
션, 서울, 한국)을 사용하였다. HCMV gB 유전형과
2

HCMV 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χ test 및
3. HCMV 질환의 정의

Fisher's exact test와 다변량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

HCMV PCR 양성으로 HCMV 감염이 확인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HCMV 질환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을 시행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HCMV 질환에 대한 정의는 Ljungman 등이 정의한 것에

결

따랐고(20)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CMV 폐렴,

과

위장관염, 간염은 각 침범 장기별로 HCMV 질환에 합당
한 임상 증상, 징후와 함께 배양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분리

1. gB genotyping

되거나 조직검사 결과 면역조직화학염색 또는 in situ

Towne 주와 AD169 주의 gB 유전자 부위를 nested

hybridization에서 HCMV가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PCR로 증폭하여 293-296 bp의 증폭 산물을 얻었다

HCMV 망막염은 이에 합당한 전형적인 병변이 관찰되어

(Figure 1A). 이를 RFLP 한 결과 이전에 알려진 바(14,

Figure 1. Restriction patterns of gB PCR products from laboratory adopted strains
and clinical samples. (A) gB gene amplification products of the Towne and AD 169
strain, (B) Restriction digests of amplified part of gB (1319-1604). Calculated fragment
sizes are below each lane, (C) gB restriction patterns from clinical samples.
Abbreviations : M, 25 bp molecular marker; Tow, Towne strain; AD, AD169; Mix,
mixture of Towne and AD169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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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와 같이 Towne 주는 gB type 1, AD169 주는 gB type

하여 사망한 예는 없었고, 감염된 HCMV는 모두 gB type

2로 나타났다(Figure 1B). 혼합감염을 검출할 수 있는지에

1이었다(Table 1). 단변량 분석에서 특정 gB 유전형과

대한 실험으로 Towne 주과 AD169 주의 DNA를 혼합하

HCMV 질환 발생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단일

여 시행한 RFLP 결과는 Figure 1B와 같다.

주에 의한 감염과 혼합감염에 따른 HCMV 질환 발생 사
이에도 유의한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이식 형
태가 타인간 이식인 경우 형제간 이식보다 HCMV 질환

2. 임상 검체에서 gB 유전형 분포
PCR 결과 HCMV 감염이 확인된 환자 52명의 검체 94
개(혈청 68 검체, 말초혈액단핵세포 26 검체)에 대해 gB
유전형을 검사하였다(Figure 1C). gB 유전형 분포는 type
1이 73.1% (38/52), type 2가 13.5% (7/52), type 3가 1.9%
(1/52), type 1과 type 2에 의한 혼합감염이 9.6% (5/52)로
나타났다(Table 1). gB type 4는 관찰되지 않았다. 1명
(1.9%)에서 gB 유전형을 결정할 수 없었는데, RsaI에 절
편이 잘리지 않고, HinfI에 의한 패턴은 gB type 1 또는
type 4와 유사하여 Trincado 등(21)이 제시한 gB type 7
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현재 염기서열 분석 중에
있다. 환자 3명에서 혈청과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동시에 검
사하였고, gB 유전형은 두 검체에서 모두 일치하였다. 환
자 성별이나 나이, 이식 형태에 따른 gB 유전형 분포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는 type 2가 type 1보다 높게 검출되었다(53.8% and 46.2

발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21.4% versus 5.3%, P=0.079),
수여자의 HCMV 항체가 음성인 경우 HCMV 질환 발생
이 더 높았다(50.0% versus 8.0%, P=0.048). 다변량 분석
에서도 gB 유전형과 HCMV 질환 발생 사이에 유의한 연
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중 단일주에 의한 감염이 있던
환자에서 다른 gB 아형에 의해 재감염이 되면서 발열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난 예가 있어 간략히 정리하는 바이다.
46세 여자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01년 4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았다. 이식 전 시행한 검사에서
공여자와 수여자 모두 HCMV 항체 양성이었다. 환자는
이식 후 급성 이식편대숙주병(WHO grade III)으로 prednisolone (20 mg/일)과 cyclosporin A를 복용 중이었다.
이식 후 17일에 시행한 pp65 HCMV 항원혈증 검사에서
3/200,000 cells으로 HCMV 감염 소견이 나타났고, 이 당
시 gB 유전형은 type 2였다. 이식 후 35일에 항원혈증이

%, P=0.012).

100/200,000 cells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발열 동반되어 입
원하였고, 이 당시 간효소 수치 상승과 경도의 백혈구 감

3. gB 유전형과 HCMV 질환과의 연관성
대상 환자 52명의 인구학적인 특징은 Table 2와 같다.
이들에서 추적 관찰 기간은 이식 후 평균 708일(82-1,226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HCMV DNAemia

일)이었다. 52명 중 5명(9.6%)에서 HCMV 질환이 발생하

Characteristics

였고, 3명에서 폐렴, 1명에서 망막염과 위장관염, 나머지 1

Sex

명에서 망막염이 발생하였다. 5명 중 HCMV 질환과 관련

Male
Female
Median age [range], years
Underlying disease
ALL
AML
CML
SAA
MDS
Others
Transplant type
Matched-related
Matched-unrelated
Serostatus for HCMV
＋/＋
＋/－
－/－

Table 1. Distribution of Human Cytomegalovirus (HCMV)
gB Genotypes from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
Recipients in Korea

gB genotype

No. of
patients
(%)

1
38 (73.1)
2
7 (13.5)
3
1 ( 1.9)
4
0 ( 0 )
*
Indeterminate
1 ( 1.9)
†
5 ( 9.6)
Mixed
Total no.

52

No. of patients
receiving
pre-emptive
GCV therapy

No. of patients
who developed
HCMV disease

22
2
1
0
0
4

5
0
0
0
0
0

29

5

*

designated gB type 7 by Trincado et al (21)
Mixed infection with gB type 1 and 2
Abbreviations : GCV, ganciclov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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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2 (%)
34 (65.4)
18 (34.6)
33.5 [15-52]
19
15
6
7
2
3

(36.5)
(28.8)
(11.5)
(13.5)
( 3.8)
( 5.8)

38 (73.1)
14 (26.9)
50 (96.2)
1 ( 1.9)
1 ( 1.9)

Abbreviations : ALL, acute lymphocytic leukemia; AML, acute myelogenous leukemia; CML,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SAA, severe
aplastic anemia;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2, 9-16).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배양과정을 통해 HCMV가
분리된 것을 가지고 유전형 검사를 할 경우 배양하는 동
안 우세한 바이러스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
검체에서 바로 HCMV gB 유전형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
gB type 1이 73.1%로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가
장 많이 감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gB type 2가 13.5
%, 혼합 감염이 9.6%, type 3가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type 4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렇게 gB type 1이 아주 우세
하고, 혼합감염의 빈도가 낮은 분포 양상은 이전 보고들과
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식 환자가 포함된 면역저하환자에
Figure 2. A case who had mixed infection with HCMV gB type
1 and type 2 strain. Abbreviations : Ag, antigenemia; GCV,
ganciclovir; 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서의 자료를 보면 대게 gB type 1과 type 2가 약 20-40%
내에서 비슷하거나 gB type 1이 약간 높은 빈도로 분리되
고, type 3도 20-30%로 흔히 나타나고, 혼합감염도 10-

소증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입원 후 ganciclovir 선제치료

30%로 관찰된다. 우리나라와 문화적 환경이 비슷하다고

를 받았고, 간효소 수치와 백혈구 감소증은 모두 정상으로

생각되는 중국의 보고를 보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에

호전되었고 해열되었다. 입원 당시 검사한 gB 유전형은

서 gB type 1이 50%, type 2가 7.9%, type 3이 36.8%로

type 1과 type 2의 혼합감염으로, gB type 1 HCMV가 새

나타나 gB type 1이 우세한 것은 비슷하나 type 3가 높은

로 감염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Ganciclovir 투여 2주

비율을 차지하고 또, type 3의 경우 치명적인 간질성 폐렴

후, 약제에 의한 백혈구 감소증이 다시 발생하여 gan-

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은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24).

ciclovir를 중단하였고, 항원혈증은 58/200,000 cells로 감소

본 연구에서처럼 한 가지 type이 우세하게 나오는 경우는

하는 추세여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없이 면역억제제를 줄이

이제까지 다른 보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결과로 우리

면서 항원혈증만 추적 검사하였고, 이식 후 93일에 항원혈

나라의 문화적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HCMV 감염에 있

증은 음전되었다. Ganciclovir 투여 후인 이식 71일 검체

어 독특한 역학적 특징으로 추정되며, 정상인이나 다른 질

에서는 gB type 2는 사라지고, type 1만이 관찰되었다

환을 가진 환자 군에서 추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

(Figure 2).

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서는 type 2가 type 1보다
약간 높은 빈도로 관찰되어, 대상 환자 수를 늘려 추가적

고

찰

인 조사와 함께 다른 요인이 작용했는지 더 정밀한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장 빈도가 높게 분리되는

이제까지 HCMV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유전학적으

gB type 1 감염은 비교적 질환의 중등도가 경한 경과를

로 다양한 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2, 22, 23).

보이지만 gB type 3 또는 type 4에 의한 감염의 경우 골

그리고, 이런 다양한 HCMV를 분류하는데 가장 많이 이

수억제나 치명적인 간질성 폐렴과 관련이 있어 중증의 임

용되는 것이 gB 유전자 서열에 따른 방법이다. HCMV

상적 경과를 보여 예후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8, 9, 11,

gB는 UL55 유전자에 의해 부호화(encoding)되는 대표적

24)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HCMV 질환이 발생한 환자들

인 당단백으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감염될 때 관여하

이 모두 좋은 예후를 보였던 것이 type 1에 의한 감염 때

며, 세포에서 세포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과, 감염된

문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들 이식 환자에서는

세포들끼리 융합하는데 관여한다(22). 이 gB 유전자

숙주의 면역반응과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임상 경과에

cleavage site의 서열에 따라 4가지 유전형으로 분류되며,

영향을 미치므로 바이러스 유전형만으로 이를 설명하는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지역적, 인구학적인 특징, 질환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이며,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

군 등에 따라 gB 유전형의 분포가 다르고, 면역저하 환자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서 특정 gB 유전형이나 여러 아형에 의한 혼합감염시

한편, 외국 보고보다 혼합감염의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HCMV 질환 발생이나 임상 경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나

31명에서 검체 1개에서만 gB 유전형을 검사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어, 아직 그 임상적 의미에 대해

는 점에서 환자별로 연속적인 검체가 많이 포함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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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감염이나 질환 발생시 연속적으로 채혈한 검체 -

된 HCMV gB 유전형의 분포와 특징을 알게 된 첫 번째

혼합감염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 HCMV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하겠다. 이런 HCMV 유전형

질환이 발생한 5명중 2명은 질환 발생시 검체가 아닌 이

에 대한 연구는 바이러스 감염의 발병기전이나 전파 경로,

식 후 6개월까지의 검체만을 가지고 검사를 시행하였으므

전파 양식과 같은 역학적 연구와 백신 연구 등에 중요한

로, 이후 다른 유전형의 HCMV에 의한 감염이 추가로 있

자료가 될 것이다. 또 HCMV gB 유전형이 질환 발생이나

었을 수 있다. 따라서 질병 발생 시점에서 감염 부위별로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검체를 채취하여 gB 유전형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gB 유전자와 그 외 부

우리나라와 같이 HCMV 항체 양성률이 높은 경우 성

위에 대한 유전형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전향적

인에서 HCMV 감염은 이미 잠복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

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예비 결과에서와 같은 독특

주에 의한 재활성화와 새로운 아형에 의한 재감염 두가지

한 gB 유전형 분포를 볼 때, 앞으로 다른 질환군의 환자

를 의미한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pp65 HCMV 항원

나 건강한 잠복 감염자에서 HCMV gB 유전형에 대한 추

혈증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대게는 이미 잠복감염되

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 있던 HCMV의 재활성화로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제시

요

된 증례처럼 다른 아형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으로 인해

약

증상 발현과 함께 혼합감염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는 서로 다른 HCMV 주에 대한 cross-protection이 어느

목 적 : 사람 거대세포바이러스(Human cytomegalo-

정도 작용한다고 하지만, 어느 한 HCMV 주에 감염되어

virus, 이하 HCMV) glycoprotein B (gB)는 UL55 유전자

형성된 면역력으로 다른 아형에 재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에 의해 부호화되는 당단백으로, UL55 유전자의 염기서열

없기 때문이다(25). 그래서 여러 HCMV 아형에 계속 재감

변화에 따라 4가지 유전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국

염이 일어날 경우 한 사람에서 여러 아형이 잠복감염을

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에서 HCMV gB 유전형의 분포

이루기도 한다(26). 따라서 공여자와 수여자에 감염된

와 그 특성을 알아보고, gB 유전형에 따라 특정 HCMV

HCMV gB 유전형을 미리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재활성화

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는지 그 임상적 의미를 분석해 보

인지 재감염인지를 명확히 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고자 하였다.

일 것이다. 다만, 이식 후 발열이나 간효소 수치 상승 등

재료 및 방법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52명의 혈액

의 원인이 다양한 HCMV 아형에 의한 재감염에 의할 수

검체 94개에 대해, Chou 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먼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겠다.

UL55 유전자 부위를 nested PCR로 증폭한 후, RsaI과

최근 HCMV 혼합감염의 임상적 의미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gB 아형에 의한 혼합감염일 경우

HinfI으로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분석을 시행하였다.

항바이러스제 치료 후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것

결 과 : gB type 1은 73.1% (38/52), gB type 2는 13.5%

이 지연될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노출이 더 많이 됨으

(7/52), gB type 3는 1.9% (1/52), gB type 1과 type 2에

로서 약제 내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와(15) 혼

의한 혼합감염은 9.6% (5/52)로 나타났다. gB type 4는 관

합감염의 경우 이식 거부 반응이 증가하거나 HCMV 질환

찰되지 않았다. 1명(1.9%)에서 gB 유전형을 결정할 수 없

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 등이 있다(16). 그러나

었는데, RFLP 패턴으로 보아 Trincado 등이 제시한 gB

연구자에 따라 반대의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type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 새로운 아형에

HCMV 감염의 역학적 특성이 지역적, 인구학적으로 다르

대해서는 현재 염기서열 분석 중이다. 52명 중 5명(9.6%)

기도 하지만, HCMV가 약 230 kb의 큰 genome을 갖는

에서 HCMV 질환이 발생하였고, 3명에서 HCMV 폐렴, 1

바이러스인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유전자에 대한 유전형

명에서 망막염과 위장관염, 나머지 1명에서 망막염이 발생

분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5명 중 HCMV 질환과 관련하여 사망한 예는 없

따라서 최근에는 gB 유전자 뿐만 아니라, gH (UL75), gN

었고, 감염된 HCMV는 모두 gB type 1이었다. HCMV gB

(UL73), gO (UL74) 등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전형과 HCMV 질환 발생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

유전형을 분류하려는 시도도 되고 있다(23).

고, 단일 주에 의한 감염과 혼합감염에 따른 HCMV 질환

본 연구에서 HCMV gB 유전형과 HCMV 질환 발생과

발생 사이에도 유의한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자료 분

의 연관성을 밝힐 수는 없었으나, 국내 이식 환자에 감염

석 중 gB type 2에 감염되어 있던 환자에서 gB typ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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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염 되면서 발열, 간효소 수치 상승 및 pp65 HCMV
항원혈증이 나타난 예가 있었다.
결 론 : 연구결과 gB type 1이 아주 우세하고, gB type

7)

4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혼합감염의 빈도가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외국의 보고와는 다른 국내 조혈모세
포이식 환자에서의 독톡한 감염 양상으로 추정된다. 본 연
구에서 HCMV gB 유전형과 질환 발생과의 연관성을 밝
힐 수는 없었으나, HCMV 유전형에 대한 연구는 바이러

8)

스 감염의 발병기전이나 전파 경로 및 양식과 같은 역학
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더 많은 수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

9)

며, 앞으로 다른 질환군의 환자나 건강한 잠복 감염자에서
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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