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에서의 화이자백신(코미나티주, BNT162b2, Pfizer-BioNTech) 효능과 안전성
국내 16세 이상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코미나티주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국내외 코미나티주 접종 허가 기준
대한민국

16세 이상

미국

12세 이상

유럽

12세 이상

일본

12세 이상

2. 임상시험 결과1,2)
1) 백신 효능
- 12-15세 연령에서는 100%, 16-25세 연령에서는 95% 백신 효능이 인정되고 있다.
2) 백신 안전성

그림 1. 코미나티주 안전성 임상 시험 결과
⚫ 중증 이상반응(사망 또는 입원이 필요한 이상 반응)
- 12-15세: 기저 우울증의 악화로 3명 입원(접종 1-2개월 이내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복용력), 1명 전신 신경통
- 16세 이상: 8명의 중증 이상반응 발생, 그 중 1명에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발
생
⚫ 접종 7일 이내 전신이상반응
- 12-15세군, 16세 이상 군 모두 1차 대비 2차 접종 이후 전신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높음
- 2차 접종 이후 16세 이상에서는 90% 이상, 12-15세에서는 82.4%에서 전신 이상반응 발생

그림 2. 코미나티주 접종 후 7일 이내 전신 이상반응
3. 시판후 이상반응조사 결과
1) 심근염, 심낭염3,4)

- 미국: 2021년 6월 28일 현재, 30세 미만에서 780명의 심근염, 심낭염 환자(이 중 518명은 백신
관련 이상반응으로 확정)가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코미나티주와 모더나를 접종한 16세 이상
젊은 남성에서 접종 수일 내에 발생하나, 아직 정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지지 않음
- 유럽연합: 2021년 5월 31일까지 160만 접종 중 122명의 심근염, 126명의 심낭염 발생
- 1차 접종 대비 2차 접종에서 발생률이 높음
- 심근염, 심남영의 초기 증상은 흉통, 숨참, 심계항진으로 해당 증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
요함

2) 아나필락시스5)
- 1백만 접종 중 2-5명 발생
- 코미나티주는 계란, 젤라틴, 라텍스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Polyethylene Glycol (PEG)를 제외한
식품, 약물, 라텍스 등의 원인으로 인한 식품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환자는 접종 금기나 주
의 대상이 아님.
- PEG는 주로 대장내시경 시행 전에 사용하는 장청결제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도 PEG 유발 아나
필락시스 증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해당 증례는 PEG 분말 원료를 이용한 피부시험으로 인과 관
계를 확인한 바 있다.6)
- 단, 코미나티주 투여 환자에서 PEG에 의한 알레르기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PEG 항원이 포함
된 백신 과민반응자에 대해서는 PEG 항원이 포함되지 않은 코미나티주 외의 다른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함

3)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중증 코로나-19 고위험군7)
- 비만
- 당뇨병
- 1세 미만
- 선천심장질환
- 신경, 유전대사질환
- 만성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면역억제제 투여 또는 면역저하자

- 겸상 적혈구증(Sickle cel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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