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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B형간염 바이러스(HBV)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경변,간경화,간암과 같은 만성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B형간염의 감염은
임신 및 출산 중에 감염되는 주산기 수직감염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

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한 신생아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출생 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과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생후 9~15개월에 사이에 HBsAg과 anti-HBs검사를 완료하였다.검사결과를 토대
로 이들의 예방처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산모 연령,국적,
거주지,HBeAg유무,신생아의 성별,출생체중,출생일,접종일,접종백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예방처치에 성공한 경우(7,964명)와 실패한 경우(356명)인 8,320명의 정보를 가

지고,propensityscorematching을 통해 예방처치에 성공한 경우(1,587명)와 실패
한 경우(356명)인 1,943명을 분석하였다.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산모 HBeAg가 양성인 경우 산모의 HBeAg가

음성인 경우보다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2(95%CI:2.5-4.1)로 나타났다.
혈장유래백신을 접종한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을 접종한 경우 보다 실패할 상대
위험도는 3.2(95%CI:2.3-4.6)로 나타났다.이른시기에 3차접종을 한 경우 권장시기
에 접종 한 경우 보다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는 1.5(95%CI:1.1-1.9)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백신종류와 접종시기의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산모의 HBeAg가 양성인 경우 산모의 HBeAg가 음성인 경우
보다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3(95%CI:2.6-4.2)으로 나타났다.산모의
HBeAg유무,접종시기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혈장유래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보다 실패할 상대
위험도는 3.7(95%CI:2.5-5.3)로 나타났다.산모의 HBeAg유무,접종시기 변수에 대
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유전자재조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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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보다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1.7(95%CI:1.1-2.7,p=0.0278)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산모의 HBeAg유무,백신종류,접종시기가 예방처치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이 중 산모의 HBeAg유무와 백신종류가
예방처치 효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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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처음 기록된 B형간염 환자는 1883년 독일에서 인간의 림프절 조직이 포함된

두창 백신을 맞은 경우였다.20세기 중반까지 오염된 주사바늘에 의한 혈청형 간
염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B형간염 표면항원(이하 HBsAg로 약함)은 1965
년에 (Blumberg,1967)처음 발표되었다.1970년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이하
HBV(HepatitisBvirus)로 약함)입자의 존재가 밝혀진 후,HBsAg를 이용한 효과
적인 백신이 도입되었다(역학과 관리,2006).
HBV는 Hepadnarviridae과에 속하는 세포변성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간 친화

성 DNA바이러스이다.B형간염은 HBV에 의해 발생하고,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피
로,발열,근육통,관절통,식욕상실,메스꺼움 및 구토,황달(눈 흰자위,피부가 노
랗게 변함),헛배부름(오른쪽 상복부의 불편감 동반)등이 있을 수 있다.
HBV만성 보유자는 전 세계적으로 4~5억 명에 달하고 매년 HBV감염과 관련

된 사망은 100만 여명으로 추산된다.현재 지구상에는 약 20억 명이 B형간염에 감
염되었거나 감염된 적이 있고,3억 5천만 명의 만성 감염자가 있으며,2002년에는
60만 명이 B형간염으로 사망하였다.대부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태평양 도서 거
주지,중동 지방,아마존 유역과 같이 HBsAg양성 인구가 8% 이상인 거주지에서
는 대부분 출산 때 수직감염이 되거나 소아기에 가족 내 감염(수평간염)을 통해
감염된다(Lavanchy,2004).
우리나라의 HBsAg양성률의 변화는 1980년대 전반은 7.8~8.9%,1980년대 후반

은 6.2~8.1.%,1990년대 전반은 5.9~7.5%,1990년대 후반은 1.9~5.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승주,2001).임산부의 HBsAg양성률 역시 1990년 4.1%,1991년
3.8%,1992년 3.5%,1994년․1995년 3.4%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정순,1999).
0~9세 HBsAg보유자(동일 연령 인구의 1%)의 38%,10~19세 HBsAg보유자(동일
연령 인구의 2.2%)의 59.4%가 주산기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공휘,2001).
2005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30세 이상 인구의 B형간염
항원양성률이 남자 4.8%,여자 3.5%로 2001년 보다 전체 항원양성률이 1% 감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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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HBV에 의한 간염은 만성간염,간경변,원발성 간암 등과 같은 만성 간 질환
을 초래할 수 있다(역학과 관리,2006).200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간암으로 인한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이 2002년 3.1%에서 2005년 2.9%로 감
소하였고,간 질환으로 인한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은 2002년 2.6%에서 2005
년 1.9%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임산부의 HBeAg양성률이 높은 지역에서 만성간염으로 이행

되는 주요감염경로는 임신 및 출산 중에 감염되는 주산기 수직감염과 가족 내 만
성 감염자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한 학동 전기 소아 연령에서의 수평감염이다
(Stevens,1975).HBsAg 가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가족 중 어머니에서
40~80%,형제자매에서 33~67%가 HBsAg양성임이 보고되었다.비경구적 감염으
로 비위생적인 치과기구,주사바늘,침,부황,면도기,문신 등을 통해서도 전염되
며 동성연애자,마약중독자,혈액투석 치료환자,혈액취급 의료인 등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간염,1998).
HBV가 산모의 임신,분만,산욕기 동안에 HBsAg양성 산모를 통해 태아 혹은

신생아에게 전염되어,HBsAg가 양성,anti-HBs가 음성이 되는 경우를 B형간염 수
직감염 이라한다.
주산기에 수직감염이 되는 경우 만성보유자가 될 확률은 90%이상이고,1~5세

에 감염된 경우에는 25~50%,아동이나 성인의 경우는 5~10%이다(McMahon,
1985).만성보유자의 경우 성인이 된 40~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이행
되며,HBV에 의한 감염은 만성간염,간경변,원발성 간암 등 치명적인 만성 간 질
환을 초래할 수 있다(Redbook,2006).
네덜란드에서 1979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이하 HBIG로 약함)을 투여할 경우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Reesink,1979)가 발표된 이후 여러 나라에
서 수직감염 예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그 결과 출생시 HBIG와 B형간염 백
신을 접종하면 대부분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easley,
1983;Wong,1984;Lee,1991;Stevens,1992;Andre,1994).
수직감염의 위험이 높은 HBeAg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수직감염 발생은 75~80%가 예방되고 HBIG와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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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Ghendon,1990).
하지만,HBeAg양성 산모에게서 분만된 신생아의 경우 예방처치를 적절히 취

해도 5~10% 정도는 예방처치에 실패하여 만성 B형간염 보유자 상태가 된다.현재
까지 추론할 수 있는 예방처치의 실패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첫째는 신생아에게
투여되는 HBIG 성분,백신,용량,횟수,접종 시기 및 방법의 차이이다(Andre,
1994).둘째는 산모의 HBV-DNA 농도가 높은 경우이며(del,1997;김종현,2005)
마지막으로는 임신이나 분만 중 문제에 의하여 태아나 신생아에게 산모 혈액의
노출정도가 높거나,산모의 HBeAg양성인 경우(이승주,1992;홍영진,1995;Ngui,
1998)이다.이러한 예방처치 실패요인은 주산기 예방처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국가에서는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고,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를 통해 B형간염을 퇴치하고자 2002년 7월부터 B
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통해 예방처

치를 받은 신생아는 총 50,046명이다.연도 별로 2002년 5,110명,2003년 14,894명,
2004년 15,585명,2005년 14,457명이다.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록률은 2002
년 65%,2003년 89%,2004년 97%,2005년 98%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등록

된 HBsAg양성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예방처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본 연구를 통해 추후 HBsAg양성 산모에게서 태
어난 신생아들의 예방처치 방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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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HBsAg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중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참여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예방처치 후 예방처치에 성공한 군과 실패한 군을 비교하
여 예방처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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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산전 또는 분만 후 1달 이내 B형간염 검사결

과 HBsAg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 중에서 B형간염 수직감
염 예방사업에 보고된 신생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출생 시 HBIG 투여 및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하고 생후 9~15개월 사이에

HBsAg와 anti-HBs1차 검사까지 완료된 신생아는 15,941명이었다.검사결과가 확
인되지 않고,산모의 HBeAg여부가 보고되지 않은 6,585명은 제외하였다.9,356명
중 예방처치에 성공한 경우(7,964명)와 실패한 경우(356명)인 8,320명의 정보를 이
용하였다.이들 중 propensity scorematching을 통해 예방처치에 성공한 경우
(1,587명)와 실패한 경우(356명)인 1,943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22...BBB형형형간간간염염염 수수수직직직감감감염염염 예예예방방방사사사업업업
(((111)))BBB형형형간간간염염염 수수수직직직감감감염염염 예예예방방방사사사업업업 개개개요요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HBsAg양성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직감

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신생아의 HBIG,B형간염 예방접종,HBsAg과
anti-HBs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임신 중에 B형간염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가 HBsAg양성으로 보고되는 경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의 대상자가 되며,분만 시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B형간염 예방수첩」에 포
함된 쿠폰을 이용하여 예방접종과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22)))BBB형형형간간간염염염 수수수직직직감감감염염염 예예예방방방사사사업업업 접접접종종종 및및및 검검검사사사 스스스케케케줄줄줄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생 후 12시간

이내 HBIG과 1차 B형간염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생후 1개월과 생후 6개월에 2
차․3차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고,생후 9~15개월에 HBsAg과 anti-HBs검사 시
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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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HHHBBBsssAAAggg///aaannntttiii---HHHBBBsss검검검사사사 방방방법법법
검사는 해당 병원 및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결과를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지를

각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고 있다.HBsAg와 anti-HBs는 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EIA)과 화학발광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immunoassay:
CIA,Electrochemiluninescence :ECL),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
RIA),수동혈구응집법 (Passivehemagglutination:PHA),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assay:ICA)으로 측정하였다.

Newborns born from 
HBsAg(+) mothers

Computerized system
④④④④ inquiry③③③③ registration

hospitals
①①①① Submission of coupons

⑤⑤⑤⑤ payment
②②②② request
((((Coupon)))))

Public health centers(injection)

Free vaccination

Public health center (mother)

Newborns born from 
HBsAg(+) mothers

Computerized system
④④④④ inquiry③③③③ registration

hospitals
①①①① Submission of coupons

⑤⑤⑤⑤ payment
②②②② request
((((Coupon)))))

Public health centers(injection)

Free vaccination

Public health center (mother)

Picture 1. The Prevention of HBV Vertical Transmiss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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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산모의 연령,국적,거주지,

HBeAg유무,신생아의 성별,출생체중,출생일,접종일,접종백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HBsAg와 anti-HBs검사결과는 각 보건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1. HBV state of infants born to HBsAg carrier mother in the registry of 

the Prevention of HBV Vertical Transmission Program in Korea    

HBVstateofinfants
n %

propensityscore
HBsAg Anti-HBs n
negative negative 1,006 10.8
negative positive 7,964 85.1 1,587
positive negative 356 3.8 356
positive positive 30 0.3 -

Total 9,356 10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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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용용용어어어 및및및 변변변수수수 정정정의의의
(((111)))적적적기기기접접접종종종 시시시기기기
적기접종 시기는 ACIP(미국 예방접종심의위원회),WHO(세계보건기구),우리나

라 질병관리본부(역학과관리,2006)자료를 참고하여,최소연령과 최소접종간격을
고려한 각 차수별 이른접종,적기접종 및 지연접종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
다.(Table2)

Table 2. Recommendations for hepatitis B vaccine to childhood immunization 

schedules

DoseMinimumage
Minimum interval
betweendose Early On-time Late

HBIG
1 birth 4wk birth

(within24hr)
birth

(since24hr)

2 4wk 8wk within4wk
after1dose

4wk-60day
after1dose

since60day
after1dose

3 6m within150day
after2dose

150-180day
after2dose

since180day
after2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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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각각각 변변변수수수 정정정의의의
Table 3. Variable definition

Variable Definition
Prevention
result

․Successgroup:InfantswithHBsAg(-)andanti-HBs(+)
afterreceivingHBIGand3dosesofHBVvaccines
․Failuregroup:InfantswithHBsAg(+)andanti-HBs(-)
afterreceivingHBIGand3dosesofHBVvaccines

Maternalage ․Dividedintothreegroups(<29y,29~32y,≥33y)baseon
anaccumulatedpercentage

Maternal
nationality

․Native(Korea)

․Foreigner(China,Vietnam,Philippine,theothers)

Maternal
residence

․Citygroup(Seoul,Busan,Daegu,Inchen,Gwangju,
Daejeon,Ulsan)
․Countrygroup(Gyeonggi,Gangwon,Chungbuk,
Chungnam,Chonbuk,Chonnam,Kyungbuk,Kyungnam,Jeju)

Maternal
HBeAgstate

․Positive
․Negative

Infant
birthweight(g)

․<2000g
․≥2000g

Infantgender ․Male
․Female

Vaccines ․Plasma-derivedvaccines
․Recombinantvaccines
․Administrationofdifferentvaccines

Recommendation
schedule*

․Earlyvaccination
․On-timevaccination
․Latevaccination

* Table 2. reference



-10-

555...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직감염 예방에 성공한 군과 실패한 군으로 나누어,산모의 연령,국적,거주

지,HBeAg유무와 신생아의 성별,출생체중,백신종류,접종시기가 이들의 예방처
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ASstatisticalpackage,version9.12를 사용하였다.산

모와 신생아의 인구학적 특성(산모연령,국적,거주지,HBeAg여부,신생아의 성
별,출생시 체중)을 이용하여 propensityscore를 추정하였고,예방접종 성공 군과
실패 군의 표본크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추정한 propensityscore로 matching
을 하였다.propensityscorematching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들을 이용하여 신생
아들의 예방처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예방접종 성공과 실패 여부에 관련된 독립변수들의 교차비(OddsRation(OR))

를 추정하기 위해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단변량 로지스틱 분석 후
예방접종 성공과 실패 여부에 유의한 관련 요인은 후진 제거법(backward
selection)을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 시킨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통계
적 검정은 유의수준 5%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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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산모의 연령,국적,거주지,HBeAg유무,신생

아의 출생체중,성별,백신종류,접종시기로 조사하였다.예방처치에 성공 한 경우
는 7,964명(95.7%),예방처치에 실패 한 경우는 356명(4.3%)으로 전체 8,320명이었
다.
산모의 연령을 누적 백분율에 따라 삼분위인 29세 미만,29~32세,33세 이상으

로 나누었다.29세 미만은 2,221명(26.7%),29~32세는 3,663명(44.0%),33세 이상은
2,436명(29.3%)이었다.외국인은 77명(0.9%)이고,내국인 8,243명(99.1%)이었다.특
별시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3,849명(46.3%),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4,471
명(53.7%)이었다.산모의 HBeAg가 양성인 경우는 2,781명(33.4%),HBeAg가 음
성인 경우는 5,539명(66.6%)이었다.(Table4)
HBsAg 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중 남자는 4,196명(50.4%),여자는

4,124명(49.6%)이고,출생 시 체중에 따른 2000g미만 미숙아로 보고된 경우는 81
명(1.0%),2000g이상 만삭아로 보고된 경우는 8,239명(99.0%)이었다.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는 7,400명(88.9%)으로 혈장유래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481명
(5.8%),두 가지 백신을 교차접종 한 439명(5.3%)보다 빈도가 높았다.2차접종을
적기에 접종 한 경우는 8,027명(96.5%),3차접종을 적기에 접종한 경우는 6,519명
(78.3%)이었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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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Overall no.(n=8,320)

failure success
Total % n % n %

Overall 8,320 356 7,964
Maternalage
<29 2,221 26.7 116 32.6 2,105 26.4

29~32 3,663 44.0 155 43.5 3,508 44.1
≥33 2,436 29.3 85 23.9 2,351 29.5

Maternalnationality
native 8,243 99.1 354 99.4 7,889 99.1
foreigner 77 0.9 2 0.6 75 0.9

Maternalresidence
city 3,849 46.3 170 47.8 3,679 46.2
country 4,471 53.7 186 52.2 4,285 53.8

MaternalHBeAgstate
positive 2,781 33.4 220 61.8 2,561 32.2
negative 5,539 66.6 136 38.2 5,403 67.8

Infantgender
male 4,196 50.4 187 52.5 4,009 50.3
female 4,124 49.6 169 47.5 3,955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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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ontinued

Characteristic
Overall no.(n=8,320)

failure success
Total % n % n %

Infantbirthweight(g)
<2000g 81 1.0 3 0.8 78 1.0
≥2000g 8,239 99.0 353 99.2 7,886 99.0

Vaccine(3dose)
recombinantDNA 7,400 88.9 275 77.2 7,125 89.5
plasma-derived 481 5.8 55 15.5 426 5.3
administrationofdifferent 439 5.3 26 7.3 413 5.2
Recommendedvaccinations
2dose
early 192 2.3 5 1.4 187 2.3
on-time 8,027 96.5 346 97.2 7,681 96.5
late 101 1.2 5 1.4 96 1.2
3dose
early 1,295 15.6 77 21.6 1,218 15.3
on-time 6,519 78.3 252 70.8 6,267 78.7
late 506 6.1 27 7.6 47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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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성성성공공공군군군과과과 실실실패패패군군군의의의 비비비교교교 특특특성성성
8,320명 중 예방처치에 성공한 경우는 7,964명(95.7%),예방처치에 실패한 경우

는 356명(4.3%)이었다.Table5와 같이 예방접종 성공 군과 실패 군의 표본크기가
7,964명과 356명으로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이 자료로 통계분석을 실시할 경우
선택편견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Lori,2001).이에 실패 군의 산
모와 신생아의 인구학적인 정보(산모연령,국적,거주지,HBeAg유무,신생아의
성별,출생체중)와 일치하는 성공 군을 matching 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였다.propensityscore는 8,320명의 신생아와 산모의 인구학적
인 정보를 통해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으로 propensityscore를 추정하였다.실패
군의 propensityscore와 일치하는 성공 군 대상자를 찾아 matching한 결과 성공
군 1,587명과 실패 군 356명 총 1,943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Table 5. HBV state and protection state of infants born to HBsAg carrier 

mother 

HBVandsuccess-failurestateofpreventionof
theinfantsstudied Number Percentage

HBsAg anti-HBs prevention n %
negative positive success 7,964 95.7
positive negative failure 35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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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HBeAg유무에 따른 산모의 HBeAg가 양성인 경우,실패 군에서 220
명(61.8%),성공 군에서 530명(33.4%)으로 HBeAg가 양성인 경우 실패 군에서 높
은 분포를 나타냈다.(Table6)
백신종류에 따른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실패 군에서 275명

(77.2%),성공 군에서 1,425명(89.8%)으로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실패
군에 비해 성공 군에 분포가 높았다.혈장유래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실패 군에서
55명(15.5%),성공 군에서 85명(5.4%)으로 혈장유래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실패 군
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이른시기에 3차접종을 접종한 경우,실패 군에서 77
명(21.6%),성공 군에서 249명(15.7%)으로 성공 군에 비해 실패 군에 분포가 높았
다.(Table6)
산모의 연령,국적,거주지,신생아의 성별,출생시 체중,2차접종 적기성 여부

는 예방처치 결과 성공 군과 실패 군에 차이가 없었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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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based on data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Characteristic
Totalno.(n=1,943)

failure success
n % n %

Overall 356 1,587
Maternalage
<29 116 32.6 518 32.6

29~32 155 43.5 689 43.4
≥33 85 23.9 380 24.0

Maternalnationality
native 354 99.4 1,573 99.1
foreigner 2 0.6 14 0.9

Maternalresidence
city 170 47.8 742 46.8
country 186 52.2 845 53.2

MaternalHBeAgstate
positive 220 61.8 530 33.4
negative 136 38.2 1,057 66.6

Infantgender
male 187 52.5 768 48.4
female 169 47.5 819 51.6

Infantbirthweight(g)
<2000g 3 0.8 15 1.0
≥2000g 353 99.2 1,572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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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based on data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continued

Characteristic
Totalno.(n=1,943)

failure success
n % n %

Vaccine(3dose)
recombinantDNA 275 77.2 1,425 89.8
plasma-derived 55 15.5 85 5.4
administrationofdifferent 26 7.3 77 4.8

Recommendedvaccinations
2dose
early 5 1.4 37 2.3
on-time 346 97.2 1,535 96.7
late 5 1.4 15 1.0
3dose
early 77 21.6 249 15.7
on-time 252 70.8 1,247 78.6
late 27 7.6 9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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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각각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예예예방방방처처처치치치 결결결과과과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산모의 연령(age),국적(nationality),거주지(residence),HBeAg 유무(HBeAg

state),신생아의 출생체중(birthweight),성별(gender),백신종류(vaccines),접종시
기(recommendationschedule)변수들이 예방처치 결과(preventionresult)와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사용된 변수는 아래와 같다.(Table7)

Table 7. Characteristics of variable 

Variable Variablecharacter

Preventionresult 0:HBsAg(-),
anti-HBs(+)

1:HBsAg(+),
anti-HBs(-)

Maternalage 0:<29세 1:29~32세 2:≥33세

Maternal
nationality 0:native 1:foreigner

Maternal
residence 0:city 1:country

Maternal
HBeAgstate 0:negative 1:positive

Infant
birthweight(g) 0:<2000g 1:≥ 2000g

Infantgender 0:male 1:female

Vaccines 0:recombinant
DNAvaccines

1:plasma-derived
vaccines

2:Administration
ofdifferent

Recommendation
schedule 0:on-time 1:early 2: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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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산모의 HBeAg가 양성인 경우,산모의 HBeAg
가 음성인 경우에 비해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2(95%CI:2.5-4.1)였다.
혈장유래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
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2(95%CI:2.3-4.6)였다.이른시기에 3차접종을 접종한
경우, 권장시기에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1.5(95%CI:1.1-1.9)였다.(Table8)
교차접종으로 접종한 경우,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

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1.5(95%CI:0.9-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2차
접종을 이른시기에 접종한 경우,권장시기에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치에 실패
할 상대위험도가 0.9(95%CI:0.2-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2차접종을 지
연시기에 접종한 경우,권장시기에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
험도가 1.5(95%CI:0.5-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3차접종을 지연시기에
접종한 경우,권장시기에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1.3(95%CI:0.9-2.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8)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백신종류,접종시기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

에서 산모의 HBeAg가 양성인 경우,산모의 HBeAg가 음성인 경우에 비해 예방
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3(95%CI:2.6-4.2)이였다.산모의 HBeAg,접종시기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혈장유래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유전자재조합백신
으로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7(95%CI:2.5-5.3)이였
고,교차접종으로 접종한 경우,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비해 예방처
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1.7(95%CI:1.1-2.7)이였다.(Table8)



-20-

Table 8. Factors associated with protection in infant's HBV vaccination

Predictor

Univariatelogistic
regression

Multivariatelogistic
regression

Odd
Ratio

95%
CI* p-value Odds

Ratio
95%
CI*† p-value

MaternalHBeAgstate
negative 1.0 1.0
positive 3.2 2.5-4.1 <.0001 3.3 2.6-4.2 <.0001
Vaccine (3dose)
recombinant
DNA 1.0 1.0

plasma-derived 3.2 2.3-4.6 <.0001 3.7 2.5-5.3 <.0001
administration
ofdifferent 1.5 0.9-2.4 0.0621 1.7 1.1-2.7 0.0278

Recommendedvaccinations
2dose
early 0.9 0.2-1.5 0.2772
on-time 1.0
late 1.5 0.5-4.1 0.4379
3dose
early 1.5 1.1-1.9 0.0067
on-time 1.0
late 1.3 0.9-2.1 0.1866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Based on data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Final main-effects model. Variables in column 1 with p<.05 were eliminated 

through standard backward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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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의 목적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통해 등록된 HBsAg양성 산

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수직감염 예방처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는 것이었다.연구 대상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등록된 대상자 중
생후 9~15개월에 HBsAg․anti-HBs1차 검사를 완료하여 검사결과 및 산모의
HBeAg유무가 확인된 9,3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HBsAg음성,anti-HBs양성으
로 예방처치에 성공한 7,964명(85.1%)과,HBsAg양성,anti-HBs음성으로 예방처
치에 실패한 356명(3.8%)의 정보를 기초로 하였다.propensityscorematching을
통해 예방처치에 성공한 경우(1,587명)와 실패한 경우(356명)인 1,943명을 비교하였
다.그 결과 수직감염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산모의 HBeAg가 양성인 경우 음성
인 경우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B형간염 3회 접종을 혈장유래백신으로 완
료한 경우와 교차접종으로 완료한 경우 보다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기초접종 3회
를 완료한 경우 수직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propensityscore는 matching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란변수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propensityscorematching은 대조군과 환자
군의 인구학적 특성을 가장 가까운 확률로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환자군에서 한
대상자의 propensityscore가 있으면,이와 유사한 propensityscore확률을 나타내
는 대조군을 찾아 matching을 하고,그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다음 matching하는
과정을 시행하게 된다(Rosenbaum,1983;Rubin,1996).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전 검사 시 B형간염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HBsAg양성이면,출산 시 적절한 예방처치를 취한 후 B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전 검사 시 B형간염 검사를 권장하고 있으며,HBsAg

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HBeAg유무를 검사하는 경우는 88.6%였다.검사방법으
로는 병원의 경우 EIA 76.4%,RIA 14.2%,(R)PHA 7.5.%,기타 1.9%였다.의원의
경우 EIA 39.3%,RIA 22.0%,(R)PHA 38.1.%,기타 0.6%로 병원보다 의원이
(R)PHA를 이용한 검사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서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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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인정한 B형간
염 검사 방법은 EIA,ECL,CIA가 있다.이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권장하는 정
밀검사 방법이다.RIA검사는 비록 정밀검사이지만,검사 시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
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R)PHA.ICA는 일반검사로 민감도가 낮아 인정되지
않는 검사 방법이다.본 연구에서 9,356명의 검사방법은 EIA 7,269명(77.7%),ECL
636명(6.8%),CIA 1,191명(12.7%),RIA 161명(1.7%),(R)PHA 58명(0.6%),ICA 32명
(0.3%)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병원 및 검사 수탁기관에서 HBsAg양성인 산모의 경우 HBeAg검사를 시행하

고,HBsAg․anti-HBs의 검사방법으로 일반검사를 지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할 필요성이 있다.
B형간염의 전파경로는 크게 수직감염(verticalinfectionorperinatalinfection)

과 수평감염(horizontalinfectionorpostnatalinfection)으로 나눌 수 있다.현재까
지 알려진 수직감염 요인으로 산모의 HBsAg,HBeAg 양성일 때,산모의
HBV-DAV,DNA -polymerase역가가 높을 때,임신 마지막 3개월 때 급성 또는
만성간염에 이환 되었을 때(Balisteri,1988)수직 감염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신생아에게 투여되는 HBIG 성분,백신,성분,용량,횟수,접종 시기 및 방
법의 차이(Andre,1994)가 수직감염 예방처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임신이나 분만 중에 태반출혈,조기 양막 파수,분만시간,분만방법 등 산과적 문
제에 의하여 태아나 신생아에게 산모 혈액의 노출정도가 높은 경우(Ngui,1998)
수직감염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Song등(2006)에 의하면,산모의 HBsAg양성,HBeAg양성,HBeAg음성인 경

우 수직감염 될 확률이 각각 12%,0%,21%로 보고하였다.del등(1997)은 590명의
HBsAg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 후 1년 안에 HBsAg양성이 된 8
명(1.4%)의 경우는 HBeAg 가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 이었고,
HBeAg음성인 476명의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1명만이 5년 후 HBsAg로
보고하였다.Wang등(2003)에서는 HBeAg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24명 중 3명이
수직감염 되었고,HBeAg음성인 산모에서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HBsAg양성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적절한 예방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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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음에도 356명(3.8%)은 수직감염 예방에 실패하였다.산모의 HBeAg가 양성
인 경우 음성인 경우에 비해 수직감염 될 확률이 3배정도 높았다.
백신의 경우 최근에는 혈장유래백신보다 생산가격도 저렴하고 높은 안정성을

가진 유전자재조합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일부 유전자재조합백신은 혈장
유래백신 보다 안정성 및 면역성이 높고 저 용량이라도 소아에서 효과적인 백신
으로 알려져 있다(서정기,1991;최용묵,1991).
선행연구에서 HBeAg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생시 HBIG와 B형

간염 백신 20mg씩 기초접종 3회를 완료한 경우,예방처치 효과는 유전자재조합백
신 95%(Lee,1991),혈장유래백신 88~97%(Beasley,1983),80%(Steven,1992)로 보
고되었다. 10mg씩 접종했을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 90%(Lee, 1997),
100%(Poovorawan,1997),혈장유래백신 84%(Steven,1992)로 보고되었다.출생시
HBIG를 투여하지 않고 B형간염 백신 10mg씩 기초접종 3회를 완료한 경우,유전
자재조합백신 95%(Poovorawan,1997),혈장유래백신 83%(Tin,1987)로 보고되었
다.
본 연구에서도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기초접종 3회를 완료한 경우 혈장유래백

신으로 기초접종 3회를 완료한 경우 보다 수직감염에 성공할 확률이 3배정도 높
았다.현재 혈장유래백신은 HBsAg보유자의 혈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한
백신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이 줄고 있는 백신이다.우리나
라에서는 2004년 생산이 중단되어 2007년 2월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앞으로는
국내에 유전자재조합백신만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B형간염 수직감염에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HBeAg유무가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 대상자는 제외된 것이다.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산
모의 HBV-DNA titer는 분석되지 않았다.하지만 HBeAg가 양성인 경우 음성에
비해 HBV-DNA titer(간염,1985;vaccines,2004)가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추
후 연구에서는 HBeAg유무와 HBV-DNA titer의 누락 없이 예방처치 효과에 변수
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방처치 후에도 수직감염 예방에 실패한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예방

처치 방법이 연구되고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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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HBsAg양성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예방처치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

구를 하였다.출생 후 HBIG와 B형간염 예방접종 3회를 시행한 후,생후 9~15개월
에 HBsAg과 anti-HBs검사를 완료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propensity
scorematching을 사용하여 표본크기를 보정한 다음 예방처치 성공한 군 1,424명
과 실패한 군 356명,총 1,7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단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HBeAg가 양성인 경우,HBeAg가 음성인
경우보다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2(CI:2.5-4.1)였다.혈장유래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보다 예방처
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2(CI:2.3-4.6)였다.3차접종을 이른시기에 접
종 한 경우,권장시기에 접종한 경우 보다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
도가 1.5(CI:1.1-1.9)였다.

2.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백신종류,접종시기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산모의 HBeAg가 양성인 경우,HBeAg가 음성인 경우보다
예방처치에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3(CI:2.6-4.2)이였다.산모의 HBeAg,
접종시기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혈장유래백신으로 접종한 경
우,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보다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3.7(CI:2.5-5.3)이였다.산모의 HBeAg,접종시기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차접종으로 접종한 경우,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보다 실패할 상대위험도가 1.7(CI:1.1-2.7)이었다.

3.단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교차접종 1.5(CI:0.9-2.4),2차접종을 권장시기
보다 이른시기에 접종한 경우 0.9(CI:0.2-1.5),2차접종을 권장시기보다 지
연시기에 접종한 경우 1.5(CI:0.5-4.1),3차접종을 권장시기보다 지연시기
에 접종한 경우 1.3(CI:0.9-2.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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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권장하고 있는 HBsAg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예
방처치 방법은 9,359명 중 7,964명(85.1%)에게서 효과적이었다.하지만 적절한 예
방처치에도 불구하고 356명(3.8%)은 예방처치에 실패하여 수직감염으로 보고되었
다.나머지 1,362명(14.6%)은 재접종 및 재검사가 권장되는 대상자였다.예방처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모의 HBeAg유무,백신종류,접종시기가 조사
되었다.이중 산모의 HBeAg유무 및 백신종류가 수직감염으로부터 성공과 실패
여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백신종류의 경우 2007년 2월이면 유전자재조합백
신만이 사용되어 질 것이다.산전 검사 시 HBsAg양성인 산모의 경우 HBeAg유
무를 반드시 검사하여 양성인 경우 보다 더 적절한 예방처치와 주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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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etheefficacyofimmunoprophylaxistoPreventPerinatalVertical
TransmissioninInfantsBorntoHBsAgPositiveMothers

SooJinPark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OhrrHeechoulM.D,PhD)

Globally,hepatitisB virus(HBV)isa majorcause ofacute and chronic
hepatitis.Ageatthetimeofacuteinfectionistheprimarydeterminantofthe
riskofprogressingtochronicHBVinfection.Morethan90% ofinfantsinfected
perinatallyarelikelytodevelopchronicHBV infection.Between25% and50%
ofchildreninfectedbetween1and5yearsofagebecomechronicallyinfected,
whereasonly2% to6% ofacutelyinfectedolderbecomechildrenandadults
developchronicHBVinfections.
Thisstudy had a aim to evaluatetheefficacy ofimmunoprophylaxisin

infantsborntoaHBsAgpositivemother.Thesubjectswereinfantsborntoan
HBsAg (hepatitisB surface antigen)positive motherfrom the registry the
preventionprogram ofHBV verticaltransmissioninKoreafrom July2002to
December2005.Infantswere received hepatitisB immune globulin (HBIG)
0.5mland0.5mlhepatitisBvaccineatbirth,followedbytheremainingdoses
intheseriesandtestedforHBsAgandanti-HBsat9~15month.Thisstudy
matching had used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the efficacy of
immunoprophylaxis compared one preventing verticaltransmission success
groupwiththeotherpreventingverticaltransmissionfailur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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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nivariatelogisticregression analysis,amaternalHBeAgpositivestate,
plasma-derived vaccines and a early in the third dose ofvaccine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vertical hepatitis B viral infection.I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a maternalHBeAg positive state,
plasma-derivedvaccinesandadministrationofdifferentvaccinewere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ofverticalhepatitisB viralinfection.From thefindings,
HBIG andathree-dosehepatitisBvaccinationregimenweregenerallyeffective
inpreventingverticaltransmissionininfantsborntoHBsAgpositivemothers.
Thisstudysuggeststhatadditionalimmunoprophylaxisareneededtoprevent
verticaltransmissionininfantsborntoHBeAgpositive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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