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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예방접종
김민정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Adult Immunization
Min Jeong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Although the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has been carried out mainly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importance of
immunization is increasing in adults as well because it reduces the incidence and mortality of infectious diseases and vaccines
were newly developed in diseases that were not able to be vaccinated. To help health care providers use the vaccine effectively
to prevent disease, the contents of vaccines for influenza, pneumococcal, herpes zoster, measles, mumps, rubella, diphtheria,
tetanus, pertussis, chicken pox, human papillomavirus, hepatitis A and hepatitis B have been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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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국도 소아 예방접종률에 비해 성인 접종률이 현저
히 낮으나 CDC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우리나라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1989년과 2003년을 비교 했을 때 폐렴 사슬 알균 백신

시행되어 왔으나 성인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방

접종률은 15%에서 64%로 증가했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
접종률은 33%에서 70%로 증가했다고 한다.

1) 일부 성인은 아동기에 받아야 할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2) 예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면역력이 감소한다.

3) 예전에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던 질환들이 백신이
새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성인 예
방접종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한 이후, 대한감염학회에서

2007년과 2012년 ‘성인예방접종’ 책자를 발간,2) 2014년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2012년 성인
예방접종 지침을 발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최신 예방접
종 권고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4) 특정 질환이 유행하거나 여행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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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료법이 없고 백신으로만 예방이 가능하다. 2000년 이후

론

국내에서는 20건 미만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률이

1. 인플루엔자 백신

높고 최근 여가활동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므로 예방접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시작

종이 필요하다.

하였고 2000년 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후 전국적인

성인용 파상풍 백신은 디프테리아 톡소이드와 파상풍

규모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본감시결과에 따르면

톡소이드가 결합된 Td와 백일해 항원이 추가된 Tdap 두

12월부터 1월이 주된 유행시즌이며 4∼5월에 유행이 발

가지가 있다. Tdap 백신은 아다셀(adacel), 부스트릭스

생하기도 한다.

(Boostrix) 두 가지로 아다셀은 만 11세에서 64세의 청소

50세 이상 성인에게 모두 권장되는 접종으로 특히 만
성폐질환자, 만성 심장 질환자,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고, 부스트릭스는
만 10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접종할 수 있다.

장 질환자, 당뇨 환자, 암환자, 임산부에게는 연령과 상

성인 백일해의 발생률은 높지 않으나 만성 기침 환자

관없이 권장되는 예방접종이다. 유행 최소 1개월 전까지

중 백일해 항체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소아 백일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2009년 인플루엔자 A (H1N1)

해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상당수가 가정 구성원에

대유행 이후에 기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H3N2), B

8)
의한 전염으로 밝혀져 성인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필요

형에 A (H1N1)를 보강한 3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3)

하다.

이후 B/victoria와 B/Yanagata 두가지 계통의 B형 인플루

기본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

엔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4가 백신과 세포배양백신도

요한데 Tdap의 접종력이 없는 경우 처음 한 번은 Tdap으

개발되어 접종하고 있다.

4)

로 접종 받고 이후에는 Td로 접종 받으면 된다. 기본 접

임산부는 일반인구와 비교해 중증 인플루엔자 감염과

종력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 접종 3회(0, 1, 6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신

월)로 하고 이 중 한 번은 Tdap으로 접종하고 이후 10년

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조산, 저체중 출산 등의

마다 Td로 접종하면 된다. 2000년 이후 군입대자는

5)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부는

Tetanus toxoid를 접종받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한 것으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

보고 예방접종 스케쥴을 잡으면 된다.3)

장하고 있으나 국내 임신부의 백신 접종률은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6)

2012년부터 ACIP는 65세 이상에서도 Tdap (부스트릭스)
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9)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최근에는 약독화된 생백신(Flumist)도 개발되어 사용

65세 이상에게 Tdap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백

하고 있으나 50세 미만의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권유하

일해가 유행하거나 신생아에게 백일해를 감염시킬 가능

고 있고 미국예방접종자문회(Advisory Committee on Im-

2)
성이 높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munization Practices, ACIP)에서는 과거 2013∼2014년 시

임산부의 경우 ACIP에서는 2013년부터 매 임신 시마
10)

즌과 2015∼2016 시즌에 사용했을 때 influenza A (H1H1)

다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에 대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2017∼2018년

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신

시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7)

접종 후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발적, 경결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의 전신반응이 있

이는 2000년대부터 전국적

27~36주 사이에 Tdap 백신을 접종하여 실제로 신생아
가 처음 DTap 백신을 접종 받는 생후 2개월까지 백일해
에 대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계란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의 다른 성분에 과민반응

우리나라에서는 Tdap 백신의 접종력이 없는 여성은 출

이 있는 경우와 이전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랑바레

산 직후 1회 접종하거나 임신 전 접종 받도록 권고하고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주의하도록 한다

있다.

2.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3. 폐렴 사슬 알균 백신

파상풍은 clostridium tetani에 의한 감염으로 근육이

폐렴 사슬 알균 감염은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과 같

마비되어 경련과 강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별한 치

은 비침습성 감염증과 수막염, 균혈증과 같은 침습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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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으로 나뉘며 만성 질환자나 노인의 사망률을 높이

3) 18∼64세 만성 질환자(만성 심혈관 질환, 만성 폐

므로 만성 질환자와 노인에서 폐렴 사슬 알균 백신 접종

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

이 중요하다.

PCV13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PCV13을 접종할

폐렴 사슬 알균 백신은 13가 단백 결합 백신(13-valent

없는 경우에는 PPSV23을 접종한다.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13)과 23가 다당류
백신(23-valent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PPSV

4)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선천성,후천성 면역저하, HIV

23)으로 두 가지이다. 23가 다당류 백신은 침습성 감염

감염, 만성 신부전 또는 신증후군, 백혈병, 림프종,

에는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지킨 씨 병, 종양질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포함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폐렴을 예방하는 데 충분한

하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T 세포 비의존성 면역 반

있는 환자, 장기 이식환자)와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응을 일으켜 효과 지속시간이 5년 정도로 짧다. 13가 단

무비증, 뇌척수액 누수, 인공와우를 삽입한 환자

백 결합 백신은 T 세포 의존성 면역 반응을 통해 면역기
4)

(1) 폐렴사슬알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PCV13 먼저 접종하고, 최소 8주가 지난 후에 PPSV23

억반응을 유도한다.

4)

폐렴 사슬 알균 백신의 접종대상과 시기 는 다음과 같다.

을 접종한다.
(2) PPSV23을 1회 접종한 경우

1)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PPSV23 접종 후 최소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PCV13

PCV13이나 PPSV23을 접종한다. 미국 ACIP에서는

접종한다. PCV13접종 후 최소 8주 경과하였고

2014년 모든 65세 이상 성인에게 PCV13을 투여 후

PPSV23 접종 후 5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PPSV23

PPSV23도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접종 간격은 6∼12개월

재접종한다.

11)

에서 권장에서 2015년 권고에서는 1년 이상으로 변경 하

(3) PPSV23을 2회 접종한 경우

였으나 국내에서는 PCV13의 비용 효과를 평가한 자료

마지막 접종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PCV13

가 없어 순차적 접종은 권고하고 있지 않다.

1회 접종한다.
폐렴 사슬 알균 백신과 타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2)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만성 심혈관 질환, 만성 폐
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

있는데 이때는 각각 다른 주사기에 담긴 백신을 각각 다
른 부위에 주사해야 한다. PPSV23이나 PCV13과 불활성

(1) 과거 폐렴 사슬 알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화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은 안전하고

PCV13 먼저 접종 후 6∼12개월 후 PPSV23 접종

폐렴 사슬 알균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2) 과거에 PCV13 접종 받은 경우

PPSV23과 대상포진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PPSV23만 추가 접종. 두 백신 접종 간격은 6∼12

PPSV23의 항체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상포

개월(최소 8주)을 둔다.

진 백신의 면역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 동시투여는 권

(3) 과거에 PPSV23 접종 받은 경우

12)

고하지 않고 있다.

가. 65세 이전

PCV13을 접종(PPSV23과 1년 이상 간격)한다.

4. 대상 포진 백신

PPSV23은 1회 재접종을 하고 과거 PPSV23 접종일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도가 높고 50세

로부터 5년 이상 간격을 두고 PCV13과는 6∼12개월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대상포진 뿐만 아니라 대상포

(최소 8주) 간격을 둔다.

진 후 신경통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미국 FDA에서

나. 65세 이후 PPSV23을 접종받은 경우

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나

PCV13 접종을 과거 PPSV23 접종과 1년 간격을 두

ACIP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에서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

고 접종한다. PPSV23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고 있다. 그 이유는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첫 5년동안 면
역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5년 이후의 면역력에 대해서
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재접종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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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50세 이상은 수직감염이나 성행위 관련 감염 확률이 낮

하지만 50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중 위험도가 높은 경

아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할 것을 권유3,14)하고 있다. 기

13)
우에는 접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다. 대한감염학

본 3회 접종 후 성인에서 기본접종 3회 후에 anti-HBs

회에서도 60세 이상 성인은 금기사항이 없는 한 접종을

항체가 10 mIU 미만인 경우를 무반응자라고 하며 5∼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50∼59세 사이 성인은 개별 피접

10%가 이에 해당한다. 무반응자에게 1회 더 접종을 하

종자의 상태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의 접종 여부를 결정

면 25∼30%에서, 3회 재접종하면 50∼75%에서 항체생

4)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성을 보인다. 따라서 1회 추가 접종하고 항체 가를 측정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금기증은 젤라틴, 네오마이신

하여 항체가 10 mIU/mL보다 높게 나오면 추가 접종하

등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선천적 또는 후

지 않아도 되나 항체가 10 mIU/mL보다 낮게 나오면 2회

천적 면역결핍 상태(백혈병, 림프종, 골수나 림프계 침범

더 추가접종하고 마지막 접종 1∼2개월 후 항체 가를 측

소견이 있는 악성종양 환자, HIV 환자, 고용량 스테로이

정한다. 이때 항체 가가 여전히 10 mIU/mL보다 낮게 나

드 사용),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다.

14)

오면 무반응자로 간주하여 더는 예방접종을 권유하지
않는다. 면역저하환자에서는 백신을 두 배 용량으로 접종

5. A형 간염 백신

하면 항체 생성률을 높일 수 있다.

A형 간염은 소아에서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심하지 않
으나 성인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고 전격성

7. 홍역-볼거리-풍진 백신

간염으로 진행되기도 하여 위험한 질환으로 2000년대

홍역-볼거리-풍진(measles-mumps-rubella, MMR)은 급성

이후 발생률이 높아져 2011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감염되면 중증도와 합병증이

었다. 대한감염학회에서 2012년 발표한 접종 권고안에서

심한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소아

는 19∼29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회 접종을 하고

기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30∼49세 성인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 후 음성인 경우 2

1980년부터 MMR 혼합백신이 사용되어 1985년부터 정

회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50대 이후 성인에서는

기 예방접종으로 채택되었고, 1997년부터 12개월 이상과

A형 간염 호발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남성동성애자, 만

4∼6세 2차례 접종으로 변경되었다.15) 2001년 홍역 대유

성 간질환자, A형 간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의료진,

행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MMR

요식업체 종사자, 최근 2주 내에 A형 간염 환자와 접촉

백신 2회 미 접종자 대상으로 MR (홍역-풍진)백신을 이

한 사람과 같은 고위험군에게 항체 검사후 음성이 경우

용하여 일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다. 이후 홍역 대유행

에 2회 접종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2차 접종은 첫 접

은 줄었으나 2005년 이후 유행성 이하선염은 증가하고

종 후 6∼12개월 사이에 하며 제형이 달라도 교차 접종

있다. 풍진은 임신 초기 앓는 경우 태아에게 기형을 유

가능하며 접종 후 항체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발할 수 있으므로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예방접종을 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6. B형 간염 백신

대한감염학회에서는 40세 미만 성인 중 의료인, 개발

우리나리에서 B형 간염은 간경변이나 간암의 가장 흔

도상국 여행자, 면역저하 환자를 돌보는 가족, 단체 생

한 원인이다. 1985년 국내 B형 간염 예방접종이 도입되

활을 할 성인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최소 MMR 백신을 1

었고, 1995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었다.

회 접종하고 이중 의료인에 대해서는 2회 접종할 것을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고위험군은 필수 접종하며 20

권유하고 있다. 의료인은 항체 검사 후 접종할 것을 권

세 이상 미접종 비감염자도 모두 접종 대상자이다. B형

유하나 다른 위험군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했을

간염 감염의 고위험군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때 검사 없이 접종하는 것도 무방하다. 가임기 여성에게

(HIV) 감염자, 주사 약물 남용자, 남성동성애자, 성행위

는 풍진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유한다.

배우자가 여러 명인 사람, 배우자나 가족이 B형 간염 바

미국 ACIP에서는 1957년 이전 출생자는 홍역, 볼거리

이러스 보유자인 경우,만성 신부전 환자, 만성 간질환자,

에 대해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1957년 이후 출생자

직업적으로 HBV 노출 위험이 많은 위험군(의료인)으로,

에 대해서는 1번의 MMR 접종을 권유하고, 기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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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학생, 의료진, 해외여행자는 고위험군으로 보고

2회 접종을 권유한다.

16)

할 것을 권고한다. 성경험을 하기 전 여성에게 우선 접
종하고, 성경험이 있어도 접종할 수 있으나 이미 HPV

14)

MMR 백신에 대한 금기와 주의사항 은 다음과 같다.

감염이 된 여성에서는 예방접종의 이득이 적어진다. 남

- 백신 성분(gelatin, neomycin 등. 계란은 아님)이나 이

성에서도 9세 이상 26세 남성에서 항문암, 생식기 사마

전에 접종 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귀 및 전암성 또는 이형성 병변의 예방을 위해 4가 및 9

- 백혈병, 림프종, 악성 질환자, 면역결핍 질환자, 스테

가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대한소아과학회는 백신의

로이드 등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경우 등의 면역저하자

최적 접종 연령은 11∼12세 여아이나, 9세부터 접종을

- 임신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접종 후 1개월간 피임)

시작할 수 있고, 13∼18세의 여성도 따라잡기 접종을 할

- 심한 발열

수 있다고 권고한다.

- 3개월 내 항체가 들어있는 혈액제제(면역글로불린,
백혈구, 적혈구 등)를 투여 받았거나 향후 백신 접
종 2주 내에 투여 받을 사람

- MMR 백신이 결핵 환자에서 투베르쿨린 반응을 일
시적으로 억제하므로 투베르쿨린 검사가 필요한 경
우 MMR 접종과 같은 날에 시행하거나 접종 후 4∼6
주가 지난 뒤에 시행한다.

현재까지 3가지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모
두 사용 가능하다.

- 9가 백신(Gardasil): HPV 6, 11, 16, 18, 31, 33, 45,
52, 58형 포함 → 0, 2, 6개월에 3회 근주한다.
- 4가백신(Gardasil): HPV 6, 11, 16, 18형 포함 → 0, 2,
6개월에 3회 근주한다.
- 2가백신(Cervarix): HPV 16, 18형 포함 → 0, 1, 6개
월에 3회 근주한다.

8. 수두 백신

최근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

수두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10세 미만에 호

가 일부 제기되었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

발하고 대부분 양호한 경과를 보이나 청소년이나 성인

zation, WHO)는 국제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를 통해 분

에서 발병한 경우, 합병증 위험률이 더 높다. 대한 감염

석한 결과, 자궁 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학회에서는 40세 미만 성인 중 의료인, 면역저하 환자의

18)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

보호자, 학교나 유아원 교사, 학생, 군인, 교도소 재소자,

전처는 일본학회에서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자궁경부 암

임신 계획하는 여성, 어린이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나 어

예방백신 함유 면역증강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현재까

른, 해외 여행자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최소 한달 간격을

19)
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두고 2회 접종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미국 ACIP는 수두에 대해 면역력이 없는 모든 성인에

결

론

대해서 2회 접종(4주에서 8주 간격)을 권유하고, 1회만
접종 받은 경우 2차 접종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성인 예방접종 특히 노인에서의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9.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이에 최신 예방접종 권고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생식

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최근 개

기 감염을 일으키며 약 40가지 종류가 있다. 대부분 증상

발된 13가 단백 폐렴사슬 알균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

을 일으키지 않고,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저위험군 바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들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경제

러스 감염은 생식기 사마귀, 저등급 자궁경부세포 이상을

적으로 부담이 되나 고위험군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질병

일으키고, 발암성 고위험군 바이러스 감염은 자궁 경부암

예방을 예방하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백신의

및 항문 생식기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 고위험군 바이러

적응증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권고하여 예방접종률

스는 16, 18, 31, 33, 35, 39, 45, 51, 52형이 있다. 전세계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적으로 자궁 경부암의 약 70%가 16과 18형에 의해 발생
17)
한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9세 이상 26세 미만 여성에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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