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mRNA 백신 관련 서한 (2021.06.7)

#. mRNA 백신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 COVID-19 mRNA 백신이
임상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 현재 사용 중인 2가지 mRNA 백신은 투여된 전 연령군에서 감염, 중증질환, 입원에 모두
효과적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고 그 안전성이 보고되었다.
#. 화이자 백신은 12-15세 청소년 연령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긴급 승인 되었다.
#. 현재 미국 내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
이러스가 백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COVID-19 mRNA 백신의 종류
A.

화이자-바이오엔텍 (BNT162b2) – 2020년 11월, FDA 승인, 2020년 12월 2일 영국에서
첫 투여 시작. 역사상 최초의 mRNA 백신 사용.

B.

모더나- (mRNA-1273) – 2020년 12월, FDA 승인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Efficacy

95%

94%

1 Dose

30 mcg (0.3 mL)

100 mcg (0.5 mL)

Administration

3주 간격 2회, IM

4주 간격 2회, IM

접종 연령

12–15세, 16세 이상

18세 이상

보관 온도

-70도

-20도

이상반응

통증, 피로, 두통

통증, 오한, 두통

2. mRNA 백신의 특징
A.

Spike 단백의 유전정보를 mRNA 형태로 체세포 내에 전달, 단백 생성 후 세포막에
발현,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켜 특이 항체생성을 유도.

B.

백신 자체가 COVID-19을 일으키지 않음. 세포핵 내로 들어가지 않으며, 인체 DNA에
영향을 주지 않음. 세포는 단백 형성 이후 mRNA를 즉시 분해해 제거함.

C.

장점: 생산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세포매개면역과 체액면역 모두에서 항
체 반응 유도 가능.

D.

단점: 안정성이 부족하여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 유
통을 통해 유통, 보관되어야 함.

E.

접종 후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3. mRNA 백신은 새로운 형태의 백신
A.

백신 제작에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실험
실에서 개발함. 이로 인해 제조 과정을 표준화하고 확장할 수 있어 기존의 백신 제
조 방법에 비해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B.

이전에 influenza, zika virus, rabies, CMV 분야에서 연구된 바 있음. 백신 연구 외 암
연구 분야에서 특정 암세포 표적 면역체계 구축에 mRNA 이용.

4. COVID-19 mRNA 백신의 효과
A.

임상 시험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조건에서 유사한 보호력을 제공

B.

중증질환 포함, COVID-19 위험을 90% 이상 감소시킴. 백신을 접종 받은 모든 연령
대에서 중증 질환과 입원이 예방됨.

C.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보호한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음.

D.

2회 접종이 1회 접종보다 효과가 더 좋음.

E.

접종 후 감염 사례(breakthrough case), 즉 돌파 감염의 경우에도 심각한 증상을 피
할 수 있음.

5.

COVID-19 mRNA 백신의 안전성
A.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됨.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발생 가능.
FDA는 최종 접종 후 8주 동안 연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B.

가능한 이상반응
i.

국소: 통증, 홍반, 부종

ii.

전신: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발열, 메스꺼움

6.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A.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B.1.1.7 (영국), B.1.351 (남아공), P.1 (브라질), B.1.427 and B.1.429
(캘리포니아)

B.

현재 미국에서 사용 승인된 COVID-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은 미국 내 퍼지고
있는 변이 대부분에 대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C.

새로운 COVID-19 변이가 실제 조건에서 COVID-19 백신 작용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변이가 COVID-19 백신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함.

D.

변이 바이러스의 인체 간 전파율, 중증도, 현재 사용 중인 바이러스 검사로 검출 가
능한지,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에 반응을 하는지, 백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7.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A.

연령별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백신 권장 사항
i.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12–15세, 16세 이상)

ii.

Moderna COVID-19 vaccine (18세 이상)

B.

ACIP 중간 권고사항 (210512)
i.

12-15세 청소년 대상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ii.

12-15세 청소년에서 유증상, 실험실 확진된 COVID-19 → 100% 예방 효과 보임

iii.

국소, 전신 이상반응은 16세 이상에서와 유사하였음.

iv.

청소년 연령에서 안전성 관련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음.

C.

백신간 교차접종: 원칙적으로 교차접종 권장되지 않음.

D.

1차 접종 때 보인 백신관련 부작용은 2차 접종 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E.

백신의 완전한 효과는 2차 접종 2주 후부터 기대할 수 있음.

F.

백신 접종 금지 대상
i.

mRNA COVID-19 백신 성분(예: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
필락시스)이 나타났거나 심하지는 않더라도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4시간 이내
두드러기, 부종,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이 일어난 경우.

ii.

mRNA COVID-19 백신의 1차 접종 후 심각한 또는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면, 두 가지 mRNA COVID-19 백신 모두 2차 접종 금지.

8. 12-15세 대상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study C4591001)
A.

대상자수: 백신군 3009명 (12-15세 1134명, 16-25세 1875명), 위약군 3043명 (12-15
세 1130명, 16-25세 1913명)

B.

백인 86%, 아프리카계 미국인 5%, 아시아계 6%, 기타 3% 미만, 남성 51%, 여성 49%

C.

12-15세 청소년의 COVID-19 실험실 확진 예방에 매우 효과적임(100%).

D.

이상반응: SAE 0.4%, 대부분 경미한 수준, 16세 이상과 유사. no anaphylaxis, no death,
중증사례 및 MIS-C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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