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함 과장의 부푼 꿈은 휴가를 얼마 앞둔 어느 날 조각조각 났도다. 매년 홀로 여행 떠나는 골드 미스 

딸을 괘씸히 여기던 부모님이 온 가족 항공권을 갑자기 내보이며 선언하신 것이다. 올해는 반드시 온 가족 

같이 여행이라고. 이미 결제도 마쳤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설득불가. 결국 효녀 심.. 아니, 함 과장은 부모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어린 조카와 줄줄이 함께 인천공항을 향하게 되리라. 게다가 10년 째 해외 여행 

달인이라 하여, 가족들의 감염병 예방 책임까지 떠맡았다.

예방접종을 챙겨야 산다.

부랴부랴 다시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중앙의료원 홈피를 검색하는 함 과장,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아니니 

예방약은 필요 없지만 백신도 약도 없는 뎅기열이 가끔 발생하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단다. 특히 꼬맹이 조카는 아예 현지에서 살충제 처리 모기장을 구입해서 그 안에 재우기로 했다.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동안은 모기 기피제를 철저히 바르도록 준비 완료. 그런데 하필이면 홍역 발생 지역이다! 

만 4~6세에 2차 예방접종을 하니 일곱 살 조카는 당연히 맞았으리라 생각했지만, 자연주의에

솔깃한 여동생은 홍역을 포함한 MMR 2차 예방접종을 거부했단다. 기가 막힌 함 과장, 여행 갈 곳이

홍역 유행 지역이고 걸리면 자연스럽게 앓고 낫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과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겨우 설득하여, 꼬맹이 2차 예방접종도 완료.

그런데 개발도상국 여행이면 보통 A형간염도 많지 않나? 사실은 한국에도 꽤 많고 말이다. 40대 중반 이후는 

어렸을 때 많이들 앓고 지나갔으니 부모님은 패쓰~ 꼬맹이도 아주 어릴 때 맞았다고 하니 패쓰~ 하지만 20-30대 

함 과장, 여동생, 매부는 항체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 물론 함 과장은 이미 수많은 여행을 하던 시절에 맞았

지만 접종력이 없는 여동생과 매부는 문제이다. 일단 1차만 맞아도 기본 방어가 되니 접종 시작! 6개월 후 2차는 

여행 다녀와서 맞고 평생 면역이 되도록 하면 되리라. B형간염 예방접종은 예전에 모두 확실히 했으니 끝.

<전문가 컬럼>

"해외로 여행 떠나는 그대에게!"

말라리아는 백신이 아니라 예방약!

뜨거운 여름, 창 밖의 작렬하는 눈부신 햇빛에 함 과장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었다. 곧 여름 휴가! 머나먼 태평양 섬나라에 가서 

푹 쉬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간혹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가 

있는 곳이라 꼼꼼하게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여행클리닉에서 예방약도

받아 왔다.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았냐는 꼰대 박 부장에게 그런

백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한 마디 해주었다. 지카바이러스도 좀 

무섭지만 백신도 약도 없다고 하니, 모기에 안 물리도록 바르는 

기피제도 살뜰히 챙겼다. 김 대리는 스프레이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비행기에서는 부치든 기내로든 스프레이는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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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콜레라나 장티푸스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 의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맞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기는 

하지만 음식물을 조심하면 걸리는 경우가 흔치는 않으니 오지 여행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문제란

다. 대신 여행 중 설사하면 귀국할 때 공항 검역소에 꼭 신고하란다. 사실 여행의 달인인 함 과장은 항상 마개 

밀봉 생수만 사서 마시고, 익히지 않은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병에 걸린 적은 없다. 하지만 

얼렁뚱땅 부모님이나 천방지축 조카는 옆에서 잘 감시하리라. 덜렁이 매부를 위해서는 알콜 손소독제도 

준비 완료. 메르스는?이라고 묻는 여동생의 등짝을 한 번 때리면서, 우리는 중동이 아니라 동남아로 간다!

라고 해주었다. 그래도 여행 중 야생 동물이나 길거리 동물은 접촉하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20대를 한국 반 해외 반으로 보낸 함 과장이야 공수병(광견병) 예방접종도 맞았지만, 잠시 여행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과하다 싶으니, 길거리 개 조심으로 일단 갈음하기로 했다.

한국도 병 많아요.

이 모든 준비를 위해 분발하는 함 과장을 비웃는 조 과장, 자기 가족들은 국내 여행을 떠나니 그런 걱정이 

없단다. 무슨 소리! 휴전선을 따라 말라리아도 발생하고, 산과 들로 다니면 진드기에 물려서 쯔쯔가무시증

이나 SFTS에 걸릴 수 있고, 조 과장처럼 당뇨나 간염 있는 사람이 생선회를 잘못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도 

걸린다고 ‘친절히’ 일러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냐는 물음에, 함 과장은 질병관리본부와 

맺은 카톡 친구창을 보여주며 씨익 웃어주었다.

"처음에는 꿀꿀했지만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충성하는 함 과장도, 

멋진 여름을 꿈꾸는 당신도, 아프지 말고 즐겁고 멋진 휴가 보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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