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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 of HIV :
Experiences from an University Teaching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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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HIV infected women continues to rise sharply these days and 58% of these women
were childbearing ag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IDS cases among childbearing women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maternal - infant transmission of human acquired immunodeficiency virus.
The aim of our study is to assess the available evidence for preventing mother-to-infant transmission of HIV infection by experience from University Teaching Hospital. Four pregnant women with
HIV infection delivered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1999 to 2005 years. Three women
visitied at 3rd trimester, only one woman delivered by planned perinatal care. They received antiretroviral therapy during pregnancy, labor, after delivery, and infant received antiretroviral therapy by
consideration of their situation. They were compliant with treatment and had a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below the detectable level. Just 2% of infants were trasmitted by human acquired immunodeficiency virus, if HIV infected women had an appropriate prophylaxis. Therefore HIV infected
women must be identified early for prevention of maternal-infant transmission, they must receive
effective antiretrovirus therapy.
Key Words : HIV, Mother-to-child transmission, Antiretrovirus therapy
076에 의한 zidovudine 예방 화학요법으로 이러한 출생 전

서

론

후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를 약 7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발전으로 전파

UNAIDS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위험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2, 3).

HIV/AIDS)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약 54만명의 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말까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린이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 새로이 감염되었으며, 이

총 누적 감염자 수는 3,829명이었으며, 이 중 여자는 9.3%

들 대부분은 모자 수직전파에 의해 감염되었다. 사람면역

(357명) 이었고 수직 감염은 5명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

결핍바이러스 감염 산모가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분만을

라에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성의 분만 수는 정

하면 태어난 영아의 약 1/4이 감염된다(1). 1994년 Pe-

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여성 감염자의 수가 비교적

diatric AIDS Clinical Trials Group (PACTG) protocol

적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
다. 그러나 해마다 전체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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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여성 감염자의 58%가 주 생식연령대인 20-40대이
고, 치료 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점차 아기를 가지
고 싶어하는 욕망도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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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성의 출산이 점차 증가
증 례 3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는 4명의 사람면역결핍바

32세 여자가 임신 7주로 출생전 진찰을 위해 내원하였

이러스 산모가 출산을 하였다. 이 연구는 각각 다양한 상

다. 그녀는 9년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알게되었

황으로 내원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산모의 증례들을 기

으며 이전 치료력은 없었다. 내원시 CD4＋ 림프구수는

술하여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산모에서 모자 수직전

208/µL (14.3%),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리보핵산 역가는

파 예방의 초기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158,000 copies/mL이었다. 임신 13주부터 하루 zidovudine
600 mg, lamivudine 300 mg, nelfinavir 2,500 mg로 항레

증

례

트로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하였으며, 38주에 제왕절개로 분
만을 시행하였다. 분만 전 CD4＋ 림프구수는 180/µL

증 례 1

(16.1%)이었으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리보핵산 역가는

17세 여자가 임신 38주로 진통 및 양막 파열때문에 응

측정치 이하였다. 진통 시작 후 zidovudine을 정맥 투여(2

급실로 왔다. 그녀는 내원 2주전 개인 산부인과에서 시행

mg/kg를 주사 후 분만 때까지 1 mg/kg로 연속 주입)하

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혈청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였다. 분만 후 영아에는 zidovudine 시럽을 6주간 투여하

웨스턴블롯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진통이 시작되어 응

였다. 영아는 18개월간 시행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리

급실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CD4＋ 림프구수는 375/µL

보핵산 역가 검사에서 모두 측정치 이하였으며, 18개월에

(25%)였다. 즉시 zidovudine 600 mg 경구 투여 후 제왕절

시행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검사도 음성으로 전환

개로 분만을 시행하였고 분만 후 영아에게도 zidovudine

되었다. 임신 7주 검체로 시행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을 투여하였다. 환자는 이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유전형

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아는 zidovudine을 6주간 투약받았

System v 2.0, Celera Diagnostica, USA)는 역전사효소억

다. 영아는 타 지역의 보육 시설로 옮겨졌으며 6개월 후

제제 G333E, 단백분핵효소억제제 L63P가 검출되었다.

TM

내성검사에서(ViroSeq

,

HIV-1

Genotyping

외국으로 입양되었다. 6개월간 시행한 사람면역결핍바이
러스 리보핵산 역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증 례 2
20세 여자가 임신 35주로 출생 전 진찰 중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그녀는 2년 전 동거
하였던 남자와 이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4개월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항레트로바
이러스제를 불규칙하게 복용하였었다. 내원시 CD4＋ 림프
구수는 51/µL였다. 임신 35주부터 zidovudine 하루 600 mg
경구 투여 후 38주에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행하였다. 분만
전 CD4＋ 림프구수는 112/µL (8.3%)였으며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 리보핵산 역가(COBAS AMPLICOR HIV-1
MONITOR TEST Ultrasensitive vesion 1.5, Roche Diagnostic Systems, USA)는 30,800 copies/mL이었다. 진통
시작 후 zidovudine 600 mg와 lamivudine 150 mg를 경구
투여하였으며 zidovudine은 3시간 후 300 mg을 한번 더
투여하였다. 분만 후 영아는 zidovudine (4 mg/kg)과
lamivudine (2 mg/kg)을 7일간 투여하였다. 영아는 18개월
간 시행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리보핵산 역가 검사에서
모두 측정치 이하였으며, 18개월에 시행한 사람면역결핍바
이러스 항체 검사도 음성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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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4
30세 여자가 임신 38주로 분만을 위해서 내원하였다.
그녀는 7년 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알게 되었으
며 그 이전에 3번의 출산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두차례
zidovudine, stavudine, lamivudine, indinavir로 치료를 시
도한 적은 있으나 거의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였다. 2년
전 자궁경부 상피내암종으로 고리전기절제술을 시행받았
다. 내원시 CD4＋ 림프구수는 257/µL (27%) 이었다. 하루
zidovudine 500 mg 경구 투여 후 39주에 제왕절개로 분만
을 시행하였다. 진통 시작 후 zidovudine을 정맥 투여하였
으며 분만 후 영아에는 zidovudine 시럽을 6주간 투여하였
다. 영아는 출생 후 1개월에 시행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리보핵산 역가 검사에서 측정치 이하였다. 그러나 퇴원 후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영아의 추가 감염 여부 검
사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임신 39주 검체로 시행한 사람면
역결핍바이러스

유전형

TM

내성검사(ViroSeq

,

HIV-1

Genotyping System v 2.0, Celera Diagnostica, USA)에서
는 내성이 검출되지 않았다.

vudine 정맥 주사제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zido-

고

찰

vudine 주사제와 시럽은 희귀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나 약을 공급받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분만이

2005년까지 모두 4명의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산모의

임박해서 내원하는 경우 zidovudine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분만이 있었으며, 4명 중 3명은 임신 35-38주에 분만이 임

있을 수 있다. 4명 중 1명은 임신 초기에 내원하여 출생

박해서 내원하였다. 3명 중 1명은 내원 당시에도 확진이

전 면담을 통해 임신 중기부터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되지 않았으며, 1명은 임신 말기에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시작하여 계획된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다.

감염을 처음 발견하여 내원하였고, 1명은 임신 전 이미 감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받지 않았던 산모나 항레트로

염되었지만 산모의 무지로 분만이 임박해서 내원한 경우

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치료 실패인 경우에는 사

였다. 단지 1명만이 임신 초기에 내원하여 출생전 면담을

람면역결핍바이러스 약제 내성 검사가 추천된다(6-8). 본

통한 계획된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다.

증례에서는 임신 전에 내성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모자 수직전파는 어린이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임신 전 채혈을 해서 혈장을 영하 70℃에 보관해 두었다

가장 흔한 경로이다. 예방 조치없이 분만할 경우 영아의

가

약 25%가 감염된다. PACTG protocol 076 시험의 예방 조

(ViroSeq

치로 이러한 감염의 70% 정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

Diagnostica, USA)를 시행하였으며, 한 명에서는 보관 상

며(2), 출생 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포함한 예방 조

태가 좋지 못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내성결과는

치로 이러한 감염 위험을 2%까지 낮출 수 있다(3). 2005

International AIDS Society-USA panel의 의견일치 지침

년까지 보고된 우리나라의 여자 환자 수는 357명이었으며

에 의해 판독하였으며 주요 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9).

한꺼번에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유전형

내성검사

TM

, HIV-1 Genotyping System v 2.0, Celera

이 중 58%인 207명이 주 생산연령인 20-40대였다. 이들의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산모에서 출생한 영아의 많

임신 및 분만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5년까지 수직

은 수는 출생 후 오랜 기간동안 무증상으로 남아있으므로

감염자 수가 5명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보고를 근거로 추

임상적 조사는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한 민감한 방법이 되

정해보면 이 수의 4배 정도인 20명 정도가 예방 조치없이

지 못한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가 산모의 태반을

분만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4). 적절한 예방

통과해서 태아에게 넘어가므로 출생 후 12-18개월까지 항

조치로 이러한 수직전파는 2/3 이상이 예방 가능하므로

체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유

출생 전 진찰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모자 수직감

아에서 항체가 측정되어도 감염이라 할 수 없으며, 18개월

염은 대부분 분만동안에 일어나지만 분만 후 수유 중이나

이후에도 효소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해서 항체가 양성일 경

분만 이전에도 가능하다. 모자 수직전파의 여러 위험인자

우 웨스턴블롯분석으로 확인해야한다(10). 그러므로 말초

들 중 산모의 혈중 바이러스 역가가 가장 중요한 인자이

혈액 단핵구에서 중합연쇄반응으로 프로바이러스 디엔에

다. 산모의 혈중 바이러스 역가가 1,000 copies/mL 미만인

이를 분석하는 디엔에이 중합연쇄반응이 18개월 미만의

경우 전파 위험이 거의 0%에 가까우며 임신 기간동안 항

유아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추천된다(11,

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리보핵산 중합연쇄반응도 디엔

은 수직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

에이 중합연쇄반응만큼 민감하여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분만한 4명

있지만, 위양성 및 위음성이 문제가 된다(13-16). 본 증례

중 3명에서 분만이 임박해서 내원하였기 때문에 수직전파

에서는 디엔에이 중합연쇄반응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리

예방만을 시행하였다. 이 중 한명은 양막파열상태로 내원

보핵산 중합연쇄반응을 이용하였다. 한 증례에서 출생 후

하였으며 zidovudine 주사제 및 시럽을 구할 여유가 없어

2개월 검사에서 35 copies/mL로 측정치 이하이지만 양성

분만 직전 zidovudine 600 mg를 경구 투여한 뒤 제왕절개

으로 나왔으나 그 이후로 한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을 보

술을 시행하였다. 다른 한명은 경제적인 이유와 동거하였

여 위양성으로 생각하였다.

던 남자 감염자가 이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불규칙하

국내에서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산모의 수가 아

게 복용한 점을 고려하여 분만 전 zidovudine과 lami-

직 적고 감염자의 많은 수가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vudine을 병합투여 하였다(5). 세번째는 이전에 감염되었

있다. 그러나 여성 감염자의 58%가 주 생식연령대인 20-

으나 치료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산모가 분만 직전에 내원

40대이고 치료 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점차 아기를

하였으며, 이 경우는 미리 구입하여 보관해 두었던 zido-

가지고 싶은 욕망도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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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성의 출산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출생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감염

2)

사실을 모른 채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아기의 1/4이 감염
되며, 적절한 예방을 할 경우 전파를 2%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점과 본 증례에서처럼 출생 전 진찰을 하지 않아 감
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분만이 임박해서야 내원하는 경
우가 종종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산모에서 사람면역
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출생 전 검사가 필요할 것

3)

으로 생각된다.

요

약

해마다 여성 AIDS 감염자 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4)

감염자의 58%가 주 생식 연령대인 20-40대이다. 의료 기
술의 발전으로 점차 출산에 대한 욕망도 증가되어 우리나
라에서도 향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성의 출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각기 다양한
상황으로 내원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산모 4명의 증례
를 통해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산모에서 모자수직전

5)

파 예방의 초기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2005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는 4명의 사람면역결핍바
이러스 산모가 출산을 하였으며, 이 중 3명은 임신 35-38
주에 분만이 임박하여 내원하였고, 1명만이 출생 전 면담

6)

을 통한 계획된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다. 이들에게 각 상
황에 따라 임신 중, 분만시, 분만 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
료를 하였으며, 영아에게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
행하여 이들 영아에서 시행한 추적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리보핵산 역가 검사에서 추적 소실된 한 명을 제외하고

7)

모두 측정치 이하였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산모가 출산 전 예방없이
분만하는 경우 25%의 영아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

8)

염되나, 적절한 예방을 할 경우 전파를 2%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점과 출생 전 진찰을 하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모르
고 있다가 분만이 임박해서야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을 고려할 때 향후 적극적인 출생 전 검사 및 모자 수직전
파 예방을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9)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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