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교차접종 관련 최신 현황
#. 백신 수급의 불균형 및 젊은 연령의 백신 관련 이상반응으로 국내에서도 교차접종이 시행
될 예정이다.
#. 현재 교차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프랑스, 이탈
리아, 스페인, 독일, 캐나다 등이다.
#. 현재까지 교차접종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높은 항체 형성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된 환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
다.
#. 교차접종의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배경
- 백신 수급의 불균형 및 젊은 연령의 백신관련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하여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2차로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접종이 일부국
가(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 이루
어지고 있음. 미국 CDC 에서는 교차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4월 15일까지 교차접종(heterologous vaccination)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
-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시행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AZ 2차접종 대
상자 중 50세 미만은 화이자(Pf) 백신으로 교차접종 시행예정임.
2. 교차접종의 안정성 및 효능관련 연구
A. 스페인 Phase 2 study, 18-60세 성인, 공개 무작위 대조군 시험
-

AZ백신 1회 접종 후 8-12주 기간 내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
2:1의 비율로 Pf 백신을 투여하거나, 접종하지 않음. (총 676명, 교차접종군: 448명 vs.
대조군: 225명)

-

14일 추적관찰: 교차접종군에서 SARS-CoV-2의 receptor binding domain 대한 항체가
71.46 BAU/mL에서 7756.68 BAU/mL 로 증가.

-

SARS-CoV-2의 trimeric spike 단백질에 대한 IgG는 98.40 BAU/mL에서 3684.87
BAU/mL로 증가. 교차접종군 중 129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였을 때 100%의 중화항체
형성을 확인.

-

안정성: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으나, 접종부위 통증, 부종, 두통, 근육통을 포함
하여 경증, 중등증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경증: 1,210건, 중등증: 530건). 이전에 보고

된 단일 접종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비하여 빈도가 높음.
-

제한점: AZ 백신 2회 접종군과의 비교를 시행하지 않고, 교차접종군만 분석함.
고령인구는 포함되지 않음.

B.

영국, 50세 이상 성인

-

4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AZ/AZ, AZ/Pf, Pf/AZ, Pf/Pf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비교함. 교차접종군에서 동일접종에 비해 더 많은 이상반응을 보고하였음. 발
열은 Pf/AZ 교차접종의 41%, AZ/Pf 교차접종의 34%, Pf/Pf 접종의 21%, AZ/AZ 접종의
10%에서 보고됨.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접종 48시간이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었음.

C. 독일, 성인
-

성인 216명 (55명 AZ 백신 2회 접종, 64명 mRNA 백신 2회 접종, 97명 AZ/mRNA 백
신;
mRNA 백신: Pf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

-

2차 백신 접종 2주 뒤에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비교함. Spike IgG 형성은 교차접종군에
서 동일 mRNA 백신 접종군과 비슷하였으며, (3,602 BAU/mL vs. 4,932 BAU/mL), AZ 백
신 2회 접종에 비하여 높았음(404 BUA/mL). 중화항체가 AZ/mRNA 백신 교차접종군
과 mRNA 백신 2회 접종군에서 100% 형성되었으나, AZ 백신 2회 접종군에서는 유의
하게 낮았음. Spike specific CD8 T cell 은 교차접종군에서 AZ 또는 mRNA 단일백신 접
종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

1차 접종에서 AZ 백신이 mRNA 백신에 비하여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2차 접종시 AZ 백신 2회 접종군은 mRNA 백신 2회 접종이나, 교차접종
군에 비하여 국소 및 전신이상반응이 유의하게 적었음. mRNA 백신 2회 접종은 교차
접종과 비슷한 정도의 이상반응을 보였음.

-

제한점: 첫번째 백신 접종 이후 효과를 검증하지 않음.
AZ 백신 접종군이 연령이 더 높았음.
(AZ 백신 2회 접종, AZ/mRNA 백신 교차접종, mRNA 백신 2회 접종: 48.6세,
40.7세, 44.5세)

D. 독일, 340명 병원 근로자 (29-44세)
-

1차 Pf 백신: 178명, 1차 AZ 백신: 148명, Pf/Pf 백신: 159명, AZ/Pf 백신: 99명

-

Anti-SARS-CoV-2 (S1) IgG는 Pf 백신 1차접종군 67.0%에서 증가되었으나, AZ 백신 1
차접종군의 28.1%에서 증가되었음. Anti-SARS-CoV-2 (S1) IgG는 AZ/Pf 백신 교차접종

3주 후 100%, Pf/Pf 백신 접종 3주 뒤 99.0%에서 증가를 보였음. 중화항체는 Pf 백신
1차접종 후 94.7%에서 AZ 백신 1차접종 후 84.2%에서 증가되었으며, Pf/Pf 백신 접종
군의 99.0%, AZ/Pf 백신 교차접종군의 100%에서 증가되었음.
-

경증, 중등증의 국소반응은 접종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AZ/Pf 백신 교차접종
에서 Pf/Pf 백신 단일 접종군에 비하여 잦은 빈도로 보고되었음. 피로감, 두통, 발열
등 중증의 전신 이상반응은 AZ 백신 1차 접종, Pf/Pf 백신 단일2차 접종, AZ/Pf 백신
교차접종순으로 발생하였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음 (Fig. 1).

3. 추가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
-

캐나다, Mix and Match of the Second COVID-19 Vaccine Dose for Safety and
Immunogenicity (MOSAIC): 18세 이상 99세 이하, 1200명 대상 (NCT04894435)

-

오스트리아, Heterologous Vaccination With an Vaxzevria (ChAdOx1-S) Prime and a
Comirnaty (BNT162b2) Boost Compared With Homolog Vaccination With Vaxzervria

(Prime/Boost) or Comirnaty (Prime/Boost) (HeVacc): 18세 이상 65세 이하, 3000명 대상
(NCT049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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