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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on Coronavirus Disease 19 Vaccine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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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epidemic of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which began at the end of 2019, is currently in progress, and the largest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newed day after day as of July 2021 due to COVID-19 virus variants. Vaccines have effectively
suppressed many infectious diseases in human history, and the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vaccines are also essential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everity and death in COVID-19. This paper provides scientific information on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four types of COVID-19
vaccine currently used in Korea.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the COVID-19 vaccine in various target
groups and situations encountered in th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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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월 21일)이 식품의약품안전

서론

처를 통해 허가되었으며 그 특성은 Table 1과 같다.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2020년 12월 8일

은 2021년 7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175,046명, 사망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어 같

2,051명이 보고되었고, 변이형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연일 최대 확

은 경제규모의 나라와 비교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그후로

진자 수 기록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백신은

신속히 진행되어 2021년 7월 1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지금까지 많은 질병의 유행을 방지했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

예방접종 현황은 1회차 누적접종자 15,913,877명이며, 접종완료자는

켰으며, 현재도 많은 감염병의 유행을 억제하고 있다. COVID-19 역

6,326,705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3분기 접종 역시 활발히 진

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도입과 보급이 그 무엇보다

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중요하겠다.

를 우선적으로 예방접종 시행 중이며, 향후 임신부, 소아청소년 등

1)

현재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
카코비드-19백신주, 2월 10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3
월 5일), 얀센 코로나19 백신(코비드-19백신 얀센주, 4월 7일), 모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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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성과 함께 높은 안
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 입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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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n the key features of COVID-19 vaccines licensed in the KCDC
Platform

mRNA

Viral vector

Manufacturer

Pfizer BioNTech

Moderna

Oxford AstraZeneca

Janssen (J&J)

Vaccine name

Comirnaty Inj.

Moderna Covid-19 Vaccine Inj.

Astra Zeneca Covid-19 Vaccine Inj.

Covid-19 Vaccine Janssen Inj.

Age group

12 y and above

18 y and above

18 y and above

18 y and above

Vial

Multiple dose vial

Multiple dose vial

Multiple dose vial

Multiple dose vial

Dose and frequency

2 doses, 21 days apart

2 doses, 28 days apart

2 doses, 4–12 weeks

1 dose

Dosage and route of
administration

Diluted vaccine 0.3 mL
Intramuscular injection

0.5 mL
Intramuscular injection

0.5 mL
Intramuscular injection

0.5 mL
Intramuscular injection

Cold chain requirements

-90°C to -60°C (6 months)

-25°C to 15°C (7 months)

2°C to 8°C (6 months)

-25°C to -15°C (24 months)

Storage requirements

-90°C to -60°C (6 months)
2°C to 8°C (5 days)

2°C to 8°C (30 days)

2°C to 8°C (6 months)

2°C to 8°C (3 months)

Punctured vial and shelf life

After dilution
Up to 25°C
Within 6 hours

Up to 25°C
Within 6 hours

Up to 30°C
Within 6 hours

2°C to 8°C
Within 6 hours
Up to 25°C
Within 3 hours

Adapted from the article of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2)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KCDC,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Inj, injection.

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

내 허가된 위 네 가지 백신 모두 이를 상회한다. 여기서 임상의들이

하고 있는 COVID-19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

숙지해야 할 사실은 각 백신의 임상시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를 제공하고, 진료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대상군에서의 COVID-19

그 결과로 도출된 단순한 수치상의 효능만으로 개개의 백신효과를

백신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특정 백
신이 다른 백신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환자들이 이

본론

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는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국내 허가된 모든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증에 효과적이므로 백신 종류를 가리지 말고

1. 백신의 유효성

국가시책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면역원성, 효능, 효과 세
가지가 있다.

3) 실제 임상에서의 효과(effectiveness)

많은 접종대상자에게 백신이 보급된 후, 목적 감염병이 실제로 얼
1) 면역원성(immunogenicity)

마나 감소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피접종자의 혈청 중 항체가가 감염과 발병을 방지하는 수준에 이

접종이 많이 진행된 COVID-19 백신은 실제 임상에서의 유효성이

른 사람의 비율로 평가한다. 백신으로 유도되는 면역에는 체액성 면

보고되어 있다. 유효성은 무증상 또는 유증상 감염의 예방, 중증화

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 측정이 용이한 체액성 면역이 평가에

예방, 입원율 감소, 사망률 감소 등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의 화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측정한 면역원성만으로 효능이나 효과를 온

자 2회 접종자 471만여명 분석 결과 유증상 COVID–19 예방효과는

전히 예측할 수 없고, 일정 기준을 넘어 허가 받은 백신 간 비교는

95.3% (95% CI, 94.9%–95.7%), 무증상 COVID–19 예방효과는 91.5%

의미가 크지 않다.

(95% CI, 90.7%–92.2%), 입원 예방효과는 97.2% (95% CI, 96.8%–

97.5%), 사망 예방효과는 96.7% (95% CI, 96.0%–97.3%)이었다. 미국
2) 잘 설계된 임상시험에서의 효능(efficacy)

연구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의 예방효과는 80%, 2

접종군과 대조군과의 발병률 차이를 비교한다. 중증화율, 치명

회 접종 시 예방효과는 90%였다. 65세 이상 대상 분석에서는 2회 접

률, 무증상자를 포함한 감염률을 지표로 할 수 있다. 각 백신별 효

종 시 입원 예방효과가 94% (95% CI, 49%–99%)였다. 영국 연구에서

능은 화이자 백신 95.0% (95% confidence interval [CI], 90.3%–97.6%),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시 유증상 또는 무증상 COVID–19 예방효과

모더나 백신 94.1% (95% CI, 89.3%–96.8%),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는 70% (95% CI, 55%–85%), 2회 접종 시 85% (95% CI, 74%–96%)였

70.4% (95% CI, 54.8%–80.6%), 얀센 백신 66.9% (95% CI, 59.0%–

다. 스코틀랜드 65세 이상 대상 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

73.4%)이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시 입원 예방효과 91.0% (95% CI, 75.0%–94.0%), 화이자 백신 1차 접

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유효성 기준은 50% 이상으로 국

종 시 91% (95% CI, 75%–94%)였다. 국내 초기 분석 결과도 아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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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카 1회 접종 시 예방효과 90.8% (95% CI, 86.5%–93.7%), 화이자

고 연령별 감염 추세와 우위 변이형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신 1차 접종 시 예방효과 100.0%였다.

백신이 돌파감염에 더 유효한지는 아직 비교할 수 없다.

2. 변이주에 대한 백신 유효성

4. 백신의 안전성

3)

COVID-19 유행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변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질병을 예방하고자 맞는 백신이 접종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변이형 중 전염력, 치명률, 기존의 백

끼쳐서는 안 되므로, 예방접종에 있어서 유효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

신ㆍ진단ㆍ치료에 대한 반응 변화가 있어 감시가 필요한 것을 관심변

는 안전성이다. 전반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이(variants of interest)로 지정하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진 것을 우려

코로나19 예방접종 4종은 각 백신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

변이(variants of concern)로 지정하였다. 이때 일반 대중이 쉽게 인지

적으로 접종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훨씬 상회함으로 전반적으로 안

할 수 있고, 지역에 따른 명명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해 변이형을 그리스 문자로 표기하였다. 2021년 7월 현재 관심변이

질병관리청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석 보고서에

에는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가 있고, 우려변이에는 알파, 베타, 감

따르면 예방접종 시행 후 접종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7월 4일

마, 델타가 지정되어 있다.4) 최근 국내에도 기존 바이러스의 2.7배,

을 기준으로 0.49%에 해당되며, 국내 첫 접종이 시행된 2월 26일을

알파형 변이(영국 유래, B.1.1.7)보다 1.6배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

기준으로 주별로 살펴보자면 첫 1주차(2021.2.26–3.6)때 1.84%를 시

이(인도 유래, B.1.617.2)가 수도권 기준 6월 2주 2.8%에서 7월 1주

작으로 이상반응 신고율은 점차 감소하여 18주차(2021.6.27–7.3)에는

26.5%, 7월 2주에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

0.11%로 확인되고 있다.2)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첫 1주차때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연구에서 델타형 변이에 대한 백신의 예방효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던 것은 접종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

과는 화이자 2차 접종 시 87.9%,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시 59.8%

도 등으로 인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였다.5) 이스라엘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94%였던 화

현재는 차차 안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백신별로 구체적으로 살

이자 백신의 효과가 델타변이에 대해서는 64%로 낮아졌다고 보고

펴보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1,140만 접종에 이상반응 신고

했다. 변이주에 대해서 mRNA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는 7만 1천여건으로 0.63%에 해당하였으며, 화이자는 약 700만 접종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과 치명

에 이상반응 신고는 1만7천여건으로 0.24%, 모더나는 약 113만 접종

율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여전히 현재까지 국내

에 이상반응 6,700여건으로 0.60%, 모더나는 약 4만여건에 이상반

에 사용이 허가된 백신들 모두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유효한

응 180여건으로 0.46%에 해당되었다. 이상반응 신고율로 미루어 볼

6)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백신 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는 유사하였으며, 화이자 백신은

생각되며, 내원하는 환자들의 특정 백신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는 바

다소 적은 편에 해당하였으나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일반적인 이상

로 잡아주고 국가접종프로그램 시책에 맞게 접종을 시행해주는 것

반응인 근육통, 발열 등으로 백신의 안전성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

이 일차의료인으로서의 책무로 생각된다.

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관련 국내 연구
에 따르면 국소 및 전신부작용으로 면역원성을 예측할 수 없고, 따

3.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접종을 완료한 이후 14일 경과한 뒤 확진된 사례를 돌파감염
( breakthrough infection)으로 정의하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라서 접종 후 이상반응이 없더라도 항체 생성과 관련 없음을 피접
종자에게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보고에 따르면

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기관 의사는 다음 내용을 유념해

약 70%가 주요 변이형에 의한 것이었다. 국내 돌파감염 사례는 7월

야 하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2판에 따르

8일까지 총 252건으로 확인됐다. 백신별로는 얀센 백신 접종자가

면,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었던 경우는 접종 후 15분, 과거 음식, 약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명, 화이자 백신 접

물 등의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종자 59명이었다. 10만명당 돌파감염 발생 비율은 얀센 백신 12.74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의사 진

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96명, 화이자 백신 2.67명꼴이다. 이 중

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해야 하는 경

위중증 환자는 2명이었으며, 아직 사망자는 없었다. 다만, 바이러스

우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Appendix 1).

6)

1)

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신별 접종 대상자가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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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는 다음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을 때 의심할 수 있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

다. (1) 증상의 갑작스러운 발병 및 급속한 진행, (2) 기도 와/또는 호

우, 접종 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흡 과/또는 순환기 문제, (3) 피부 또는 점막 변화(가려움증, 홍조,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두드러기, 혈관부종) 동반. 다만, 피접종자의 불안감과 과호흡으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를 혈전 의심증상으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

인한 졸도나 기절과 구분되어야 하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면

하다고 안내하고 있다(Figure 2).2)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다(Figure 1).

는 피접종자가 내원 시 문진 및 신체진찰에 그치지 말고 혈소판 검
사를 통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사례임을 판별해야 한다. 신속
한 검사가 어렵다면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2)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로 생각된다(Appendix 2).

모세혈관누출증후군

혈소판감소성혈전증(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모세혈관누출증후군(capillary leak syndrome)은 매우 드물지만 심

TTS)은 발생율이 10만명당 1명 정도로 추정되고, 혈소판 감소를 동

각한 질환으로,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누출되어 팔, 다리가 부어오

반한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이 나타나는 희귀한 혈전

르거나 저혈압을 일으킨다.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 과거 모

증이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4일–28일 내 발생하는

세혈관누출증후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 11일 국외 권고를 참고해 30세 미만은 아스

을 접종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제품 정보에 모세혈관누출증후군을

트라제네카 백신 제외 대상이 됐다. 5월 3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추가하도록 권고했다.8) 이에 따라 2021년 7월

카 백신 접종 후 국내 처음으로 진단받았고,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

7일자로 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도 모세혈관누출증후

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도 백신 연관

군 과거력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성이 인정됐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6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6월에 얀센 접종

3) 화이자/모더나 백신: 심근염ㆍ심낭염

후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사망 원인과 접종과의 인과관
계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중이다.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myocarditis)
ㆍ심낭염(pericarditis)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 2021년 4월부터 6월

Possible allergic reaction to 1st dose COVID-19 vaccine?
Did symptoms begin within 2 hours of vaccination?
Yes
Immediate-type allergic reaction

No
Delayed urticaria/angioedema

Systemic symptoms
(including
anaphylaxis)

Swelling or rash
local to injection
site only

Reaction
self-limiting
or resolved with
oral antihistamine

Seek advice
from Allergy
Specialist

Can have 2nd dose
using the same
vaccination in
any vaccination
setting.

Can have 2nd dose
using the same
vaccination in
any vaccination
setting.

Observe for
30 minutes

Consider
pre-treatment
with non-sedating
antihistamine,
30 minutes prior
to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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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required
medical attention

Seek advice
from Allergy
Specialist

Figure 1. Flow-chart of practical guidance on allergic reaction of COVID-19
vaccine.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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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unlikely
do not procced to PF4 ELISA testing

No

Suspicious symptoms of TTS
Persistent and severe headache
Focal neurological symptoms
Seizures
Blurred vision
Chest pain
Shortness of breath
Abdominal pain
Swelling redness pallor in a limb
Multiple small bruise or purpura
Blood blisters, unusual bleeding

Symptom onset
between 4 28 days
after vaccination

No

Yes

CBC shows
platelets
3
<150 x 10 /uL

Yes

No

D-dimer: elevated
PBS: low platelets
Imaging test: blood clot
or bleeding

Yes
Presumptive diagnosis of TTS
procced to PF4 ELISA testing

Figure 2. Flow-chart of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TTS). CBC, complete blood count; PBC, peripheral blood smears; PF4 ELISA, Platelet Factor 4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s.

11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ㆍ심낭

지고 있다.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지만, 스

염이 1,000건 이상(약 4.1건/mRNA 백신 접종 100만건당) 보고되었

페인 연구와 독일 연구에서 체액성, 세포성 면역반응의 증가와 중화

주로 12–29세 남성에서 발생하고,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

항체 상승이 보고되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4일 정도)에 발생

아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권고할 수 없지만 국내 백신 수급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

사정을 고려해 관련 안내문을 배포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아래

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다. 주요 증상으로 가

와 같은 교차접종 지침을 발표하고, 2021년 3분기 현재 이를 시행하

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

고 있다.2)

2,9)

다.

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이 있다. 이런 증상이 새롭게 발생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 2차 접종은 동일한

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

백신으로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음의 예외

므로 내원 시 사례 분류(Appendix 3)를 할 수 없다면 상급 의료기관

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1차 접종 백신의 권고 간격에 맞춰 교차

에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미국 CDC, 일본 등은 젊

접종이 가능하다: 1)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

은 남성에서도 여전히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

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이 된 경우, 반드시 해당

6,10)

다 명확히 높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의의 진료 및 지도에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2차 접
종 고려 가능; 2) 해외에서 1차 접종한 백신이 국내 미승인 되었거나

5. 교차접종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3) 1차 접종 백신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

종류를 모르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12주 간격으로 2차 접

서 백신 수급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

종 진행; 4) 1차 접종과 동일 백신이 국내에 없는 경우(공급 불가능),

신의 강력한 T-cell 반응 유도와 mRNA 백신의 높은 항체가 형성이

1차 접종 백신이 연령제한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가

라는 각각의 장점을 지닌 교차접종(mix and match or heterologous

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5)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 백신

prime-boost COVID-19 vaccines)에 대한 연구와 실제 접종이 이루어

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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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루어지는 교차접종은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화이

에게 국가적 그리고 개별적인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mRNA

자 백신으로 시행하고 간격은 독일 8주, 스페인 8–12주, 영국 12주였

백신 접종 후 16세 이상 남성 접종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심근

으며 우리나라도 12주를 택하고 있다.

근육통, 오한, 발열 등 일

염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18) 한편, 일본은 일부에서 학교

시적인 이상반응은 교차접종에서 조금 더 흔했다는 연구도 있고 차

집단접종을 계획한 곳도 있는데, 집단접종 시 접종을 거부하기 어렵

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어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나 중증 이

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므로 집

상반응 이슈는 없으므로 현재까지는 안전성 문제로 교차접종을 피

단접종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접종도 일반

할 이유는 없다. 또한,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교차접

인구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의 개별접

종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 따라 다른 백신을 활용한 교

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11-13)

차접종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얀센 백신은 1차 접종으로 완

신경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면역결핍증 등을 지닌 소아청소년은

료이기 때문에 교차접종이라 할 수 없지만, 얀센 백신의 경우도 부

중증화 위험이 높기 때문에,19) 이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

스터 접종으로서 mRNA 백신의 추가접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

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선생님 등 밀접 접촉자들에게 조

고 있다.

기 접종이 필요하다. 이미 국외에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
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어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일정 부분
확인되면 곧 접종 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Table 2).20)

6.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화이자 백신은 12–15세 국외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12세 이상 연령을 대

7. COVID-19 기감염자에 대한 접종

상으로 접종이 허용됐고, 유럽의약품청 역시 12세 이상 확대 방안

COVID-19 기감염자에게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1회 접종

승인을 권고함에 따라 6월부터 유럽에서도 허가됐다.14) 이에 따라

한 경우, 항스파이크 단백 항체가가 미감염자보다 10–100배 정도 상

우리나라 역시 7월부터 12세 이상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의 허가사

승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고, 2회 접종 후에도 미감염자에 비해 약

항을 변경했다. 화이자 외 다른 백신은 현재 18세 이상으로 허가되

10배 높은 항체가를 획득할 수 있다.21,2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질의응답집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어 있어 소아청소년 적응증이 없는 상황이다.
소아청소년의 감염은 주로 가정, 학교 및 학원 생활 등을 통해 이

력 또는 무증상 감염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

루어지는데, 16세 이상에서 95%의 효능을 보이고, 무증후성 감염도

고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또한, 코로나19 감염

되어 있다.2) 이환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만, 이

대책으로 인한 여러가지 생활의 제한으로 교육 문제와 비만을 포함

는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중증 환

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백신 접종에 의의가 있다.

자에 비해 중화항체가가 낮았고, 15% 정도에서는 중화항체가가 충

15,16)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접종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이 무증상

분히 상승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23) 이런 일정하지 않은 면역

에서 경증 경과를 보인다. 변이주의 출현으로 소아청소년 집단 감염

상태에서 향후 이를 회피하는 변이주가 유행하는 경우에는 재감염

보고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변이형 바이러스에 의한 소아 감염 시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COVID-19 기감염자 6명에 대한 검

17)

기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보다 더 중증화 한다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층에서의 부작용 빈도가 비교적 높고, 장
기적인 안전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 접종하

토를 보면, 접종 전 여러 종류의 변이주에 대한 중화활성 저하가 나
타났으나,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후 기존주와 동등한 중화활성이 획
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4)

기 위해서는 비용 대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본인과 보호자

아직 감염과 접종 사이에 얼마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정해진

Table 2. Ongoing clinical trial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vaccines on children
Vaccine

BNT162b2

mRNA-1273

AZD1222

Ad26.COV2.S

Manufacturer

Pfizer BioNTech

Moderna

Oxford AstraZeneca

Janssen (J&J)

Ongoing/completed clinical
trials on children

ㆍPhase 3 (finished):
adolescents 12 to 15 y
ㆍPhase 1/2/3 (2021.3~):
6 mo to 11 y

ㆍPhase 2/3 (2021.2~):
adolescents 12 to 17 y
ㆍPhase 2/3 (2021.3~):
6 mo to 11 y

ㆍPhase 2 (2021.02~):
Children ≥6 y

ㆍPhase 2a:
Adolescents 12 to 17 y

Adapted from the article of Kang et al. (Clin Exp Pediatr 2021; 64: 32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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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없지만, 미국 CDC에서는 감염에서 회복되고 격리 중단 기준

1회째 접종 후 임신으로 판명된 경우, 2회째 접종을 연기할 필요 없

을 충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무증상이

이 예정대로 접종하길 권고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시점에서는 허

나 경증 환자는 항체가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

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로 조기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수유부 및 모유수유 중인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는 예방접종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

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

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작용기전과 다른 집

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한다.

단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때 수유부나 모유수유 중인 영유아도

또한 기감염자에서는 미감염자에 비해 접종 후 전신성 부작용 빈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수유

도가 화이자 백신에서 2.9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6배 높다

부의 모유에는 2주면 IgA 항체, 4주면 IgG 항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

이는 COVID-19에 이환된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비슷했다.32,33) 따라

각된다.

서 수유부의 예방접종은 모유수유 중인 영유아를 보호하는 데 도

25)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8. 임신부와 수유부에 대한 접종

아직 임신부 및 태아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

9. 면역저하자에 대한 예방접종

된 상태이다. 임신부는 COVID-19 이환 시 중증화 위험군에 속하는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데, 특히 비만이나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거나 고령 임신부에서

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더 위험하고, 조산이나 태아 사망의 위험도 더 높아진다.26-28) 미국의

접종 대상자일 경우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

임신부 대상 mRNA 백신 예방접종 연구의 예비 결과(preliminary

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findings)에 따르면 국소 이상반응 빈도는 조금 더 흔했지만, 발열 등

있다는 주의를 하고 있다.2)

전신 이상반응은 더 적었고 현재까지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성 문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면역억제제를 포함한 항류마티스 약제를 변

제는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 CDC는 각 임신부의 개

경할 필요는 없으나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리톡시맙, 메토트

별화된 감염 위험성과 중증화 위험도, 그리고 백신 접종의 이득을

렉세이트, 아바타셉트는 투약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29)

6)

고려해 접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산부인과학회 역시 임신

을 제시했다.34) 미국류마티스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를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설파살라진, 프레드니솔론 20 mg/일 미만 사

의료종사자,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비만이나 당뇨병 등 동반 질환

용 시에는 이들 약제를 변경하지 않고, 백신 접종도 늦추거나 조정

이 있는 경우는 백신 접종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처음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35) 하지만 이런 환자가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

에는 기관형성기인 임신 12주까지는 우발적인 태아이상 발생과의

했거나 상담을 요청한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

감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피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

당 질환 주치의와 상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재는 삭제되고 임신 전기간에 접종할 수 있으며 이상반응에 대해

최근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항체 형성은 1차 접종

30)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곧 임신부를 접종 가능 대상자로 분류하거나, 국내외

후 <5%, 2차 접종 후 40%, 3차 접종 후 80%에서 확인됐고 항체가도

임상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우선 접종대

3차 접종 후 더 높았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연구 기간 동안

상자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COVID-19 감염도 없었다.36)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면역저

임신부의 가족이나 접촉자들이 적극 예방접종을 맞아 임신부를 보

하자에게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호하고(태아를 백일해로부터 보호하는 cocoon vaccination strategy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national immunization

같이), 임신부가 감염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program)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과 규제를 받고

임신을 준비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신 전 접종을 권고하는

있는 상황으로 현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

데, 현재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불임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고,

자의 경우도 정상인과 같은 접종 일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31)

접종을 위한 임신검사나 예방접종 후 피임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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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서는 면역억제자에 대한 부스터 접종을 포함한 3회 접

룹 의견이 있다.35)

종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해본다.
12.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간격 및 동시접종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10. 수술과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일부 연령층을 제외한 전국민 예방접종을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에 다양한 임상적 사항에 접할 수 있으며, 그 중 수술

권고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과 예방접종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일차진료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

는 상황 중 하나이다. 현재 수술과 관련해 각 기관과 나라별로 통일

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2) 하

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왕립외과대학(Royal College of

지만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초기 미국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Surgeons of England)에서는 응급 수술일 경우 접종과 무관하게 수술

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다른 예방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두지 않아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비응급 정규 수술일 경우 백신 접종 후

되고, 필요한 경우 동시접종도 허용하고 있다.6) 영국은 잠재적 이상

바로 가능한데, 발열 등 접종 후 이상반응과 수술 후 염증 등과의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은 피하고 최소 1주일

감별을 위해 수일(1주일 정도) 간격을 둘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37)

간격을 두는 것을 권하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는 조정의 여지를 두

다만, 이는 백신 이상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백신 효과나 수술

었다.40) 2021년 4분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 전망도 있는

자체에 대한 영향 측면의 근거나 권고는 아직 없다. 일차진료의사들

만큼,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최소 14일 두는 것이 고정된 상황

은 이 내용에 근거하여 환자 상담을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

은 아니란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다.

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11. 예방접종과 해열제 복용

백신 접종 전, 접종과 함께, 접종 후 증상이 발생하기 전의 해열진

COVID-19 백신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통제의 예방적 사용은 현시점에서 전세계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

안전하거나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다. 예방적 아세트아미노펜 투여가 백신의 면역원성을 저하시킬 수

과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가 감소에 따라 백신의 유효성도 변화한

38)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접종 후 발열, 전신통증 등
6,39)

이상반응이 있다면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2)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는 이익과 부작용 위험을 비교하여 이익이
위험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접종을 권장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국내 승인된 COVID-19 백신의 유효성은 매

하지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의 임상시험 프

우 높고, 이상반응의 빈도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일과성에

로토콜을 보면, 접종 후 이상반응에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도

그친다. 다만,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감소성자반증, 모세혈관누출

록 했고 여기에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가

증후군, 심근염ㆍ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은 드물지만 심각한 결과

포함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면역원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접종자와 의사 모두 조기 발견해 적절하게

15)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은 모든 허가된 백신 접종 후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반응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과 NSAIDs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

아직 장기적인 유효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21년 6월 25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현시점에서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 개인의 감염 예방뿐 아니

뿐 아니라 NSAIDs도 복용 가능하다는 정보를 추가했다. 대한의사

라 주위 사람에게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협회, 대한약사회도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권고하지만, 필요에 따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국가의 접종 계획에 따라 적합한

라 NSAIDs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시점에서는 아세트

백신을 적절한 방법으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은 계

아미노펜으로 조절되지 않는 이상반응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속 나오는 연구 결과와 국가의 검토 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

NSAIDs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습득이 필요하다. 또

10)

한편, 기존에 류마티스 질환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복용 중인 경

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돌

우 질환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면 접종 24시간 전에 중단하고,

파감염의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OVID-19의 유행이 종식될

대신 접종 후 이상반응 완화를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전문가 그

때까지 마스크,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과 유연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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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COVID-19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일차진료 현
장에 잘 전달되어 의사와 피접종자 모두 효과적이고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요약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세계적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며, 변이형
바이러스에 의해 2021년 7월 현재 국내에서 연일 최다 확진자가 갱
신되고 있다. 백신은 인류 역사에서 많은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억
제했고, COVID-19 역시 예방과 중증ㆍ사망 감소를 위해 백신의 도
입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본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4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대상군에서의 코로나19 백
신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심단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
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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