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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락토스혈증의 신생아 선별검사 후 진단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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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galactosemia (OMIM #230400) is an autosomal recessive inherited metaboic disorder caused 

by a deficiency of the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GALT, EC2.7.7.12) due to mutations in 

the GALT gene. If untreated, classic galactosemia is a potentially lethal disease presenting with poor 

feeding, vomiting, jaundice, liver failure, increased bleeding tendency, and septicemia leading to death 

within a few days after birth. Since 2006, expansion of newborn screening has been enabled the early 

diagnosis and early intervention of classic galactosemia in Korea. However, newborn screening, follow- 

up testing for confirmatory diagnosis and intervention for galactosemia continue to present challenges. 

In Korea, the prevalence of the classic galactosemia is considered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western countries. And the genotype is also clear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population. Therefore, 

our own guideline for confirmatory diagnosis and intervention is needed. Here, the diagnostic algorithm 

for galactosemia after positive newborn screening result in Korea has been proposed. Considering the 

low prevalence and different mutation spectrum in Koreans, the early mutation analysis of GALT gene 

could be a useful tool for the accurate diagnosis and making any treatm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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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가 시

행된 이후, 많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들이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되고 있다. 페닐케톤

뇨증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신생아 선별검사를 시행한 질환은 고전적 갈락토스혈

증(classic galactosemia) 이었다
1)

. 현재까지 우리나

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갈락토스혈증 신생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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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되어 치료하지 않으면 치

명적인 경과를 보이는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를 조

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선별검사

에서는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GALT) 효소와 갈락토스의 대사산물을 측정하는데, 원

인에 관계없이 갈락토스의 대사산물이 증가한 경우를 

갈락토스혈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갈락토스가 증가하여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실제 GALT 효소의 완전 결핍

에 의한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

에 의해 갈락토스가 증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감

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Duarte 변이(Duarte variant)

와 같은 GALT의 부분 결핍, uridine di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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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ctose 4-epimerase (GALE) 결핍이나, galacto-

kinase (GALK) 결핍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며, glu-

cose transporter 2 (GLUT2) 결핍, 포도당 운반 장

애도 고려되어야 할 원인 중 하나이다
1)
. 선천성 문맥-

정맥 션트(Porto-systemic shunt)와 같은 해부학적 

기형이 있는 경우도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양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서양과 

달리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어
2-4)

,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갈락토스혈증이 

있는 경우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갈락토스혈증 양성 판정

을 받은 경우 이후 확진을 위한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

하여 신생아 선별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을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갈락토스혈증의 감별진단 

1. 고전적 갈락토스혈증(Classic Galactosemia) 

고전적 갈락토스혈증(OMIM 230400, classic ga-

lactosemia, galactosemia type I)은 상염색체 열성으

로 유전되는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galactose-1-pho-

sphate uridyltransferase (GALT; EC2.7.712)의 결

핍으로 발생한다
5)

. 갈락토스혈증 신생아 선별검사는 원

래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를 조기 진단하여 조기 치

료하기 위한 검사이다.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을 가진 환

자는 출생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수유가 시작된 

생후 수일 이내에 임상 증상이 발생하여 급격히 진행한

다.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수유곤란, 

저혈당, 성장부진, 황달, 간세포 손상, 출혈, 대장균 패

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야기한다
6)

. 그러나, 생

후 수일 이내에 젖당 제한 식이가 시작되면 심각한 합

병증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조기에 치료가 시작되어 

지속된다 하더라도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는 장기

적으로는 다양한 정도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백내

장, 발달지연, 언어장애, 운동장애의 위험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여자 환자는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

rian insufficiency)이 발생할 수 있다
6, 7)

. 고전적 갈락

토스혈증 환자는 유전적으로는 GALT 유전자에 기능

적으로 심한(funtionally severe, G) 돌연변이 대립유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어 “GG 갈락토스혈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환자의 GALT 효소 활성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낮고, 총 갈락토스는 증가하게 된다

(Table 1).  

2.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Duarte variant 

  Galactosemia)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 혈증은 GALT 유전자의 특

정 돌연변이와 관련되어 있다. Duarte 변이는 GALT 

유전자의 다형성 변이(polymorphic variant, D or D2 

allelle, p.Asn314Asp)로서 GALT의 잔여 효소 활성

도가 평균적으로 정상의 25-50% 가량으로 감소되어 

있다. 다양한 인종에서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빈도(al-

lele frequency)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8)

, 

유럽인에서는 11%, 아시아인에서는 3% 미만, 아프리

카에서는 거의 0%, 한국인에서는 2%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2)
.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 혈증은 기능적으로 심

한 GALT 유전자 돌연변이인 “G” 대립유전자와 “D 

(D2)” 대립유전자를 복합 이형접합체(compound he-

terozygosity)로 가지고 있는 상태(DG)를 일컫는다.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과 같은 생화학적 변이형 

갈락토스혈증은 Gal-1-P가 대개 1.0 mg/dL 이상이

지만 35 mg/dL을 넘지 않는 정도이고, 환자가 젖당 제

한식이를 하면 1 mg/dL 이하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선별검사 결과는 고전적 갈락토스혈증과 상당부분 겹

치게 된다. 추적검사를 해보면 Duarte 변이형 갈락토

스혈증의 경우 GALT 효소 잔여 활성도가 평균적으로 

25% 정도를 보인다(Table 1).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과 같은 생화학적 변이

형 갈락토스혈증은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에서 보이는 임

상 증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젖당을 섭취하고 

추적검사를 해보면 혈중 Gal-1-P는 증가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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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wborn Screening Results Anticipated for Different Diagnostic Categories of Galactosemia

Condition   Gene 
NBS results

Follow-up test results 
GALT activity galactose+G-1-P 

Classic galactosemia

 

Duarte galactosemia

Epimerase-deficiency 

 galactosemia 

Kinase-deficiency 

 galactosemia 

GALT

(GG)

GALT

(DG)

GALE

GALK

Low to absent

Low

Normal

Normal

Elevated

Elevated

Elevated

Elevated   

GALT activity: Very low to absent

Gal-1-P: Elevated (diet-dependent)

Urinary galacitol: may be elevated 

GALT activity: low (15-33% of 

normal control)

Gal-1-P: Elevated (diet-dependent)

Urinary galacitol: may be elevated

GALT activity: normal

GALE activity: low 

Gal-1-P: Elevated (diet-dependent)

Urinary galacitol: may be elevated

GALT activity: normal

GALK activity: low to absent

Gal-1-P: not elevated

Galactose: elevated

Urinary galacitol: may be elevated

Abbreviations: Gal-1-P, galactose-1-phosphate; GALT,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GALE, UDP- 
galactose 4-epimerase; GALK, galactokinase.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Duarte 변이형 갈

락토스혈증 환자가 장기적으로도 발달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Ficicioglu 등
9)

은 연구에 따르면 식이제한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발달지연의 증거는 없었다

고 보고한 반면, Powell 등
10)

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들 중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다고 보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은 양성 경과를 보인다고 여겨진다.

 

3. UDP-galactose 4-epimerase (GALE) 결핍에

  의한 갈락토스혈증 

UDP-galactose 4-epimerase (GALE) 결핍증은 

적혈구내 Gal-1-P가 증가해 있지만 GALT 효소 활

성도는 정상을 보이며(Table 1), GALE 효소 활성도 

측정 및 GALE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11)

. 

GALE 결핍증은 심한 형과 경미한 형의 두 가지 형태

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신생아 선별검사는 양성이고 

갈락토스혈증을 보인다. 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증례

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상적으로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11)

. 심한 형에서

는 신생아기에 구토, 황달, 간비대 등의 고전적 갈락토

스혈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12)

. 대개 신생아 선별검

사는 양성이고 Gal-1-P는 증가하지만 아기는 매우 

건강하며 GALE 효소 활성도 측정과 GALE 유전자 검

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GALE 결핍증은 일본에서

는 1:23,000 정도의 유병률이 보고되어 있다
11)

. 심한 

형의 GALE 결핍증 환아는 포도당으로부터 갈락토스

를 합성할 수 없어 갈락토스 의존적이 된다. 필요한 양

보다 과도한 갈락토스 섭취는 독성 대사물질의 축적을 

유발한다. 그러나, 적절한 섭취의 지표가 되는 검사가 

없으므로 치료가 매우 어렵다. 경미한 형의 GALE 결

핍 환아는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진단 수 

주 후에 정상 수유를 하면서 아기의 정신운동 발달

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4. Galactokinase (GALK) 결핍에 의한 갈락

  토스혈증 

GALK1이 원인 유전자 이고, GALK 효소 활성도 측

정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GALK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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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유병률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1:100,000 

이하로 사료된다
11)

. Galactokinase (GALK) 결핍증은 

혈중 갈락토스가 증가하고, 소변 갈락티톨 배출이 증가

하지만 치료하지 않아도 백내장 외에는 다른 증상이 없

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사람들은 GALT 효소 활성도

는 정상이며, 적혈구내에 Gal-1-P가 축적되지도 않는

다(Table 1). 백내장은 신생아기에 발생하며 갈락토스

가 수정체 섬유에 침착되어 생긴다. 그러나 생후 2-3

주 이내에 진단이 내려지고 젖당 제한식이 치료가 시작

되면 신생아 백내장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11)

. 치료가 

늦어지거나 백내장이 너무 두꺼워지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렌즈를 제거한 환자

에서 수정체 후낭의 잔유물로부터 백내장이 재발하기

도 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식이 치료로 예방할 수 있다. 

5. 그 밖의 감별진단

GALT, GALE, GALK 결핍에 의한 갈락토스혈증 

이외에도 신생아 선별검사 양성인 경우 감별해야 할 질

환으로 감염, 폐쇄성 담도 질환(e.g. 알라질증후군, 진

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Progressive, familial in-

trahepatic cholestasis), 또는 시트린 결핍증, 유전성 

과당 불내성, 타이로신혈증 1형, C형 니만 피크병과 같

은 신생아기에 간독성을 보이는 다른 대사질환도 감별

해야 한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GLUT2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포도당과 갈락토스 운반 장애 질환인 

Fnaconi-Bickel 증후군(GLUT2 결핍증)도 감별 해야 

한다. 

진단 지침 

갈락토스혈증은 전구물질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적혈구내의 GALT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양성

을 보이는 여러 질환을 말한다. GALT 면역형광 검사

에 의한 신생아 선별 검사는 반응이 없거나 부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GALT 결손에 

의해 유발되는 고전적인 갈락토스혈증은 전구체, 갈락

토스, Gal-1-P를 합한 측정치가 대개 10 mg/dL를 넘

게 된다. 신생아 선별검사에서는 갈락토오스와 그 대사

산물을 측정하게 되는데 양성 판정은 조심스럽게 이루

어져야 하며,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각

적인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GALT 

결핍증 진단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로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 임상화학검사외에 적혈구내 

Gal-1-P, 갈락토스, GALT 효소검사가 있으며, Gal- 

1-P 가 8 mg/dL 이상이거나, GALT 효소 활성도가 

정상의 5% 미만이면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추가로 GALT 유전자 검사와 소변 갈락티톨

검사를 할 수 있다.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

netics (ACMG)에서는 신생아 선별검사 이후 갈락토

스혈증에 대한 진단 알고리즘을 Fig 1, 2와 같이 제시

하고 있다
13, 14)

.

그러나, 갈락토스혈증은 독립된 단일질환이라기 보

다는, 갈락토스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3가지 효소 

(GALT, GALE, GALK) 중 하나의 부분 결핍부터 완

전 결핍에 이르는 질환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와 추적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것이 때로

는 어렵다
11)

.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와 추적 검사 결과

는 갈락토스혈증의 원인이 달라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

문에 진단을 어렵게 한다. 부모의 GALT 검사도 적절

한 유전상담과 진단, 치료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다. 

갈락토스혈증의 국내 상황

한국에서는 1991년 전국적인 신생아 선별검사가 시

행되었으며, 페닐케톤뇨증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에 이어 2006년부터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

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4가지 항목이 추가되

어 6가지 항목을 전국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15)

. 

갈락토스혈증의 유병률은 서양에서는 1:14,000에서 

1:80,000 정도로 보고되어 있으나
16, 17) 

한국, 일본, 중

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유병률은 

서양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약 1: 

400,000-1:1,000,000에 이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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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MG diagnostic algorithm for elevated galactose in newborn screening
13)

.

2005년도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국내 

갈락토스혈증 환아의 출생빈도는 약 1/40,000명으로 

보고되었으나
15) 

이 중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의 빈

도는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Ko 등
2)

의 보고에 의하면 

GALT 효소 활성도가 감소된 18명의 한국인 갈락토스

혈증 중 1명만이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이었으며, Lee 

등
3)

의 보고에 의하면 11년간 국내 단일 기관에서 진단

된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는 3명이었다.

또한 GALT 유전자 돌연변이는 인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서양인과 매우 

다른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
2, 3)

. 서양에서는 8개의 흔히 

발견되는 변이(p.Gln188Arg, p.Ser135Leu, p.Lys 

285Asn, p.Leu195Pro, p.Tyr209Cys, p.Phe171Ser, 

c.253-2A >G, and a 5 kb deletion of promotor)가 

있어 이들에 대한 표적 검사(targeted analysis)가 소

개되어 있으나
8, 18, 19)

, 아시아인에서는 이러한 변이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20, 21)

. 마찬가지로, 일본인에서 자

주 발견되는 p.V85_N97delinsRfs*8, p.W249*, p. 

R231H 변이는 서양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2, 23)

. 

따라서 ACMG에서 제시한 유전형을 바탕으로 한 이러

한 서양의 진단 지침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국내 상황을 고려한 진단 알

고리즘 개발이 필요하겠다. 

국내 상황을 고려한 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제언 

신생아 선별검사는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를 발

견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선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외에 다

른 원인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수적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에 비해 고전적 갈락토

스혈증의 발생률이 낮다. 실제로, Choi 등
4)

의 보고에 

의하면 GALT 효소 활성도가 감소한 34명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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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MG diagnostic algorithm for GALT deficiency
14)

.

중 8명(23.5%)만이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으로 확진 되

었으며, 8명(23.5%)이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

(GD)으로 정상의 21.5-57.5%의 GALT 효소 활성도

를 보 다. 또한 17명(50%)은 보인자 다(GN 또는 

DN). 물론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들의 효소 활성도

는 GD나 DD형의 환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지만, 

효소 활성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각 그룹에서 다분

히 겹치는 범위에 있다
4, 11)

. 따라서, GALT 효소 활성

도 수치만으로 유전형을 예측하거나 치료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Duarte 변이형 유전형인 p. 

Asn314Asp 대립인자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DG or 

DD or DN) 효소 활성도는 정상의 5-50%에 해당하

지만, 이들은 간세포 손상이나, 백내장, 발달지연과 같

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젖당 제한 식이의 필요성이 

확실하지 않다
9, 24, 25)

. 

이와 같이 결국에는 엄격한 젖당 제한 식이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확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모

유수유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

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

이 서양에 비해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의 유병률이 낮은 

상황에서 GALT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전적 갈락토스 

혈증인 GG 그룹과 Duarte 변이를 가진 그룹(GD, DD, 

DN), 또는 GALT 유전자변이의 보인자인 경우(GN 또

는 DN)을 구별하는 것은 치료 지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이외에도 GALE 결핍에 의한 갈락토

스혈증, GALK 결핍에 의한 갈락토스혈증을 감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에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갈락토스

혈증 양성인 경우 Fig. 3과 같은 진단 알고리즘을 제시

하고자 한다. 

치료 지침

1.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의 치료지침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모든 신생아

는 빨리 황달, 간종대, 구토나 수유곤란, 패혈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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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ggestion of diagnostic algorithm of galactosemia in Korea.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질환을 가진 환아가 치

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독성이 급격히 진행되고 패

혈증이나 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갈락토스 섭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증상이 있는 환아는 응급 질환으로 간주하고 빨리 검사

를 해야 하며, 적응이 된다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한다. 간부전, 신세뇨관성 산증, 심혈관 쇼크 또는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을 치료해야 한다. 갈락토스를 식

이에서 제한하는 것은 효소 결핍에 대한 확인이 될 때

까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치료를 받지 않은 고전적 갈

락토오스혈증 아는 대개 사망하며 치료시기가 늦어

지게 되면 정신지체, 강직, 백내장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신속히 진단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수명

은 정상이며, 신경발달의 정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6)

.

일단 신생아선별검사에서 갈락토스혈증 양성으로 나

오면, 모유 수유를 금지하고 젖당을 포함하지 않은 소

이 분유나 가수분해 분유로 바꾼 후 추적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으로 

진단된 환아는 이러한 젖당 제한식이가 평생 지속되어

야 한다.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이 있다면 식사뿐만 아니

라 비타민 같은 약이나 과자 등에서도 갈락토스를 제거

해야 한다. 식이는 건강한 아, 소아, 성인에게 필요한 

필수 양소를 모두 포함하여 먹도록 해야 한다. 갈락

토스가 포함되지 않은 칼슘제나 비타민제를 보충하게 

하기도 한다. Gal-1-P를 2-4 mg/dL (유아기까지는 

2-5 mg/dL)를 유지하도록 한다. 갈락토스 섭취는 대

략 아는 50-200, 유아는 150-200, 학동기아동 

200-300, 사춘기 250-400, 성인은 300- 500 mg/

일 정도로 제한시킨다
15)

.

아이가 성장하면서 유전대사질환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 양사, 소아 정신과의사, 내분비 전문의, 재활

치료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 인력의 협진이 필요하다. 

적혈구내 Gal-1-P와 갈락토스 대사산물을 주기적으

로 측정하고, 백내장, 언어운동장애, 성장과 발달 지연, 

조화운동 불능, 난소부전과 같은 장기 합병증에 대한 

감시와 중재가 필요하다
15)

. 

2.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의 치료지침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환자에서 젖당제한 식이 치료

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오히려 임상의사가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의 

경우 어떻게 치료할지 이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치료 지침이 없다
24)

. 일부에서는 전혀 젖당제

한식이를 하지 않고 성장 발달을 추적하기도 하고, 일

부에서는 최소한 생후 1년 동안은 부분적으로라도 젖

당을 제한하도록 하기도 한다
9, 25)

. 어떤 경우에는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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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유 수유 중이면 젖당제한을 하지 않고, 분유 수유 

중이면 소이 분유를 먹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는 젖당 

식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보다 아기가 

모유 수유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11)

. 

결     론 

갈락토스혈증을 포함한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의 선

별검사가 양성인 경우, 확진을 위한 검사로 효소활성

도 측정을 포함한 생화학적 진단은 전통적인 확진 방

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선천성 질환

에서 유전자 검사가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결

과가 나오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점차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선별검사도 위양성이 있지만, 갈락토

스혈증의 위양성의 경우, 추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적

어도 2-3주 동안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갈락토스혈증의 선별검사나 생화

학적 검사결과가 모호하여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

우, 유전자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면 Duarte 변이형 갈

락토스혈증과 같이 철저한 식이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

는 형태의 갈락토스혈증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고전적 갈

락토스혈증의 유병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기에 

유전자 검사를 확인 하면,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보다 신

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모유 수유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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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별검사의 확장으로, 조기에 진단되어 치료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경과를 보이는 고전적 갈락토스

혈증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신

생아 선별검사에서는 원인에 관계없이 갈락토스 대사

산물이 증가한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신생

아 선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실제 GALT 

효소의 완전 결핍에 의한 고전적 갈락토스혈증 뿐만 아

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갈락토스가 증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한 진단 과정이 필수적

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서양과 달

리 고전적 갈락토스혈증의 발생률이 낮으며, 유전형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갈락토스혈증이 있는 경우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는 진

단 과정이 서양의 것과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신생아 선별

검사에서 갈락토스혈증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이후 확

진을 위한 진단 및 치료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신

생아 선별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을 위한 적

절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 다. 

갈락토스혈증은 위양성의 경우, 추적검사 결과를 기다

리는 적어도 2-3주 동안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선천성 질

환에서 유전자 검사가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므

로, 갈락토스혈증의 선별검사나 생화학적 검사결과가 

모호하여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

를 조기에 시행하면 Duarte 변이형 갈락토스혈증과 같

이 철저한 식이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태의 갈락

토스혈증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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