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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fluenza is one of the preventable respiratory disease by annual vaccination. Elderly
people and patients with chronic medical disease are the primary target for influenza vaccination
according to ACIP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This study was done to determine whether
influenza vaccination affects hospitalization due to influenza like illness or it's related complications
among chronic ill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was conducted for 5 months (Nov.
1999-Mar. 2000). Physicians from two-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were instructed to collect clinical
data, sera from subjects presenting with a flu-like illness or flu-related exacerba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underlying diseases. We compared the vaccination history of case patients with contro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the odd ratio and efficacy of influenza vaccination.
Results : Hospitalization due to ILI (influenza like illness) or it's related complications were observed
more frequently in patie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25.3%) and chronic cardiac disease (31.3%)
compared to others. Influenza vaccination resulted in fewer hospitalization with ILI or ILI-related
acute exacerbation of underlying disease in chronic ill patients (adjusted odd ratio, 0.328 [CI, 0.14
to 0.73]) during influenza seasons.
Conclusion :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influenza vaccination is associated with substantial
health benefit including fewer hospitalization.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take advantage of all
opportunities to immunize these high-risk patients.
Key Words : Influenza, Vaccination, Efficacy, Chronic ill patients
의 경우 매년 20,000명 이상이 인플루엔자로 사망하고,

서

론

110,000명 이상이 인플루엔자와 그 합병증으로 입원하고
있으며(1),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30-50억

인플루엔자는 인구집단, 항원변이정도 등에 따라 매년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2, 3).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99-

감염률이 달라지지만 거의 겨울철마다 유행을 일으키며

2000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동안 46,000명 이상이 인플루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질환이다. 미국

엔자와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여 전체 국민의 평
균수명이 최초로 0.02년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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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4).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한 주 희생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들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야말

만성질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효능 분석 Vol.36, August 2004

207

로 인플루엔자 또는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으로 인한 유병

군으로 정의하였다. 단, 대조군은 환자와 성, 연령(±5세)

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예방책

이 같으면서 인플루엔자 또는 인플루엔자 합병증에 의한

임이 알려져 있다.

악화와 연관이 없이 환자군과 동일한 날자에 입원한 소

미국의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e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그 간의 연구를 토

화기병 환자,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암 환자등을 일차
적으로 선정하였다.

대로 2000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본대상인구를
65세 이상 인구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인구별

2. 연구 방법

특성에 따라 다양한 권고안을 만들었다(1).

1) 환자 기본 정보 조사

우리나라는 1999년도 제조업계의 판매량을 참고로 할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흡연력, 음주력 등의 사

때 약 800만 도스 이상이 소모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회적 변수를 조사하였고 독감 예방접종의 기왕력을 조사

인구의 15-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였다.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급격히 접종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에

2) 중화항체가 검사

기초한 권고대상을 수 년간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

환자군과 대조군으로부터 입원 당시의 혈액을 채취하

접종 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학적 연구자료들이 절대

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중화항체가를 조사하였으며 초회

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주

검사시 항체가가 1:320 이상이거나 일차 채취 2주 후에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들에서 예방접종의 효과, 효능에

시행한 2차 검사에서 4배 이상의 항체가 상승이 관찰되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만성질환자의 범위 또한

는 경우 현증 인플루엔자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한 입원의 경우로 정의하였다.

입각하여 첫 단계로서 CDC에서 기준한 만성질환자들에

중화항체는 혈구 응집억제항체가를 검사하여 측정하였

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 효능을 일차적으로 측

다.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한 선택된 항혈청의 숫자에 맞

정하고자 하였다.

게 미세적정판에 표시를 하고 pH 7.2 인 0.025 ml 의
PBS 를 #2에서 #11 까지의 well과 적혈구 대조 well

재료 및 방법

(#12)에 첨가하고 0.05 ml의 RED-처리된 비교 항혈청을
이에 해당하는 줄의 #1 well에 첨가한 후 피펫이나 희석

1999년 11월-2000년 3월까지 5개월간 서울 소재 2곳의
대학병원에서 조사기간 중에 입원한 사람 중 환자군과
대조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후향적인 환자-대
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로 혈청의 연속적인 2배 희석을 #11 well (1:10240이라
고 표시)까지 시행하고 적혈구 대조 well #12에 0.025 ml
의 RED-처리된 항혈청을 넣고 0.025 ml의 동종 바이러
스 희석액 [0.025 ml당 4HA (hemagglutination) 단위를
포함]을 혈청 희석액들에 첨가하였다(대조 well은 제외).

1. 환자군과 대조군의 정의

0.025 ml당 4HA 단위를 포함한 항원의 희석은 종료 희석

환자군은 만성질환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의

을 8로 나눔으로 결정된다. 그 후 판의 내용물을 섞고 실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입원시 인플

온에서 30분간 놔둔 후 0.05 ml의 잘 부유된(well-su-

루엔자양 임상상(influenza like illness : ILI)이 있거나 최

spended) 0.5%의 병아리 적혈구를 항원 희석 wells 과

근 인플루엔자양 증상의 병력이 있고 현존하는 하기도

적혈구 대조 well에 첨가하고 적혈구 대조 well의 세포가

감염증이 있는 경우 또는 기존의 만성질환이 악화된 경

굳어져서 음성 양상을 보일 때까지 실온에서 적혈구가

우를 포함하였다. 만성질환자의 범주는 1997년 국내에서

가라앉게 놔둔 후 판독한다. 완전히 혈구 응집이 억제되

정한 기준에 따라 만성 심혈관계질환자, 만성 폐 질환자,

는 마지막 well이 혈구응집 억제 검사의 역가로 삼았다.

만성 대사질환자(당뇨 및 기타 내분비질환), 만성 신장질

이 때에 A (H1N1), A (H3N2), B 등의 당시 백신 주에

환자, 만성 간 질환자, 면역저하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대한 항체가를 조사하였고 그 중 가장 높은 항체가를 나

혈색소 병증환자들로 하였다. 같은 기간 중 입원한 만성

타낸 바이러스를 환자의 증상과 연관된 원인 바이러스로

질환자들 중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의 합병증, 인플루엔

정하였다.

자 후 기존 만성질환의 악화를 제외한 모든 질환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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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항체 검사의 결과에 따라 급성 인플루엔자 감염으
3. 통계 분석

로 확인된 경우는 64명으로, 63.3%가 실제 환자군에 합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OR (odds ratio)를 계산

하였다.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정의에 따라 입원시 시행한
검사상 A/H3N2에 대해 항체가 >1:320을 보였던 경우는

해내고,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효능을 구하였다.

6명, A/H1N1에 대해서는 3명이었으며 B에 대해서는 한

Efficacy = 1-OR
or Efficacy = (1-OR)*100/OR

경우도 없었다. 초회 검사상 세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하

단, 원래 연구설계에서는 짝지은 자료이므로 조건부 로

여 1:20이하이었다 하더라도 추적검사상 어느 한가지 바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짝이 안

이러스에 대하여 4배 이상의 항체가 상승이 관찰되는 경

맞는 경우가 있어서, 짝짓기 했던 조건이었던 연령과 성

우는 A/H3N2의 경우 30명, A/H1N1 21명, B 4명이었다.
대조군 117명중에서는 이차에 걸친 항체가 검사상, 항

을 보정하여 비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체가의 4배 이상 상승으로 급성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가

결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환자군 64명과 대조

과

군 117명으로 하였다.

1. 환자군과 대조군에서의 항체가 분포
입원시 임상상에 근거하여 환자군으로 설정하였던 101

2. 조사대상자들의 임상적 특징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64.3세와 62.3세로 두 군간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Status
Age (yr) Mean±SD
Sex
Male (%)
Female (%)
Smoker Current Smoker (%)
Alcohol Current Drinker (%)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이나 흡연 또는 음주 등의 사회 습

Case
(n=64)

Control
(n=117)

P-value

64.3±11.5
35 (55.6)
28 (44.4)
33 (53.2)
19 (30.7)

62.3±12.4
60 (51.7)
56 (48.3)
43 (40.2)
31 (30.1)

0.353
0.624

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그러나 앓고 있
는 만성질환의 종류는 서로 달랐다(Table 2). 환자군에서
는 대부분이 호흡기질환(25.3%)과 심혈관계 질환(31.3%)
였던 반면에 대조군은 암(46.6%)이 가장 많았고 심혈관계

0.101
0.941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은 각각 13.4%, 6.0%로 낮았다. 또
한 두 군 간에는 독감 예방접종의 경력에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환자군에서는 최근 2년간 독감예방접종

Table 2. Comparison of Chronic Medical Condition &
Vaccination History between Groups
Case (%)
(N=64)
Chronic conditions
Cardiovascular dz
Chronic respiratory dz
Diabetes mellitus
Cancer
Chronic liver dz
Chronic renal dz
Cerebrovascular dz
Others
Vaccination (1999-2000) Hx

0.010
21 (32.8)
20 (31.3)
7 (10.9)
5 ( 7.8)
4 ( 6.3)
2 ( 3.1)
1 ( 1.6)
4 ( 6.3)
12 (18.8)

Control (%)
(N=117)

의 경험이 18.8%인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44.42%로서 대
조군에서 2배 이상 많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Pvalue

였다. 이때의 비차비(OR)은 0.328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의 예방효능은 1-0.328=0.672였다.

16
7
13
54
11
0
6
8
52

(13.7)
( 6.0)
( 7.8)
(46.2)
( 9.4)
( 0.0)
( 5.1)
( 6.8)
(44.4)

3. 예방접종의 효능
예방접종의 효능을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
으로 표시한 것은 Table 2와 같아서 만성질환자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입원예방효과는 67% (95% CI :
0.23, 0.86) 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입원 예방 효과

0.014

Table 3. Influenza Vaccine Efficacy :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hole case)
variable
Age
Sex
Smoke
Alcohol
Vaccination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0.017
0.223
0.651
-0.658
-1.125

0.014
0.487
0.487
0.458
0.415

Odds ratio (95% CI)
1.02
1.25
1.92
0.52
0.33

(0.99,
(0.48,
(0.74,
(0.21,
(0.14,

1.05)
3.25)
4.98)
1.27)
0.73)

Preventive efficacy
NS*
NS
NS
NS
0.67 (0.23, 0.86)

*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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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za Vaccine Efficacy :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Chronic cardiovascular, respiratory tract
disease patients)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Odds ratio (95% CI)

Preventive Efficacy

-0.031
0.849
0.132
-2.081
-1.708

0.029
0.827
0.234
0.833
0.614

0.97 (0.91, 1.03)
0.97 (0.46, 11.81)
2.34 (0.74, 4.98)
0.13 (0.02, 0.94)
0.18 (0.05, 0.60)

NS*
NS
NS
NS
0.82 (0.40, 0.95)

Age
Sex
Smoke
Alcohol
Vaccination
*

NS : not significant

가 비교적 낮고 95% 신뢰구간 역시 넓게 나왔는데 이것

국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2.9%, 1993년

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환자수가 적은데에서 기인

5.4% (2,362,000명)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한 것으로 해석된다.

6.8%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유병율 역시 점

반면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유병율과 사망률이 가장 문

차 높아져 만성 심질환, 간 질환, 당뇨병 등의 인구 1000

제가 되는 만성 심장질환자와 만성 호흡기 질환자들에서

명당 20여명에 육박하였거나 이미 넘은 상태이다(12). 또

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능은 훨씬 높아서 82%에 달

한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대략 매년 20%내외(10-

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40%)에서 인플루엔자가 발병하고 합병증의 발생률도 다
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따라

고

찰

서 이러한 고령인구 및 각종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인플
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집단의 증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 또는 효능을 평가하는데

를 가져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의 적응

에는 예방접종 후 인플루엔자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의

이 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감소 또는 입원율의 감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

있다. 외국에서의 보고를 보면, Gaeta 등은 만성 간 질환

적이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예방접종에 포함된 균주

자에서 HI 항체가의 양전 및 4배이상 상승이 75-85%에

와 비슷한 균주가 유행하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의 백신

서 관찰되었음을 보고하였고(13) Nikoskelaiene 등은 만

은 건강한 65세 미만의 성인에서 인플루엔자양 질환에

성 실부전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에방접종후 항체 생성율

대하여 약 70-90%의 우수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은 일반인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14). 또한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Davis 등은 65세 이상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

건강한 젊은 연령군에 비해 예방접종후 항체 역가의 상

로 한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인플루엔자 및

승폭이 적어 예방접종 후 인플루엔자양 질환에 대한 예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이 대조군에 비하여

방효과가 젊은 연령층보다 낮아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은

유의하게 낮아짐을 보고하였다(15). 그러나 아직까지 우

예방접종 후에도 인플루엔자나 인플루엔자 관련 상기도

리나라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감염에 대해 여전히 감수성이 있는 집단으로 남게 된다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예비연구

(6). 실제로 지역사회거주 노인연령층이나 만성질환자들

형식으로 진행되어 보고한 결과에서는(5) 65세 이상 노인

에서의 인플루엔자양 질환의 예방효과는 30-40%에 지나

(126명)과 만성질환자를 포함하여 접종군 300명과 비접종

지 않는다는 보고가 대부분이다(7). 그러나 이러한 문제

군 215명에서의 예방접종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1997-

점에도 불구하고 노인연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서 인플루

1998년 겨울 동안 인플루엔자양 질환의 예방효과는 21%

엔자 예방접종은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여 입원률과

였다. 효과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당시 유행한 A/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Sydney/H3N2형은 1997년 겨울에 사용한 백신균주에 포

데(8-10)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율을 30-70%

함되어 있지 않았었고, 이 연구에서는 발열, 기침, 인후통

정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9, 11). 따라서 현재 이

등의 증상 중 한가지만 있어도 인플루엔자양 질환으로

집단이야 말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말미암아 입원

정의했었기 때문에 다른 상기도 감염이 상대적으로 더

율과 사망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종

많이 포함되어 예방접종의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대상군으로 손꼽히고 있다(1).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이전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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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임상

는 어떠한지를 보는 일련의 연구과정중 최초의 연구로서

효능 평가연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인플루엔자양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차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이

질환의 예방효과가 20-30%에 지나지 않지만 호흡기 질

되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증거에 입각한 인플루엔자 예

환으로 인한 입원예방효과는 65.4%, 순환기 질환으로 인

방접종의 지침을 재정비하고 백신효과를 가늠하게 하는

한 입원예방 효과는 70.9%로 보고한 바 있다(16).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만성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플루엔자양 질환 또는 그로인한 만

질환의 유병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건학적
인 견지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다.

성질환의 악화로 입원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을지를 연

요

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만성질환자들의 속성상 지역

약

적인 코호트를 구축하여 전향적으로 관찰하기 보다는 후
향적인 조사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한 점을 이용하

목 적 :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여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한 결과이다. 저자들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미국이나

은 앞서 시행된 두가지 연구(5, 16)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국내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침에서 고령인구(50세 또

로 ‘급성 인플루엔자 감염’의 정의를 검사양성자로 국한하

는 65세 이상)와 그 외의 만성질환자들을 인플루엔자 예

여 특이도를 높임으로서 보다 정확한 백신의 효능을 측

방접종의 일차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회에 걸친 채혈이 가능하고 그

아직까지 만성질환자들에서의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

중 HI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함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 실정이며 국내에서의 만성

외하고는 급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진단하는데 있어 양성

질환의 분포가 외국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

판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저자의 임의대로 초회 검사상

연구에서는 국내 만성질환자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항체가가 1:320 이상인 경우 역시 급성 감염의 경우로 인

과 연관된 병원입원율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정하였다. 향후 단일 항체가를 기준으로 한 양성판단의

재료 및 방법 : 1999년 11월-2000년 3월(5개월간) 서울
소재 2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만성질환자중 발열과 호흡

기준에 대해서는 부가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만성질환자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 증상이 있어 인플루엔자 또는 인플루엔자양 질환이

과 연관된 전체적인 입원예방효과는 67% (95% CI : 0.23,

의심되거나 그로인한 만성질환의 악화로 추정되는 환자

0.86)이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유병율과 사망률이 가장

군과 이를 배제한 대조군을 중심으로 혈중 인플루엔자

문제가 되는 만성 심장질환자와 만성 호흡기 질환자들에

항체가를 조사하였고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력을 조사하였

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능

다. 결과의 해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 과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

은 82%에 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가 갖는 몇가지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서 2개 대학병원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항체 검사에 기

환자수가 적어 실제보다 입원 예방효과가 낮게 산출되고

준하여 최종적으로 환자군 64명, 대조군 117명이 포함되

신뢰구간 역시 넓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었다. 환자군에서는 대부분이 호흡기질환(25.3%)과 심혈

차후 대상자를 증가시켜 해결해 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

관계질환(31.3%)였던 반면에 대조군은 암(46.6%)이 가장

된다. 또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중증도에 대한 기준이 없

많았고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은 각각 13.4%, 6.0

이 단순히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서

%로 낮았다. 또한 두군간에는 예방접종의 경력에서 통계

실제의 입원예방율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때의 비차비(OR)은

으로 사료된다.

0.328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입원 예방효능은 67.2%

나라마다 인플루엔자의 유행시기가 다르고 해마다 유

이었다.

행균주가 변화하는 인플루엔자의 특성상 각국 나름대로

결 론 : 만성질환자, 특히 만성 심 폐질환들에서의 인

의 고유의 접종 시기, 접종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효과가 관

이 보다 선행하여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찰되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고위험군의 환자들에 대하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만큼, 본

여 인플루엔자 에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야 하겠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되는지, 실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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