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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1년 2월 말부터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을 실제

로 투여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코

로나19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

에 따르면 올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3분기까지 일반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

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연령(고령),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의료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접종 권장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선 지금 이번 호에

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COVID-19의 정보 및

백신에 대해서 정부 공식 자료와 최신 문헌을

리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Fig 1. Corona Virus (Merck)

COVID-19 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으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 되었습

니다. SARS-CoV-2는 Coronaviridae에 속하

는 RNA바이러스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으며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입니다.

증상에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

렴 등 호흡기 감염증이 있고,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

다. 치료는 수액 보충, 해열제 등의 보존적인 대

증치료가 있고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

다. 전세계적 치명률은 국가별∙연령에 따라 매우

상이하지만 WHO에 의하면 2.22%입니다

(2021.02.26 기준).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주로 중증 증상을

나타내거나 사망합니다.

Fig 2. 국내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2020.02.26기준)

COVID-19 과
코로나 백신

COVID-19 발생 현황

코로나19가 WHO에 최초 보고된 지 약 1년 2

개월이 된 지금, 전세계 220개국에서 발생되었

고 , 확 진 자 는 113,540,338 명 , 사 망 자 는

2,519,268명, 치명률은 2.22% 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1억3

천만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아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국내에서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

을 목표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글. 이형우 약사

편집. 서범석 약사



RNA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적이나,
생백신에 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제조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쉽게 주성분인 RNA가
분해되어 안정성이 좋지 않아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며, 이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
로 제품화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재조합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
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
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입니다. 재조합 항원 단백질으로는
면역반응이 낮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면역증강제
가 포함된 제형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전성이 높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
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
는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입니다. 감염 바이러스
확보 시 신속 개발이 가능하고 제조방법이 단순
하며, 중화항체 유도가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높은 생
물안전등급의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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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어떻게 바이러스 감염
을 예방하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으면, 백신의 항원

성분이 면역세포(B 세포)를 자극시킵니다. 자극

된 B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만들어 몸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 경우, 몸

속의 중화항체가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외 면역세포(T 세포)에 의

해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별도 기전도 있습니다.

코로나백신의 종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백신 플랫폼 기술이 사
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백신 플랫폼에 따라 코
로나19 백신의 종류가 나뉩니다. 코로나19백신
의 종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인
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
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Fig  3. 코로나19 백신의예방원리 ( 식약처보도자료)
Fig  4.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식약처보도자료)

종류 백신 기전 상품명

RNA 백신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스푸트니크V

불활화 백신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사용 시노팜, 시노백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 노바백스 백신

Fig 3. 코로나19  백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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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변종 출현

바이러스는 변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새로운 변종이

발생합니다. 2020년 가을에 영국(UK)에서 많은

수의 돌연변이가 있는 B.1.1.7 이라는 변종바이

러스가 발견 되었습니다.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

스는 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사망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남아프리카에서 B.1.351이

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으며 브라질에서는

P.1 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최

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종끼리 변이된 바

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변이된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더 강한지, 중증도

가 더 심각한지, 현재 사용하는 검사방법으로 진

단이 되는지, 현재 사용중인 약이 듣는지, 현재

의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내에서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99건(영국 변이 80건, 남아

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 /21.2.17일 0시

기준)입니다.

WHO에 의하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는 약 1.5배 전파력이 증가됐다고 보고됐고, 브

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가능성이 있으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높은 재(再)감염률이 특징입니

다.

코백스를 통하여 일부 백신이
공급 된다는데 코백스란?

코백스(COVAX,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백신개발을

담당하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참여하여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

벌 협력체입니다.

코백스는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참

여국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와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코백스 AMC

(Advanced Market Commitment)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고 있으며, 코백스

AMC와는 다른 체제로 백신을 공급됩니다.

Fig 5. Corona Vaccines (Wikimedia)

Fig 6. Corona Virus (NI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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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되나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30일 코백스 측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11.7만 도즈(1분기; 3월말)과 아스트라제

네카 백신 약 260만 도즈(상반기)에 대해 2월 중순 이후 공급 계획을 공식 통보 받았고, 현재 후속 행정 절

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600만 회분)을 추가 구매 계약(2.15) 하고, 당초

3분기였던 공급 시작시기를 1분기(3월 말)로 앞당겼으며, 그간 구매 계약 논의를 진행해 온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4천만 회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약사와 조기 공급 협상 결과에 따라

1분기(3월 말) 내 50만 명분(100만 회분), 2분기에 300만 명분(6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 27일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사 Pfizer AstraZeneca Moderna Janssen

개발국 미국/독일 영국 미국 미국

제품명 코미나티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

- -

플랫폼 mR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바이러스벡터백신

연령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18세 이상
(국외허가사항기준)

-

Vial 당
투여 횟수

Multi doses Vial
(6회 분)

Multi doses Vial
(10회 분)

Multi doses Vial
(10회 분)

Multi doses Vial
(5회 분)

투여법
/접종 횟수

IM/2회 IM/2회 IM/2회 1회

접종 간격 0, 21일
(3주)

0, 28일
(1회 접종 후 12주 이내 재
접종 권장)

0, 28일 1회

보관

희석 전 보관조건에 따른 유
효기간
-80~-60℃ : 6개월
2~8℃ : 5일
25℃ : 2시간

2~8℃ : 6개월

-25~-15℃ : 6개월
-40℃ 미만 금지
(드라이아이스보관금지)
2~8℃ : 30일
8~25℃ : 12시간

2~8℃ : 3개월
-20℃ : 2년

조제법 NS 1.8mL 희석 불필요 희석 불필요 희석 불필요

해동법
(상온도달시까지)
2~8℃ : 2~3시간
15~25℃ :  30분

냉동금지

1. 2~8℃ 2시간30분 소요
이후 15~25℃에서
15분 방치 후 투여

2. 15~25℃ : 1시간

자료 없음

안정성

희석 전후 차광보관
재냉동금지/ 
흔들기 금지
희석후 6시간안정(2~25℃)

차광보관
흔들기 금지
Puncture 후 6시간 안정
(2~30℃)

차광보관
흔들기 금지
Puncture 후 6시간 안정
(2~25℃)

자료 없음

허가정보 2021.02.03 식약처
특례수입

2021.02.10 식약처
품목허가

2021.(미정)
미국, 영국, 유럽 등 사전 검
토 중

Fig 7. 한국에 수입 예정된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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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감염된 경우에도 백
신을 맞아야 하나요?

급성 병증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예방 접종을 권고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중인 사람은 격리 해제 후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항체가 생성된 사람
도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간격을 권장되는 간격보다 빨
리 맞았는데 다시 접종해야 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최소접종간격

인 21일보다 일찍 2차 접종한 경우 잘못 접종한

날로부터 최소 28일 후 재접종 합니다.

화이자 코로나19백신은 WHO, CDC에서는 이른

접종에 대하여 추가접종을 권고 하고 있지는 않

으나, 영국 MHRA(영국 의약품 허가 규제청)에

서는 1차 접종 19일 이내 2차접종을 한 경우 잘

못 접종한 날로부터 최소 21일 후 추가 접종을

권고하니 접종 간격에 유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차 접종이 권장되는 간격보다 늦
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접종해야 할
까요?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시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

종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

지 않으며 1차 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가능한

빨리 접종을 시행하여 2회 접종이 완료되도록 합

니다.

백신 2회 접종이 끝나면 백신은 더
안 맞아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추가 접종의 필요성 접종시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따른 접종 횟수

외의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백신과 함께
맞아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

다. 다른 백신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합니다. 만약 14일 내에 맞으셨다고 하더라

도 재접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나요?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될 우려가 없습니다.

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기침, 후각, 미각손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접종 후 이러한 증상이 발생

되었다면 접종 전 감염이거나, 항체 생성 이전에

감염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도 맞아야 하나요?

임산부가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

과 조산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국가에서 임산부에게 투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태아나 영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므로 임부에게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유부에 접종하였을 때 모유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 또한 없으나, 수유부

가 예방접종 금기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예

방접종을 권고합니다.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2차에는 화이자로 맞을 수 있나
요?(교차접종)

현재까지 다른 종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
종에 대한 근거는 없어 1,2차 백신은 동일한 백
신으로 완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부주의로 교
차접종 되었더라도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
다.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도 맞아도
괜찮을까요?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모두 비슷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므로 투여를 권
장하며,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HIV 감염자를
포함한 면역저하자는 접종대상자일 경우 권장하
시기 바랍니다. 단, 면역저하자에게서 면역반응
(효과)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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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 COVID-19 특집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취급시 주의 사항

① 화이자 백신 1개 트레이에는 195개 바이알이 들어 있습니다.

② 1바이알에는 6회 접종용 분이 들어있습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사용시에만 6회 추출 가능.

③ 바이알에는 0.45mL의 흰색내지 미백색의 의약품이 들어 있습니다.

④ 1회 접종 용량은 0.3mL(30mcg) 입니다.

⑤ 희석 전 해동 시키기(1트레이 기준) : 냉장고(2~8℃)에서 최대 3시간 해동, 상온 시 30분.

⑥ 해동된 백신은 냉장고(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 가능하며 재냉동은 금지.

⑦ 희석 전에 10회 정도 부드럽게 뒤집어 줍니다. mRNA를 세포내로 도입되도록 도와주는 지질나노입자는 물리적

힘에 구조가 분해 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면 안됩니다.

⑧ 21G희석용 주사기로 1.8mL의 0.9% 주사용 생리식염수로 희석(재구성)하며 바이알의 공기도 1.8mL 추출하여

바이알 내 기압을 균일화 합니다.

⑨ 희석액을 넣은 바이알을 10회정도 부드럽게 뒤집어 주되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⑩ 1회용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0.3mL 을 추출한 후 바늘을 빼지 않은 채로 기포를 제거합니다.

⑪ 일단 희석한 백신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지 않습니다.

⑫ 바이알은 버리지 않고 수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취급시 주의사항

① 1바이알에는 10회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일반주사기 기준)

② 1mL 주사기, 23G/25mm 주사바늘을 준비합니다.

③ 바이알을 처음 찌른 후 파기 날짜/시간을 24시간 표기법으로 적습니다.

④ 당일 개봉백신은 당일 폐기하고, 실온 2~25℃ 누적 노출 시간이 6시간이 넘지 않도

록 합니다.

⑤ 1회 접종 용량은 0.5mL 입니다.

⑥ 바늘을 찌르기 전 기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찌를 때마다 다른 위치를 찌릅니다.

⑦ 10회 추출 후 남은 용량은 폐기합니다.

Fig 8. 화이자 콜드체인 배송 포장방법, 화이자 백신

Fig 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

LDS(Low Dead Space)주사기는 투약 후 주사기의 구조
상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주사액 잔량을 일반주사기보다
크게 줄여 잔류 부피 기준 규격인 0.070mL보다 작은
0.035mL이하로 최소화 한 제품입니다. 우측 사진을 통
하여 사용 후 주사기에 남은 약물 양을 비교할 수 있습니
다. Fig 10. 일반 주사기(上) VS LDS주사기(下)

Ref.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지침, http://ncov.mohw.go.kr/,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 www.kshp.or.kr/

http://ncov.mohw.go.kr/


이번 호에서는 2020년 8월 ONCOIMMUNOLOGY에 실린 COVID-19의 면역반응에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리뷰합니다. SARS-CoV-2는 치명적인 호흡기 감염인 COVID-19를 일으키는 인수공통감염
+ssRNA 바이러스로 무증상 또는 경미한 상부 호흡기 감염부터 빠른 진행성 폐렴, 호흡기 부전, 급성 호
흡곤란 증후군, 그리고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ARS-CoV-2에 대해 이미 연구된 기전과 SARS, MERS 등 다른 CoV를 통해 예상되는 면역 반응에 대
한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Journal Review

Cléa Melenotte, Aymeric Silvin, Anne-Gaëlle Goubet외.

ORIGINAL ARTICLE

Immune responses during COVID-19 infection

중증 환자에서 사이토카인 TNF-α, IL-6, IL-2R, IL-10, 케모카인, IL-8의 농도가 높았다. 다만,

림프구 감소증이 생기는 이유와 질환이 중증으로 되는 기전은 여전히 불분명한데, 바이러스가 비장과 림

프절을 직접 감염시키고 파괴하거나, 림프구는 활성화 되었지만 손상된 조직(특히 폐)으로 도달하지 못하

거나, 림프구 전구체 생성자체가 골수와 흉선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숙한 중성구는

질병의 중증도와 관련되며 감염 확산, 면역-혈전증, 패혈증 악화를 발생시키고 내피세포 손상과 과도한

응고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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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History of COVID-19 Infection
COVID-19는 직접적

인 세포독성, 응고 장애,

면역 반응 악화 등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

으며, 이 질환의 진행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잠 복 기 인 Phase I

(0~14일)에서는 비염,

무미각증 등의 상부호흡

기 증상과 기침, 발열,

흉통, 저산소증의 하부

호흡기 증상이 관찰된다.

Phase II는 지속적인 하

부 호흡기 증상이 특징

이며 내피 세포 손상, 면

역-혈전증, RAAS 조절

이상, 비정상적인 혈액

수치가 관찰 되며 입원

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증상 발생 9~12일 후인 Phase III에서는 면역반응이 조절되지 않아 사이토카인 폭풍과 폐색전증으로 갑

작스럽게 중증도가 악화될 수 있으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Phase IV)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Immune Responses

Fig 1. Natural history of COVID-19 infection, from incubation to critical disease.



Journal Review

SARS-CoV-2는 초기에는 IgM, IgA, 후에는 IgG에 의해 CD4+, CD8+ T세포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체액면역반응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규정하기 어렵다. COVID-19의 사망률은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 손상이 아닌, 조절되지 않는 면역병리학적 반응의 결과이며, 질병 각 단계의 면역학적 기전에 대한

고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들은 TCR 공학적 T세포의 개발이나 CoV에 감염된 세포에서

발현하는 표면 항원을 인식하는 CAR T세포를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T세포 반응: 증상이 있는 환자의 80%에서 CD4+, CD8+ T 림프구 감소가 뚜렷한데, 이는 항원제시세포

와 수지상세포 이상, 지속적인 Type1 IFN 반응, 스트레스성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증가로 인한 T세포 사

멸로 설명될 수 있다. 중증 환자에서 T세포 수는 IL-6, IL-10, TNF-α의 농도와 반비례인 반면, 회복

은 T세포의 정상화, IL-6, IL-10, TNF-α의 감소와 관련 있었다. 또한 말초에서 naïve CD4+ T세포

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기억 보조 T세포와 세포독성 CD8+ T세포는 감소했다. 총 T림프구가 800/㎕,

CD4+ 300, CD8+는 400 이하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다. 하지만 SARS-CoV-2가 T세포를 감염시킨다

는 증거는 없다.

B 세포 반응: 중증 환자에서 B 림프구 감소증이 항상 관찰되지는 않는다.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가 축적됨

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후와 관련된 이행성 B 세포는 감소한다. SARS-CoV-2가 항체 생성과 기억 B세

포에 관여하는 Tfh에 영향을 끼치는지, 초기에 PD-1/CTLA4 억제가 Tfh와 B세포 생산을 가속화하는

지 역시 불분명하다.

항체: S 단백질과 RBD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지만 항체반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혈청전환은

증상이 시작된 지 6일째에 시작되어 2주차에 최고조에 이르며 몇몇 연구에선 초기 고농도의 항체가 중등

도와 관련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25 August, 2020 ONCOIMMUNOLOGY VOL. 9, NO. 1, e1807836, DOI: 10.1080/2162402X.2020.180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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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Fig 2. Race between viral replication and immune responses during viral infection with SARS-CoV viruses.

Reviewed by 오수아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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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제정보 - 신규 연조엑스 정보

패독보폐탕 연조엑스
패독보폐탕 연조엑스는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패독산’과 폐를 보하는 ‘생맥산’을 합방한 처방

으로 기존 탕약 처방에 연조엑스 제형을 도입하여 복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유효합니다.

홍삼총명탕 연조엑스
홍삼총명탕 연조엑스는 기존 홍삼총명탕 탕약을 농축하여 연조엑스 제형으로 출시된 한약으로 기혈을

보하여 면역을 증강하고, 신체의 균형 유지를 도와주는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집
중력을 강화하고, 식욕을 촉진하며 소화를 도와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한약의 제형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복용의 편리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한 한약을 짜먹을 수 있는 형태의 연조엑스는 기존 한
약 탕제와 가장 유사한 제형이면서 한약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감소시켜 복용 편의성을 높인 형태입니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최근 새롭게 도입한 홍삼총명탕A, B, C, 폐독보폐탕, 생진증액탕 5종의 신규 연
조엑스 한약을 소개합니다.

생진증액탕 연조엑스
생진증액탕 연조엑스는 기존 생진증액탕 과립을 연조엑스로 제형을 변경하여 출시된 한약으로 음허열

증으로 인해 몸 안의 진액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입니다.

적응증
1. 성장촉진, 식욕증진, 소화촉진, 체력보강,

피로회복
2. 기억력 증진, 집중력 강화, 면역증강, 감

기예방

용법∙용량
1일 1회, 1회 1포씩 복용

홍삼총명탕A: 만 3~6세
홍삼총명탕B: 만 7~12세
홍삼총명탕C: 만 13세 이상

적응증
1. 감기,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
2. 원기부족 및 허약체질의 건강 증진

용법∙용량
8세 이상 1일 1회, 1회 1포씩 복용

적응증
1. 구강건조로 인한 증상(구강 작열감, 혀 통

증 등) 치료
2. 피부건조 및 가려움, 변비의 개선

용법∙용량
성인 1일 2~3회, 1회 1~2포씩 식전 또는 식
간에 복용

Fig 1.홍삼총명탕연조엑스 Fig 2.생진증액탕연조엑스
글. 김지현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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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은 영아와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혈관염입니다. 대부분 5세 이하의 소아에게
서 발생하지만, 어른에게서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봄, 겨울에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2∼4년 주기로 유행합니
다. 급성기에는 고용량 면역글로불린(2 g/kg) 과 아스피린(30 to 50 mg/kg daily divided into four doses)을 병용
합니다.

고용량 면역글로불린의 약리적인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cytokine에 의해 혈관 내피의 증식을 억제하고 전신적
인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열 시작 10일 이내에 썼을 때 관상동맥 합병증을 억제합니다. 이에 따
라 아스피린 단독 요법을 쓸 때의 관상동맥 이환율 20∼25%를 약 2∼4%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가와사키병에 aspirin은 항염증치료와 혈소판 응집 억제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항염증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권장 범위는 30∼100mg/kg/day로 하루 네 번 분복 할 수 있으며, 대개 권장범위

보다 낮은 30∼50mg/kg/day(max.4g/day)를 하루 네 번 분복하는데 이는 작은 용량이 이점 대비 부작용 가능성이
낮아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먼저 48시간 동안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항혈소판 효과를 위해
aspirin low dose 3∼5mg/kg/day로 전환하여 복용합니다.

아스피린 치료는 전형적인 관상동맥 이상이 없는 아이들에게 2개월 동안 투여하는데, 경우에 따라, 고용량으로
aspirin 80∼100mg/kg/day로 14일 동안 복용 후, 3∼5mg/kg/day로 전환하여 6∼8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 치료약제로 항염증제제로는 ibuprofen을 사용 가능한데, 환자가 장기간 관절염 병력이 없거나, 고용량 아
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량 면역글로불린 저항성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systemic glucocorticoids가 사용 가능합니다.

Q. 가와사키병에서 Aspirin 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코드 성분 및 함량 상품명 (제약회사) 비고

DPLVUP

1Box 중 1차복용제(1포(115.96g) 중 PEG 
3350 100g 외 2종), 2차복용제(A제(46.255g) : 
PEG 3350 40g 외 2종, B제(55.65g) : Ascorbic 
acid 7.54g 외 1종)

Plenvu Powder(파마) X선조영제

DBCF10J Baclofen 10mg/5ml Amp Lioresal(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골격근이완제

DROSUAM10 1정중 Amlodipine 5mg, Rosuvastatin10mg Rosuampin(유한) 기타의순환계용약

DROSUAM20 1정중 Amlodipine 5mg, Rosuvastatin20mg Rosuampin(유한) 기타의순환계용약

DICTB30F Icatibant acetate 31.41mg/3mL/PFS Firazyr PFS(다케다) 기타의순환계용약

DADLM20F Adalimumab 20mg/0.2ml PFS Humira(애브비)
기타의조직세포의치료및

진단

DUKPS

1포중 Pelargonium sidoides 11% ethanol 
extract(1→8~10)· Maltodextrin (1:4.56) 
102.96mg Ivy leaf 30% ethanol ext. (5~7.5→1) 
35.01mg

Umckaminplus syr(한화) 기타의호흡기관용약

신약 소식

글. 정선영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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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성분 및 함량 상품명 (제약회사) 비고

DVOSEVI
1Tab 중 Sofosbuvir 400mg, Velpatasvir100mg, 
Voxilaprevir 100mg

Vosevi(한국희귀의약품센터)
기타의화학요법제

DCMST200 Camostat mesilate 200mg/Tab Foichol(팜비오)
따로분류되지않는대사성

의약품

DDXDOPA100 Droxidopa 100mg/Tab 
Dops

OD(한국희귀의약품센터)
부신호르몬제

DESOSB40
1정중 Esomeprazole 40mg, Sodium 
bicarbonate 800mg

Esoduo 40/800mg(종근당) 소화성궤양용제

DRCD100 Racecadotril 100mg/Cap Hidrasec(애보트) 정장제

DD-MPD80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80mg/80g BTL Topisol milk lotion(코오롱)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DI-FOSTNEXT 

(1BTL=120회) 1Puff(10mg) 중 Beclomethasone 
dipropionate anhydrous (micronized) 0.1mg, 
Formoterol fumarate hydrate(micronized) 
0.006mg

Foster nexthaler(코오롱) 진해거담제

DZOPIC1 Eszopiclone 1mg/Tab Zopista(휴온스) 최면진정제

DD-KAMISG
1Tu 중 Chamomilla tinc.(1:4.5) 1,850mg, 
Lidocaine hydrochloride hydrate 200mg

Kamistad-n gel(진양) 치과구강용약

DMACP4G Polyethylene glycol 4000 4g/Pk Forlax(안국) 하제, 완장제

DH-MPRG500 Medroxyprogesterone acetate 500mg/Tab Farlutal(화이자) 항악성종양제

DC-OLAPR100 Olaparib 100mg/Tab Lynparza(아스트라제네카) 항악성종양제

DC-OLAPR150 Olaparib 150mg/Tab Lynparza(아스트라제네카) 항악성종양제

DRIVA2.5 Micronized Rivaroxaban 2.5mg/Tab Xarelto(바이엘) 혈액응고저지제

DJ20ABMJ100 Human serum albumin 20g/100ml BTL Sk albumin 20%(SK플라즈마) 혈액제제류

약제본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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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본부 소식

▶ 윤경원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 (2021.02.26)

▶ 류하영 약사 퇴사 (2021.01.08)

▶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심화실습 시작(2021.2.2 )

▶ 조제실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이전 (2021.02.06∼ )  

사진 왼쪽부터 (구)외래약국, (구)병실약국(1), (구)병실약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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