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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Meningococcal Vaccination At a Univers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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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ingococcal infection is a life threatening disease that leaves serious sequelae in spite of appropriate
treatment, thus vaccination for high risk groups are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meningococcal
diseases. However, the vaccine for Neisseria meningitidis has not been available in Korea until we
introduced bivalent (serogroup A and C) polysaccharide vaccine for the first time for relief works in our
university hospital. The vaccine was administered from J anuary 2005 to March 2007 to 317 persons. Of
the groups administered, the largest group among them were 133 (133/317, 42%) students who planned
to study abroad and needed the vaccination for secure entrance to school dormitories. This group was
followed by health care workers, travellers to the regions of the world with high risks of meningococcal
diseases, and splenectomised patients. To rationalize the domestic use of meningococcal vaccine, the
availability of vaccines first needs to be simplified by introducing them to the domestic market; for this
to be possible, the approval system for vaccines should be reformed and epidemiogical studies need to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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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알균 감염은 수막염, 패혈증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

또는 기능적)의 환자, 사하라 이남의 “meningitis belt"와

증상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10-14%에 달하고, 생존자의

같은 수막알균 감염의 유행 발생 지역과 Haji 순례를 위해

11-19%에서 신경학적 장애, 사지절단 등의 후유증을 남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자, 수막알균에 일상적으

는 중증질환이기에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로 노출되는 연구원 등이 수막알균 백신 접종 대상이 되

요하다(1). 수막알균 백신은 1960년대 이후 기존에 예방화

며, 일부 유행 시에 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학요법으로 사용하던 sulfonamide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

(3). 현재 국내 수막알균 감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는 자료는 없으나 일부 연구를 통해 국내 발생상황을

현재 혈청군 A, C, W-135, Y에 대한 다당류와 결합 백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000년에 능동 조사한 군대에서의

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2). 미국 예방접종자

발생률은 10만 명당 2.2명으로, 미국의 기숙사 거주 신입

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

생과 유사한 발생정도를 보고한 바 있고, 2004년 인천 지

ACIP)의 권고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신입생,

역에서 조사한 최소 발생률은 10만 명당 0.077-0.192명이

군입대하는 신병, 보체 결핍 또는 비장절제 상태(해부학적

었다(4, 5).
국내에서도 수막알균 백신접종이 필요하지만 아직 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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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균 백신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이전 일부 연구 목
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6). 이에 저자들은 국
내 처음으로 수막알균백신을 구호용으로 도입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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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Usage of Meningococcal Vaccine according to Its Purpose

한명은 수술 7일 전, 한명은 6일 전에 접종 받았으며 다른

Cause

훈련소 입소 예정자 2명과 국내 기숙사 거주 예정자에 대

Populations (%)

Freshmen living in dormitories (foreign)
Health care workers
Travellers to the high risk legions
Splenectomised patients
Military recruits
Freshmen living in dormitories (domestic)
etc.
Total

133
113
32
31
2
2
4
317

( 42.0)
( 35.6)
( 10.1)
( 9.8)
( 0.6)
( 0.6)
( 1.3)
(100.0)

한명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아 확인되지 않았다. 신병
한 백신접종은 본원 의료진의 권유에 의해 시행되었다.
매년 훈련소에 입영하게 되는 신병이 약 14만명이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신입생의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대학 입학 신입생이 약 52만 명이며, 외국 여행객이 증가
하고 있고, 그 외 비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매년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막알균 백신의 수요가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7). 하지만, 현재 수막알균백신은 국내

경험을 보고한다. 900병상의 대학병원으로 2005년 1월에
수막알균 혈청군 A와 C에 대한 다당류 백신인 Mencevax
Ⓡ

AC

(GlaxoSmithKline, GSK)를 구호용으로 도입하였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막알균 백신을 처방 받
은 환자의 기본 자료와 사용 목적을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본원에서 시행한 비장절제술
의 현황과 백신사용 양상을 의무기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총 317명에게 백신이 접종되었고, 이중
남자는 149명(47.0%), 여자는 168명(53.0%), 평균연령은

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정식으로 도입되어있지도 않아 사
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수막알균의 백신접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의 도입으로 손쉽게 백신을 이용할 수 있어야할 것이
며, 이를 위한 백신 허가 제도의 개선, 수막알균에 의한
질병부담을 포함한 역학적 연구로 백신 접종지침의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 국내에 적합한 백신 선정을 위한 토착균
주에 대한 연구, 수막알균에 대한 관심과 교육 등이 따라
야 할 것이다.

28.7세(표준편차 12.4세)였다. 백신 처방사유로는 외국 학
교의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유학생이 133명(1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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