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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조기 패혈증(neonatal early onset sepsis)은 산모로부

터 수직 감염되어 출생 후 3일 이내 발병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에 의한 전신 혈류의 감염 상태이다.1)

신생아 조기 패혈증의 발병률은 정상 출생 1000명 당 1명에서부

터 8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2) 이는 세계적으로 신생아 사망

자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로 연간 100만 명에 가까운 신

생아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3) 최근 연구에서 출

산 전 산모의 낮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미숙아 출산 위험을 높

인다고 보고하였다.4) 또한 소아를 대상으로 비타민 D 결핍과

패혈증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메타분석에서 소아의 낮

은 비타민 D 혈중농도가 패혈증 발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5) 그러나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신생

아 조기 패혈증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

비타민 D는 칼슘 항상성 및 골격 미네랄화에 기여하는 지용성

물질로,6) 특히 비타민 D의 활성형 대사체인 1,25 dihydroxy

vitamin D3는 호르몬 분비 조절, 세포증식 및 분화와 면역기능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7) Dinlen 등의 연구는

신생아의 낮은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급성 하기도 감염과 관

련되어져 있다고 보고하였으며,8) 이러한 신생아 호흡기 감염

은 신생아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신생아 조기 패혈증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임신기간

동안 산모의 비타민 D 섭취가 신생아 조기 패혈증 발병률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Background: Vitamin D has been associated with sepsis in pediatric and adult patients. The association with neonates is unclear.

Thi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xamined the effect of neonatal and maternal vitamin D levels on neonatal early-onset

sepsis. Methods: We searched studies published up to November 2017 in PubMed/Medline, Embase, and the Cochrane Library

databases. All studies that reported 25-hydroxyvitamin D levels in neonates with or without early-onset sepsis were included.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RevMan 5.3 software. Results: Four studies were eligible. The weighted mean difference of

25-hydroxyvitamin D levels in neonates with early-onset sepsis and controls was -7.27 ng/mL (95% confidence interval = -7.62, -

6.92). Maternal vitamin D levels in neonates with early-onset sepsi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controls (weighted mean

difference -7.24 ng/mL, 95% confidence interval -8.45, -6.03). All neonates with early onset sepsis had vitamin D deficiency (25-

hydroxyvitamin D <20 ng/mL). Conclusion: Lower neonatal and maternal 25-hydroxyvitamin D levels were associated with neonatal

early-onset sepsis. Vitamin D supplementation during pregnancy may be helpful to prevent neonatal early-onset sepsis. The

effects of vitamin D supplementation on early-onset sepsis in neonates warrant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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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본 연구는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10)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연

구 진행의 각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문헌 검색

문헌 검색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였다. 2017년 11월 이전까지 출판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출판 일자의 시작점과 출판 언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 검색식에 사용한 핵심 단어는 “neonate”,

“newborn”, “infant”, “vitamin D”, “sepsis” 등이었다. 또한 본 연

구에 포함된 대상문헌 및 선행된 고찰 문헌의 참고 문헌을 이용

하여 추가적인 수동 검색을 수행하였다.

문헌 선택

신생아 조기 패혈증 진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과 정상 대조군에서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보고한 문헌만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제외된 문

헌으로는 (1) 중복 문헌, 종설 문헌, 사례보고 문헌, 편집서신

등 원보가 아닌 연구, (2) 신생아 대상이 아닌 연구, (3) 신생아

조기 패혈증의 정의 기준이 없거나 신생아 조기 패혈증의 명

시가 되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에 대해 중복되는 문헌을 제거한 후에 초록을 확인하여

포함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제와 무관한 문헌을 제외하였

다. 이후 선택된 문헌의 전문을 검토하여 포함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다. 전문의 검토 과정에서 두 명의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독립된 제 3의 연구자와 의논을

통해 결정하였다.

자료 추출

 두 명의 연구자가 각 문헌의 기본정보, 신생아 인구 통계학

적 특성 및 임상 정보, 산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임상 정

보로 구분하여 자료 추출 항목을 정하였다. 구분된 세 항목에

대해 추출한 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다.

논문의 기본정보로는 저자, 연구 설계 방법, 연구기간, 인종,

대상자 수 및 남녀 비율이 있었다. 신생아의 인구 통계학적 특

성 및 임상 정보로는 재태연령(gestational age), 출생 체중, 출

생 후 1분과 5분의 아프가 점수(Apgar score), 채혈 시간, 출산

방법, 출생 계절, 신생아의 감염 지표 검사 결과와 혈중 비타민

D (25-hydroxyvitamin D) 농도를 조사하였다. 산모의 인구 통

계학적 특성 및 임상 정보로는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 연

령, 임신 기간의 햇빛 노출 정도, 임신 기간 동안 비타민 D 공

급, 임신 이력 등을 조사하였으며, 18시간 이상 조기 양막 파열

을 포함한 신생아 조기 패혈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의 요인

을 조사하였다. 

질 평가(Quality assessment)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에 대하여 비뚤림 위험에 대한 질 평

가는 Newcastle-Ottawa Scale (NOS)11)을 적용하여 수행하였

다. NOS는 코크란 연합에서 추천하고 있는 비무작위 배정 연

구의 질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12) 총 점수는 9점이며 7점 이상

이면 높은 수준, 4-6점은 중등도, 0-3점은 낮은 수준으로 분류

한다. NOS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는 본 연구

에 포함된 문헌에서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자료의 통합 및 분석

추출한 자료에 대하여 RevMan (Review manager version 5.3,

Copenhagen: The Nordic Cochrane Centre,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4)을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신생아와 산모의 혈중 비

타민 D 농도의 가중 평균 차이(Weighted mean difference, WMD)

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12) 중앙

값과 사분위수를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Wan 등이 제시한 수식

을 이용해 평균 및 표준편차로 변환하였다.13)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수가 5개 미만이었으므로 출판 비뚤림 분석은 수행하

지 않았다. 이질성의 판단 기준은 I2 값에 따르지 않고, 연구 대

상인 신생아와 산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신생아 조기 패혈

증의 진단 기준과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한 유사성을 판단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또는 변량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12)

연구
 

결과

문헌 검색 결과

PubMed,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에서 초기 검

색 결과 164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중복 문헌 29편, 연구 대

상이 신생아가 아닌 문헌 8편, 패혈증에 관한 연구가 아닌 문

헌 5편, 비타민 D 관련 문헌이 아닌 2편, 원보가 아닌 13편, 기

타 연구 주제와 무관한 97편의 문헌을 제외하였다. 이후 10편

의 문헌에 대해 전문을 검토한 후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

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4편의 문헌과 신생아 후기 패혈증이

포함된 문헌 2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문

헌은 4편이었다(Fig. 1).

대상 연구의 특성 및 질 평가 결과

대상 문헌의 연구 설계 및 연구 기간, 연구 대상 수, 출산 방

법, 신생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 재태연령과 출생 체중에 대

한 정보를 Table 1에 나타냈다. Gamal 등의 연구에서는 미숙

아와 만삭아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었으며,14) 그 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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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재태연령 36주 이상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 조기 패혈증 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에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출산 방법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대상자의 혈액 수집은 출생 후 72시간 이내 이루어졌다. 본 연

구에 포함된 모든 문헌의 질 평가 결과가 7점 이상으로 비뚤림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다(Table 2).

신생아 조기 패혈증과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와의 관계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과 정상 대조군의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Table 3에 나타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문헌에

서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의 혈

중 비타민 D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14-17) 포함된 4개의 문헌

모두에서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 ng/

mL 미만으로 결핍상태였다.18) 4개 연구의 자료를 통합한 메타분

석 결과에서도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신

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MD -7.27 ng/mL, 95% CI [-7.62, -6.92], Fig. 2).

신생아 조기 패혈증에 대한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비타민 D 공급의 영향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과 정상 대조군에서 산모의 혈중 비타

민 D 농도, 임신 기간 동안 비타민 D 공급, 신생아 조기 패혈증

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측 요인의 비율을 Table 4에 나타냈다.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제시한 3개의 문헌에서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에서 정상 대조군

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14,16,17) 메타분석 결과에서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에서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WMD -7.24 ng/mL, 95% CI [-8.45, -6.03], Fig. 3). 임신기

간 중 비타민 D를 섭취한 산모의 수가 신생아 조기 패혈증 군

에서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15-17) 각 연구에서

신생아 조기 패혈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진 산

모의 수를 Table 4에 나타냈다. 산모의 혈중 비타민 농도를 보

고한 3개의 연구에서 모두 신생아 조기 패혈증의 위험 요인을

지닌 산모의 숫자가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과 정상 대조군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신생아

와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신생아 조기 패혈증과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비타민 D의 결핍 상태는 모든 연

Fig. 1.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able 1. Summary of the included studies and baseline characteristics

No. Study (Year) Country

N (M/F) GA (weeks) Birth weight (g) Type of delivery, n

Sepsis Control Sepsis Control Sepsis Control
Sepsis

(NVD/CS)

Control

(NVD/CS)

1
Cetinkaya et al. 

(2015)
Turkey

50

(26/24)

50

(29/21)
39.3±0.8 38.1±1.0 3454±460 3223±460 30 / 20 22 / 28

2
Cizmeci et al. 

(2015)
Turkey

40 

(27/13)

43

(28/15)
37.6±1.9 38.1±1.7 2877±652 3120±440 6 / 34 11 / 32

3
Gamal et al. 

(2017)
Egypt

50

(29/21)

30 

(20/10)

37.5±0.98 / 

34.1±1.26*

37.4±0.58 / 

35.2±2.14*

3200±430 / 

2780±300*

3190±350 / 

2140±260*
24 / 26 15 / 15

4
Yang et al. 

(2016)
China

78

(42/36)

60

(34/26)
39.1±1.0 39.0±0.9 3300±400 3200±500 43 / 35 38 / 22

GA ; Gestational age, NVD ; Normal vaginal delivery, CS ; Caesarean section, *Fullterm/Pre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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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서 건강 보건에 관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9) 면

역기능과 관련한 비타민 D의 역할은 단핵세포와 다핵세포의 이

동성과 식균 작용을 활발히 하고 호중구와 자연살해세포, 대식

세포, 단핵구와 림프구의 항 미생물 단백질인 β-2/β-3 defensins

와 cathelicidins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또

한 비타민 D는 선천 면역을 증강시켜 급성 질환에서의 생존률

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이러한 비타민 D의 작용

은 신생아 및 산모의 낮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신생아 조기 패

혈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

와 패혈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소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패혈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입원

전후의 비타민 D 혈중농도가 20 ng/mL 미만으로 결핍 상태인

환자군이 적정 농도(>30 ng/mL)를 유지한 군에 비하여 패혈

증의 위험이 1.78배 높았으며, 패혈증이 있는 환자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비타민 D 혈중농도가 낮았다.5) 또한 성인 중환자의

혈중 비타민 D 결핍(<50 nmol/L) 상태는 감염과 패혈증의 위

험을 높이고, 입원기간 내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

다.22)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신생아의 조기 패혈증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소아와 성인에서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여 주었다.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에서는 신생아에게

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타민 D를 1일 200-400 IU 투여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23) European Society for Pa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ESPGHAN)에서는 유

아에게 생후 1년간 경구로 400 IU/day 공급을 권고하고 있다.24)

생후 3-12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4개월간 매일 400 IU 또는 1200 IU의 비타민 D를 경구 투여

후에 계절성 독감에 대한 예방 효과를 평가하였고, 매일 1200

IU의 비타민 D 투여가 계절성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으

Table 2. Assessment of the methodologic quality of the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Study ID

Selection Comparability Exposure

Total
Is the case 

definition 

adequate?

Representativeness 

of the cases

Selection of 

controls

Definition of 

controls

Comparability of cases 

and controls on the basis 

of the design or analysis

Ascertainment 

of exposure

Non-

response 

rate

Cetinkaya et al. 

(2015)
* * - * ** ** * 8

Cizmeci et al. 

(2015)
* * - * * ** * 7

Gamal et al. 

(2017)
* * - * ** * * 7

Yang et al. (2016) * * - * ** ** * 8

Table 3. Neonatal 25-hydroxyvitamin D levels in early-onset sepsis group and control group

No. Study
Neonatal vitamin D levels (ng/mL)

p
Sepsis Control

1 Cetinkaya et al. (2015) 8.6±3.1 19.0±4.8 < 0.001

2 Cizmeci et al. (2015) 12.6 [3.1-78.9]1 21 [5-118]1 0.038

3 Gamal et al. (2017)

6.4±1.82

preterm : 5.5±2.272

fullterm : 7.3±6.182
24.6±2.22 < 0.001

4 Yang et al. (2016) 10±4 14±5 < 0.001

1 Cord-blood, median [range] ; 2 nmol/L

Fig. 2. Forest plot showing the influence of neonatal 25-hydroxyvitamin D levels on neonatal early-onset 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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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00 IU의 비타민 D 투여군에 비해 1200 IU 비타민 D 투여

군에서 계절성 독감의 질병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25)

재태연령 23-27 주인 1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

작위 배정 연구에서 비타민 D (200 IU/day, 800 IU/day)와 위

약(placebo)을 정맥 영양 또는 경장 영양으로 공급하고 생후

14일과 28일째에 측정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세 그룹간 유

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조기 패혈증과 기관지폐이형성증

(Bronchopulmonary dysplasia) 등의 미숙아 합병증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6) 이 연구에서 800 IU/day의 투여가

200 IU/day의 투여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 범위로

더 빨리 회복되었으나 신생아 합병증의 예방과 같은 임상적

성과가 입증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신생아의 조기 패혈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비타민 D의 투여량

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조기 패혈증만을 대상으로 하여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Çekmez 등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후기

패혈증(neonatal late-onset sepsis)군과 정상 대조군의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27) 신생아 후기

패혈증군이 대조군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유의하게 높

았으나 두 군에서 나타난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정상 범위였

다. 신생아 패혈증과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관계에 대

한 또 다른 연구에서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따라

<5 ng/mL, 5~15 ng/mL, 15≥ ng/mL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을 때, 신생아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신생아 패혈증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28) 이는 본 연구에서 정

의한 혈중 비타민 D 농도 결핍 (<20 ng/mL)의 기준치보다 더

낮은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문헌에서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

와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14,16,17) 신생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산모의 혈중 비타

민 D 농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임신

기간 동안의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출산 후 신생아와 유

아에서의 첫 6개월간 눈, 귀, 코, 목의 감염을 포함한 모든 감염

의 발생과 역상관관계에 있음이 보고되었다.30) 또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임신 기간 중 산모의 비타민 D 섭취가 신생아와 유

아의 호흡기 감염과 천명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1) 이는 본 연구에서 신생아 조기 패혈증군이 대조군

에 비해 임신 기간 중 비타민 D를 섭취한 산모의 수가 더 적었

Table 4. Maternal 25-hydroxyvitamin D levels, vitamin D supplement and risk factors in early-onset sepsis group and control group 

No. Study

Maternal vitamin D levels 

(ng/mL), mean ± SD

Maternal vitamin D supplement 

during pregnancy, n

With maternal risk 

factors, n
Maternal risk factors of 

neonatal early onset spesis
Sepsis Control Sepsis Control Sepsis Control

1
Cetinkaya 

et al. (2015)
22.2±6.8* 36.2±1.8* 12 / 33 / 52 3 / 16 / 312 4 2

Gestational diabetes, thyroid 

disease 

2
Cizmeci et al. 

(2015)
- - 34 / 63 39 / 43 8* 0*

Prolonged rupture of membranes, 

intrapartum antibiotic prophylaxis

3
Gamal et al.

(2017)
42.5±20.71* 50.4±21.41* - - 27 16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18 h, unclean foul, smelly turbid 

vaginal secretion, foul smelling 

liquor, maternal pyrexia, maternal 

leukocytosis, dysuria, prolonged 

labor >24 h

4
Yang et al.

(2016)
24±5* 27±5* 17 / 30 / 314 29 / 22 / 94 22 32

Gestational diabetes, 

hypertension, hypothyroidism

*p<0.05
1 nmol/L
2 No / Insufficient (total usage <3 month, 500 IU) / regular (total usage >3 month, 500 IU)
3Yes (No mention of dose) / No, 
4Sufficient supplement (≥600 U/day) / Supplement (intermittent daily supplement or complement <600 U/day) / No

Fig. 3. Forest plot showing the influence of maternal 25-hydroxyvitamin D levels on neonatal early-onset 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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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문헌

에서 임신 기간 중 산모의 비타민 D 섭취량과 규칙성의 차이

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의 무작위 배정 임

상 연구가 필요하겠다.

비타민 D 농도 이외에 신생아 조기 패혈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문헌에서 신생아 조기 패혈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 측

위험인자를 조사하고 그 빈도를 비교하였다. 신생아 조기 패

혈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산모 측의 위험인자는 조산, 18시간 이

상 지속된 조기 양막 파열, 융모양막염, 요로감염 등이 있다.1)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문헌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

혈압, 분만 시 예방적 항생제 요법 사용, 18시간 이상 지속적인

조기 양막파열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다. 산모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보고한 문헌에서 두 군 사이에 신생아 조기 패혈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 측 위험인자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신생아 조기 패혈증의 관

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관찰연구이므로

측정되지 않은 교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낮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신생아 조기 패

혈증과 관련이 있고, 임신 기간 중 산모의 비타민 D 섭취가 신

생아 조기 패혈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신생아 조기 패혈증의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충분한 비타민 D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향후 적절

한 비타민 D 공급량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무작위 배정 연

구와 함께 위험 요인을 지닌 신생아에 대한 조기 패혈증의 예

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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