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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약품성분

주성분

불활화한 정제 백일해 방어항원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파상풍 톡소이드

완충제 : 염화나트륨, 인산일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흡착제: 염화알루미늄6수화물, 수산화나트륨
안정제: 포도당, 염산리신
용제: 주사용수

성상 및 효능효과

백색의 침전이 있는 액상 프리필드 시린지로서 흔들면 균등한 액이 됨.
백일해,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의 예방

사용상의 주의사항

접종금기 대상

1. 발열이 있는 자 또는 현저한 영양장애자

2. 심혈관계, 신질환 또는 간질환, 혈액질환 및 발육장해 등의 기초질환 환자로서 해당질환이 급성기, 증악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자

3. 이 약 성분에 의한 아나필락시 또는 알레르기의 병력이 있는 자

4. 이 약 접종에 의해 이상한 부작용을 나타낸 일이 있는 자

5. 이전의 접종에서 2일 이내에 발열을 나타냈던 일이 있는 자 또는 전신성 발진 등의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증상을 나타냈던 일이 있는
자

6.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증상을 나타낸 일이 있는 자 및 간질과 같은 신경장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7. 진행성 퇴행신경성 질환 환자

8. 간질 또는 중추신경계의 유전적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자

9. 최초 투여시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환자

10. 과거에 면역부전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자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12. 신생아

13. 가사(질식) 또는 저혈당증의 병력이 있는 소아

14. 기타 예방접종 실시가 부적당한 상태에 있는 자

15. 치메로살에 과민증인 자

부작용

1. 국소의 발적, 종창, 수포, 동통, 알레르기 반응, 경결 또는 전신반응으로서 발열, 두통, 졸음, 피로, 권태감, 초조, 구토, 식욕감퇴,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모두 일과성으로 2~3일 이내에 소실됨 때때로 접종 후 수일이 경과하여도 국소의 발적, 종창이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알루미늄을 함유한 침강 백신이므로 작은 경결이 1 개월 정도 잔존할 수 있음. 2회 이상의 피접종자에는 때때로 뚜렷한 국
소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나 보통 수일 이내에 소실됨.

보건사업 > 예방접종 >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http://www.mokpo.go.kr)

/health/health_service
/health/health_service/vaccination
/health/health_service/vaccination/dtap


소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나 보통 수일 이내에 소실됨.

2. 드물게 쇽, 아나필락시양 증상(두드러기, 호흡곤란, 혈관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에는 충분히 관찰해야 함.

3. 드물게 (1/1,000만) 급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나타날 수 있음.

4. 보통 접종 후 수일에서 3주 정도에 자반, 비출혈, 구강점막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음.

5. 때때로 접종 직후부터 수일중에 과민증상으로서 발진,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음.

6. 드물게 경련, 근력 및 반응성의 감소, 지속적인 눈물, 신경통, 길랑-바레 증후군이 보고된 바 있음.

7. 드물게 피부염, 기침, 비염, 기관지염, 인후염, 기타 상기도 감염, 중이염, 수막염, 창백, 호흡곤란, 쇠약 등이 보고된 바 있음.

8. 이 약은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을 함유하고 있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예방접종 바로보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contents/15406/DTaP.pdf



	목차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약품성분
	성상 및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접종금기 대상
	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