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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환자에
게 감염시킬 수 있는, 특히 면역저하환자들에서

2007년 대한 감염학회에서 성인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서[1]를 발간하여 외국의 실정과 다른 국내의
역학자료를 참조하여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 중 국내의 병
원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한 지침안
도 같이 제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병원 근무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면역력을 만들어서
환자와 접촉 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감염원에
대해 미리 보호해주는 것과 둘째,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서 환자에게 이런 감염체가 전파되
는 위험을 줄일 목적이 있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 병원 근무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혹은 다른
의료인들에게 그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고 원내
집단감염까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의료
인들에게 미리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의료인의 예방접종은 직업 건강프
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인이 백
신으로 예방가능한 병에 면역력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은 우선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 병(예, 풍진, 수두, B형 간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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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각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질환(예, 수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병원에 새로 고용된 모든 의료인은 일을 시작
한지 10일 이내에 백신 예방 가능한 질환에 면역
력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역력이 없다
면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병원은 예방
접종 전의 혈청검사 필요여부를 비용, 검사의 예
민도 및 특이도, 그 지역의 항체 보유율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하며 의료인의 면역 상태를 기록에
남겨서 보관해야 한다[2].

1. 필요한 백신(Table 1)
지금까지의 원내 전파 자료를 근거로 하여 꼭
의료인에게 추천되는 예방접종 항목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볼거리, 수두이며 모두
백신으로 예방가능하다[3]. 여기에서 의료인의 범
위는 직접 환자진료에 참여하는 고용인(의사, 간
호사, 호흡기계 치료사, 물리치료사, 학생) 및 직
접 환자진료 책임은 없는 고용인(환경 청소부, 안
전요원), 계약직, 응급실 직원 등이 포함된다. 일
반 성인에게 권고되는 백신들(파상풍, 디프테리아
및 성인형 백일해 백신, 폐렴사슬알균 백신)도 의
료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제공되어야 한다. 실험
실 종사자나 특수상황에서는 폴리오, 4가 수막알
균, BCG, 광견병, 페스트, 장티푸스, 두창, A형
간염, 탄저 등에 대한 백신이 필요하다[4].
그 의료인이 면역저하자라면 고려되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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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vaccines required for Healthcare workers in Korea
1. In all healthcare workers, except the past history of disease was documented, you should check the antibodies before
immunization.
∙HBV: check the presence of antibody one to two months after first serial vaccination, If the anti-HBs is negative, you
should be revaccinated second series of HBV vaccination.
∙Varicella: less than Fourty-one years-old, (born after 1967) who was not documented for immunity, two times
immunization
∙MMR: less than fourty-one years-old, (1967년 이후 출생자) who was not documented for immunity, check the antibody
against at least measles and if negative, measles vaccine is recommended two serial vaccines
2. Universal vaccination for the all healthcare workers without serology test
∙Influenza: performed every year
∙Tdap: required if it will be availabe in Korea
3. Additional vaccination in nosocomial outbreak or staff handling specific organisms
∙Meningococcal ACW135Y
4. Adult vaccination regardless of occupation
∙Td (or Tdap): boosted Td every 10 years, at least Tdap once instead of Td
∙HPV: female between 10 and 26 years old
∙HAV: adult between twenties and thirties

항으로 첫째, 바이러스 생백신(MMR, 수두, 소아

경우의 규정은 Table 2에 있다.

마비, BCG)은 금기이다. 둘째, 일반적으로는 권고

노출 후 예방을 위한 적응이 되는 백신은 Td,

되지 않는 백신이 적응증이 된다(폐렴사슬알균,

B형 간염, 광견병이다. 수두백신은 노출되고 72

수막알균, B형 헤모필루스 등). 셋째, 면역저하자

시간 내로 제공되면 예방할 수 있으나 그 효능이

의 예방접종은 더 낮은 항체반응을 보이기 때문

떨어져 의료인에게는 추천되지 않는다. A형 간염

에 더 많은 항원량 혹은 접종 후 항체 검사가 필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이며 원내 집단 감

요할 수 있다(예, 신부전 환자의 B형 간염백신).

염 등을 조절할 목적으로 투여되었던 것은 A형

임신한 근무자는 예방접종으로부터의 위험이 이

간염, 수막알균 백신, 백일해 백신 등이 있다. 면

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의 이득

역글로불린은 A형 간염(면역 글로불린), B형 간

이 부작용보다 많을 때 특히 질병노출의 위험이

염(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홍역(면역글로불린),

높을 때이거나 감염 시 엄마나 태아에 위험을 줄

광견병(광견병 면역글로불린), 파상풍(파상풍 면

수 있을 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인은

역글로불린), 수두(수두 면역글로불린)에 노출 시

백신 접종 전 금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예방목적으로 투여되기도 한다.

데 즉 이전 백신이나 백신성분에 아나필락시스

특별한 경우, 의료인이나 실험실 종사자는 다

과거력이 있으면 금기이다. 하지만, 가족 중 임신

른 백신(폴리오백신, 4가 수막알균 백신, BCG,

부가 있거나 모유 수유, 이전 백신접종 시의 국

광견병, 페스트, 장티푸스, 두창, A형간염, 탄저)

소동통, 40.5℃ 미만의 발열, 현재 항생제 치료(경

이 필요하다. 또한, 생물학적 테러의 가능성이 있

구용 장티푸스백신은 예외임), 최근 질병에서의

는 경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높은 치명

회복, 다른 알레르기력 등은 금기가 아니다.

률을 가져올 수 있는 병원체들로 탄저, 페스트, 두

2. 노출 후 예방

창, 보툴리즘, 야토병, Filovirus (에볼라, Marburg
병), 아레나바이러스(라사열, 아르젠틴 출혈열) 등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료

이 있다. 의료인들은 오염된 옷(두창, Q열, 페스

인은 우선 업무를 제한할지를 판정해서 다른 환

트, 탄저)이나 환자에서 의료인으로의 전파를 통

자나 의료진에서 이차 감염 예가 발생하지 않도

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록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에서 감염이 발생한

병원 근무자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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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rk restrictions for vaccine-preventable diseases[3]
Diseases
Work restriction
Hepatitis A
ban the direct patient contact and
fool-handling
Hepatitis B
Acute
ban the direct patient contact
Chronic
no work restriction

Period
until 7 days since onset of jaundice

until jaundice resolved
Standard precaution, prohibit performing
invasive procedure and direct contact with
patient equipment until hepatitis B antigenemia
resolved

Measles
active
post-exposure

work restriction
work restriction

until 4 days after onset of rash
from 5 days after first exposure until 21 days
after last exposure

Mumps
active
post-exposure

work restriction
work restriction

until 9 days after onset of parotitis
from 12 days after exposure to 26 days after the
last exposure

Pertussis
active

work restriction

from onset of URI symptom to 3rd weeks after
paroxysm or until 5 days from the effective
antibiotics
post-exposure (asymptomatic) if the chemoprophylaxis is adminstered, no work restriction is required
post-exposure (symptomatic) work restriction
the same as active pertussis
Rubella
active
work restriction
until 5 days after onset of rash
post-exposure
work restriction
from 7 days after first exposure until 21 days
after the last exposure
Influenza A, B
work restriction
until acute symptoms resloved
Varicella
active
work restriction
until the crust on the rash
post-exposure (sensitive)
work restriction
from 8th days of the first exposure to 21th days
of the last exposure (if VZIG administered, until
28th days)
Herpes zoster
Localized (unexposed skin), cover the lesion: restrict care of
until the crust on the rash
immunocompetent
high-risk group of patients
Localized (exposed skin);
work restriction
until the crust on the rash
immunocompromised patient
Generalized
after exposure (sensitive)
work restriction
from 8th days of the first exposure to 21th days
of the last exposure (if VZIG administered, until
28th days)

3. 각각의 백신
1) 홍역, 풍진, 볼거리 백신(MMR)
(1) 역학
홍역, 풍진, 볼거리는 원내 집단감염의 예들이
많이 보고되었다[5-7]. 볼거리가 환자 간, 환자에
서 의료진으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있었던 예가
보고되었는데, 성인은 소아에서의 볼거리보다 고
환염 발생 위험이 더 높아 남자 의료진에서 발생

시 문제가 된다. 홍역의 원내감염은 잘 증명되어
있어서 홍역바이러스의 획득이 외래, 응급실, 입
원실 등에서 발생하였었다. 이 세 가지의 원내
집단감염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볼거리, 풍진은
주로 비말전파로 감염되었고 홍역은 공기전파로
도 가능하다는 점과, 임상적으로 무슨 감염인지
를 알기 이전에 이미 전염력이 있어 예방이 중요
하며, 이전 질병을 앓았던 과거력으로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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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신빙성이 없어 적

2) 수두 백신

절한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의

(1) 역학

료인에게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못하

소아에서의 수두는 경하지만 성인, 면역저하자,

면 감수성이 있는 소수 집단이 원내감염의 유행

신생아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 그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수두환자의 격리 및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선천성 풍진을 가진 환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대책 지침을 만들었다[3].

자는 감수성 있는 성인에게 풍진을 전파시킬 수

수두바이러스는 비말경로에 의한 사람 대 사람 접

있다는 점 등이다.

촉으로 가장 흔히 감염되나 공기전파도 가능하다.
수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수두와 대상포진 모

(2) 노출 전 예방

두 매우 전염력이 높은데 수두의 경우 가족에서

전 의료인은 볼거리, 홍역, 풍진에 면역이 있어

2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61-87%로 매우 높고

야 하며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면

대상포진은 그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력이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의료인의 60-86%가 과거에 수두에

① 1967년 이전 출생자(가임연령 여성을 뺀 볼
거리, 풍진)

걸렸다고 하였고 수두 과거력이 항체 검사 양성
과 비례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 의료인

② 항체검사

의 1-7%가 수두에 감수성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

③ 의사가 진단한 병(홍역, 볼거리)

CDC에서는 수두나 파행성 대상포진에 걸린 모든

④ 적절히 예방접종을 한 증거

환자와 국소 대상포진에 걸린 면역저하환자는 결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홍역의 면역력이 확

핵환자격리에 준하여 격리시키도록 한다(1인실,

실하지 않으면 1967년 이전 출생자도 홍역예방접종

음압시설, 시간당 6회 이상의 공기교환, 외부로

을 하도록 한다. 홍역백신은 2회 접종을 권고한다.

직접 공기가 빠져나가는 방).

국내에서 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
가 일개 대학병원에서 시행된 결과를 보면 1995년

(2) 노출 전 예방

홍역, 풍진의 항체양성률은 각각 95.6%, 87.9%였

모든 의료인은 수두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어

고, 2003년 다른 병원에서 시행된 것은 94.5%,

야 한다. 비용 효과 면으로 수두바이러스에 감수

85.2%로 비슷하였다[8,9]. 비용이 제한된 병원인

성이 있는 전 의료인의 예방접종이 효과적이다.

경우에 1967년 이후 출생자라면 항체 검사 없이

수두는 백신투여 전 수두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일괄 MMR을 접종하는 것이 비용 효과 면에서 유

이 있는지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

리하나,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2회를 주어

적이다. 과거 수두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야 하므로 최소한 홍역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70-90%가 항체가 있다고 하므로 과거력 여부와

하고 음성인 경우에 2회의 접종을 한다.

상관없이 모두 항체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의료인에 대한 항체검사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라

(3) 노출 후 처치

텍스 응집검사와 ELISA가 있는데 라텍스의 경우

볼거리나 풍진에 대해선 특별한 예방이 효과가

위음성이 있어 더 특이도가 높은 ELISA가 선호

없으나 노출된 감수성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근무

되고 있다. 백신금기가 없는 의료인은 수두백신

제한을 해야 한다. 홍역백신은 노출 72시간 내에

은 적어도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접종

투여되면 노출 후 예방에 효과가 있다. 면역글로

후 항체생성 확인은 필요 없다. 백신 접종 후 발

불린 0.25 mL/10kg (최대 15 mL)이 홍역에 노출

진이 생긴 의료인은 그 부위를 덮고 면역저하자

후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노출된 지 6일

가 아닌 환자를 보게 할 수 있으나 전신발진이

이내에 투여되어야 한다. 특히 임신부와 면역저하

생긴 경우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5일간) 휴가를

자에게 권고된다(0.5 mL/10kg, 최대 15 mL).

주어야 한다. 이 발진은 백신 때문만이 아니라
수두바이러스의 잠복기가 3주이기 때문에 백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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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전에 노출된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다.

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셋째, HIV나 HCV보다

국내에서 의료인의 수두에 대한 항체율은 1995-2003

자상으로 전파율이 30% 가까이로 높기 때문이다.

년에 시행된 3개 병원의 연구에서 82.4-96.2%를 보

또한, 상당수 환자가 의료진에게 본인의 B형 간

여주고 있다[8-10].

염 여부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감염성이 높고 많
은 의료인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혈액투

(3)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대책

석실은 특히 고위험장소로 감염경로는 오염된 환

수두나 대상포진에 노출된 전 의료인은 조사되

경표면, 공유하는 장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어야 한다. 우선 과거력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수

표준주의 외에 다음과 같은 감염통제법이 필요하

두항체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감수성이 있는 경

다. 첫째, 모든 감수성 환자로부터의 혈청 HBsAg

우, 특히 임신 시와 면역저하 의료인에게 VZIG

를 한달에 1회씩 조사하고, HBsAg 양성 환자는

(수두면역글로불린)를 투여하고 노출된지 8-21일

방, 기계, 기구, 주사제, 의료진을 모두 다른 환자

까지 근무를 제한시킨다. VZIG는 125 U/10 kg

와 격리해야 한다. 셋째, 기계, 기구, 주사제는 다

(최대, 625 U 또는 5 바이알)를 투여하며 노출된

른 환자와 공유해선 안 되며 여러 번 사용하는

지 72시간 이내에 줄 때 가장 효과적이고 96시간

주사제를 둘 때 다른 환자 것과 구분되는 장소에

지난 뒤에 투여한 효과는 모르며, 근육주사로 투

두도록 하며 넷째, 통상적인 청소와 소독을 해야

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신부에서 수두를 약화

한다. 또한 모든 감수성 있는 혈액투석중인 환자

시킬 수 있으나 선천성 감염을 막지는 못하며,

는 백신접종을 하고 매년 anti-HBs Ab 수치 < 10

잠복기를 연장시킬 수 있어 VZIG 투여 받은 의

mIU/mL이면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의료인에서

료인은 8-28일까지 근무제한을 시켜야 한다. 두

환자로의 HBV 전파는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감

번째로 항바이러스제(acyclovir)를 투여할 수 있는

염원으로 치과의사, 외과의사, 부인과의사 등이

데 그 효과가 아직 입증되어 있지 않다. 셋째, 수

가장 흔하며 침습적 처치 중 가장 위험한 인자는

두백신이 사용될 수 있는데 발병하더라도 병을

HBeAg 양성자, 침습적 처치정도, 감염 의료인이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부분적이다. 노출

장갑을 끼지 않는 경우, 감염의료인의 자상 등이

3일 이내에 투여될 때 가장 효과가 있었고 5일

다. 2003년 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행된 연구

이상 지나서 투여되면 효과가 적었다.

를 보면 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anti-HBs Ab

수두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모든 의료인은 확

76.9%, HBsAg 2.4%로 일반인과 비슷하였다[11].

진 시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어야 하며 증상 시
작 시 72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2) 노출 전 예방
3회의 HBV 예방접종은 90% 이상의 의료인에

3) B형 간염 백신

서 anti-HBsAg 10 mIU/mL 이상이 만들어지며 삼

(1) 역학

각근에 근주한다. 모든 의료인은 3번째 접종 후

정주나 점막접촉에 의해 혈액으로 전파되는 병

1-2개월 뒤 anti-HBsAb 항체가를 조사해야한다. 1

원체에 노출되는 것이 의료인에 큰 위험이 된다.

차 접종으로 적절한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의 약

주사침 자상에 의해 20가지 이상의 질환이 전파

반은 추가 접종 후 항체가 생기므로 2차 접종을

가능한데 그 중 HBV, HCV, HIV가 가장 문제이

3회 다시 시행한다. 3회 접종 후 다시 항체검사

다. 미국의 경우 B형간염 백신 도입되기 이전 일

를 하며 이때도 항체가 없으면 무반응자로 하여

반인구보다 의료진에서의 유병률은 3-5배 높았으

노출 후 예방의 적응이 될 때 HBIG를 투여 받아

나 이후 백신도입과 주사침 없는 기구도입 등으

야 하며 이런 경우 HBsAg을 조사해야 한다.

로 그 유병률은 많이 감소하였다. B형 간염 바이

HBV 백신에 항체가 있던 의료인에게 정기적인

러스 획득은 의료인에게 특히 큰 위협이 되는데

재접종은 권고되지 않는다.

첫째, 의료인이 피부를 통한 혈액 접촉률이 높고,

항체생성이 일단 확인된 의료인은 면역력이 정

둘째, 그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건조한, 실온 환경

상이라면 이후의 정기적인 anti-HBs 검사는 필요

12

최희정

하지 않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알아내는 것이 완전하지 않으며 둘째, 의

매년 검사를 하고 추가접종을 한다.

료인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큰 업무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집단 감염 시 25-80%의 이차발병률을

(3) 노출 후 예방(Table 3)

보인다. 셋째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된 환자들을

이때의 노출은 비경구적 노출로, 점막이나 피

격리하지 못한 경우, 약물 내성바이러스의 전파

부가 불완전한 상태의 피부에 혈액이나 오염된

를 가져올 수도 있다. 원내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체액에 노출된 경우로 정의한다. 감염원에 대해

통제에 대한 권고사항은 ① 역학과 감염경로, 전

HBsAg, C형간염, HIV를 조사해야 한다. 감염원

파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한다. ② 의

이 HBsAg 양성이면 노출 후 예방조치가 시작되

료인이 인플루엔자 경보가 있을 때 따라야 하는

어야 하며 HBIG는 7일 이내에 제공되면 효과가

절차를 만들어라. ③ 특히 11월-4월까지 인플루엔

있다. 면역글로불린은 효과가 없다. HBIG와 HBV

자 확진을 위해 임상의가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

백신의 동시 투여는 백신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검사를 만든다. ④ 9월부터 인플루엔자 활동기가

다.

줄어드는 시기까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에게 인
플루엔자 백신을 투여한다. ⑤ 매년 인플루엔자

4) 인플루엔자 백신

시즌이전에(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의

(1) 역학

료인들을 예방접종한다. ⑥ 인플루엔자로 확진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작은 입자의 에어로졸

거나 의심되는 자는 격리실에 가능한 음압시설

전파에 의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성인

있는 방에 둔다. ⑦ 인플루엔자 환자 방에 들어

에서는 증상 시작 후 5일까지도 바이러스를 퍼뜨

갈 때 마스크를 쓴다. ⑧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

릴 수 있고 소아는 7일까지도 가능하다. 원내 감

는 의료인을 조사하고 직접적인 환자진료를 제한

염전파는 원외에서 집단감염발생으로 환자가 입

하도록 한다. ⑨ 원외 혹은 원내 집단 감염 시

원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며 겨울동안 예방접종

열나는 호흡기 증상의 병원 방문자는 출입을 제

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25%까지 인플루엔자에

한시킨다.

걸려 병원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환자로

원내 집단 감염 시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으

부터 바이러스가 의료인에 감염되어 환자와 다른

로 ① 집단감염초기에 바이러스 배양이나 항원검

의료인에게 이차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까

사를 위해 증상 있는 환자의 비강 인두부 도찰검

지의 원내 집단감염으로부터 첫째, 인플루엔자

사나 비강세척액을 얻는다. ② 최신 인플루엔자

Table 3. Recommended postexposure prophylaxis for exposure of viral hepatitis B[3]
Treatment
Vaccination and
serostatus of exposed
Source of exposure is
Source of exposure is
Source is not tested or
healthcare worker
HBsAg positive
HBsAg negative
status unknown
Unvaccinated
HBIG×1+initiate HB
initiate HB
initiate HB
vaccination series
vaccine series
vaccine series
Known responder*
No treatment
No treatment
No treatment
Known unresponder
Revaccination was not
HBIG×1+initiate HB
initiate HB revaccination
If known high-risk source,
performed
revaccination
HBIG×1+initiate HB revaccination
†
No treatment
If high-risk source, HBIG×2
Revaccinated
HBIG×2
Antibody response unknown
Test exposed worker for
No treatment
Test exposed person for anti-HBs
anti-HBs
1. If adequate, no treatment
1. If adequate: no treatment
2. If inadequate, initiate
2. If inadequate:
revaccination and then check
HBIG×1+vaccine booster
anti-HBs after 1-2 months
*
anti-HBs value≥10 mIU/mL; †Unresponder: after HB vaccination, revaccinated person due to lack of anti-HBs. give the
first HBIG just after exposure and then give second HBIG 1 month after expos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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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환자 및 의료진에게 투여한다. ③ 금기가

행이 백신으로 조절되지 않을 수 있는 변이주에

아니면 관련병동에 있는 비 감염 환자에게 항바

의한 것이라면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약

이러스 예방약을 투여한다. ④ 백신을 투여해도

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출 후 예방 효과에 대한

항바이러스 예방약은 백신접종 2주후까지 지속한

대조군 연구가 매우 적지만 이런 조치가 어느 정

다. ⑤ 고위험군과 현재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다. 첫 환자가 다른 사

있는 환자나 의료진 사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

람에 접촉 시 항바이러스제로 동시에 치료받는

고 치료종료 후 2일까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경우 약물 내성바이러스가 접촉자에 전파되는 것
이 입증되어 CDC에서는 항바이러스로 치료받는

(2) 노출 전 예방

모든 환자는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다[3].

인플루엔자 백신은 모든 의료인에게 권고되는
데, 감염 시에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 감염이거나

5) A형 간염 백신

모든 경우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1) 역학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의 의료인은 꼭 예방접

A형간염으로 매년 상당수가 병원에 입원하는

종이 필요한데, 의사, 간호사, 병원과 외래에 있

것을 고려하면 A형 간염의 원내 집단감염은 비

는 다른 사람, 양로원 종사자, 노인병원 종사자

교적 흔치 않다. 코호트 연구는 의료인이 대조군

등이다.

에 비해 A형간염 획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항바이러스 예방약은 인플루엔자 A나(amantadine,

증명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원내 집단 감염경로

rimantadine) 인플루엔자 A와 B (zanamivir, oseltamivir)

는 첫째, 감염원 환자가 황달이 없고 입원 시 감

노출 전과 노출 후 예방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염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둘째, A형 간염 환자

예방은 amantadine이나 rimantadine 100 mg 2회/일

가 설사를 하거나 대변실금이 있는 경우이다. 또

투여하고 65세 이상, 만성 간 질환이나 신 질환

한 오염된 수혈, 오염된 음식과 관련이 있었다.

자는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예방약이 백신을 대

HAV 전파의 위험인자는 분변구강 오염 위험을

치할 수 없다. 각 병원은 의료인의 인플루엔자

증가시키는 활동으로 모르던 HAV감염자를 간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 음식, 음료수 혹은 담배를 환자와 혹

한다. 국내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은 원내 전파를

은 의료진과 공유하는 경우, 손톱을 깨무는 행동,

막기 위해 적극 권장되고 있으나 그 접종률은 높

적절한 주의 없이 담즙을 다루거나, 감염자를 간

지 않다.

호할 때 손을 씻지 않거나 장갑을 끼지 않는 경

2003년에 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조사

우 등이다. 원내에서 A형 간염예방은 엄격한 표

에 의하면 그 해에 74.7%의 예방접종률을 얻었

준주의를 필요로 하며 환자의 분비물과 체액을

고,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보다는 바빠서 못 맞기

다룰 때마다 장갑사용을 필요로 한다.

때문이라고 하여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홍보가
의료인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2) 노출 전 예방

있다[12,13]. 최근 mobile cart를 이용해서 의료진

미국 CDC에서는 비용효과분석에서 모든 의료

을 찾아다니면서 주사 시에 접종률이 향상되었다

인에게 A형 간염백신 투여를 권고하고 있지는

는 연구가 있다.

않다. 하지만, 국내의 HAV 항체보유율이 20-30세
연령에서 낮기 때문에[14] 의료인들에게의 투여

(3) 노출 후 예방

는 이 연령대에서는 권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

원외 혹은 원내 집단 감염 시 병원은 의료인들

다.

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투여를 권고해야 한다. 인
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환

(3) 노출 후 예방

자접촉이 있는 의료인들에게는 백신 투여 후 2주

A형 간염에 노출 후 2주 이내 면역글로불린을

까지 항바이러스 예방약을 제공해야만 한다. 유

투여받으면 85%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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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병원에서 집단 감염을 조절하기 위해

접종 자문위원회는 의료인에게 개량형 백일해 백

HAV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아직 조사되어 있지

신(0.5 mL IM)을 최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않으나, 면역 글로불린으로 노출후의 예방은 집

아직 백신이 도입되지 않았다[17]. 미국은 과거

단 감염 시 감염원에 노출 후 2차 감염을 줄이는

Tdap을 접종한 적이 없는 경우, 마지막 Td 백신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 삼각근이

을 접종받은지 2년 이상이면 가능한 빨리 1회의

나 둔부에 0.02 mL/kg 근주는 3개월 동안 효과가

Tdap 투여를 권장하며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밀

있고 0.06 mL/kg는 5개월까지 예방효과가 있다.

접한 접촉을 하는 종자자에게 우선 접종을 권장

병원에 한명의 감염 환자가 있을 때 의료인에게

한다. 백일해의 노출 후 예방으로 erythromycin이

통상적으로 면역글로불린 접종은 권고되지 않는

일차로 권고되며 clarithromycin, azithromycin도 효

다. 면역글로불린은 역학조사로 HAV 전파가 환

과가 있다. 원내 집단감염을 조절하기 위해 예방

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감염원 환자와

약과 백신이 같이 사용되었다.

접촉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HAV
백신 1회 접종한지 적어도 1달이 지난 사람은 면

맺는 말

역글로불린은 필요 없다[15].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6) 백일해 백신(Tdap)

병들에 감수성이 있다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백일해 백신은 지금까지 DTaP를 6세까지 접종

원칙이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인

해서 끝낸 뒤에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약해짐
에 따라 많은 성인들이 백일해 감염에 감수성을

플루엔자, B형 간염, MMR, 수두 등이다. A형 간
염, Tdap 등은 국내의 역학 자료를 토대로 일괄
접종에 대한 것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갖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성인에서 백일
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병원에서 백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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