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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ce and Seroprevalence of Hepatitis A Virus among
Korean Auxiliar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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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Korea, cases with hepatitis A have been reported to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rough the sentinel surveillance system. However, it was difficult to study the exact
nation- wide incidence of hepatitis A infection. We studied the incidence of clinically apparent hepatitis
A infection and the seroprevalence of anti- HAV IgG among auxiliary police officers.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clinically apparent and hospitalized hepatitis A patients from
2002 to 2006 in National Police Hospital via medical records. We also measured anti- HAV IgG antibody
from 507 auxiliary police officers.
Results: The estimated annual incidence of clinically apparent hepatitis A infection among auxiliary
police officers was 10.6- 14.8 cases per 100,000 population from 2002 to 2006. The overall anti- HAV
IgG seropositive rate among auxiliary police officers was 0.6% (3/507).
Conclusion: Among auxiliary police officers, the estimated annual incidence of clinically apparent
hepatitis A infection was above 10 cases per 100,000 population and the positive rate of anti- HAV IgG
was very low. The results were comparable to those in the low endemicity countries. The routine HAV
vaccination among auxiliary police officers might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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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현증 A형 간염으로 진단되면 집단 생활을 하

서

론

고 고된 업무를 하는 전투 경찰의 특성 때문에 질환의 경
중에 관계없이 입원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형 간염은 표본 감시를 통해서 질병

이에 저자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경찰병원에 A

관리본부로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 보고 체계로는 전체 모

형 간염으로 입원한 전투 경찰의 수를 통해 연간 현증 발

집단을 규정할 수 없어 A형 간염 발생률을 조사하기는 어

생률을 조사하고자 하였고, 또한 전투 경찰을 대상으로 A

렵다. 최근에 제한된 집단인 군인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1999년 전투

2004년까지 연간 A형 간염 발생률이 보고된 것 이외에는

경찰에서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20대 성인에서 A형 간염

발생률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

항체의 양성률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투 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근무하는 보조 경찰
인력이며 그 수는 평균 4만 7천명정도로 전국적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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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경찰병원에 입원한 전투 경
찰 중에서 A형 간염과 연계된 진단코드로 검색한 이후에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피로감, 오심, 구토, 복통, 황달, 소변
색의 이상 등 임상적으로 급성 간염에 합당한 증상과 함

께 간기능 검사에서 빌리루빈 및 간효소 수치의 상승이

상군 507명중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은 3명(0.6%)

확인된 환자 중 anti-HAV IgM 양성으로 급성 A형 간염

이었으며 19세 이하 1명, 20세 1명, 21세 1명이었고 22세

으로 확진된 환자를 연도 별로 분류하였다.

이상은 없었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국립경찰병원에 외래진

복무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1년 미만의

료 및 입원진료를 위해 내원한 전투 경찰을 대상으로 6개

경우는 379명중 3명(0.8%)이었고 1년 이상의 경우는 128

월 내에 수혈이나 기타 혈액 성분을 투여 받지 않았고, 내

명중에 한 명도 없었다(Figure 1A).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원 당시 주호소 및 병력상 간질환의 증거가 없는 507명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1).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군으로부터 채혈한 혈청은 antiⓇ

출신 지역으로 비교하였을 때 도시 지역의 경우는 404

HAV IgG를 방사면역측정법(Anti-HAV IgG Kit , North

명중에 2명(0.5%)이었고 비도시 지역은 103명중에 1명

Institute of Biological Technology)을 이용하여 검사하였

(0.9%)이었다(Figure 1B).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 전투 경찰은 연령별, 복무 기간별(1년 미만, 1년 이상),

차이는 없었다(P=0.57).

출신 지역별(도시-행정구역상 시이상, 비도시-행정구역상
군이하)로 분류하였다. 통계는 window SPSS 10.0을 이용

고

찰

하여 통계 방법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
적 유의 수준을 P<0.05 로 정하였다.

국내에서 A형 간염의 보고 체계는 표본 감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되어 전체 모집단을 알 수 없어 발생

결

과

률을 조사하기 어렵다. 최근 강 등은 2000년부터 2004년까
지 약 50만명의 군인에서 연간 A형 간염 발생률을 10만명

1. 전투 경찰에서의 현증 A형 간염 발생률

당 1.6-9.8명으로 보고하였다(1).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경찰병원에 A형 간염으로 입원한 전투 경찰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투 경찰에서의 연간 현증 A

2002년 7명, 2003년 7명, 2004년 5명, 2005년 7명, 2006년 5

형 간염 발생률은 10만명당 10.6-14.8명으로 군인보다 높

명이었다.

은 경향을 보인다. 그 주된 이유로 업무의 특성상 군인은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 평균 전투

비도시 지역에 주로 근무하며 대대 및 사단 의무실을 통

경찰의 수는 약 4만 7천명 정도이며 현증 감염으로 국립

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체계로 진료 받기 때문에 초진시

경찰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매년 5-7명 정도로 이로부터

에 혈액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전투 경찰은

추정한 연간 현증 발생률은 10만명당 10.6-14.8명이다.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근무하며, 급한 경우에는 국립경찰
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간기

2. 대상군의 항체 양성률
대상군의 나이는 19세 이하 162명, 20세 172명, 21세
118명, 22세 이상 56명이었다.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대

능 검사와 anti-HAV IgM 항체 검사를 통해 A형 간염 환
자로 진단될 확률이 높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생률 조사의 한계점으로는 병원에 의뢰

Figure 1. Seroprevalence of anti-HAV IgG according to the period of service (A) and the native places (B) in
*
auxiliary police officers (Chi-square test). Data are from Cha et 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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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인 경우, A형 간염

체 양성률이 유의하게 높았지만(6) 이번 연구에서는 나이,

이 발생하였을 당시 타 병원에서 진단되었으나 국립경찰

복무 기간, 출신 지역에 따른 항체 양성률의 차이는 없었

병원으로 의뢰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을 고

다(Figure 1). 최근 송 등은 40세 미만에서 서울에 거주하

려한다면 전투 경찰의 연간 A형 간염 발생률은 조사한 수

는 사람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항체 양성률이 낮고,

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에서 서울의 기타 지역에 사는 사

미국의 경우 1999년 Advisory Committee on Immu-

람에 비해 항체 양성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5). 그러나

nization Practices (ACIP)에서는 A형 간염 백신을 10만명

본 연구에서 전투 경찰의 출신 지역에 따른 항체 양성률

당 20명 이상의 발생률을 가지는 집단의 소아는 기본 접

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현재 20대 초반의 젊은 성인

종(routine vaccination)하고, 10만명당 10명 이상의 발생

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매우 낮은 항체 양성률을 보일

률을 가지는 집단의 소아는 접종을 고려해볼 것을 추천하

것으로 추정된다.

였다(2). 이러한 백신의 접종으로 인하여 최근 미국의 A형

결론적으로 전투 경찰은 A형 간염 발생률이 10만명당

간염 발생률은 10만명당 2.6명으로 감소하였다(3). 국내에

10명 이상으로 백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서는 이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전투 경찰에서의 현

되고, A형 간염 보호 항체의 양성률은 낮은 유행의 지역

증 A형 간염 발생률이 10만명당 10명 이상으로 A형 간염

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으며, 더욱이 집단

백신의 기본 접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로 인한 A형 간염의 집단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전투

국내에서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1979년 20대에서
97%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는 15.9-27.9%정

경찰에서 기본 접종으로 A형 간염 백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도로 감소하였다(4). 이후 항체 양성률에 대한 대규모적인

요

연구가 없다가 최근 송 등은 250명의 건강 검진자를 대상

약

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20대에서 50명중 1명이 양
성으로 2%의 양성률을 보고하였으며(5), 강 등은 평균 21

목 적 : 우리나라에서 A형 간염은 표본 감시를 통해서

세의 200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2%로 보고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체 모집단을 규정할

하였다(1).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009명의 전투 경찰에

수 없어 A형 간염 발생률을 조사하기는 어렵다. 이에 저

서 항체 양성률은 30.2%이었으나(6), 이번 연구에서는 507

자들은 단일 집단인 전투 경찰을 대상으로 연간 현증 A형

명의 전투 경찰에서 항체 양성률은 0.6%로 이전보다 훨씬

간염의 발생률 및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감소하였다. 비록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

재료 및 방법 : 의무기록 검색을 통하여 2002년부터

vention (CDC)에서는 우리 나라를 A형 간염의 유행이 중

2006년까지 국립경찰병원에 입원하여 현증 A형 간염으로

등도인 지역(medium endemicity country)으로 분류하고

진단된 전투 경찰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투 경찰 507명

있지만(7) 의무 복무를 하는 전투 경찰과 젊은 군인에서의

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사하였다.

항체 양성률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에서 20대 초반의 항체

결 과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투 경찰에서 연간 현

양성률은 유행이 낮은 지역(low endemicity country)에 필

증 감염의 발생률은 10만 명당 10.6-14.8명이었다. 건강한

적할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8).

전투 경찰의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은 0.6% (3/

이러한 A형 간염 보호 항체 양성률이 낮다는 것은 대

507)이었다.

부분의 젊은 성인이 현증 A형 간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결 론 : 전투 경찰에서 연간 현증 A형 간염 발생률은

어 큰 규모의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10만 명당 10명 이상이며, 전투 경찰의 A형 간염 항체 양

한다(9). 또한 한 등은 1998년 102명의 군인에서 A형 간염

성률은 1999년 30.2%에서 현재 0.6%로 현저히 낮아졌다.

집단 발생을 보고하였으며(10), 강 등은 2000년부터 2004

전투 경찰에서 A형 간염 백신을 기본 접종할 것을 고려해

년까지 군인에서 총 11건의 A형 간염 집단 발생을 보고하

야 한다.

였다(1). 전투 경찰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집단 생
활을 하기 때문에 A형 간염 집단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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