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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티디백신)

약품성분

성분 : 성인용 흡착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흡착 파상풍 톡소이드
불활화제 : 포름알데히드
흡착제 : 수산화알루미늄
등장화제 : 염화나트륨
용제 : 주사용수

성상

황색을 띠는 흰색의 현탄액이 들어 있는 프리필드시린지

효능·효과

디프테리아, 파상풍의 예방

사용상의 주의사항

접종금기 대상

1. 급성질환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되고 난 후 적어도 2주가 경과하지 않는 자

2. 과거에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접종에 의해 일시적인 혈소판 감소증이나 신경학적 합병증이 일어났던 일이 있는 자

3. 접종 후에 합병증이 일어난 자

4. 백신성분 중 심각한 알레르기의 병력이 있는 자

5. 과거에 디프테리아 백신이나 파상풍 백신의 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

6. 과거에 디프테리아-파상풍 혼합 백신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

7. 파상풍 면역 글로불린을 단독으로 4주 간격으로 250 I.U. 2회 접종한 자

8.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9. 신생아

이상반응

1. 국소의 일시적인 발적, 종창, 동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때때로 이웃한 림프선의 종창이 발생 할 수 있음.

2. 때때로 육아종으로 진전될 수도 있고, 장액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가끔 있음.

3. 드물게 감기증상 즉 두통, 순환계통의 이상반응, 땀의 발생, 오한, 발열, 호흡곤란, 근육통 및 관절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음.

4. 드물게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의 이상반응으로 길랑-바레 증후군, 호흡계통의 마비, 사지의 마비 등이 보고된 바 있음.

5.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나 일시적인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음.

6. 드물게 말초신경의 염증반응이 보고된 바 있음.

7. 일시적인 혈소판감소증, 알러지성 신장질병, 일시적인 단백뇨 등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음

8. 알루미늄을 함유한 침강 백신이므로 작은 경결이 1개월 정도 잔존할 수 있음. 2회 이상의 피접종자에는 때때로 뚜렷한 국소반응을 나
타낼 수 있으나, 보통 수일 이내에 감소함.

TDaP (부스트릭스, 아다셀)

약품성분

주성분 : 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및 정제 백일해 혼합백신
흡착제 : 인산알루미늄

보건사업 > 예방접종 > TD/TDaP(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정제 백일해)혼합 불활성화백신)TD/TDaP(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정제 백일해)혼합 불활성화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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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제 : 2-페녹시에탄올
불활화제 :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용제 : 주사용수

효능·효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

사용상의 주의사항

접종금기 대상

1. 백신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반응이 있거나 이 백신의 성분과 동일한 백신에 의해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2. 백일해항원을 포함한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에 다른 규명할 수 있는 원인에 기인하지 않은 뇌병증이 나타난 병력이 있는 환자.

3. 진행성 신경계 질환, 조절 불가능한 간질 또는 진행성 뇌병증 환자

4. 발열성(40.5℃ 이상) 또는 급성 질환인 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응고장애 또는 항응고 치료를 받는 환자(근육주사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접종한다)

2. 면역저하자

3. 과거에 백신 성분과 유사한 성분을 포함한 백신을 접종하고 48시간내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이상 약물 반응이 있었던 환자

4. HIV 감염환자

이상반응

1. 주사부위 국소반응(통증, 발적 및 부종)으로, 각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50~92%에서 관찰되었다. 이들 반응은 백신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나타났으며, 모든 증상은 후유증 없이 소실되었다.

전신이상반응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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