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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 oep i demi o l og i c St udy on Rube l l a Ant i body in Pr egnant Women in Kyongg i Do
Mor an Ki 1 ) , Boyou l Cho i 1 ) , Young- J eon Sh in 1 ) , Hung Bae Par k 1 ) , Bae J oong Youn 2 ) , J oong Sur k
Hahn2 )
1)
Depar t ment of Pr event ive Med i c ine , Hanyang un iver s i t y Co l l ege of Med i c ine
2)
Depar t ment of Hea l t h and We l f ar e , Kyongg i do
The vacc inat i ons of sus cept i b l e ch i l dr en and pos t puber t a l f ema l e s ar e t he ma j or me ans
t o pr event congen i t a l r ube l l a syndr ome (CRS) . Anot her me ans f or r educ ing t he CRS i s
t her apeut i c abor t i on or f e t a l mon i t or ing f or women who ar e inf e ct ed in t he f i r s t f our
mont hs of pr egnancy . We cou l dnt e s t imat e t he inc i dence of CRS in Kor e a , be caus e t her e was
no sur ve i l l ance sys t em f or r ube l l a and CRS . Nat i onwi de vacc inat i on pr ogr am f or 15mont hs
in f ant had been s t ar t ed e ar ly 1980s . So , mos t women at ch i l dbe ar ing age dur ing s t udy
per i od wer e not r e ce ived r ube l l a vacc inat i on . We se t f or t h CRS management sys t em f or
pr egnant women in t wo r ur a l count y of Kyongg i pr ov ince , Kor e a . In t h i s sys t em, t he
pr e sence of r ube l l a IgG and IgM ant i bod i e s f or e ar ly pr egnant women wer e examined wi t h
MEIA(Mi cr opar t i c l e Enzyme Immunoas s ay ) me t hod by IMx aut omat ed ana lyzer Abbot t . The
in f ect ed pr egnant women f o l l owed up in or der t o con f i r m t he i r ch i l dr ens CRS . Th i s s t udy
was car r i ed out f r om Mar . 1993 t o Jun . 1994 , and pr egnant women examined wer e 874 per s ons .
The r e su l t s wer e summar i zed as f o l l ows .
The over a l l pos i t ive r at e of r ube l l a IgG ant i body was 94 . 5%( 826/ 874 ) . The
pos i t ive r at e was s i gn i f i cant ly incr e as e as t he age incr e as ed , and r e ached 100% in
pr egnant women who wer e over 35 year s o l d . Th i s r e su l t s sugge s t t hat a me an ingfu l number
of women ar e in f e ct ed dur ing ch i l dbe ar ing ye ar s . The geome t r i c me an t i t er of IgG of
s er o- pos i t ive subj e ct s was s i gn i f i cant ly de c l ined as t he age incr e ased . On t he que s t i on
about h i s t or y of URI sympt oms and r ash in pr egnancy , 20 . 7% of r e spondent s che cked on URI
sympt oms wi t h r ash , 13 . 5% on ly URI sympt oms wi t hout r ash , and 65 . 8% no sympt oms . However

pr egnancy and t he r ube l l a IgG and IgM ant i body s t at us . Rube l l a in f e ct i on r at e in pr egnant
women was 0 . 9%( 95% CI 0 .4- 1.8%) . Two of t he s e 8 in f ect ed pr egnanc i e s wer e t er minat ed by
t her apeut i c abor t i on . One of t hem was not f ol l owed . Five bab i e s had no gr os s anoma l i e s at
b i r t h . In Dec . 1996 , t hr ee of f ive bab i e s wer e nor ma l appe ar ed in f ant s . Two of t hem wer e
not f o l l owed . Thr oughout t h i s s t udy r e su l t s , we con f i r med t he need of CRS management
sys t em f or pr egnant women , in Kor ea .
Key Wor ds : Rube l l a , Congen i t a l Rube l l a Syndr ome (CRS) , Ser o- pos i t iv i t y , Pr 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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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풍진은 주로 어린이들에서 발생하나, 그 증상이 경미하고, 자연히 회복되므로 건강상에 큰 문제
를 일으키지 않지만,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첫 3개월 동안에 감염될 경우는 출산한 아기의 35%
이상에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Cooper 1985). 따라서 풍진 예방 접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신 초기 감염으로 발생되는 유산이나 출생아의 청력 장애, 백내장, 소두증, 지
능발육지연, 동맥관 개방, 심방 및 심실중격결손 등의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있다.
미국은 1969년부터 생후 12~15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영국은 1970년부터 사춘기 여학생들을 대
상으로 풍진 예방 접종을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1964년부
터 1965년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풍진 유행이 있었던 시기에 비해, 1980년 이후 풍진의 발생률이
95% 이상 감소되었다(Cochi et al 1989). 그러나, 1988년 까지 감소하던 풍진의 발생이 1988- 1991
년에는 6배, 선천성 풍진 증후군은 15배 증가하였고 93년, 9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
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때 감염자의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거나, 집단으로 모여

생활하

는 대학, 감옥, 종교 집단 등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따라서 미국식 접종 프로그램은 국민학교 아
동들 사이의 풍진 전파를 감소시켜 대유행을 억제하여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감소시킬 수는 있었
으나, 가임 연령층 여성의 산발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CDC, 1994).
한편 영국식 접종 방법의 경우 가임 연령층 여성의 항체 음성률은 줄일 수 있었으나, 어린이들
의 풍진 유행은 계속 일어나고, 일부 항체 음성 여성이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선천성 풍진
증후군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P eckh am 1985). 최근 M iller 등(1994)은 영국에서 1991년부터 1993
년까지 임신부의 풍진 감염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남자들의 풍진 유행이 일부 감수성있는 임신부에게 전파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초부터 1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풍진 백신 접종(M M R백신)이 시행하
였으므로, 현재의 가임 여성은 이 예방 접종 일정에 따른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연령군이다. 이
러한 가임 여성들의 풍진 항체 양성률은 조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28%의 여성이 풍진에

역 사회 일반 산모들의 풍진 항체 양성률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풍진과 선천성 풍진 증후군은 법정 전염병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 체계도 수립
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발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은 산모의 풍진
감염력이나 출생 시 태아의 혈청 소견과 함께, 출생 시기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의 추적 조사를
통해 기형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선천성 풍진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생후 15개월의 M M R접종과 사춘
기 여자에 대한 추가 접종 등, 국가적인 풍진 예방 접종 사업과 함께 풍진 백신의 효율을 검토할
수 있는 연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가임 여성들은 이러한 예방 접종을 전
혀 받지 못한 연령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전 풍진 항체 검사를 통하여 항체 보유율에 대
한 연구와 풍진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내 2개 군을 선정하여, 임신부의 풍진 항체 양성률과 풍진 감염율을 알
아보고, 풍진 감염자의 추적 조사를 통하여 선천성 풍진 증후군 발생여부를 관찰하여 우리나라
선천성 풍진 증후군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양평군과 광주군의 민간 의료기관 (병원과 산부인과의원)과 보건소의 모자보
건센터에 산전 진찰을 하기 위해 방문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검사에서 풍진 항체 Ig G
와 IgM 이 모두 음성인 산모에 대하여는 임신 6개월에 재검사를 하여 항체 변화를 관찰하였다.
전체 검사자는 916명이었으나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15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분석에서 제외된 15명의 구체적인 제외 사유는 임신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1명과, 판독 오
류가 나타났던 3명, 불필요한 2차 검사를 시행한 11명 등이었다. 최종 대상자 901명중에 1차 검사
만 받은 사람은 874명이고 2차 검사까지 받은 사람은 27명이었다. 연구 기간은 양평군의 경우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광주군은 1993년 9월부터 1994년 6월까지였다(T able 1).
2. 임신 중 풍진 감염 관리 체계
풍진 항체(IgG와 IgM )로 임신 초기 풍진 감염 여부를 파악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선천
성 풍진 증후군 예방을 위한 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대책은 임신 16주내의 명확한 감염자(IgM 양
성자)의 경우는 치료적 임신 중절을 권고하고, 16주 이후의 감염자로 임신 중절을 원하지 않는
자와 16주 이내라도 중절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태아 감시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풍진 IgG와 IgM 이 모두 음성인 감수성자들에 대해서는 임신 6개월이 된 시점에 재검사를
하고, 이차 검사에서도 항체 음성자인 경우에는 분만 후 수유 기간이 끝난 후 보건소에서 풍진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였다.
항체 검사상 IgG 양성으로 영구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임신부들에 대해서는 풍진
으로 인한 태아 감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출산
후 신생아들에 대한 정기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 (F igur e 1).
3. 설문조사와 혈액채취
산전 관리를 위하여 관내 의료 기관을 방문한 임신부에 대하여 자가 작성 설문지를 통하여 연

혈액 검사는 설문지 작성 후에 실시하였으며, 채취한 혈액은 냉장 보관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로 이송한 뒤, 즉시 원심 분리하여 항체 검사를 시행할 때까지 - 20℃ 에서 보관하
였다.
4. 항체 검사
항체는 Abbott IM x

자동분석기를 이용하는 M EIA (M icr oparticle En zym e Im m un oa s say )법으로

시행하였다. 기본적인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맥 혈액 2cc를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 20℃에서 검사 시까지 보관하였다. 매번 검사 때
마다 대조 시약(2 약양성, 1 음성)과 검사 혈청을 각각 10㎕씩 취하여 반응 판들에 넣고, IM x 틀
에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검사의 기본 원리는 antigen coat ed m icr oparticle과 풍진 항원과의 면역 복합체 형성을 유도
하고 여기에 4- m ethylum belliferyl phosph ate를 첨가한 후 기질이 형광성 물질로 전환되는 정도
는 Ig G의 경우 보정 곡선으로부터 얻어지는 점간외삽법에 의해 IU/ m l (int ernation al unit s of
antibody per m illilit er )로 표시되며, IgM 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구해지게 되나 각 검체는 IgM
index 의 형태로 표시되어진다.
IgG은 10 IU이상을 양성으로, IgM 의 경우는 0.900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IgM 의 항체가가
0.800에서 0.899까지는 경계역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나(S ch aefer LE 1989) 본 연구에서는 그 구
간에 속하는 사람이 없었다. Abbott IM x

자동분석기 검사법의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는 Ig G

의 경우 99.9% , 98.9% , 99.8%이고, IgM 의 경우는 100.0% , 99.0% , 99.3%로 보고되어 있다
(S chaefer LE 1989).
5.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항체 양성률과 풍진 관련 과거력에 따른 항체
양성률을 보았다. 항체가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 방법은 빈도 분석에 chi
squ ar e t es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가 적어 chi square te st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Logliklih ood

Ratio te st를 이용하였다. 항체가 평균 비교는 t - t est와 AN OVA로 하였다. 자료 입력은 F ox pr o
를 이용하였고, 통계분석은 SP S S

7.5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1차 검사자 수는 양평군 589명(67.4% ), 광주군 285명(32.6% )으
로 총 874명이었다. 2차 검사자 수는 양평군의 경우 21명으로 1차 검사자의 3.9%이었고, 광주군
은 6명으로 1차 검사자의 2.5%이었다(T able 1). 연구 대상자의 수는 양평의 연간 출생수가 약
840명임을 고려할 때 양평군 출생수의 70.1%에 해당하며, 광주의 경우 연간 출생수가 1,441명이
므로 광주군 내 출생수의 19.8%에 해당하였다(경기도, 1994).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6.6세(SD 3.7)로 연령을 알 수 있었던 856명 중 20대가 683명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68명(67.7% )으로 가
장 많았고 대졸 이상, 중졸, 국졸 이하의 순이었다. 산모의 직업으로는 주부가 396명(84.4% )으로
가장 많았으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15.6%이었다.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생산직 156명

한 질문에는 약 54% 만이 대답에 응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알기 위

해 주거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41.9%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고,
41.6%는 전세, 9.2%는 월세라고 응답하였다(T able 2).
대상자의 산과적 과거력으로 임신 횟수는 2- 3번인 경우가 384명으로 49.9%이었고, 4회 이상도
14.7%이었다. 10.9%는 이번 임신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과거 분만 횟수가 한번도 없다고 한 사람
이 335명으로 43.7%이었고 1번이 48.3%이었다. 자연 유산은 응답자의 16.3%가 1회, 4.4%가 2회
이상 경험이 있었다. 인공 유산은 1회라고 대답한 사람이 163명(23.3% ), 2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98명(14.0% )이었다. 출생 후 사망한 자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7명(2.3% )이 있
다고 대답하였다. 선천성 기형 출생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명이 있었다고 대답하였는
데 이는 응답자(738명)의 0.8%에 해당하였다(T able 3).
대상자의 1차 검사 당시 임신 주수는 9- 12주가 259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5- 8주였던 임신부
가 235명(28.7% ), 13- 16주가 142명(17.3% )의 순이었다. 광주군은 대상자를 임신 6개월 이전으로
엄격히 제한하였던 반면, 양평군은 임신 주수가 6개월 이상인 임신부

26명이 검사에 포함되었다

(T able 4).

2 . 풍진 항체 양성률
(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풍진 항체 양성률

과거 풍진 감염력의 지표가 되는 Ig G는 총 검사자 874명 중 826명이 양성으로 나와 94.5%의 양
성률을 나타내었다. 풍진에 대한 최근 감염을 나타내는 IgM 양성자는 총 7명(0.8% )이었고, 2차
검사 대상자 중에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여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명
있었다. 따라서 풍진 감염율은 전체 검사자 874명 중에 8명으로 0.9% (95% 신뢰구간: 0.4% - 1.8% )
이었다. IgG 양성률의 지역별 차이는 없었고, IgM 은 양평군 6명(1.0% ), 광주군 1명(0.4% )이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 =0.52).
연령에 따른 풍진 항체 Ig G 양성률은 10- 19세에서는 95.8% (23/ 24), 20- 24세에서 91.7% (255/ 278),
25- 29세에서 95.1% (385/ 405), 30- 34세에서 97.7% (128/ 131), 35세 이상에서 100% (18/ 18)로 점차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연령별 항체 양성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경계역의 크기를 나타냈으
며(p =0.05), 연령에 따른 증가 양상에 대한 경향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0.002, F igur e 2). 항체 양성자만을 대상으로 한 풍진 항체가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
어 정규대수분포(log n orm al distribution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Ig G 항체가의 기하평균을 비교하
였는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0.000, F igur e 3). 그 외 학력별,
본인 직업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항체 양성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T able
5).
임신 주수별 풍진 항체(IgG) 양성률도 차이가 없었다(p =0.63). IgM 양성은 총 7명으로 임신 5- 8
주인 대상자 중에 3명, 9- 12주인 대상자 중 1명이고 1명은 21- 24주, 2명은 25주 이상이었다
(T able 6).

(2 ) 풍진 관련 과거력에 따른 항체 양성률
대상 산모 중 0.9% (6/ 813)만이 과거에 풍진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풍진 백신을 접
종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3.0% (24/ 802)이었다.
풍진 감염 과거력이 있다고 대답한 6명 모두에서 Ig G 양성을 보였으며, 감염 과거력이 없다고
대답한 군에서는 94.9%에서 IgG양성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p =0.43). 그러나 IgG 항체가는 감염이 있었다고 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01). 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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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대답한 778명 중 94.9%에서 Ig G가 양성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0.82), 항체가는 백신
접종군에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 =0.62). 풍진 백신 접종군에서 IgM 양성자가 발생
하지 않았으나, 백신 접종군과 비접종군간의 IgM 양성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 =0.44) 이것이 예방 접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임신 중에 감기 증상과 피부 반점이 있
었다고 한 사람은 96.8% (149/ 154)의 IgG 양성률을 보여 감기 증상 만 있었던 사람들의
93% (93/ 100)나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한 사람들의 94.3% (461/ 489)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p =0.37). IgM 은 감기 증상과 피부 반점이 있었다고 한 사람에서 3명이고, 아무 증
상도 없었다고 한 사람 중에서 2명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 =0.22,
T able 7).

(3 ) 풍진 1차 검사 음성자의 2차 검사 결과
1차 검사에서 IgM 과 IgG 모두 음성이고 임신 주수가 16주 이내였던 34명이 2차 검사 대상자였
다. 이 들 중에 재검사를 받은 사람은 27명으로 재검사율은 79.4%이었다. 검사 결과 새로운 IgM
양성자는 없었고, Ig 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여 풍진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사람이 1
명 있었다.

3 . 풍진 감염자 관리
조사 기간 중 IgM 양성자로 나타난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 이 중 6명은 양평군 산모, 1명은 광
주군 산모였다. 검사상 IgM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즉시 다시 채혈하여 확인 검사를 시행한 결
과, 7명 전원이 1차 검사와 같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1차 검사에서 IgG 음성으로 나타나 임신 6
개월에 재검사 한 사람 중 IgG가 처음 검사치의 4배 이상 증가한 사람은 1명 있었다(T able 8).
이상과 같이 풍진 감염이 확인된 8명 중 2명은 임신 중절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6명은 태아 감
시를 하였다. 출산을 한 6명 중 1명은 이사를 가서 추적할 수 없었고 5명은 출생시 신생아 차트
를 확인한 결과 기형 소견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96년 12월에 다시 전화로 추
적 조사하였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확인할 수 없었고, 3명은 기형 소견이 없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풍진이나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고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발생 보고를 알 수 없다. Lun dstr om (1962)은 임신 중에 풍
진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의 발생 빈도는 감염 시기에 따라 임신 1개월에는
33% , 2개월에는 25% , 3개월에는 9% , 4개월에는 4%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 M iller 등(1982)은 임
신 1기에 감염되면 태아의 80%가 감염되고, 13- 14주에는 54% , 임신 2기 말에는 25%의 태아가
감염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접종
을 하여야 한다. 임신 전에 즉, 영아기 혹은 사춘기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임신부들은 임
신 초기에 풍진 감염 여부를 조사하여,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풍진 항체 양성률은 연구 대상자나 검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임 여성에 대한 부분만을 종합하여 보면 표 9와 같다(T able 9).
본 연구의 풍진 항체 Ig G 양성률은 94.5%이었는데, 이는 백등(1980)의 결과와 비슷하고 다른 연
구보다는 높았다. 그런데 본 연구 대상자의 예방접종률은 매우 낮았으므로 항체 양성자의 대부분
이 자연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풍진 발생 보고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인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gG와는 달리 IgM 양성률에 대한 연구는 비교할 만한 국내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외국의 자료
로는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 전인 1973- 1979년에는 임신부의 2.4% - 2.5%에서 IgM 양성을 보였
고, 1980년 부터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 백신 접종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0.01% - 0.19%로 감
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S w artz

et al 1985).

본 연구에서 IgM 양성자는 874명 중 8명으로

0.9%이고 이항분포를 가정하였을 때 95% 신뢰구간은 0.4% - 1.8%로 이스라엘 자료와 비교시 백신
접종 사업 시행 전보다는 낮으나 시행 후 보다는 높은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 사업
이 15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이 1980년 이어서 현재 가임 여성들은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한 연령군이다. 따라서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풍진 백신 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풍진 항체 검사를 통한 풍진 관리를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백신의 항원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대체로 접종 2- 3개월 후의 항체 양전율은 95%이상
으로

보고되고

있고(Chu

et

al

1988),

국내의

연구에서도

94.7% (162/ 171)(최보율 등 1993),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을 보고하고 있다(최보율 등 1995).

여고생을

대상으로

99.5% (456/ 458)의

한

경우

높은 양전율

백신 접종 후 항체의 지속 기간은 10년 이상 된다는 보고도

있으나(Balfour et al 1980, O ' sha et al 1982, Chu et al 1988),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는 10% 정도에서 항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Law les s et al 1980, Coulomb e et al
1981, Robin son et al 1982). 스웨덴의 12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
후 16년째에는 접종자의 22%에서 현저한 항체가 감소를 보였고, 8%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가임기를 고려한 백신 접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Christ en s on B & Bottiger
M 1994). 또한 자연 감염 후에는 3% - 10%의 재감염을 보이고 RA 27/ 3백신으로 면역을 얻은 경우
는 14% - 18%의 재감염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재감염된 임신부의 태아에게도 감염이 된다
(P alu dett o et al 1994, Behrm an

et al 1995)고 하므로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풍진 백신의 접

종은 1980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도 지속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 임신부의 연령별 양성률은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높아져 20- 24세
연령군이 91.7%인데 비하여 35세 이상에서는 100%로 이 연령층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연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령층은 가임기이므로 임신 기간 중에도 상당
수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S ou za et al 1994). 본 연구 대상자의 감염율은 0.9%이었
으나 이번 임신이 처음 임신이었던 사람은 연구 대상자의 10.9% 밖에 안되므로 다른 사람들은
이전의 임신 기간 동안에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연령별 항체가의 수준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의하게 낮아져 청소년 시기에 감염이 이루어진 사람들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항체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풍진 감염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0.9%만이 걸린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풍진은 증상
이 비특이적이고 불현성 감염이 전체 감염의 2/ 3에 달하므로(H or stm ann et al 1991) 풍진 감염
경험에 대한 대답은 정확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IgM 은 감염 과거력이 있다고 대답한 6명 중 1명에서만 양성으로 나타났다. IgM 은 풍진 감염이
이루어진 후 8- 12주 후에 사라지므로(H erm ann KL 1985) 나머지 5명의 경우는 적어도 감염 후 2
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 중 3명은 설문지에서 1980, 1984, 1986년도에
감염이 있었다고 하였고, 나머지 2명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임신 주수가 8- 9주 이고, 이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계산한 것이어서 태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문조사로 감기 관련 증상이나 피부 반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감기 관련 증상에서
는 임신 중 감기 증상과 함께 피부 반점이 있었다고 한 사람이 15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IgM 양성은 3명(1.9% )으로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한 사람들의 양성률(0.4% )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 수를 늘이거나, 감기 증상과
피부 반점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정확히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풍진 감염자 중 추적 조사 결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3명은 IgM 확인 시
임신 24- 33주로 비교적 늦은 시기여서 태아 감염의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선
천성 풍진 증후군의 발현 시기에 대하여 Cooper (1985)는 선천성 풍진 감염이 있었던 신생아의
50% - 70%가 출생 시 정상 소견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S ev er 등(1985)은 선천성 풍진 감염 과거력
이 있었던 어린이의 20%에서 지연형 발현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상 소견
을 보이고 있는 3명 중 2명은 감염 당시 임신 8- 9주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풍진의 감염을 확인하는 IgM 의 검사법은 Abbott Rubazym e kit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민감도
를 보다 향상시키고 대량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Abbott IM x 법이 소개된 후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En der s 등(1985년)은 Enzy gnost (B ehrin g )법의 정확도는 Ruba zym e kit법보다 뛰어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된 풍진 항체 검사법의 신뢰도 연구에서 IM x 법과 En zy gn ost
법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그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최은주 등 1995), 대상자 수가
적어 정확도를 충분히 검증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임신 중 풍진 감염 확
인을 위한 검사는 치료적 임신 중절 시행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검사법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임신부의 풍진 항체 양성률을 알아보고, 임신 중 풍진 감염자의 관리를 통해 선천성 풍진 증후군
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 풍진 감염 관리체계를 경기도 양평군, 광주군 지역에 구축하고, 임
신부를 대상으로 풍진의 IgG 및 IgM 항체를 M EIA (M icroparticle En zym e Im m un oa s say )법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산전 관리를 목적으
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상기 2개 군의 산모 874명이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임신부 874명 중 풍진 IgG 항체 양성자가 826명으로 양성률은 94.5% (95% 신
뢰구간:92.8- 95.9% )이었다.
2.
풍진 감염자는 1차 검사에서 IgM 양성으로 나온 7명과 1차 풍진 검사상 음성으로 나와
임신 6개월에 재검사를 실시한 27명의 산모 중 Ig G가 양전된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었다. 따라
서 풍진 감염율은 0.9% (95% 신뢰구간 : 0.4- 1.8% )이었다.
3.
연령 증가에 따라 IgG 풍진 항체 양성률은 유의하게 증가하여 35세 이상은 100%에 이
르렀고, 항체가의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
응답자 중 6명(0.9% )이 풍진 감염 과거력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들 모두 IgG 양성을
보였으나 감염 과거력이 없는 군과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풍진 백신을 접종 받았다고 대답한 군
은 응답자의 3% (24명)이었고, 이들 중 23명(95.8% )에서 항체 양성을 보였으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임신 기간 중 감기와 발진 증상이 있었다고 한 사람은 응답자의 22%이었고 이들 중
풍진 IgM 항체 양성자는 3명(1.9% )으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한 군의 양성률(0.4%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풍진 감염자 8명중 2명은 임신 중절을 시행하였고, 1명은 추적하지 못하였으며, 5명은
출생 시 기형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들 중 3명은 96년 12월 추적 조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이상의 연구 결과 임신부들의 풍진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양성률이 높
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풍진이 유행하고
있으며, 임신 중에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의
발생도 빈발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IgM 이 양성이거나 Ig 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여
선천성 풍진 증후군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임신 중 풍진 감염율이 0.9%로 선천성 풍진 증후군 발
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풍진 발생과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대한 감시 체계
수립과 풍진 항체 보유율과 항체 지속에 관한 혈청학적 연구의 지속, 풍진 백신 접종 체계에 대
한 검토, 풍진 감염을 확인하는 검사법의 정확도 검증 등의 연구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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