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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율은 5∼10% 정도로 일단 감염되면 보전적인 치료 외
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러나 B형간염 예방접종 후 정상 성인의 5∼15%가 항체
생성에 실패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혈액투석, 면역저하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흡연도 예방접종에 대한 항
체생성 저하와 관련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비만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비만과 B형간염 예방접종 후 무반응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아산병원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비만 환자 및 가정의학과 외래를 내원한 정상체중 환자에
대해 연령별 짝짓기를 2:1로 하여 과거력상 간염을 앓은 적이 없으면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여 비만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내원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문진표를 통하여 B형간염 백신 접종유무, 음주, 흡연 상태에 대해 조사하였고, 대상자가
anti-HBs 보유는 방사선면역측정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 총 306명의 대상자 중 남자는 72명(23.5%), 여자는 234명 (76.5%)이었다. anti-HBs (-)군에서
anti-HBs(+)군에 비해 40세미만의 연령군과 비만군, 흡연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성별과 음
주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i-HBs(-)가 되는 관련요인으로 비만과 흡연이 교차비 2.25,
2.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연령, 성별, 음주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비만은 흡연과 더불어 B형간염 예방접종 후 anti-HBs 생성을 감소시키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
다. 비만인에서 접종량 및 주사부위, 주사바늘의 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체중조절 및 금연을 했
을 때 anti-HBs 생성 및 보유율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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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보고자 하였다.

론

B형간염 바이러스는 급․만성간염을 일으키는 병원

방

체로 만성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면 만성 간질환, 간경

법

1. 연구대상

변 및 원발성 간세포암을 동반하여 높은 이환율과 사
1,2)
망률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 세

서울아산병원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비만 환자와 (체

계적으로는 약 3억 5천만명의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2 18)
질량지수 ≥25 kg/m ) 가정의학과 외래를 내원한 정

있고 매년 100∼150만명이 B형간염과 관계된 질환으

상체중을 가진 환자 (체질량지수 <25 kg/m2)18) 중 B형

3)
로 사망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B형간염의 유행지역

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

으로서 국민의 5∼10%정도가 B형간염 바이러스를 보
4,5)

였다. B형 간염 만성보유자이거나 과거력상 간염을 앓

유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 이와 같이 B형 간염

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임산부, 수유부 및

은 질환의 심각성 및 높은 보유율 뿐만 아니라 일단

심한 간기능 장애, 신기능 장애, 암질환인 경우도 제외

감염되면 보존적인 치료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 중

하였다. 연령 분포를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비만클리

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82

닉으로 내원한 비만 환자와 가정의학과 외래로 내원한

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

정상체중 환자에 대해 2:1 성별․연령 (±2세) 짝짓기

3)

를 시행하여 306명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점차 감염률이 낮아지고 있다 .
그러나 B형간염 예방접종 후 정상 성인의 5∼15%

2. 변수측정

가 항체 생성에 실패한다고 보고되고 있고6∼9), 이러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무반응자에게서 임상경과가 경하기는 하나 B형간염에
예방접종을 시행받지 않은 사람

Index, BMI; 체중(kg)/신장(m)2)을 계산하였으며 BMI

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

2
18)
25 kg/m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여 비만여부를 판

한다. 또한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비용-효

정하였다. 내원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문진표를 통

과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하여 B형 간염 백신 접종유무, 음주력, 흡연력에 대해

이 요구된다.

조사하였다. 대상자가 1년 이내 시행된 검사를 통하여

10)

감염된 사례가 있어

B형간염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anti-HBs 보유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를

인은 백신의 항체생산능력, 백신의 보관방법, 접종부

제외하고는 HBsAg와 anti-HBs에 대해 방사선면역측

위 등이 중요하며 또한 피접종자의 특성 및 건강상태

정법 (Radioimmunoassay, RIA)으로 분석하였다.

3)

와 관련이 있어 , 혈액투석자, 면역저하자, 고연령, 여

3. 통계분석

성, 비만, 과다 흡연 및 음주 등이 항체형성을 감소시
11∼16)

. 혈장 백신을 접종하여

통계학적 분석은 컴퓨터 통계프로그램인 SAS

조사한 일부 연구에서 성별-보정 비만도가 75백분위수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2를 이용하여

미만인 정상체중군에서는 63.3%에서 항체가 생성된

자료정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i-HBs 보유군과

반면, 75백분위수를 넘는 비만인에서 29.3%만이 항체

2
비보유군간의 변수 비교는 χ -test를 이용하였다. 항체

가 생성되어 비만인에서 유의하게 낮았다는 외국의 보

보유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신 무반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고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만 인구가 점차 증
17)

응자인 Anti-HBs 비보유 상태를 종속변수로 하고

비만인에서 B형간염 예방접

관련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종 후 anti-HBs의 생성 및 보유 상태에 대한 연구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차비 및 95% 신뢰구간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서의

구하였다.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만과 B형간염 예방접종 후 무반응과의 연관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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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06)
Males (n=72)

Females (n=234)

No (%)

No (%)

≥40

45 (62.5)

164 (70.1)

<40

27 (37.5)

70 (29.9)

≥25

48 (66.7)

156 (66.7)

Variables
Age (years)
2

BMI (kg/m )

<25

24 (33.3)

78 (33.3)

Alcohol*

Drinker

48 (66.7)

79 (33.8)

Non-drinker

24 (33.3)

155 (66.2)

Smoking*

Smoker

31 (43.1)

19 ( 8.1)

Non-smoker

41 (56.9)

215 (91.9)

2

* P-value<0.05 by χ -test

Table 2. Associated Factors According to Anti-HBs Status after
Hepatitis B Vaccine
Variables
Sex
Age (years)*

Anti-HBs (+)

Anti-HBs (-)

No (%)

No (%)

Male

53 (21.3)

19 (33.3)

Female

196 (78.7)

38 (66.7)

≥40

180 (72.3)

29 (50.9)

<40

69 (27.7)

28 (49.1)

BMI (kg/m2)*

≥25

159 (63.9)

45 (79.0)

<25

90 (36.1)

12 (21.0)

Alcohol

Drinker

98 (40.3)

27 (48.2)

Non-drinker

145 (59.7)

29 (51.8)

Smoker

34 (13.8)

16 (28.6)

Non-smoker

212 (86.2)

40 (71.4)

Smoking*

2

* P-value<0.05 by χ -test

결

과

2. Anti-HBs 보유 여부에 따른 관련요인 비교
Anti-HBs의 상태에 따른 연령, 성별, 비만, 음주, 흡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총 306명의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72명 (23.5%), 여
자는 234명 (76.5%)이었다. 성별에 따른 연령 및 비만
여부는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 음주와 흡연여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남자에서 음주자

연여부를 비교한 결과 Anti-HBs(-)군에서 Anti-HBs
(+)군에 비해 40세 미만의 연령, 비만, 흡연자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성별과 음주여부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및 흡연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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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Independent Predictors for Poor Response of
Anti-HBs to Hepatitis B Vaccine
Variabl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Sex

1.38

0.66∼2.86

Age

0.98

0.95∼1.00

2.25

1.11∼4.58

2

BMI ≥25 kg/m
Alcohol

0.97

0.50∼1.86

Smoking

2.22

1.02∼4.82

3. 관련요인별 B형간염 예방접종 무반응자에
대한 교차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anti-HBs(-)와 관련
된 요인으로 비만이 교차비 2.25 (95% 신뢰구간: 1.11∼
4.58)로, 흡연이 교차비 2.22 (95% 신뢰구간: 1.02∼
4.82)로 나타나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음주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고

국소혈관 수축작용으로 인한 HBsAg과 면역세포의 접
21,22)

촉지연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만은 anti-HBs의 생성을 실패하게 하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1∼16) 본 연구에서도 anti2
HBs(-)군에서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의 비만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비만군에서 anti-HBs(-)
의 경우가 22.1%로 정상체중군의 11.8%보다 유의하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군에서 11.8%가
무반응자로 나온 소견은 다른 보고들이 결과와6∼9) 일

찰

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만군에서 22.1%가 무반응

B형간염 예방접종 후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은 백신
자체의 항체생성능력과 보관방법, 접종시기, 접종량,
3)
접종부위, 접종방법 등과 관련이 있으나 피접종자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4).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는 항체 생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혈액투
석,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의 면역억제 상태에서는 항
8,19,20)

체생성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러나 건강

자로 나온 소견은 혈장 백신을 이용하여 조사한 일부
11)

외국의 보고인 70.5%에 비해

11∼16)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군에서 항체보유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
접 비교는 어려우나 백신의 종류, 접종 부위가 달라서
일 수도 있으며, 비만의 정도가 한국인에 비해 서구인에
서 더욱 심하다는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비만이 항체 생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분명하지 않
으나, 지방층은 탐식세포 등이 적기 때문에 백신 내의

.

연령은 anti-HBs 생성을 감소시키는 위험요인으로
14∼16)

낮게 나타났다. 즉 서

구인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본 연구에서의 비만

인에서도 연령의 증가, 여성, 비만, 음주, 흡연이 항체

알려져 있으나

.

본 연구에서는 anti-HBs(-)군에서

40세 미만의 분포가 오히려 많았는데 이는 anti-HBs(-)
군에서 비만군이 많았고, 비만클리닉으로 내원한 환자
의 연령이 가정의학과 외래 환자들의 연령보다 낮았기
21,22)

때문으로 여겨진다. 흡연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anti-HBs(-)군에서 흡연자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많았다. 흡연이 항체생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탐식세포와 임파구의 기능저하와 nicotine의

HBsAg이 지방층에 지체되어 변성이 초래되고, 혈관
21)
투입이 지연되어 면역반응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 둔부

부위의 접종은 삼각근 부위의 접종보다 두꺼운 지방층으
23)
로 인해 항체 생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둔

부의 지방 두께와 백신 무반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산화 X선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둔부 지방 두
께를 분석한 연구에서, 3.5 cm 주사바늘을 공히 사용
하였을 때 남성의 85%, 여성의 95%에서 주사바늘이
24)

지방층에 위치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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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할 경우 주사바늘이 충분히 근육내에 도달

과가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면역증강반응에 의

할 수 있도록 주사바늘의 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해 추가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항체보유가 지속될 수

24)

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남성의 15%에서보

다 여성의 5%에서만 주사바늘이 근육층에 도달했다는

31)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피하지방층이 두꺼운 것과

본 연구를 통해 비만은 흡연과 더불어 B형간염 무

관련되며 여성에서 무반응자가 많은 것과 연관된다고

반응자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대한 강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무반응자의 차

조는 중요하며, 비만인에서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무반응이 접종량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주

면역이 저하된 일부 집단에게 백신의 용량이나 접종

사부위가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원인인지를 파악

의 횟수를 늘려 항체생성을 유도하는 방법을 착안하여

하여 비용-효과측면에서도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

흡연자나 비만인에게도 백신의 용량을 증가시켜 접종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체중조절 및 금연을 했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건강한 무반응자에게

때 anti-HBs 생성 및 보유율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

25∼28)

3회 재접종 후 항체생성률이 37.5∼44%였으나

2

구가 필요하다.

배량의 1회 접종 후 항체생성률은 67∼76.5%로 높게
29)
나타났다 . 실제로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투석환자

ABSTRACT

등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나 B형간염 표지자 양성인
Background: Early field trial of the hepatitis B

어머니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2배 용량을 추천하고
30)

있다 . 예방접종의 양이 소아보다 성인에서 많은 점

vaccine reported a poor response in 5∼15% of

을 볼 때 비만인의 경우 정상체중군에 비해 상대적으

recipients. Hemodialysis, immunosuppression, age,

로 접종량이 부족하여 항체생성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

smoking and obesity have been reported to be

고 여길 수 있으므로 체중이 따라 접종량을 다양화시

associated with poor anti-HBs response. There were

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scant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anti-HBs response. We conducted this survey to

연구 대상이 서울 지역 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assess obesity as a risk factor of poor response to

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둘째,

hepatitis B vaccine.

후향적 조사로 환자의 기억에 의해 B형간염 백신 접

Method: Study participants included 204 obese

종유무만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항체생성능력에 미치

adults who visited obesity clinic and 102 adults with

는 또 다른 요인인 백신종류, 접종시기, 접종량, 접종

normal weight who visited department of family

부위, 접종방법, 추가접종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

medicine in a general hospital. Information on

다는 점이다. 예방접종에 의해 획득된 anti-HBs 역가

hepatitis B vaccine, smoking, alcohol drinking was

는 3회 접종 후 1∼2개월 후에 가장 높고 시간이 경과

obtained by a self-questionnaire. Body mass index

3)

함에 따라 점차로 감소하므로 접종된 시기가 오래되

(BMI) was assessed and anti-HBs was measured by

었을수록 역가가 낮아지고 낮아진 일부 환자에서 anti-

radioimmunoassasy (RIA). We analyzed the asso-

HBs(-)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anti-HBs(-)의 경우 원

ciated factors for poor response of hepatitis B

래 항체생성에 대한 무반응이었는지, 항체역가가 낮아

vaccine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져 항체보유능력이 감소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Results: The proportion of age under 40 years,

없었다. 그러나 예방접종 후 항체가 생성되면 다소간

obesity, and smok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의 변화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HBsAg 보유율이

anti HBs(-) group than anti HBs(+) group. The odds

높은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B형간염에 노출되는 효

ratio for anti HBs(-) in obesity group was 2.2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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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만학회지: 제 12 권 제 4 호 2003 －

CI: 1.11∼4.58) and that in smoker was 2.22 (95%

protection last? Lancet 1984;324:458.

CI: 1.02∼4.82).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8. Haldler SC, Francis DP, Maynard JE, Thompson

between age, sex, or alcohol drinking and anti

SE, Judson FN, Echenberg DF, et al. Long-term

HBs(-)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mmunogenicity and efficacy of hepatitis B

Conclusion: Obesity and smoking have been

vaccine in homosexual men. New Eng J Med

recognized as related factors of poor response to

1986;315:209-14.

hepatitis B vaccine. Vaccine dose, injection site, and
length

of

needle

have

to

be

considered

9. Coursaget P, Chotard J, Vincelot P, Diopmar I,

for

Yvonnet B, Sarr M, et al. Seven year study of

acquisition of anti HBs to hepatitis B vaccine in

hepatitis B vaccine efficacy in infants from an

obese subjects. Further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endemic area(Senegal). Lancet 1986:1143-5.

the effect of quitting smoking and weight control to

10. Bortolotti, Crivellaro C, Paornaro E, Realdi G.

improve response of hepatitis B vaccine.

Hepatitis B in a nonresponder to hepatitis B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ccine. Infection 1988;16: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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