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형간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A형간염 Q&A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에 의한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15~50일(평균28일) 후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후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증상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아는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A형간염의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이 주된 치료이며, 고단백 식이요법과 간에 휴식을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격성 감염 또는 구토로 인해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 필요합니다.

A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발현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 전염력이 있으며, 특히 증상 발현 1~2주 전은 가장 감염력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때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성접촉을 통한 전파도 가능합니다. 

A형간염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A형감염의 예방을 위해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는 것이 중요한데 화장실에 다녀온 후, 음식 취급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합니다.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A형간염 면역이 없는 경우 2회 접종하여 면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모두 맞아야 하나요? 

A형간염 예방접종은 12∼23개월의 소아와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소아는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백신에 따라 6~18개월)후에 2차 접종 실시하고, 성인은 6~12개월(백신에 따라 

6~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2012년 이후 출생자는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 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9세 이상(2011.12.31. 이전 출생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형간염 진단, A형간염 항체 양성, A형간염 백신 접종력 중 한가지

 ** 고위험군  (질환별)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받는 혈우병 환자 등

                     (직업 및 상황별)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20~30대도 A형간염 예방접종 맞아야 해야하나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결과*에 따르면, 20~30대에서 A형간염 항체양성률이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갔으나, 위생상태가 개선

되면서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20~30대는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 ’15년 A형간염 항체 양성률 : 19~29세 12.6%, 30~39세 31.8%

A형간염 예방접종 전이나 후에 항체 검사를 해야하나요?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만 40세 미만에서는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전에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의 방어항체 양성률은 2차 접종 후에는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접종 후 항체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9303&cid=55758&categoryId=55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