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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tj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파상풍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고

실제 접종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 파상풍은 매년 수십만 명 이상

이 발생되고 있어, 백신 접종을 통한 파상풍 예방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1-5)

. 디프테리아 역시 유행이 소실된 일부 선진국에

서 1980년대 이후 성인에서 디프테리아가 다시 발생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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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6)
, 1990년대 중반에 소련 연방이 붕괴 후 독립된 국가에서

소아의 DTP 백신 접종율이 저하되면서 성인 디프테리아가 반복

적으로 돌발 유행되어 성인 연령에서 디프테리아 면역유지가 중

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7, 8)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Td 백신의 추가접종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실질적인 Td 백신의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

로 Td 백신의 1차 추가접종을 14-16세 연령에서 중학교 입학

전 11-12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확산되었다.

11-12세 연령에 Td 백신의 1차 추가접종을 하는 것은 디프테

리아와 파상풍에 대한 가장 경제적인 방어 수단이며, Td 백신의

접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Td 백신의 1차 추가접종을 입학 후 필

수 예방접종으로 법제화하여 11-12세 소아에 접종을 적극 권장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2003년 이후에 Td 백신이 도입되어

국내 11-12세 소아에서 Td 백신 추가접종의 면역원성과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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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ur pose :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immunogenicity and reactogenicity of Td booster immunization in early

preadolescents of Korea.

M eth ods : Healthy preadolescents, who had been vaccinated with 4 or 5 doses of DTaP vaccines until 6 years old ag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from August 2006 to April 2007 . Diphtheria and tetanus anti-toxoid antibodies in sera were measured

by ELISA just before vaccination and 4 weeks after vaccination to evaluate immunogenicity. Local and systemic adverse reac-

tions observed for 4 weeks after vaccination to access reactogenicity.

R esu l ts : 183 preadolescents were enrolled and mean age was 11.40±0.51 years old. All subjects achieved seroprotective

diphtheria and tetanus anti-toxoid antibodies (titers ≥0.1 IU/mL) after Td booster vaccination. Among 183 vaccinees, 73 .8%

showed local adverse reactions and 37.2% systemic adverse reactions. Pain at injection site (66 .1%) was the most common

local reaction, and the most commonly shown systemic reaction was myalgia (17 .5%). The adverse reactions were sponta-

neously relieved within three days after vaccination.

Conclusion : Td vaccine in this study was high immunogenic and showed an acceptable tolerance in Korean preadolescents.

Td booster vaccination at 11-12 years old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increase compliance of the vaccination and to

decrease the incidence of diphtheria and tetanus. (Korean J Pediatr 2 0 0 8 ;5 1 :1 1 8 5 -1 1 9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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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많은 의료인들이 Td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으며, 조기 접종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에 관한 이해부족

으로 Td 백신 접종율이 높지 않다. 또한 Td 백신에 대한 면역원

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자

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창원 파티마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기독

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Td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내원한

11-12세 연령의 소아 중 6세 전에 DTaP 백신을 4-5회 접종 받

고 급만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하 다. 파상풍

면역 로불린을 4주 간격으로 250 I.U. 2회 주사 받았거나, 5년

이내에 Td 백신 혹은 DTP 혼합백신 접종력이 있는 소아는 연

구에서 제외시켰다.

2. Td 백신 접종

디프테리아 톡소이드(Park William #8 strain) 2 IU와 파상풍

톡소이드(Clostridium tetani Massachusettes F1 strain) 20 IU

가 포함됨 Td 백신(SK chemical pre-filled Td vaccine)을 상

완 삼각근에 근육 주사하 다.

3. 면역원성 평가

Td 백신 접종 전 및 접종 4주 후에 5 mL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분리 후 시험 전까지 -70℃에서 보관하 다. 디프테리아 항

독소 항체(anti-diphtheria toxoid IgG antibody)를 ELISA

(diphtheria fragment A & B contained kit; IBL, Hamburg,

Germany)법으로 측정하 고 파상풍 항독소 항체가(anti-tetanus

toxoid IgG antibody)도 ELISA (IBL, Hamburg, Germany)법

으로 측정하여 접종 전후의 항체가를 비교하 다.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에 대한 항독소 항체가가 각각 0.1 IU/mL이상인 경우를

Td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본 방어면역 상태(=항체 양

전)로 정의하 고 항체가가 1.0 IU/mL 이상인 경우를 매우 강한

방어면역 상태로 정의하 다.

4. 이상반응 평가

Td 백신 접종 후 4주간 국소 이상반응(발적, 부종, 동통, 경결,

소양감 등)과 전신 이상반응(발열, 두통, 근육통, 전신 피부 발진,

권태감 등)을 관찰하 다. 이상반응은 보호자가 관찰 일지(diary

card)에 접종 후 7일간 매일 기록하 으며 이후에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때 별도로 기록하 고, 중증의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병원

을 재방문 하기로 하 다. 이상반응의 발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

는 연구자가 평가하 다. 전체 연구계획서는 임상연구심사위원회

(Institute Review Border,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험자의

부모나 보호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에 피험자 등록을 하

고, 피험자 혹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구 중에 불

참할 수 있도록 하 다.

5. 통계분석

면역원성 평가를 위하여 Td 백신 접종 전후 디프테리아 및 파

상풍에 대한 항독소 항체가의 양전율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 다. 또한 백신 접종 후 4주 동안에 발현된 국

소 및 전신 이상반응 발현율을 구하 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기본 특성

1세 이전에 3회의 DTaP 백신의 기초접종과 6세까지 1-2회의

DTaP 백신의 추가접종을 받은 총 183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피험자는 남자 89명, 여자 9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11.40± 0.51

세이었으며 성별, 연령별 피험자에 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2. 면역원성 평가

전체 183명의 Td 백신 접종 전 디프테리아 항독소의 평균 항

체가(geometric mean antibody concentration; GMC)는 0.22

IU/mL이었고 파상풍 항독소의 GMC는 0.30 IU/mL이었다. Td

백신 접종 후에는 디프테리아의 GMC는 2.22 IU/mL로 10배 이

상, 파상풍의 GMC는 7.97 IU/mL로 26배 이상 상승되었다. 또한

접종 후 디프테리아 혹은 파상풍에 대한 항독소 항체가가 0.1

IU/mL 미만인 피험자는 0명으로, 디프테리아에 대한 항체 양전

율(항체가 ≥0.1 IU/mL 기준)은 100%이었고 파상풍에 대한 항

체 양전율(항체가 ≥0.1 IU/mL 기준)도 100%이었다(Table 1,

2).

항체가의 분포를 0.1 IU/mL 미만, 0.1-0.9 IU/mL, 1.0 IU/

mL 이상으로 구분할 때, 디프테리아의 접종 전 항독소 항체가가

0.1 IU/mL 이상의 기본 방어면역 상태에 해당하는 피험자는 142

명(77.6%)이었고 접종 후 항체가가 1.0 IU/mL 이상의 매우 강

한 방어면역 상태에 해당하는 피험자는 174명(95.1%)이었다

(Table 1). 파상풍의 접종 전 항체가가 0.1 IU/mL 이상인 피험

자는 146명(79.8%)이었고 접종 후 항체가가 1.0 IU/mL 이상인

피험자는 181명(98.9%)이었다(Table 2). Td 백신 접종 전후 디

프테리아 및 파상풍에 대한 GMC는 남녀 모두에서 유사한 비율

로 증가되었고 접종 전 혹은 접종 후 남녀 간의 항체가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3. 이상반응 평가

접종 후 국소 이상반응은 73.8%에서 관찰되었고 접종 부위의

동통(66.1%), 경결(53.6%), 발적(27.9%), 부종(20.8%), 발진(13.1

- 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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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었다. 이들 국소 이상반응의 정도는 대부분 경하 고 특

별한 약물 투여나 조치 없이 3일 이내에 소실되었다(Table 4).

접종 후 전신 이상반응은 37.2%에서 관찰되었고 근육통(17.5

%), 관절통(8.7%), 권태감(4.9%), 피부 알레르기 반응(2.7%), 발

열(1.1%), 그 이외 두통, 구역, 서맥, 저혈압이 각 1명씩 나타났

다. 이들 전신 이상반응에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2명은

항히스타민을 1일 복용하 고, 발열을 보인 1명은 해열제를 1일

복용하 다. 그러나 이들 전신 이상반응으로 인해 별도의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

이 소실되었다(Table 4).

고 찰

파상풍 혹은 디프테리아를 일으킬 수 있는 균주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며 매우 소량의 외독소에 의해 증상을 유발시키고,

질병 회복 후에도 적절한 방어면역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

방접종을 시행하여 방어면역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1-13)

.

역학적으로 디프테리아는 지역 내에 군집 면역이 소실될 때 디프

Table 1. Diphtheria Antibody Titers before and after Td Booster Vaccination

Vaccinee with antibodies titers, n (%)
GMC (IU/mL) 95% CI (LL, UL)

＜0.1 IU/mL 0.1-0.9 IU/mL ≥1.0 IU/mL

Pre-vaccination

Post-vaccination

41 (22.4)

0 ( 0.0)

126 (68.9)

9 ( 4.9)

16 ( 8.7)

174 (95.1)

0.22

2.22

(0.18, 0.28)

(2.04, 2.40)

≥0.1 IU/mL; Cut off value for seropositivity
Abbreviations : GMC, geometric mean antibody concentration; CI, confidential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Table 4. Local and Systemic Adverse Reactions after Td
booster Vaccination

n (%)

Local adverse reactions (total)

tenderness

indurations

redness

swelling

skin rash

Systemic adverse reactions (total)

myalgia

arthralgia

fatigue

skin allergic reactions

fever

headache

nausea

bradycardia

hypotension

135 (73.8)

121 (66.1)

98 (53.6)

51 (27.9)

38 (20.8)

24 (13.1)

68 (37.2)

32 (17.5)

16 ( 8.7)

9 ( 4.9)

5 ( 2.7)

2 ( 1.1)

1 ( 0.5)

1 ( 0.5)

1 ( 0.5)

1 ( 0.5)

Table 2. Tetanus Antibody Titers before and after Td booster Vaccination

Vaccinee with antibodies titers, n (%)
GMC (IU/mL) 95% CI (LL, UL)

＜0.1 IU/mL 0.1-0.9 IU/mL ≥1.0 IU/mL

Pre-vaccination

Post-vaccination

37 (20.2)

0 ( 0.0)

107 (58.5)

2 ( 1.1)

39 (21.3)

181 (98,9)

0.30

7.97

(0.22, 0.41)

(7.20, 8.81)

≥0.1 IU/mL; Cut off value for seropositivity
Abbreviations : GMC, geometric mean antibody concentration; CI, confidential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Table 3. Comparison of GMC Levels before and after Td booster Vaccination by Gender

Pre-vaccination Post-vaccination

n GMC (IU/mL) 95% CI (LL, UL) n GMC (IU/mL) 95% CI (LL, UL)

Diphtheria

Male

Female

Tetanus

Male

Female

89

94

89

94

0.26

0.20

0.39

0.25

(0.19, 0.36)

(0.15, 0.27)

(0.25, 0.61)

(0.16, 0.39)

89

94

89

94

2.32

2.14

8.15

7.84

(2.07, 2.60)

(1.91, 2.41)

(7.02, 9.46)

(6.81, 9.01)

≥0.1 IU/mL; Cut off value for seropositivity
Abbreviations : GMC, geometric mean antibody concentration; CI, confidential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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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아의 방어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발병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

고, 파상풍은 방어면역이 없는 사람의 외상 부위로 균이 침투될

때 발병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DTP 백신이 도

입되어서 현재 49세 이상의 성인은 DTP 백신 접종을 전혀 받지

못하 고
14)
, 또한 Td 백신 역시 2003년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소아와 성인에서 모두 추가접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

제점이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된

성인 디프테리아 환자의 반수 정도는 디프테리아 항체가가 0.1

IU/mL 미만으로, 이 경우 적절한 방어항체 유지를 위해 추가접

종을 고려하여야 한다. 파상풍의 경우에도 방어 항체가가 0.1

IU/mL 미만일 때, Td 백신의 추가접종을 권장한다
15-17)

. 최근 국

내에서 실시한 연령별 면역혈청학적 역학 연구에서 20세 이상

성인의 42.0-92.5%는 파상풍의 항독소 항체가가 0.1 IU/mL 미

만이었고 48.0-73.0%는 디프테리아 항체가가 0.1 IU/mL 미만이

었다
18, 19)

. 또한 항체가가 0.01 IU/mL (최저 방어면역) 미만인

성인도 두 질환 모두에서 20%정도 나타나 해당 연령의 성인에

대한 Td 백신 접종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Td 백신의 접종 시기와 방법은 DTP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다룰 수 있다. 과거에 DTP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7세

이상의 소아는 Td 백신을 3회 접종하고 이후 10년 간격으로 Td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DTP 백신을 접종

하지 않은 18세 이상의 성인도 원칙적으로는 7세 이상의 소아와

같은 방법으로 Td 백신을 3회 접종하고 이후 10년 간격으로 추

가 접종을 해야 한다
20-23)

. 정상적으로 DTP 백신을 접종 받은 소

아의 Td 백신 1차 추가접종은 마지막 DTP 백신 접종 5년 이후

부터 시작하는 것이 Td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과거에 14-16세에 Td 백신을 접종했던 스케쥴을

11-12세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4)
, 2005년 대한소아과학회

도 11-12세에 Td 백신 1차 추가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Td 백신에 대한 면역원성에 관한 연구, 특히 11-12세를 대상

으로 하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DTP 백신 접종력 상황

에 따라 Td 백신 접종 후 면역원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DTP 백신을 스케쥴대로 접종 받은 소아에게 Td 백

신을 접종 할 경우 디프테리아에 대한 항독소 양전율은 95% 정

도이며 임상적 효율성은 97% 정도이고 파상풍의 경우에는 접종

후 100%의 양전율과 임상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26)

. 본 연구 결과, 183명의 11-12세 소아에서 Td 백신 접종

전후의 평균 디프테리아 항독소 항체가는 10배 이상 상승되었고,

파상풍의 경우 추가접종 전후 평균 파상풍 항독소 항체가는 26

배 이상 상승되어 Td 백신 1회 추가접종 후 디프테리아 및 파상

풍 항독소 항체 양전율은 100%임을 확인하 다(Table 1, 2). Td

백신 접종 후 디프테리아 항독소 항체가가 매우 강한 방어면역을

의미하는 1.0 IU/mL 이상인 경우가 95.1% (174명), 파상풍의 경

우에는 98.9% (181명)로 미국의 자료와 유사하 다. 미국의 연

구에서는 6세 전에 전 세포 백일해(whole cell pertussis)가 포

함된 DTwP백신을 접종 받았고, 본 연구에서는 정제 백일해

(acellular pertussis)가 포함된 DTaP백신을 접종 받았다는 차이

점이 있지만, Td 백신 추가접종 후 항체 양전율 및 항체가는 거

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 DTwP 백신을 접종 한 경우와 DTaP 백

신을 접종한 경우 모두에서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의 방어면역 유

지 수준은 유사한 면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

에서는 Td 백신 접종 전 디프테리아에 항독소 항체가 분포에서

0.1 IU/mL 이상으로 Td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본 방

어면역 상태가 77.6% (142명)이었고, 파상풍의 항체가가 0.1 IU/

mL 이상인 경우는 79.8% (146명)이었다(Table 1, 2). 이는 국내

에서 DTaP 접종을 6세 전에 4-5회 정도 실시할 경우 디프테리

아 및 파상풍의 방어면역이 5년까지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의 DTaP 백신 접종이 매우 유용한 접종 방법임

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남녀간의 디프

테리아 및 파상풍에 대한 면역원성을 비교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면역원성 차이는 없었다(Table 3).

일반적으로 Td 백신은 DT 백신보다 접종 후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이 적은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
26)
. 특히 접종 후

발열은 적은 편이며 권태감, 두통, 림프선 종대 등이 보일 수 있

으나 대부분 2-3일 내에 자연적으로 소실된다. 그러나 접종 부위

에 동통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된다. 현재까지 Td 백신 추가접

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젊은 연령, 여성,

접종 전 파상풍 항독소 항체가 높은 경우, 다른 예방접종을 동시

에 접종 할 경우 이상반응이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7)
. David 등

9)
의 조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비교 연구에

서 11-12세의 연령206명과 14세 이후 연령 204명에게 Td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비교한 결과, 14세 이후 고연령층과 비교하

여, 11-12세 연령층에서 접종 부위의 동통에 의한 운동장애가 많

이 동반되었고 접종 부위 발적과 부종도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

하 다. 하지만 이러한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 48시간 이후 저연

령층 96.4%, 고연령층 90.3%에서 회복되었다. 따라서, 접종 후

이상반응은 Td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11-12세에 Td 백신 접종을 권장하여야 한다
9)
고 주장하 다.

Michael 등
26)
은 10-18세 연령 소아 및 청소년에게 Td 백신 추

가접종 후 72시간 내의 국소 이상반응으로 주사부위 동통(71.4

%), 발적(19.5%), 부종(19.8%)이 발현되었으며 전신 이상반응으

로 발열(5.4%), 두통(30.9%), 권태감(30.6%), 위장관 증상(17.4

%)이 관찰되었고, 이들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이 접종 15일까지

도 지속되었으나 특별한 약물 투여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Td 백신 추가접종 후 국소 이상반응

이 73.7%에서 발현되었으나 국소 이상반응의 정도는 대부분 경

한 경우로서 특별한 약물 투여나 조치 없이 3일 내에 소실되었

고, 전신 이상반응은 37.16%에서 관찰되었으나, 이들 전신 이상

반응으로 인해 별도의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는 없었고 대

부분 증상이 3일 이내에 소실되었다(Table 4). 국외 연구결과
9, 26,

27)
에서 두통과 발열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증상이 15

일까지 지속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차이는 이 연구 결과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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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 수 없으나 종족간의 차이, 6세 전 DTwP 백신 혹은 DTaP

백신을 접종 및 제조사가 다른 Td 백신 접종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Td 백신의 가장 심각한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이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는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항원이므

로 체질적으로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1.4/1,000,000명) 반드시 접종 20분 이상

관찰하여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29)

. 이외 중증 이상반응으로 Td 백신을 불필

요하게 자주 접종하거나 최소 접종 간격 이내(특히 파상풍 백신

의 마지막 접종이 5년 이내인 경우, 단 TIG와는 상관이 없음)에

접종을 할 경우 체내에 있는 항독소 항체와 Td 백신의 톡소이드

가 항원으로 작용하여 면역복합체(immune complex)를 형성하

여 이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이 발현될 수 있다. 즉, 접종 부위에

아르투스양 반응(arthus-like reaction)이 발현되어 삼각근에서

상완까지 심한 부종과 발적이 접종 2시간에서 8시간 후부터 나

타나 수일 간 지속될 수 있고, 신경염이 수일 후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상완 신경염(brachial neuritis)이 가장 많이(0.5-1/

100,000명)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아르투스양 반응이나 신경염은

대증적 치료로 후유증 없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된다. 그 이외

Guillain-Barré 증후군이 매우 적은 빈도(0.4/1,000,000명)로 발

생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중증 이상반응은 발생되

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6세 전에 4-5회 DTaP 백신을 접

종 받은 건강한 11-12세 소아에게 Td 백신을 추가접종 했을 경

우 첫째,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에 대한 면역원성이 매우 높아서

방어면역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둘째, 추가접종 후

이상반응은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6세 이전의 DTaP 백

신 접종 후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에 대한 방어면역이 5년 이상

잘 유지되고 있어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DTaP 백신의

유효성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Td 백신을

11-12세에 적극 권장하여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예방에 가장 경

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DTaP 백신

의 현재 접종 방법도 잘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목 적: 11-12세 연령에 Td 백신 1차 추가접종을 하는 방법에

대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계획하 다.

방 법: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연구병원 소아청소년

과 외래에 Td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내원한 11-12세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 다.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접종 전 및 접종

4주 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에 대한 항독소

항체가를 측정하 고 이상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관찰 일지에 국

소 및 전신 이상반응을 기록하 다.

결 과:총 183명이 연구에 참여하 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1.40± 0.51세이었다. Td 백신 접종 전후의 GMC는 디프테리아

에 대해서는 10배, 파상풍에 대해서는 26배 이상 증가하 고, 접

종 후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에 대한 항체 양전율(항체가 ≥0.1

IU/mL 기준)은 100%이었다. 디프테리아의 접종 전 항체가가

0.1 IU/mL 이상인 피험자는 142명(77.6%)이었고 접종 후 항체

가가 1.0 IU/mL 이상인 피험자는 174명(95.1%)이었다. 파상풍

의 접종 전 항체가가 0.1 IU/mL 이상인 피험자는 146명(79.8%)

이었고 접종 후 항체가가 1.0 IU/mL 이상인 피험자는 181명

(98.9%)이었다. 접종 후 국소 이상반응이 73.8%, 전신 이상반응

은 37.2%에서 발생하 으나 대부분 3일 이내 소실되었다.

결 론:매우 높은 면역원성과 심하지 않은 이상반응을 고려할

때, Td 백신의 접종을 11-12세 시행하는 것은 디프테리아와 파

상풍에 대한 가장 경제적인 방어 수단이며, 접종 순응도를 효율

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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