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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fluenza is the representative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causing significant high
morbidity. Vacc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influenza. To cope with both unstable
supply and increasing demand of influenza vaccine with more flexibility, we studied the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half dose intradermal injection of influenza vaccine in healthy adults compared with
full dose intramuscular injection method.
Materials and Methods : We conducted a randomized, open-label trial in healthy adults of age 15 to
64 years.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either a recommended dose of influenza vaccine
ⓡ
(Fluarix , Injection Prefilled Syringe, GlaxoSmithKline, hemagglutinin antigen (HA) 15 μg) via intramuscular route (designated as control group) or a half recommended dose (HA 7.5 μg) via intradermal
route (designated as experimental group). Blood samplings were done before and more than 28 days
after vaccination. We measured the changes in hemagglutination-inhibition (HAI) antibody titers and
compared geometric mean titers, seroconversion rates, seroconversion factors and seroprotection rates
of each group. Local and systemic adverse events were assessed after vaccination.
Results : In antibody titer against all three antigens (A/H1N1, A/H3N2, B) was more evident in
intramuscular injection group but intradermal group with half dose showed acceptable immunogenicity
fulfilling criteria for Committee for Proprietary Medicinal Products (CPMP). Likewise, seroprotection
rates for all three viral strain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lthough
local reactions were significantly more frequent and lengthy in intradermal group than in intramuscular
group, the reactions were mild and transient.
Conclusion : Compared with intramuscular injection of full dose influenza vaccine, intradermal
injection of half dose resulted in comparable immunogenicity in healthy adults. Intradermal administration of half dose influenza vaccine could be a practical alternative plan to expand the supplies of
influenza vaccine, but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in high risk groups.
Key Words : Influenza vaccination, Intradermal injection, Intramuscular injection

서

론

인플루엔자는 매년 높은 이환율과 사망율을 보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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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특히 노인이나 심폐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폐렴과 같은 이차 합병증을
초래하여 입원율과 사망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
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1).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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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것이야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여 항원에 대한 항체형성 효과가

말로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가

근육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백신 항원만으로

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 우수한 면역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백신은 가장 효과적인 인플루엔자의 예방법이다. 인플

다(8).

루엔자 면역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혈구응집 항원

저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

(HA) 15 µg을 포함하는 백신을 근육내 주사하는 경우,

루엔자 백신을 권장량의 절반 용량으로 줄여 피부내 주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백신주사자의 70- 90%에서 인플

사한 후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기존

루엔자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따라서 나라마다

권장량을 근육내 주사한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이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인플루엔자 백신

적은 혈구응집 항원 용량으로 효과적인 면역반응을 유도

주사정책을 만들어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방법으로 피부

10- 4월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므로 10월을 전후하

내 주사법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

여 백신을 주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백신 보급율은 2004년 통계에

재료 및 방법

의하면 인구 1,000명당 359도스로 세계적으로 캐나다 다
음으로 높으나(3) 백신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인플루엔자 백신생산능력을 가진 나

1. 연구 대상

라는 9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나라에서 생산한 백신

근육내 주사 군은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의 주사법과

의 대부분을 선진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전세계 인구의

동일하게 제 용량(1 dose : HA 15 µg)의 인플루엔자 백신

88%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는 고위험

을 근육내 주사한 군으로 정의하였고, 피부내 주사 군은

군에게 조차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주사하기가 어려운 상

절반 용량(1/2 dose : HA 7.5 µg)을 피부내 주사한 군으로

황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선진

정의하였다.

국의 경우에도 백신의 오염이나 제조상의 문제, 새로운

양 군을 95% 신뢰구간으로 비교할 때 80% 이상의 통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예기치

계학적 유의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 군당 50명 이상의

않은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처할 마땅한

인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2005년 8월부터 2005년 11월

수단이 없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까지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에서 모집된 15세에서 64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A/H5N1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

사이의 건강한 성인 남녀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2배 이상의 백신 용량이 필요할

시행하였다. 모집된 성인들은 무작위 배정으로 피부내 주

것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4). 이 연구대로라면 현

사 군과 근육내 주사 군으로 나뉘었다. 모두 115명이 모

재 A/H1N1, A/H3N2, B 세 항원에 대한 혈구응집 항원

집되었고 54명이 피부내 주사 군에, 61명이 근육내 주사

을 15 µg씩 포함한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전세계 생산

군에 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량이 1억 도스임을 생각할 때, A/H5N1으로 인한 대유행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Institutional R eview

시 세계 인구의 2% 미만에서만 백신주사를 받을 수 있다

B oards의 승인을 받았다.

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5). 이러한 사태는 불가

모집 대상자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피하게 심각한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주사 받은 자, 계란이나 백신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밖에 없을 것이다.

자, 급성 발열이나 동반된 염증이 있는 자, 임신부는 제외

이전부터 백신 부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하였다.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백신의 용량을 줄여 주사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근육내 주사에서

2. 연구 방법

사용하는 권장량보다 적은 용량의 백신을 피부내 주사함
으로써 권장량을 근육내 주사했을 때와 유사한 면역효과

1) 연구 참가자들의 무작위화

를 기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6, 7). 이는 피부에

두 군의 참가자들에게 백신 주사 전, 상자 속에 들어있

는 포식세포(macrophages)와 가지세포(dendritic cells)를

는 10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뽑도록 하였다. 뽑은 공에

포함한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가 근육보다

적힌 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피부내 주사 군에 배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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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홀수일 경우에는 근육내 주사 군에 배당하였다. 절반

족할 때 백신의 면역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도의 인원이 모집된 시점에서 홀수와 짝수의 분배를

CPMP 기준을 요약하면 18- 60세의 성인에서는 혈청전환

반대로 하여 양 군을 배당하였다.

율, 혈청전환인자, 혈청보호율이 각각 40%, 2.5, 70%를

2) 백신 및 백신의 투여 방법

60%를 초과해야 한다(9).

초과해야 하고, 61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각각 30%, 2.0,
백신은 F DA의 공인을 받은 prefilled 주사기에 담긴
Ⓡ

인플루엔자 백신(F luarix , Injection Prefilled Syringe,

5) 백신 주사 후의 부작용 및 이상 반응 조사

GlaxoSmithK line) 0.5 mL , 0.25 mL 의 두 종류를 사용하

참가자들에게 백신 주사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설문

였고, 제 용량(1 dose)인 0.5 mL 에는 A/New Caledonia/

지를 주사 당시와 추적 검체 채취 당시에 나누어준 후

20/99 (H1N1)와 유사 균주인 A/New

Y ork/55/2004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통증, 이상감각,

(NY MC X - 157)의 혈구응집 항원 15 µg, A/California/7/

붉어짐, 부기, 경화 등의 국소 반응과 37.5℃ 이상의 발열,

2004 (H3N2)와 유사 균주인 A/New Caledonia/20/99

쇠약, 무기력 등의 전신 반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IV R - 116)의 혈구응집 항원 15 µg, B /Shanghai/361/2002

었다.

와 유사 균주인 B /Jiangsu/10/2003의 혈구응집 항원 15

있을 시에는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사전에 설명하

µg이 포함되어 있었고, 절반 용량인 0.25 mL 에는 동일한

였다.

또한 연구 기간 중에 이외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혈구응집 항원들이 7.5 µg씩 포함되어 있었다. 피부내 주
사 군에게는 절반 용량의 백신을 아래팔 앞부위(forearm)

6) 통계처리

에 피부내 주사하였고, 근육내 주사 군에게는 제 용량의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프로

백신을 어깨세모근(deltoid muscle)에 근육내 주사하였다.

그램은 SPSS 13.0K O for W indows (SPSS Inc.)를 이용하

백신 주사는 1명의 전문 간호사가 전담하였고, 피부내 주

였다. 양 군의 기하평균 역가와 혈청전환인자는 Student’s

사 후에는 주사 부위의 팽진(wheal)을 확인하여 주사가

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혈청전환율과 혈청보호율은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였다.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양 군의 차이를
비교하여 P - value<0.05를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3) 면역원성 측정

간주하였다.

참가자들로부터 주사 전과 주사 후 4- 6주에 채취한 두

결

쌍의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 20℃ 이

과

하에 동결 보관하였다. 검체가 모두 수집된 후 A/New
A/Panama/2007/99

2005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모두 115명의 참가자

(H3N2), B /Jilin/20/2003- like virus의 세 항원에 대한 혈

들을 모집하였고 이 중 105명(피부내 주사 군 49명, 근육

구응집 억제(HAI)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다(2).

내 주사 군 56명)에서 연구를 완료하였다. 중도 탈락한

4) 면역원성 비교

지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혈액 채취를 거부하였다. 참가

Caledonia/20/99

IV R

116(H1N1),

사람 10명 중 4명은 추적이 불가능하였고, 6명은 사전인
A/H1N1, A/H3N2, B 의 세 항원의 기하평균 역가

자들의 중간 연령은 양 군 모두 24세로 젊은 성인이 주

(geometric mean titer, GMT ), 혈청전환율(seroconver-

를 이루었고, 양 군간 성별과 연령, 키와 몸무게 등 기본

sion rate), 혈청전환인자(seroconversion factor), 혈청보

특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value>0.05, T able

호율(seroprotection rate)을 구하여 양 군을 비교하였다.

1).

혈청전환율(seroconversion rate)은 혈구응집억제 항체 역
가가 4배 이상 증가한 사람들의 백분율로 정의하였고 혈
청전환인자(seroconversion factor)는 백신 주사 후 혈구

1.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인플루엔자 백신 면역원성
비교

응집억제 항체 역가의 증가 배수를 기준하였으며 혈청보

인플루엔자 백신을 주사하기 전, 피부내 주사 군과 근

호율(seroprotection rate)은 혈구응집억제 항체 역가가 40

육내 주사 군의 A/H1N1, A/H3N2, B 의 세 항원에 대한

이상인 사람들의 백분율로 구하였다. 이들 세 가지 측정

혈구응집억제항체 역가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CPMP 기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만

차이가 없었으나 주사 후에는 피부내 주사 군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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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70.0±3.7, 164.6±2.5, 62.0±2.4, 근육내 주사 군에서는

(P - value=0.01), A/H1N1, B 항원에 대해서는 양 군 모두

각각 475.5±3.4, 270.0±2.7, 107.7±2.6으로 근육내 주사 군

에서 40% 이상을 나타내어 CPMP 기준을 만족하였다.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value=0.01, 0.01, 0.01; T able 2).

A/H3N2, B 항원에 대한 혈청전환인자는 피부내 주사 군

항원 A/H3N2에 대한 혈청전환율은 피부내 주사 군

에서 1.9, 2.3으로 근육내 주사 군의 3.8, 3.9보다 낮았는데

32.7%, 근육내 주사 군 58.9%로 피부내 주사 군에서 근

이는 CPMP 기준인 2.5보다 낮은 수치로 혈청전환 요소

육내

로만 비교한다면 피부내 주사 군에서는 근육내 주사 군

주사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에 비하여 백신의 면역원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Healthy Adults (N=
105)
Characteristics
Number (enrolled)
(eligible)
Age (years)
Median
Range
Male/Female (No.)
Weight (kg)
Mean
Range
Height (cm)
Mean
Range

Full-dose
intramuscular
injection

Half-dose
intradermal
injection

61
56

54
49

24
22-31
30/26

24
21-33
31/18

0.70

62.5
42.0-90.0

65.0
45.0-95.0

0.30

171.0
150.0-187.0

172.0
154.0-184.0

0.29

그러나 양 군 모두에서 A/H1N1, A/H3N2, B 항원에 대
한 혈청보호율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혈
청검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절반 용량의 인플루엔자 백

P-value

신 피부내 주사는 CPMP 기준에 합당한 면역원성을 보였
다.
2. 백신 주사 방법에 따른 안전성 비교
연구 기간 동안에 백신 주사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0.33

은 관찰되지 않았다. 주사와 관련된 국소반응은 85%
(89/105명)에서 나타났고 피부내 주사 군에서 빈번하였다.
피부내 주사 군에서 나타난 국소반응의 종류별 빈도는
통증, 붉어짐, 부기 순이었으며, 근육내 주사 군에 비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P - value<0.05, T able 3). 이 중

Table 2. Geometric Mean HAI Antibody Titers Before and After Intramuscular and Intradermal Influenza Vaccination
*

Variable (95% CI )
Geometric mean titer (Mean±SD*)
Before vaccination
†
After vaccination
Seroconversion rate (% )
Seroconversion factor
Seroprotection rate (% )

Full-dose intramuscular injection
(N=55)

Half-dose intradermal injection
(N=52)

A/H1N1

A/H1N1

A/H3N2

50.9±2.6 70.4±2.0
475.5±3.4 270.0±2.7
80.3
58.9
9.4
3.8
100
98.2

B
27.7±2.1
107.7±2.6
76.8
3.9
91.1

A/H3N2

B

P-value
A/H1N1 A/H3N2

40.0±2.9 84.7±2.4 26.9±2.1
270.0±3.7 164.6±2.5 62.0±2.4
69.4
32.7
63.3
6.8
1.9
2.3
100
100
87.8

0.29
0.01
0.26
0.70
0.05

0.25
0.01
0.01
0.06
1.00

B
1.00
0.01
0.14
0.04
0.40

*

standard deviation, †4-6 weeks after vaccination
Abbreviation : confidence interval

Table 3. Local and Systemic Symptoms according to Influenza Vaccination Methods
Full-dose intramuscuar injection
(N=56)

Half-dose intradermal injection
(N=49)

P-value

0 (0)
0
0
3 (5.4)
1
0
13
1

26 (53.1)
17
15
16 (32.7)
10
9
31
7

0.00
0.00
0.00
0.00
0.003
0.001
0.00
0.02

6 (10.7)

14 (28.6)

0.03

Local symptoms (No.(% ))
Redness
Diameter>3 cm
Duration>3 days
Swelling
Diameter>3 cm
Duration>3 days
Pain
Duration>3 days
General symptoms (No.(% ))
Fever or myal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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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1/49명)에서 3일 이상 증상이 지속 되었다. 근육통

는 희망이 제시되었다(6, 7). 항원제시세포는 우리 몸에

을 포함한 전신반응은 피부내 주사 군과 근육내 주사 군

침입한 외부 항원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개

의 각각 28.6%, 10.7%에서 관찰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시하는 세포로 피부의 25%가 이 세포의 일종인 가지세포

하게 피부내 주사 군에서 더욱 빈번하였다(P - value=0.03,

로 덮여 있다(8). 따라서 피부의 면역체계는 백신 주사의

T able 3).

우수한 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B 형 간염 백신의
경우 건강인을 대상으로 권장량 20 µg을 근육내 주사한

고

찰

군과 1/10 용량인 2 µg을 피부내 주사한 군의 면역원성
을 비교한 연구에서 적정 반응 기준에 도달한 정도가 각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며 유행 시기 동안의 인플루

각 93%와 81%로 나타났다(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권장

엔자나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으로 인한 사망율과 입원율

량의 1/6을 피부내 주사했을 때의 항체 역가가 권장량을

의 증가를 야기한다. 인플루엔자는 다른 호흡기 질환과

근육내 주사했을 때보다 높게 형성됨을 보여주었다(14).

감별이 어렵고 가장 흔한 합병증이 폐렴으로 나타나므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도 기존 근육내 주사량의 1/5,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율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2/5의 용량으로 피부내 주사를 하였을 때 권장량을 근육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1918- 1991년 기간 동안 인플루엔

내 주사했을 때만큼 우수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나타냄이

자로 인한 연평균 초과 사망율은 100,000명당 7.5- 23명에

확인된 바 있다(6, 7).

해당하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 비용의 증가는 연간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11,000- 18,000달러에 달하였다(10). 최근 전세계가 주목하

기존의 절반 용량으로 피부내 주사한 경우의 면역원성과

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으로 이

안전성을 기존의 주사법과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한 국내

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백

의 첫 연구로서, A/H1N1, A/H3N2, B 의 세 항원에 대한

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A/H5N1의 경우 아직

항체반응은 두 방법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까지 환자발생 수준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대유행이

백신주사 후 항체가 자체는 근육내 주사 군에서 유의하

발생한다면 기존의 인플루엔자보다 전염력과 치사율이

게 높았으나 혈청 보호율은 두 군 모두에서 80% 이상으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 대유행이 예견될

로 나타나 CPMP 평가기준항목 중 하나 이상 만족해야

때에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인플루엔자 백신의

하는 기준에 합당한 면역원성을 나타내었다. A/H3N2에

주사 대상을 인플루엔자 합병증의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

대한 혈청전환율의 경우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

한 성인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백

는 A/H3N2에 대한 주사 전 항체가가 각각 84.7과 70.4로

신의 수요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다른 두 항원에 비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백신주사 후

하지만 백신의 제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수

항체가 양전되거나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하는 사람의

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인플루엔자 백신

수가 다른 두 항원의 경우에 비해 적었기 때문일 것으로

은 제조방법 또한 까다로워서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추정된다. 따라서 절반 용량의 피부내 주사는 기존 용량

한다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렵다. 2004년 미국에서 발

의 근육내 주사만큼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생했던 백신의 오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공급 부족 사태

주사 부위의 국소 또는 전신 부작용은 피부내 주사 군

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12). 당시 미국

에서 보다 흔하게 관찰되었으나 모두 경미하였고 일시적

정부는 백신 주사 대상을 극히 제한함으로써 위기를 극

이었다.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보다(15) 높은

복하려 하였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빈도로 관찰되었던 이유로는 부작용 평가를 설문지를 통

이 후 한정된 용량의 백신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주사

해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다소 과대 평가 되었

하기 위한 방안들이 궁리되었다. 여기에는 백신에 포함된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주사

항원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항원 보강제(adjuvant)를 추

는 전문간호사 1인에 의해 시행되었으므로 주사자에 따

가하거나 근육 이외의 주사 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해

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당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적절한 피부내 주사가 이루어

적은 용량의 백신을 피부내 주사함으로써 우수한 면역

졌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동일

원성을 증명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백신의 피부내 주사

한 주사자가 백신 주사를 시행하였고 피부내 주사를 한

가 백신의 제한된 공급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이 되리라

후에는 팽진 형성 여부로 적절성을 판단하였지만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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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하

mittee for Proprietary Medicinal Products (CPMP) 기준

주사는 피부내 주사에 비해 저하된 면역 반응을 보이는

을 만족하는 면역원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세 바이러스

것으로 알려져 있어(16), 피하 주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 모두에 대한 혈청보호율은 두 주사 방법 간에 유의한

실제보다 낮은 면역원성을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백신 주사 후의 국소적 부작용은

결론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 절반 용량의 인플루엔자
백신 피부내 주사는 기존 용량의 근육내 주사에 비하여

피부내 주사에서 더 빈번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경미하였고 일시적이었다.

뒤지지 않는 면역원성을 나타내었다. 비록 발진, 부종 등

결 론 : 인플푸엔자 백신을 권장량의 절반 용량으로 피

국소 부작용이 근육내 주사보다 유의하게 많았지만 심각

부내 주사한 경우 제 용량을 근육내 주사한 경우와 유사

한 중증 부작용은 없었기에 향후 적은 용량의 인플루엔

한 면역원성을 나타내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피부내 주

자 백신의 피부내 주사는 백신 부족의 위기에 대처하기

사는 백신 공급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

있을 것이나 고위험군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구는 20대의 건강한 성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결과
를 노인, 심폐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인플루엔자의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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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은 용량의 인플루엔자 백신 피부
내 주사법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목 적 : 인플루엔자는 매년 높은 이환율을 보이는 대표
적인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백신 주사는 가장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예방법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의 불안정,
백신 수요량의 증가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백신(절반 용량)을 기존의 근육
내 주사가 아닌 피부내 주사함으로써 충분한 방어항체가
형성되는지의 여부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알아보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15- 64세의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
으로 무작위 개방표지시험(randomized, open- label trial)
을 시행하였다. 이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고,
대조군에게는 인플루엔자 백신 제 용량(full- dose)을 근육
내 주사하였고 실험군에게는 인플루엔자 백신 절반 용량
(1/2- dose)을 피부내 주사하였다. 주사 전과 주사 28일
이후에 혈구응집억제(HAI) 항체 검사를 시행하여 각 군
의 기하평균 역가(geometric mean titer), 혈청전환율
(seroconversion rate), 혈청전환인자(seroconversion factor), 혈청보호율(seroprotection rate)을 비교하였다. 또한
백신 주사 이후 국소적, 전신적 이상 반응 여부를 평가하
였다.
결 과 : A/H1N1, A/H3N2, B 의 세 항원에 대하여 근육
내 주사 군에서 항체가의 상승이 보다 뚜렷하였으나 피
부내 주사 군 역시 절반 용량 투여에도 불구하고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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