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서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유효성과 방법
2014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human papillomavirus) 백신에 대하여 정책 방침서(position paper)를 발표하였다.
WHO는 기존의 9-14세의 여아에서 HPV 백신에 대한 스케쥴을 3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권고를 추가하였다. 2가 HPV 백신 (서바릭스®) 및 4가 HPV 백신 (가다실®) 모두에서 15세
미만의 여아에서 6개월의 간격을 둔 2회 접종을 권고하였다. 또한, 1차와 2차 접종의 최대
간격은 없으나, 성경험 이전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 12~15개월은 넘지 않기를
권고하였다.

1. 유효성
성인 여성에서와는 달리 청소년기에서의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유효성 분석은 면역원성
으로만 이루어 진다. 실제 자궁경부암을 얼마나 예방하는지를 평가하려면, 자궁경부상피내이
형성증 (CIN, Cervical intraepithelial lesion) II, III과 같은 병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인과적인 시술이 필요하다. 아직 성경험 이전의 청소년기 여아에게 이러한
평가방법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면역원성으로 평가 후, 이미 3회 접종으로 평가된 기존 임
상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immunological bridging”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1) 3회 접종
1) 2가 HPV 백신 (서바릭스®): HPV에 감염된 적이 없는 여성에서 HPV 16과 18형에 연관된
CIN III 이상의 병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100%). HPV유형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예방
효과를 볼 때, HPV에 감염된 적이 없는 여성에서 CIN III 이상의 병변에 대한 예방효과가
93.2% (95% CI: 78.9-98.7), 전체 임상군 (1회 혹은 2회 접종군, 백신 접종 시 이미 HPV감염
된 적이 있거나 감염되어 있는 경우, 자궁경부질세포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포함)에서는
45.6% (95% CI: 28.8-58.7)로 나타났다.
2) 4가 HPV 백신 (가다실®): HPV에 감염된 적이 없는 여성에서 HPV 16과 18형에 연관된
CIN III 이상의 병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100%). 이외에도 질과 외음부의 HPV 16과 18
형에 연관된 감염 및 병변 에방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 HPV유형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예방효과를 볼 때, HPV에 감염된 적이 없는 여성에서 CIN III 이상의 병변에 대한 예방효과가
43% (95% CI: 13.0-63.2), 전체 임상군에서는 16.4% (95% CI: 0.4-30.0)로 나타났다.

(2) 2회 접종
체계적인 검토의 결과에 의하면 9-14세의 여아에서 HPV 백신의 2회 접종은 9-14세 여아에서
3회 접종이나 혹은 15-24세 여성에서 3회 접종에 비하여 면역원성 (immunogenicity)면에
있어서 열등하지 않았다.

1) 기하 항체 평균 역가 (GMCs, geometric mean concentrations): 3개의 연구 (서바릭스®
1개, 가다실® 2개)에서 2회 접종군은 3회접종군에 비하여 1, 24개월에 측정한 GMCs가 열
등하지 않았다. 서바릭스®의비무작위비교에의하면, 백신 접종 후 24개월까지 3회 접종군보다
2회 접종군에서 GMCs가 열등하지 않거나 오히려 우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혈청전환 (seroconversion)과 혈청양성반응 (seropositivity): 모든 연구에서 혈청전환과 혈청
양성반응면에 있어서 2회접종은 3회 접종에 비하여 열등하지 않았다.
3) 투여 간격: 2회 접종의 투여 간격을 비교하는 2개의 연구 (0, 2 개월 대 0, 6 개월; 0, 6 개월대
0, 12 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투여 하였을 때 모든 연령군 (9–14, 15–19, 20–25세)에서
마지막 백신 투여 1달 후부터 2달 간격으로 GMCs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우수함이 보고되
었다.

2. 방법
(1) 2가 HPV 백신 (서바릭스®)
- 9~14세 여아에게 2회 접종(0.5mL, 0, 6개월)이 권장된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5~7개월
사이에 접종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5개월 이내에 2차 접종을 했다면, 3차 접종까지 해야

한다.
- 15세 이상의 경우 3회 접종(0.5mL, 0, 1, 6개월)이 권장된다. 1차 접종 후 1~2.5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할 수 있으며, 1차 접종 후 5~12개월 사이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 삼각근 부위에 근육내 주사한다.

(2) 4가 HPV 백신 (가다실®)
- 9~13세 남아 및 여아에게 2회 접종(0.5mL, 0, 6개월)이 권장된다. 1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2차 접종을 했다면, 3차 접종까지 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3회 접종 (0.5mL, 0, 2, 6개월)이
권장된다.
- 14세 이상의 경우 3회 접종(0.5mL, 0, 2, 6개월)이 권장된다.
- 1차 접종 후 적어도 1개월 이후 2차 접종을 할 수 있으며, 2차 접종 후 적어도 3개월 이
후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 삼각근 부위에 근육내 주사한다.
결론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WHO에서는 성경험 이전의 9~13세 여아에게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이는 두 백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 없는 사람에게 최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때 접종하지 못한 경우, 젊은 여성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
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에게 HPV 백신은 우선사항으로 권고하지 않으며, 현재 적용 가능한
근거로 봤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권고는 젊은 여성에서의 시기 적절한 접종과 높은 접종
률을 통한 자궁경부암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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