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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질환 환자의 예방접종 및 적절한 항생제 사용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      창      오

서      론

  방 종이 유아기에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에게도 매우 요한 질병 방수단

으로서 날이 갈수록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3년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백신으로 방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 백신 종으로 추가로 일 수 있는 

사망 건수의 경우 소아는 연간 500명인데 반하여 성인의 경우는 약 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

지만 성인에서 실제로 종하는 비율은 매우 조함을 알 수 있다(Table 1).

Table 1. 백신으로 방 가능한 감염병의 종류와 백신의 효능

소화기 질환 환자에서 필요한 예방접종

  소화기 질환 환자, 특히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보통, 독감, 폐렴구균(사슬알균), 상풍 백신과 더불어 A형 간

염, 수두, MMR(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권장하는 데, A형 간염, MMR의 경우 종력이 없거나 과거 감염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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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을 경우에 권장된다. 여기에서는 기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독감, 폐렴구균, 상풍 백신에 하여 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Table 2. 미국 CDC 질환별 방 종안(2010. Jan)

1. 인 루엔자

  인 루엔자는 인 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 발열성 질환으로 인 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형에 

따라 A, B, C형(type)으로 분류되고, 각각에 따라 유 물질, 구조, 숙주, 역학과 임상양상이 다르다. 표면의 돌기인 

구 응집소(hemagglutin, HA)와 neuraminidase (NA) 당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아형(subtype)이 분류되는데, HA에 

한 면역이 감염의 방  병의 증도와 련된다.

  일과성 유행시 평균 발병률은 10∼20%이지만 일부 연령층이나 험군에서는 40∼50%에 이르며, 유행 기간 동

안 노인연령층에서 폐렴과 인 루엔자에 의한 사망이 증가한다. 인 루엔자 감염률이 소아에서 가장 높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증의 기 질환을 지닌 환자의 인 루엔자 감염은 사망률과 증 이환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 루엔자 바이러스는 type A와 B로 나  수 있는데 type A가 인간에서 보다 

큰 유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 루엔자 발생  합병증의 방에서 가장 요한 것은 방 종이다. 방 종의 상으로는 50세 이

상의 성인이나 만성호흡기 질환자, 만성 심  질환자  사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우선 해당되며, 그 외 인

루엔자 고 험군과 할 가능성이 많은 의료인  의료시설 종사자,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노인요양 등에 종

사하는 가족이나 간병인 한 그 상이 되어야 한다. 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3가(A형 H1N1 (2009년 신종

루), A형 H3N2, B형)의 비활성화 백신으로 건강 성인에서 종 후 2주 이내에 90%에서 항체생성을 하지만, 종 

6개월 후 약 50% 정도 항체가 감소한다. 노인에서는 백신에 한 반응이 건강한 성인보다 하되어 있고, 항체도 

더 빨리 소실된다. 항체가 소실과 백신 항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백신 종이 필요하며, 그 시기는 10월에서 

11월이 가장 좋다. 이 기간에 종하지 못한 경우라도 인 루엔자 유행이 늦게 발생하기도 하므로, 발생상황에 

계없이 종 상자에게 백신을 극 권장해야 한다. 백신 0.5 ml를 1회 IM로 투여한다. 백신의 부작용은 종부



20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학 연수강좌


118

에 통증과 발 , 부종 등이 3∼5%에서 발생하고, 미열이 동반될 수 있다.  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란-알

르기 환자이지만, 이 의 백신에 한 증의 알 르기 반응경력, 종 6주 이내 Guillain -Barre 증후군이 있었던 

경우, 재 발열이 있는 경우 등도 종을 미루거나 주의해야 한다.

  방 종의 효과는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30∼40% 정도이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인에서는 약

간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인 루엔자 방 종의 가장 큰 혜택은 인 루엔자 감염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입원이나 폐렴을 방하는데 50∼60% 정도, 노인요양시설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종을 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 루엔자에 한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방 종 다음으로 요한 방법이다. 재 type A에 한 치료  방

에 하여 승인된 것으로 amantadine과 rimantadine이 있지만, 최근 이들 약제의 내성 바이러스의 출  문제로 인

루엔자 치료나 방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인 루엔자 type A  B의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로 neurominidase inhibitor계열인 zanamivir와 osteltamivir가 

있다. 이들 약제는 증상이 발 된 지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Preliminary 연구에서는 이미 방

종을 받은 노인에 있어 인 루엔자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Zanamivir은 경구 흡입으로, 

osteltamivir은 경구캡슐로 투여하며, 방화학요법의 응증으로는 기존에 방 종을 받지 않았던 고 험군, 백신 

알러지 등으로 방 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방 종 이후의 항체반응이 불완 한 면역결핍성 질환을 가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폐렴구균

  폐렴구균은 그람양성균으로 피막 다당류의 화학  구조 차이를 기본으로 하여 청형을 구분하 으며, 재까지 

90가지의 청형이 알려져 있다. 재까지 밝 진 90가지의 청형  10가지 청형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의 

62%를 차지하며, 국내의 경우 청형 4, 6, 9, 11, 14, 19, 23형이 흔한데, 이들 청형은 모두 23가 피막 다당류 백

신에 포함되어 있다.

  폐렴구균 감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외국에서는 폐렴구균에 의한 균 증의 연발생률이 체 연령

층에서는 100,000명 당 15∼30명 정도이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0∼83명 정도로 3∼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폐렴구균에 의해 발생된 균 증은 제일 많은 원인으로 폐렴을 들 수 있지만, 폐렴구균 수막염의 

경우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한 폐렴구균 폐렴  수막염에서 사망률이 높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증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폐렴구균에 의한 질환을 방할 수 있는 가장 요한 방법은 방 종이다. 기존의 14가 백신이 1983년

에 개발된 23가 다당류 백신으로 체되어 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규모 찰 연구에서 보면 노인을 포함한 고

험군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하여 방효과가 있었다. 이 에 방 종을 하지 않았던 경우, 5년 이내의 

종력이 없는 경우, 이 의 종시기가 65세 이 이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서는 폐

렴구균백신을 일회에 한하여 투여해야 한다. 추가 종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고려하면 된다. 즉 HIV 

감염, 백 병, 림 종, 다발성 골수종, 종양, 신부 , 이식환자, 면역 하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 추가

종이 추천된다. 폐렴구균백신은 0.5 ml를 1회 IM로 투여한다. 부작용으로는 종부 의 통증과 발 이며, 아나필

락시스가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폐렴구균백신을 인 루엔자백신과 동시에 종하

을 경우 합병증이나 입원율 감소에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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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풍

  상풍은 상풍균(Clostridium tetani)이 생산하는 신경독인 tetanospasmin이 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의 긴장성 연

축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매우 치명 인 질환이다. 지난 50여년간 상풍의 발생빈도는 세계 으로 지속 인 감

소추세에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풍의 3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사망률은 연령의 증가에 비례한다. 1995∼1997년간 60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연발생률은 백만명당 0.33명 

정도이지만, 20∼59세 연령층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많으며, 1∼19세 연령층보다는 12배가 많다. 상풍의 높은 발

생률과 사망률의 직 인 이유는 한 방 종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Advisory Committ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방 종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비용경제 인 측

면을 고려한 보고는 아직 없다. 그 지만 상처나 부상의 험에 놓여 있는 경우나 피부궤양의 발생 험이 있는 장

기요양시설 거주노인에 한 방 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상풍에 한 방 종은 combined tetanus-diphtheria toxoid를 사용하며, 백신 0.5 ml를 1회 IM로 투여한다. 일차 

방 종을 하지 않은 노인은 첫 번째 종을 하고, 1개월 내에 두 번째 종을 하며 이후 6개월 내지 12개월 후

에 세 번째 종을 시행한다. 3번의 종이 끝난 후에는 10년 주기로 추가 종을 시행한다. 방효과는 거의 100%

에 달하여, 방 종이 정확히 이행된 경우에는 상풍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의 부작용

은 국소반응으로 발생하는 종부 의 발 이나 경결이 흔하고, 발열이나 신 인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증은 이 의 Td 백신 성분에 한 증의 알 르기 반응이나, 등도 이상의 성 질환이 있는 경우이

다.

적절한 항생제 사용

  본문에서는 주로 외래에서 사용되는 경구 항생제에 한 반 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 을 경우에는 빠르고 완 하게 흡수되지만, 경구로 투여한 후의 흡수는 상 으로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지연된 시간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게 되며, 흡수가 되는 동안에도 약물의 소실이 

일어나므로 최고  농도도 일반 으로 정맥으로 투여하 을 경우보다 낮게 된다. 회통과효과(first-pass effect)

는 약물이 장내에서 흡수된 후 간을 통과하면서 신 순환에 도달하기 에 그 의 일부가 사되는 것을 일컫

는 용어로서, 경구로 투여된 항생제의  농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항생제를 경구로 투여할 경

우의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은 흔히 정맥으로 투여할 경우의 생체이용률보다 낮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

구 항생제들은 증의 감염증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 감염증에서의 

항생제 치료는 흔히 정맥 주사로 시작한다. 그러나, fluoroquinolone, rifampin, metronidazole, doxycycline, trimetho-

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의 항생제들은 뛰어난 흡수를 보여 경구로 투여할 경우 정맥으로 투여하 을 경우와 

비슷한 약동학 인 특성과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최근 들어 항균범 가 넓어지고 경구생체 이용률이 우수한 

경구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정맥 주사용 항생제에 비하여 경구 항생제가 경제 으로 더 렴하고 정맥 

주사와 련된 여러 부작용들( 정맥염, 카테터 련 감염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증 감염환자에서도 경구 항생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구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에 장폐

색, 장허 , 구토, 설사 등 경구흡수를 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그 치료 효과가 하

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장  내에서의 약물상호작용이 일부 항생제의 경구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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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 개발되

는 경구 항생제도 매우 제한 인 실이다. 최근 개발되어 임상 시험 인 항생제로서 cephalosporin 계열에 속하

는 ceftobiprole/ceftaroline, carbapenem 계열에 속하는 doripenem/faropenem/tebipenem, glycopeptide 계열에 속하는 dal-

bavancin/oritavancin/telavancin, quinolone 계열에 속하는 garenoxacin 등이 있는데, 이  경구로 투여 가능한 약제는 

faropenem, tebipenem, garenoxacin 뿐이다. 특히, faropenem과 tebipenem은 새로운 경구용 carpapenem 계열의 항균제

로서 추후 연구 결과가 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