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2021년 4월 23일 (KIST 유럽연구소 변재선 책임연구원)

1. (작센 주지사) 크레쉬머의 러시아 방문후: 독일 스푸트니크 V 3천만회분 구입

희망(NACH KRETSCHMER-REISE NACH RUSSLAND, Corona-Impfstoff
Sputnik V: Deutschland will 30 Millionen Dosen ka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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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작센주지사, 스푸트니크 V 구입 발표
○ 독일 작센주 미샤엘 크레쉬머(Michael Kretschmer) 주지사는 러시아 방문중
독일이 스푸트니크 V 3천만회분을 구입하기 원한다고 발표,
- 크레쉬머 주지사는 수요일(4월 21일) 모스크바 방문중 러시아 보건부

미하일

무라시코(Mikhail Murashko) 장관과 회담
- 전제 조건은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으로, 승인되면 신뢰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러시아 장관은 승인될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
○ EMA 승인시 독일은 Sputnik V 백신을 6월, 7월,

8월에 각기 1천만회분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연방·주정부 합의 기준(K önigsteiner Schl üssel)에 따라
작센 주는 각기 50만회분을 공급받게됨
- Kretschmer

주지사는 Sputnik V 공급이 실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

- 주지사 본인은 의도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주에
Astrazenca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이라고 발표
- 독일의 예방 접종률은 곧 상당히 가속화될 예정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방접종 우선순위는 5월말에 해제될 것임

2. 보고: (작센 주지사) 크레쉬머의 스푸트니크 V 협상–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님
(Bericht: Kretschmer verk ündete Sputnik-Deal - doch der ist nicht unter
Dach und F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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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스푸트니크V 구입 미정, EMA 승인을 위해 추가 자료 필요
○ 독일 작센주 미샤엘 크레쉬머(Michael Kretschmer) 주지사의 스푸트니크 V
3천만회분 구매건은 연방정부와 조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계약되지 않았음
- 슈판(Spahn) 보건부 장관은 지금까지 제출된 스푸트니크 V 임상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음,
3.

마스

승인 시기는 추가 연구데이터의 범위와 질에 의해 결정됨

(외교부장관)

러시아

백신

구입

회의적

(Maas

skept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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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관
RTL
원문 작성일
2021-4-23
원문 링크
https://www.rtl.de/cms/maas-skeptisch-zu-beschaffung-von-russischem-impfstoff-4
747104.html

□ 독일 외교부 장관, 스푸트니크V 독일내 생산과 구매는 별개
○ 독일 하이코 마스(Heiko Maas) 연방 외무장관은 세르비아 방문중 러시아
Sputnik V 백신의 독일 생산과 별개라며 대량 구매에 소극적 의견을 밝힘

○ EU 후보국인 세르비아에서는 금년 초부터 Sputnik V 와 Biontech/Pfizer,
Astrazeneca 및 중국 Sinopharm 백신을 투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임
- 인구 700만명중 27%가 1차 접종을 받았고 18%는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코로

나 감염 건수와 중환자실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

4. 좌파당, 주정부 차원의 특별 스프트니크 V 주문 허용 요청

(Linke fordert

"Landessonderweg" bei Bestellung von Sputnik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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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센안할트주 좌파당, 주정부 차원 스푸트니크 V 의 백신 확보 요청
○ 작센안할트주 좌파당 불프 갈러트(Wulf Gallert) 의원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불필요한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장애물이 있음, 주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스프트니크 V 확보를 주장
- 이미 멕클렌부룩 포어포메스주에서는 러시아 백신을 독자적인 구입을 위해

노력해 왔음

○ 페트라 그림 베네(Petra Grimm Benne) 보건부 장관은 유럽의약품청(EMA)
에서 승인한 백신에만 의존하는 이전 전략을 옹호함
- 안전한 백신 접종이 우선이며, 러시아 백신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장,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에서는 Sputnik V 접종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됨
- 그러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월요일에 연방/주정부간 백신 정상

회담에서 향후 백신 조달건이 논의될 예정임

5.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 함부르크, 모든 연령

대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Menschen meiden AstraZeneca-Impfstoff in
Corona-Impfzentren–Hamburg gibt AstraZeneca f ür alle Altersklassen
f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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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함부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 연령대에 개방
○ 작센, 바이에른, 멕클렌부룩 포어포메스주와 베를린에 이어 함부룩도 우선순
위를 해제하여 누구나 Astrazeneca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결정함
- 로버트 코흐연구소(RKI)의 자료에 따르면 AstraZeneca 백신 접종이 주초에

비해 다시 크게 감소함
- 4월초에 이미 1차예방 접종율이 약 50%에서 약 30-40%로 떨어졌고, 이번 주

초이후 최대 20% 수준으로 재차 감소함
○ 사민당(SPD) 보건전문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60세 이상 고령
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하는 것에 비판,
- 심한 불신을 조장하여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

며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

6.

코로나

비상

제동에도

불구,

Saarland주는

개방모델을

고수

(Trotz

Corona-Notbremse, Saarland hält an Öffnungsmodell 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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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알란트주 개방 모델 지속 운영
○ 독일 전역에 통일된 비상 브레이크 관련 (감염예방)법이 시행되어 Saarland
여러 지역에 적용되지만, 주정부는 개방 모델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

Saarbrücken과 St. Wendel, Saarlouis 및 Neunkirchen 등 4개 지역은 3일 연

속 10만명당 신규 감염 100이상이라 비상 제동의 영향을 받음
- 이는 테스트를 통해 개방을 시도하는 Saarland 모델의 강제 중단을 의미함
- 그러나 비상 제동으로 인해 옥외 레스토랑, 극장, 영화관 및 피트니스 스튜디

오와 같은 문화, 레저 시설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다시 폐쇄하여야함
-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제한이 적용되고 쇼핑은 예약과 음성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만 가능, 개인 모임은 한 가구와 추가 1인으
로 제한됨

○ 토비아스 한스(Tobias Hans) 주지사는 Saarland 모델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펜데믹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모델, 테스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코로나 유
행 퇴치의 핵심"이라고 주장
-

Saarpfalz와 Merzig-Wadern 2개 지역은 7일 발병율이 100미만이거나 3일

연속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 Saarland 모델(노란색 신호등)이 계속 적용됨
- 2개 지역은 옥외 레스토랑 및 기타 시설이 여전히 개방, 주류 제공 금지는 오

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조정됨

7. 코로나 뉴스 라이브 블로그 (Live Blog Coronavirus-Pand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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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단신 업데이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덴마크가

제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Schleswig-Holstein nutzt AstraZeneca-Dosen aus D änemark)
- 덴마크는 혈전증 위험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 이웃한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에 제공
- Daniel Günther 주지사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인구의 2%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 백신 우선순위를 해제하지 않고 주로 60세이상 접종 예정
○ 파울에리히연구소: 얀센 백신 안전하고 효과적 (PEI: J&J-Impfstoff sicher
und wirksam)
- Paul Ehrlich Institute(PEI)의 Klaus Cichutek 소장은 J&J 백신이 특히 60 세

이상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
- AstraZeneca의 경우 피해 보고율이 여전히 "매우 낮고" J&J 얀센 백신의 경우

더 낮다고 주장

○ 영국 연구: 1차 접종으로도 매우 효과적 (Britische Studie: Erste Impfdosis
hochwirksam)
- 옥스퍼드 대학과 영국 통계청

ONS 및 보건부가 협력, 대규모 조사연구결과

1차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을 약 2/3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 백신(BioNTech/Pfizer 또는 AstraZeneca) 종류에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백신 접종 3주후에 65% 감소함

○ 러시아 10일간 코로나 휴무 (Zehn Tage Corona-Ferien in Russland)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재차 전국적인 휴무

기간을 선언함
- 러시아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감염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몇 주간

감소세가 둔화, 최근 모스크바에서 매일 2,000건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 발생,
4월에 전국적으로 최대 9,000건 일일 확진 사례가 보고됨

○ 유럽연합 바이오엔텍사와 백신 18억 도스 계약 체결 직전 (EU kurz vor
Vertragsabschluss über 1,8 Mrd. BioNTech-Dosen)
- EU 집행위 우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에 따르면
BioNTech/Pfizer사와 18억회분 백신 추가 구매를 위한 계약이 거의 완료됨
- 계약된 백신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전달될 예정이며, 목표는 성인들에

게 추가 백신을 접종하고, 유럽내 7~8천만명 어린이에게 접종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