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의료인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의료진용)
 -1. 국내 임신부 코로나19 발생 현황

○ 국내 임신부 코로나

19

-

‘20.1.20.~’21.8.31.

총

발생 현황
명 발생, 이 중 위중증

731

명(2.05%), 사망 없음

15

위중증률은 일반 가임기여성(0.34%)에 비해 높음, 위중증
중 30세 이상 14명, 기저질환 2명(임신성 당뇨)

명

15

국내 임신부 확진자의 질병 부담>
기간 : ’20.1.20.-‘21.8.31.
발생률 위중증률(%) 치명률(%)
집단, 명
확진자 위중증 사망 (10만명당)
임신부1)
731 15
- 158.02)3)
2.05
가임기여성(20-45세) 47,571 162 14 535.4
0.34
0.03
<

1) 기초역학조사서 임신여부 항목 중 임신 항목에 체크한 확진자 (20∼45세)
2) 분모 : 건강보험공단으로 ’20.1.20.∼’21.8.31.에 임신·출산 지급 신청 건 중 임신으로 신청한 463,152명
3) 분모 : 행정안전부 ’20년 12월 기준 인구수에서 20∼45세 여성 8,884,924명
 -2. 국외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현황

구분
WHO

접종 권고대상

모든 임신부
- 의사와 상의하여 이득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택하여 접종 가능
모든 임신부
유럽
시 이득과 위험 설명 필요
산부인과학회 -- 백신접종
고위험임신부는 금기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접종 권장
미국
모든 임신부, 임신 준비 중, 가임기 여성 등
캐나다
모든 임신부
모든 임신부
호주
* 고위험군: 35세 이상, 비만·고혈압·당뇨 환자
모든 임신부
영국
*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심장질환·고혈압·당뇨·천식 환자, 과체중,
임신 28주 이상 등
모든 임신부
일본
* 고위험군: 당뇨, 고혈압, 기관지 천식 환자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요성

○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하여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음

-

코로나19에 감염된 유증상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일반 가임기
유증상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 또는
치료받을 가능성,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음

1)

ECMO

<유증상 가임기 여성 중 임신부와 일반 여성의 코로나19 위험도 분석 결과>6)
유증상 가임기 여성
보정된* 상대위험도
구분
임신부
일반인
(23,434명)
(386,028명) (AdjustedCI)RR), (95%
중환자실 입원
1.05%
0.39%
3.0(2.6∼3.4)
침습적 인공호흡기
0.29%
0.11%
2.9(2.2∼3.8)
ECMO
0.07%
0.03%
2.4(1.5∼4.0)
사망률
0.15%
0.12%
1.7(1.2∼2.4)

* 연령, 인종, 기저질환 보정
-

신생아를 포함한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
*

2)3)

* 임신성고혈압, 임신성당뇨외조산,저체중아분만등위험증가, 코로나19확진임신부로부터
출생한 아이 중 13%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도 있음

○ 고령 만
(

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BMI

35

30

이상, 당뇨, 심장질환 등)

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 및 사망에 대한 위험이 특히 높음

4)5)

1) Characteristics of symptomatic women of reproductive age with laboratory-confirmed SARS-CoV-2
Infection by pregnancy status-United States, January 22-October 3, 2020, MMWR 2020
2) Villar J, et al. Maternal and Neonatal Morbidity and Mortality Among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COVID-19 Infection: The INTERCOVID Multinational Cohort Study. JAMA Pediatr (2021). PMID
33885740
3) Dumitriu D, et al. Outcomes of Neonates Born to Mothers With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Infection at a Large Medical Center in New York City. JAMA Pediatr (2021). PMID
33044493
4) Galang RR, Newton SM, Woodworth KR, Griffin I, Oduyebo T, et al. Risk Factors for Illness Severity
Among Pregnant Women With Confirmed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Infection-Surveillance for Emerging Threats to Mothers and Babies Network, 22 State, Local, and
Territorial Health Departments, 29 March 2020-5 March 2021. Clin Infect Dis. 2021 Jul 15;73(Suppl
1):S17-S23. doi: 10.1093/cid/ciab432
5) Knight M, et 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pregnant women admitted to hospital with confirmed
SARS-CoV-2 infection in UK: national population based cohort study. BMJ (2020). PMID 32513659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 임신 全 기간에서 예방접종이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보고는 없으며 많은 연구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음

○ 이스라엘

미국에서 진행된 접종사례 분석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빈도는 비임신부와 유사하였으며, 분만시 조산, 유
산, 기형아 발생 비율도 비접종자와 차이가 없었음
,

6)7)8)

-1. 코로나19 백신 식약처 허가사항 – 임신부, 수유부 및 가임여성

코로나19 백신 허가사항 중
임신부, 수유부, 가임여성에 대한 내용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사용 경험은 제한적이다.
• 동물 시험에서 임신, 배태자 발달, 분만 또는 출생후 발달과 관련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화이자, • 하여
임신 중 이 약의 투여는 모체 및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모더나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백신 2) 수유부
• 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3) 수태능
• 동물 시험에서 생식독성과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백신종류

6)

Short-term outcome of pregnant women vaccinated by BNT162b2 mRNA COVID-19 vaccine,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 2021
7) Association between BNT162b2 vaccination and incidence of SARS-CoV-2 infection in pregnant
women, JAMA, 2021
8) Preliminary findings of mRNA covid-19 vaccine safety in pregnant perso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1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 임신 중 코로나

19

백신의 효능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서도 비임신부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바
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확인됨

-

현재 허가된 백신은 각각의 임상 시험 결과 높은 효능을 입증하였고,

-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화이자 접종 완료한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연관성 연구결과 예방접종 임신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유
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9)

○ 임신부 백신 접종 시 제대를 통한 신생아 수동면역 제공 효과 확인
-

특히 제대혈로 전달되는 비율은 임신부가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 경우 양의 연관성을 보임

10)

9) Goldshtein, I., Nevo, D.,Steinberg, DM., Rotem, RS., Gorfine, M et al. Association between BNT162b2
vaccination and incidence of SARS-CoV-2 infection in pregnant women, JAMA. 2021;326(8):728-735.
doi:10.1001/jama.2021.11035
10) Coronavirus disease 2019 vaccine response in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 cohort study. Am J
Obstet Gynecol. Published online March 25, 2021.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확인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임신부 상담 시 고려사항(체크리스트)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ü 다음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 구성 중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경우
□ 잦은 외출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은 경우
□ 동거 가족 수가 많은 경우
ü 다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습니다
□ 면역문제, 당뇨병, 심장질환 천식 등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과체중(BMI 25 이상)
□ 고령(35세 이상)
□ 임신 3기(28주 이상)
ü 권고사항
☞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예방접종은 임신 중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임신부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접종 전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가능합니다.
* 영국 산부인과학회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문 발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임신부 이상반응 및 모니터링
ü (원칙) 임신부의 경우 일반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이 발생,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
ü (이상반응 유형)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작
(전신반응)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 접종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지며, 발열 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 해열진통제 복용 후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
☞

①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②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③
피부필러 시술자에게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음

☞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 필요
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알림 발송 및 이상
반응 관련 문자수신 동의자 중 일부 초기접종자 대상 능동 모니터링 실시
☞ 동의자에 한하여 임신 종결 시 까지 건강상태 추적(대한산부인과학회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