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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schedule is recommended by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achieve high efficacy and immunogenicity. However, the patients often cannot keep up
their schedule for several reasons.
Methods: Monthly numbers of visitors for HPV vaccination between 2019 and 2021
were analyzed to measure the impac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outbreak
which was the main cause of this delay.
Results: In February 2020,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vaccinated with HPV was
dropped suddenly due to COVID-19. Prior to this impact, the average patients per
month for HPV vaccination was 160 (95% confidence interval [CI]: 143–176). It was
then 30 (95% CI: 20–40). However recent trends show a gradual recovery.
Conclusion: If a woman is pregnant after starting the HPV vaccine series, the reminder
doses should be delayed until she is no longer pregnant. If this series is interrupted
for any length of time, it can be resumed without restarting the series. HPV vaccine
series need to be administered with a minimum interval of 14 days before or after
administration of COVID-19 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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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궁경부암 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다[1]. 충분한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접종 스케줄을 따

발생하게 되었다.
COVID-19의 유행이 외국인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스케줄에
미치는 영향과 접종 스케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라야 한다[2,3]. 그러나, 전세계적인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
서 외국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그 스케줄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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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는 COVID-19의 유행 전 평균 160 (95% confidence in-

II. 연구대상 및 방법

terval [CI]: 143–176)명, 유행 후 30 (95% CI: 20–40)명이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목적으로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를

(Fig. 1). COVID-19의 영향으로 월간 내원자 수는 약 68.4% 감

방문한 외국인 환자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식별정보

소하였다(P <0.05). 또한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해 내

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후향적 자료 연구로 IRB 심의 면제

원한 월간 환자 수는 2020년 2월에 크게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를 기준으로 전

증가 추세에 있다.

후 1년간 즉,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142명의 자

대상자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신접종을 실시하였다. 2명

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국적, 성별, 연령의 변수가 포함하였

은 발열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1명은 예정일보다 너무 빠르게 내

고, COVID-19의 유행 기점을 기준으로 월간 내원자 수를 비교하

원하여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어지럼증과 실신이

였다.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시행하였고, 유의 수준

있었던 사람은 총 6명으로 모두 침상 안정 후 회복되어 귀가하였

은 P -value<0.05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은 STATA 16.0 (Stata

다.

Corp., College Station, TX, USA)를 이용하였다.

IV. 고찰 및 결론
III. 결

과

COVID-19의 유행으로 상당수의 외국인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

연구 대상자는 모두 2,142명이었으며, 여자가 2,126명, 남자가

종을 위해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따

16명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세였다. 월간 내원

라서 이들은 백신 접종 스케줄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위해 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umbers and
proportions)
Variable

Number (n=2,142)

Proportion (%)

2019. Mar–2020. Jan

1,757

82.0

2020. Feb–2021. Feb

385

18.0

2,126

99.3

16

0.7

10–19

66

3.1

20–29

1,042

48.6

30–39

1,022

47.7

40–49

12

0.6

Survey year

Sex
Female
Male
Age group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그들이 해외에서의 접종을 선택하는 주
된 이유는 자국에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불
편함과 추가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을 찾는
이유는 이 지역의 백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보인다.
COVID-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일부는 자국에서 스케
줄에 따라 접종하기도 하고, 일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선택하
기도 할 것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스케줄에 따라 접종하였을 때 93% 이상에서
면역이 형성된다[4].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97% 이상에서 자
궁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5].
접종 시기는 11–12세가 추천되며, 9세 이상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13–26세에서 따라잡기 백신접종이 추천되며, 27–45세
에서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6].

The numbers of foreign visitors
for HPV vaccination

250
2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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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uman papilloma virus (HPV) vaccination (Mar 2019–Feb 2021). In February 2020,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vaccinated with HPV was dropped
suddenly due to COVID-19. Prior to this
impact, the average patients per month
for HPV vaccination was 160 (95%
confidence interval [CI]: 143–176). It
was then 30 (95% CI: 20–40). However
recent trends show a gradual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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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에서는 2회의 접종이 권장되며, 최소 6개월의 간격이
요구된다. 그리고 15세 이상에서 0, 1–2, 6개월 총 3회의 접종이
권장된다.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의 간격은 최소 4주, 그리
고 두 번째 접종과 세 번째 접종은 최소 12주, 첫 번째 접종과 세
번째 접종은 최소 5개월의 간격이 필요하다. 만약, 더 짧은 간격으
로 접종하였다면, 최소 권장 간격에 한 번 더 접종해야 한다. 그리
고, 접종 스케줄을 따르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재시작할 필요 없
이 이어서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태아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임신 중에는
권장되지 않는다[7]. 따라서 백신 접종 스케줄을 시작한 후 임신이
확인되면 나머지 접종을 미루어야 한다. 또한, COVID-19 백신과
자궁경부암 백신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
므로, 각각의 백신 사이에 2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8]. 특히,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은 CoronaVac이며, 죽은 바
이러스 입자를 이용한 불활성화 사백신이다[9]. 한편, 모더나와 화
이자는 mRNA방식의 백신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1개의 의료기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후 외국인 환자의 증감 현황으로 확대 해석될
수 없다. 외국인을 국적으로만 구분하였고 거주 지역을 구분하지
않아 한국 거주 외국인이 포함되었다. 월별 방문객의 접종 차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이 지연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추가 접종을 위한 현지 의료기관이나 국내 타 병원으로의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위해 우리나
라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현황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COVID-19는 국가간 이동과 의료기관 방문을 어렵게 하고 외
국인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일정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지연
된 기간 동안 COVID-19 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을 접종하기도
하고 임신을 하기도 한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최소 접종 간격을 지
키고, 접종 스케줄을 미루더라도 처음부터 재시작할 필요 없이 이
어서 접종하는 것이 추천된다.
향후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설문지 등을 통한 백신
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의료기관 방문 이유와 실제 경험 등의 추가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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