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정의

Ÿ A형 간염은 간의 염증성 질환으로,�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중 A형 간염바이러스

(Hepatitis� A� virus,� HAV)에 의함

Ÿ 1940년대에 역학적으로 처음 구분되었고,� 1970년부터 HAV� 확인 및 혈청학적 검사법

이 발달됨

2� � 원인 및 전파

Ÿ A형간염은 HAV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27㎚의 껍질이 없는 RNA� 바이러스로

Picornaviridae과의 Hepatovirus� 속으로 분류됨

Ÿ 사람만이 유일한 자연숙주이며,� 수개월간 일반환경에서 생존가능함

Ÿ 건조•저온 상태에서는 1개월 이상,�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12개월 이상 안정성 유지됨

Ÿ 낮은 pH,� 상온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85℃� 이상의 고온,� 포르말린,� 염소에 의해

불활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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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병기전

Ÿ 분변,� 경구의 경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거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을 섭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파됨

Ÿ 체내에 들어온 A형간염 바이러스는 간에서 증식,� 감염 후 10-12일 후부터 바이러스 혈

증이 생기며,� 간기능 이상이 지속될 때까지 유지

Ÿ 담도계를 통하여 임상 증상의 유무와 관련없이 대변으로 배출되며,� 황달이 생기기 3-4주

전부터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함

Ÿ 바이러스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임상증상이 시작되기 2주 전이며,� 감염력 또한 가장

높음

4� � 임상양상

Ÿ 증상

-� 평균 28일(15-50일)의 잠복기 후에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간염의 임상증상이 생김

-� 발열,� 구역 및 구토,� 암뇨,�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등이며,� 다른 급성

간염과 구별이 불가능

-� 증상은 2개월 넘지 않으나,� 10-15%에서는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함

-� 만성화되는 경우는 없으나,� 드물게 생명을 위협하는 전격 간염으로 진행되기도 함

Ÿ 합병증

-� 길랑-바레 증후군

-� 급성신부전,� 담낭염,� 췌장염,� 혈관염,� 관절염

-� 일부 재발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담즙 정체성 간염 등 비전형적인 임상양상이 나

타날 수 있음

5� � 진단

Ÿ 혈청학적 진단

-� 피각(capsid)� 단백에 대한 IgM과 IgG� 검사

-� IgM� 항체는 임상 증상이 발현하기 5-10일 전,� 감염 후 6개월까지 지속,� 감염초기에

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IgG� 항체는 감염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일생 동안 항체가를 유지

Ÿ 유행 역학조사 때 DNA� 서열분석 사용

6� � 치료

Ÿ 대증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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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외 발생 동향

Ÿ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140만 명의 환자가 발생

-� 유행 양상에 따라 지역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데 고도(high� level),� 이행(transient�

level),� 중등도(intermediate� level),� 저(low� level),� 극저(very� low� level)� 풍토병 지

역(endemic� area)으로 나뉨

-� 고도 풍토병 지역은 아프리카,� 중미,� 중동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이 속하며 불량

한 위생 상태 및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A형간염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될 수 있음,�

어린 연령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보고되는 질병의 발생률은 대체로 낮

고 자연면역 획득률이 높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대유행은 드묾

-� 이행 풍토병 지역은 중국,� 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일부,� 중동 일부 지역이

속하며 지역에 따라 일부는 고도 풍토병 양상을,� 또 다른 일부는 중등도 풍토병 지역

의 양상을 보임

-� 중등도 풍토병 지역은 남유럽,� 동유럽,� 중동 일부 지역이 속하며 향상된 위생과 생활

조건으로 어린 연령에서는 A형간염 바이러스의 노출이 적고 성인 연령에서 감염이

된다.� 발병률은 고도 풍토병 지역 보다 높음

-� 저 풍토병 지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이 속하는데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

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감염되는 소아의 숫자도 적고 발병률 역시 대체로 낮음

-� 극저 풍토병 지역은 북유럽과 일본이 속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고위험군에서만 발생

그림 1.� 세계적 A형간염 발생현황

*� 출처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of� Hepatitis� A� through� Active� or� Passive�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MMWR� 1999;4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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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발생 동향

-� 2001년부터 A형간염에 대해 표본감시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는데,� 2001-2004년은

400건 이내,� 2005년은 800여건,� 2006년과 2007년은 2,000여건,� 2008년은

7,900여건,� 2009년은 15,000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0년은 감소되는 추세로 7,700여명의 환자가 발생

-� 1990년대에는 10대,� 20대에 주로 환자가 발생하고 30대는 거의 없었던 반면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10대의 순서로 발생하였다가

2008년에 들어서는 30대,� 20대,� 40대,� 10대의 순서로 발생

-� 2011년부터 전수감시로 변경되었고,� 2012년부터 연간 약 1,000명 정도가 발생

-� 2014년 지역별로 인구 십만 명당 경기 3.99명,� 인천 3.84명,� 전북 3.79명 순으로

높았으며,� 그중 경기도가 가장 높음

-�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은 과거에는 HAV� 유전체의 ⅠA유전자형이 높은 비율

을 보였으나,� 현재는 ⅢA�유전자형이 높은 비율을 보임1)

-� 1997년부터 A형간염 백신접종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 이후 출생자 전원 예방접종

실시되었고,� 2015년 5월부터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예방접종이 시행되었음

-� A형간염 항체율이 1980년대 이후로 계속 낮아져 항체 양성율이 1-4세 57.3%,� 5-9세

69.8%,� 10-47세 38.8%,� 15-19세 13.0%,� 20-29세 11-7%,� 30-39세 52.2%,�

40-49세 83.2%,� 50-59세 81.4%,� 60-69세 93.2%,� 70-79세 95.1%임2)

표 1.� 우리나라 연도별 A형간염 발생 현황,� 2001-2014

1)� Characterization� of� Acute� Hepatitis� Virus� A� Genotype� in� Korea,� JLS.2013:23(2):175-181

2)� Seroepidemiology� of� Hepatitis� A� in� Korea:� Changes� over� the� Past� 30� Years.� JKMS.� 2011;26(6):79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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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료

� -� 기간:� 2011년 1월 -� 2014년 12월

� -� 자료원:� 법정감염병(A형간염)�전수감시 자료

1� � 전국 발생분포

Ÿ 경기도의 월별 및 주별 분포는 전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월별 A형간염 발생건수,� 2011-2015.8.

그림 3.� 주별 A형간염 발생건수,� 2014-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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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국과 비슷한 연령 분포를 보였으며,�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표 2.� 연령별 A형간염 발생 현황�

-� 2012년과 비교해 보면,� 2013년을 제외하고 1960년-1999년생에서 2014년,� 2015

년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 신고연도별 A형간염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2012-2015.8.

-� 전국과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으며,� 남성은 약 60%�여성 40%의 분포를 보임

그림 5.� 연도별,� 성별 A형간염 발생분포,�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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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출생코호트별 발생 분포(경기도)

Ÿ 1980-1989년생 발생률이 가장 높음

-� 1970-1989년생은 2013년도에 감소를 보이다 2014년부터 증가 양상

-� 1990-1999년생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그림 6.� 출생코호트별 A형간염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2011-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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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감염지역 발생분포

Ÿ 매년 전국 20건 내외,� 경기도 4-5건 정도가 해외유입으로 신고

표 3.� 연령별 A형간염 발생 현황

 
5� � 지역별 발생분포(경기도)

Ÿ 경기도 44개 지역 중 19개 지역이 경기도 전체 발생률(8.1명)� 보다 높음

-� 지역별 발생률은 김포시 14.4명으로 가장 높았고,� 과천시 1.4명으로 가장 낮음

그림 7.� 지역별 A형간염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2014-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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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근 위생수준 향상 및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하여 소아기 감염은 거의 없어지고,� 항체양

성률이 낮은 성인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함

Ÿ 2008년처럼 대규모 유행가능성은 없지만,� 현증 감염 가능성이 높은 1980-1999년생에

서 지속적 발생 가능성 있음

Ÿ A형간염에서 가장 중요한 감염인자는 가족 내 감염,� 집단생활,� A형간염 유행지역으로

여행 등으로 알려져 있음

Ÿ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 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역학연구(A형간염 항

체양성률 등)� 필요함

Ÿ 20-30대에서 현증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연령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권장

및 개인위생 강조한 교육,� 홍보 강화가 필요함

0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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