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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및 감염에 따른 합병증 위험이 높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우선 접종대상이지만,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다. 임신부 접종
시 접종받은 임신부에서 출생한 영아들에서 생후 6개월 이내 인플루엔자 감염양성률이 유의하게 낮게 보고됨에 따라, 임신부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타당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임신부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 10월부터 2019-2020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도 다른 일반 의약품과 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임신부의 예방접종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 중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최신의 자료들을 확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부 예방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자료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장 최근(2019년 7월)까지의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한 결과,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임신부, 태아,
신생아의 불량 예후(조산, 자궁 내 태아사망, 선천성 기형, 자연유산, 자궁 내 태아발육지연, 저체중아)에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임신부 관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가이드라인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접종대상에 임신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안전성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임신예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데이터구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임신 중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임신부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 통일적인 국가 피해보상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임신부 예방접종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검색어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전성, 모니터링

들어가는 말

수 있는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감시체계와 현황을 분석하여, 임신부, 태아,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및 감염에 따른 합병증 위험이
높으 므 로 인 플 루엔 자 예 방 접 종의 우 선 접 종 대 상 이 지 만 ,

신생아에서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의 예들을 알아보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다. 임신부 접종 시 접종받은 임신부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국내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출생한 영아들에서 생후 6개월 이내 인플루엔자 감염양성률이

안전성 연구문헌 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 두 번째 ‘국외 임신부

유의하게 낮게 보고됨에 따라, 임신부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 감시 현황 및 모니터링 시스템

타당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임신부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세 번째 ‘국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임신부, 태아,

‘임신 중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료진들과 일반인 모두

출생아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현황 조사’를

안심할만한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시에 발생할

통해 국내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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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최근까지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임신부, 태아, 출생아 모두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외의 예방접종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1. 국내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

이상반응, 이에 따른 보상과정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문헌 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
표 1.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과 부정적결과 간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부정적 결과 내용

유산

전반적
선천성 기형

대상 임신분기

연관성 판단

1/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
(Crude OR 0.65[0.37-1.14], aHR1.05[0.78-1.48])

1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
(Crude OR 4.36[0.85-22.38], aHR 1.01[0.51-2.01])

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RR 1.00[0.36-2.74])

1/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
(Crude OR 0.99[0.89-1.09], aOR 1.02[0.97-1.07])

1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
(Crude OR 1.07[0.95-1.22], aOR 1.03[0.98-1.08], aRR 1.38[0.613.09])

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
(RR 0.99[0.63-1.56], crude OR 1.00[0.92-1.08])

1/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aOR 1.07[0.97-1.17])

1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aOR 1.06[0.96-1.18])

1/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aOR 0.96[0.79-1.17])

선천성 심장기형

선천성
구순 구개열

조산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신생아(SGA)

1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aOR 1.03[0.80-1.33])

1/2/3삼분기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연구간 이질성 높음.
(Crude OR 0.89[0.84-0.96], aOR 0.86[0.77-0.95])

1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aOR 1.01[0.94-1.09])

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
(RR 0.94[0.75-1.19], aOR 0.96[0.92-1.01])

1/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
(Crude OR 0.96[0.93-1.00], aOR 0.98[0.95-1.01])

1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RR 0.98[0.84-1.15], aOR 1.01[0.97-1.04], aHR or
RR 1.01[0.84-1.22])

-

임신 8주 이전 Pandemic 인플루엔자
백신 노출에서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필요

연구간 이질성이 높아 메타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연구 질이 높은 연구(
무작위 배정 또는 전향적 cohort)일수록
차이가 없다고 밝힘.

-

1삼분기
2/3삼분기

사산

1삼분기의 경우 전향적 무작위
비교임상연구 없음

-

1/2/3삼분기

저체중 출생

제한점

임신 분기와 상관없이 예방접종군이 유의하게 낮음
(Crude OR 0.87[0.81-0.93], aOR 0.85[0.79-0.92])
유의한 차이 없음(aOR 1.02[0.82-1.26])

연구간 이질성이 높은 편이고 연구 질이
높은 연구(무작위 배정 또는 전향적
cohort)일수록 차이가 없다고 밝힘.

유의한 차이 없음(RR 0.94[0.75-1.19],aOR 0.88[0.71-1.08])

1/2/3삼분기

임신 분기와 상관없이 예방접종군이 낮음
(Crude OR 0.81[0.73-0.91], aOR 0.87[0.78-0.97])

1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aOR 0.90[0.78-1.04])

2/3삼분기

유의한 차이 없음(RR 1.17[0.77-1.79])

www.cdc.go.kr

1218

-

주간 건강과 질병•제13권 제18호

표 2. 국가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시스템
국가

이니셔티브

특징

유럽

EMA

안전 감시 연구를 시행 관리 및 백신제조업체로부터 모니터링이 필요한 adverse events of
interest(AEI) 항목을 요구한다.

미국

VAERS

예방 접종 후 의료인이나 및 백신접종자가 건강 문제를 보고 할 수 있다. 추가 평가를 요하는 새롭고
비정상적이거나 드문 부작용으로 추가 연구를 요하는 자료를 모니터링한다. 매년 3만개 이상이 VAERS
에 보고되며 가벼운 부작용이 85~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분류된다.

캐나다

CANVAS

백신 접종 후 직장이나 학교 결근을 요하는 건강이상이나 일상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백신접종자들이 보고를 하여 1000명당 1명 이하 발생하는
사건을 감지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들은 접종 후 8일후 웹 기반의 설문조사를 받고 이후 의학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진행한다.

호주

Adverse Drug
Reactions Unit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백신접종자가 직접 또는 주 보건 부서를 통해 전달되며 전달된 사안은
분류와 검토를 통해 인과관계 등급이 할당 된다.
보고서를 심사하고 검토하며 인과 관계 등급이 각 AEFI에 할당되며 심각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은
의료 책임자에게 의뢰된 후 6주마다 진행되는 미팅에서 검토된다.

뉴질랜드

CARM

보고서가 작성자 제한 없으나 의료인의 보고가 선호된다. 종이양식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낸다.
보고자에 따른 비율을 보면 지역사회의사가 65%, 병원의사가 17%, 약사가 2%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범세계적

WHO survey

National Pharmacovigilance Center의 154명의 대표가 참여하고 31명의 백신 안전 전문가의 편의
샘플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초대된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 미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VAERS,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세계 각국의 이해 관계자들은 테스크포스팀(Brighton Collaboration
interdisciplinary taskforces)을 구성하고 있다[57].

System) 자료 분석결과,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후 이상반응

미국 VAERS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보고는 671건이었고,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부작용인

6일 사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총

자연유산 11.4%(62건) 등의 이상반응은 VAERS 내 다른 백신과

671건(비활성화 백신 554건)으로, 한해 평균건수는 112건이었다.

비교분석하였을 때 특별히 이상반응의 빈도가 증가된 것은 아닌

비활성화 백신 접종 관련 보고 중 30.9%, 168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 등 접종 후 부작용과 관련 없는 경우였고 부작용으로

또한 국외 연구문헌 55건[1-55]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표

인지 될 수 있는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부작용은

1), 인플루엔자 접종과 임신 관련 부정적 결과는 대부분 연관성이

자연유산으로 11.4%(62건) 이었다[58](표 3). 백신 접종 후 평균 5.5일

낮았다. 다만 연구들 간의 이질성이 높고, 임신 1삼분기의 경우 무작위

후 유산이 발생했으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유산으로 보고된

전향적 비교임상연구가 시행된 적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건수의 41.9%가 발생했다. 이 외 10건의 사산과 6건의 조산, 3건의
임신중독증, 1건의 태반조기박리, 2건의 태아사망이 있었다. 생백신

2. 국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 감시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127건 중 15건이 백신접종 후 발생된

현황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

부작용이었고 2건의 자연유산, 1건의 조산, 1건의 태아 폐동맥고혈압
발생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상기 임신 중 사백신 인플루엔자 투여

국가별 백신 이상반응 보고시스템으로는 미국의 VAERS,

후 발생된 이상반응들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VAERS 데이터베이스

유럽의 EMA, 캐나다의 CANVAS, 뉴질랜드의 CARM 등이

내의 다른 백신과 비교 분석하였을 때 특별하게 이상반응의 빈도가

있으며[56](표 2), 임신 중 이상반응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증가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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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0~2016년 임산부의 비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N=544)
이상반응

건수 (백분율)

1. 임신 관련 이상 반응

102 (18.8)

자연 유산(20주 미만 임신)

62 (11.4)

사산(≥20주 임신)

10 (1.8)

태아 사망(임신 주수 불명)

2 (0.4)

조산(<37 주)

6 (1.1)

자간전증/임신성 고혈압

6 (1.1)

질 출혈

5 (0.9)

그 외 임신 관련 이상반응(a)

11 (2.0)

2. 임신과 무관한 이상 반응

252 (46.3)

일반적인 장애 및 투여 부위 상태

106 (19.5)

주사 부위 반응

55

면역 체계 장애

39 (7.2)

- 아나필락시스

5

- 비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

34

호흡기, 흉부 및 종격동 장애

38 (6.9)

신경계 장애

24 (4.4)

- 벨 마비

8

- 길랭-바레 증후군

8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20 (3.7)

감염

8 (1.5)

위장 장애

8 (1.5)

그 외 임신과 무관한 이상 반응 (b)

9 (1.7)

3. 유아 관련 결과

22 (4.0)

자궁 내 성장 제한

1

신생아 저산소증

1

저체중

1

후두연화증

1

심실 중격 결손

1

난원공개종

1

혈관 기형 (포트 와인 얼룩)

1

황달

1

호흡 노력의 감소

1

왼발 인대 이완

1

수신증

1

선천성 피부무형성증

1

혈우병 A

1

자폐 스펙트럼 장애

1

태아의 신우확장증

1

4. 주요 선천적 결손

7 (1.3)

다지증

2

신생아의 자궁외 신장

1

구순파열, 구개열

1

구개열 (불완전)

1

에드워드 증후군

1

다발성 선천성 결손 (복합심장기형, 소이증, 구순파열)

1

5. 이상반응과 무관한 보고

16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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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보상신청 사례 및 경과
보상신청 접수건

경과

결론

1993년 임신 중 MMR 백신 접종 후
출생한 영아에게서 간질병증 발생

‘직접 투여받거나, 경구 폴리오 백신 투여 받은 자에게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폴리오가 발생되었다’라는 법령에 대해 백신 이상반응 특별 심사관은 ‘접종’
의 정의를 “직접 투여 받지 않았다”는 기준 적용

기각

1996년 임신 중 MMR 백신 접종 후
태아 뇌형성부전 발생

‘접종’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임신 중 시행한 예방접종이 태아에서
전달되었음이 확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거 제출을
진정인에게 의뢰

합당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

2001년 MMR 백신의 임신 중 접종 후
뇌이형성증, 간질증 발생

통치자 면책행위로 정부의 보상이 광범위하게 시행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접종’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보고 자궁 내 태아로의 전달 가능성 자체를 ‘
접종’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음

진정인이 법 개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기 → 보류, 2010년
재심 → 최종기각

2002년 임신 중 MMR 백신 접종 후
태아 소뇌증 및 발달지연이 발생

‘접종’의 정의를 “직접 투여 받지 않았다”는 기준적용: 자궁 내 태아
영향가능성에 대하여 불인정

기각

임신 중 MMR 백신 접종 후 유산:
유산에 대한 보상과 태아사망에 대한
보상이 청구

백신접종이 유산의 원인이 되었는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음
태아사망에 대한 보상은 주법에 따라야 하므로 뉴욕 주로 이관: 태아사망은
보상의 범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각

3. 국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임신부, 태

조산 등의 비정상 임신예후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저체중출생아,

아, 출생아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및

사산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분석되었다. 임신 2,3분기의 인플루엔자

보상현황 조사

예방접종은 임신부 감염예방뿐 아니라, 생후 6개월 이내 신생아
감염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증명되었고, 본 연구

미국의 임신 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신청 사례를

결과에서도 비정상 임신예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살펴본 결과 인플루엔자 접종 후 보상신청 사례는 찾아볼 수

세 계 보건기 구 에 서 는 임 신 전 분기에 걸쳐 임 신 부 들의

없었으며, MMR백신 접종 후 보상신청 사례 5건 있었으며, 모두

예방접종을 권장하지만, 임신 1삼분기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기각되었다[59](표 4). 대부분 사례에서 ‘접종’의 정의를 ‘직접 투여

백신접종에 대한 무작위 비교임상연구가 없다는 것이 임신 1삼분기

받은 경우’로 함에 따라,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과 태아의 선천성

예방접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의 견해로 보인다.

기형, 발달이상, 유산, 태아사망 등에 있어, 이와 관련된 임상연구

2016년 Ludvigsson의 연구 중 임신 8주 이전 monovalent AS03-

결과를 통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거나, 대규모의 역학연구를 통한

H1N1 Pandemic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과 구순구개열과의

연관성이 증명되기 전까지 피해보상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연관성이 제기되었으나, 선천성기형의 가족력을 보정하였을 때

보인다.

유의한 연관성이 없어 백신으로 인한 위험도가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8주 이전, adjuvanted H1N1 인플루엔자
백신과 선천성 구 순 구개열과의 연관성에 대하 여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9년 7월까지 보고된 연구들

맺는 말

중 임신 1삼분기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관련된 예후

국내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까지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임신부에서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메타분석에서, 유산 및 선천성 기형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신의 접종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유산, 선천성기형, 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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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삼분기는 유산의 기본적 위험도가 10~15%로 보고되는
취약한 시기이다. 또한 태아의 발생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선천성 기형과의 연관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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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r Influenza Vaccine Safety Profile among Pregnant Women and
International Surveillance of Adverse Events after Influenza Vaccination in
Pregnant Women
Kim NokHyun, Kim JongHee
Division of VPD control & NIP, Center for Disease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Response, KCDC
Ko HyunSun
Catholic University

Every year, seasonal influenza epidemics infect up to 30% of the population and a relevant portion are hospitalized.
Pregnant women are at greater risk for influenza-related complications than the general population. As a result, a free
national influenza immunization program was planned for pregnant women in Korea during the flu season of 2019-2020.
Althoug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health authorities in most countries recommend that pregnant women
receive the inactivated influenza virus vaccine, coverage is still limited. As several studies demonstrated, maternal
vaccination against influenza was shown to prevent influenza-like illness in women and infants. However, like other
medications, vaccines are imperfect and may have associated risks. Therefore, national public health officials and the public
health community must constantly monitor vaccine-related adverse events, assess risk, and inform the public of any
harmful effec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updated pregnancy outcomes after influenza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and investigate
surveillance and compensation claims for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AEFI) in oth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ntribute to providing a uniform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afety, adverse events, and
vaccination injur y compens ation schemes for pregnant women. The result s of this research suppor t polic y
recommendations and reassure both health care providers (HCPs) and consumers about the safety of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Further studies about improving knowledge and acceptability of HCPs and pregnant women and legal regulation
about AEFI in pregnant women need to follow.
Keywords: Pregnancy, Influenza, Vaccination, Safety,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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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systematic review between influenza vaccination and adverse events of pregnant women
Adverse event

Abortion

Trimester of
pregnancy

Causality conclusion

1/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Crude OR 0.65[0.37-1.14], aHR1.05[0.78-1.48])

1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Crude OR 4.36[0.85-22.38], aHR 1.01[0.51-2.01])

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RR 1.00[0.36-2.74])

1/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Crude OR 0.99[0.89-1.09], aOR 1.02[0.97-1.07])

1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Crude OR 1.07[0.95-1.22], aOR 1.03[0.98-1.08], aRR 1.38[0.613.09])

Congenital Malformation

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RR 0.99[0.63-1.56], crude OR 1.00[0.92-1.08])

1/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aOR1.07[0.97-1.17])

1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aOR 1.06[0.96-1.18])

1/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aOR 0.96[0.79-1.17])

Congenital Heart Failure

Congenital Cleft Lip and
Palate

Premature Birth

Small for Gestational
Age(SGA)

In case of 1 Trimester, No
prospective study

-

-

1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aOR 1.03[0.80-1.33])

1/2/3 Trimester

Significantly decrease, but they have many differences between
studies
(Crude OR 0.89[0.84-0.96], aOR 0.86[0.77-0.95])

1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aOR 1.01[0.94-1.09])

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RR 0.94[0.75-1.19], aOR 0.96[0.92-1.01])

1/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Crude OR 0.96[0.93-1.00], aOR 0.98[0.95-1.01])

1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RR 0.98[0.84-1.15], aOR 1.01[0.97-1.04],
aHR or RR 1.01[0.84-1.22])

More studies needed about
before 8 weeks of pregnancy

Inadequate for meta-analysis
because of many differences
between studies

-

1/2/3 Trimester

Low Infant Birth Weight

Limitations

1 Trimester
2/3 Trimester

Vaccination group is lower than non-vaccination group
regardless of trimester
(Crude OR 0.87[0.81-0.93], aOR 0.85[0.79-0.92])
No significant difference(aOR 1.02[0.82-1.26])

Many differences between
studies

No significant difference(RR 0.94[0.75-1.19],aOR 0.88[0.71-1.08])

1/2/3 Trimester

Vaccination group is lower than non-vaccination group
regardless of trimester
(Crude OR 0.81[0.73-0.91], aOR 0.87[0.78-0.97])

1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aOR 0.90[0.78-1.04])

2/3 Trimester

No significant difference(RR 1.17[0.77-1.79])

Still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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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ccine adverse events surveillance system by country
Country

Initiative

Characteristics

EMA

EMA requires vaccine manufacturers to vaccine safety surveillance studies and adverse
events of interest(AEI)

VAERS

Health-care providers and vaccine recipients can report any significant health problem following
vaccination. VAERS data are monitored to detect new, unusual or rare adverse events and
possible safety signals that warrant further evaluation in other studies. Approximately 30,000
VAERS reports are made each year, of which 85-90% are classified as mild (events such as
fever, sore arm, and crying or mild irritability) and the remainder are classified as serious.

Canada

CANVAS

The main outcomes of interest are the occurrence of a new health problem or exacerbation
of any existing condition severe enough to cause work or school absenteeism, prevent
daily activities or require a medical consultation. Over 20,000 individuals participate in active
surveillance each year; events occurring at a rate of <1 per 1000 can be detected.
Participants receive a web-based survey 8 days after vaccination and any medically attended
events are followed up by telephone call.

Australia

Adverse Drug Reactions
Unit

Notifications are either sent directly or via state health departments. Reports are triaged and
reviewed and a causality rating is assigned to each AEFI. Serious, severe, or unexpected
events are referred to the Medical Officer. All notifications are reviewed at 6 weekly meetings.

CARM

Reports are made on a paper form by post and can be submitted by anyone, although
notification by a health care professional is preferred.
Community doctors submit 65% of reports, hospital doctors submit 17% and pharmacists
submit 2%.

WHO Survey

Involves 154 representatives from National Pharmacovigilance Centers and a convenience
sample of 31 vaccine safety experts were invited to complete an online survey

EU

US

New Zealan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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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verse event following Influenza vaccination of pregnant women, 2010–2016 (N=544) VAERS
Adverse event

N (%)

1. Adverse event (related pregnancy)

102 (18.8)

Abortion (<20 weeks)

62 (11.4)

Stillbirth (≥20 weeks)

10 (1.8)

Fetal death

2 (0.4)

Premature Birth (<37 weeks )

6 (1.1)

Preeclampsia / Gestational hypertension

6 (1.1)

Vaginal bleeding

5 (0.9)

etc. (related pregnancy) (a)

11 (2.0)

2. Adverse event (not related pregnancy)

252 (46.3)

Mild adverse event and local reactions

106 (19.5)

- Local reactions

55

Adverse event with immune system

39 (7.2)

- Anaphylaxis

5

- Allergy(non-anaphylaxis)

34

Respiratory, Chest, Mediastinum disorder

38 (6.9)

Nervous system disorders

24 (4.4)

- Bell palsy

8

- Guillain-Barre Syndrome

8

Musculoskeletal system & Connective tissue disorders

20 (3.7)

Infection

8 (1.5)

Gastrointestinal disorders

8 (1.5)

etc. (not related pregnancy) (b)

9 (1.7)

3. Infant related

22 (4.0)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1

Hypoxic in neonate

1

Low birth-weight infant

1

Laryngomalacia

1

Interventricular septal defect

1

Patent foramen ovale

1

Vascular malformations(Port-wine stain)

1

Jaundice

1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1

Ligament disorder

1

Hydronephrosis

1

Aplasia cutis congenita

1

Hemophilia

1

Autism spectrum disorder

1

Pyelectasis

1

4. Congenital defect

7 (1.3)

Polydactylism

2

Extra-renal anomalies

1

Cleft lip and palate

1

Cleft palate (incomplete)

1

Edward syndrome

1

Multiple congenital defect (multiple cardiac abnormalities, microtia, cleft lip)

1

5. Not related AEFI

16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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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quested compensation and conclusion in VICP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US)
Utero injury claims

Basis of judgement

In 1993, a mother alleged that
her child developed a seizure disorder as
a result of the MMR vaccine administered
to the mother while pregnant.

The special master concluded that this requirement
means that only those who directly received the vaccine
can be compensated and dismissed the claim on the basis
that the child did not directly receive the vaccine while in
utero.

Dismissed

In 1996, a mother alleged that her child
developed cerebral dysgenesis, including
agenesis of the corpus callosum, as a
result of the MMR vaccine administered
to the mother while pregnant.

The court believed that the term ‘received’ should be given
a broad scope. The judge remanded the case for the
special master to consider whether the facts showed that
the vaccine in fact passed through the mother’s system to
the child while in utero.

The petitioner was not able to meet
this burden of proof, so the case
was ultimately dismissed and did
not result in compensation.

In 2001, a mother alleged that her
child suffered from a seizure disorder,
brain malformation, and significant
developmental delay as a result of the
MMR vaccine administered to the mother
while pregnant.

The Special Master concluded that because the Vaccine
Act was a waiver of sovereign immunity,
the term ‘received’ must be given a literal, narrow meaning,
such that it contemplates only direct, actual receipt of the
vaccine and not receipt in utero.

The petitioner represented that
certain proposed legislation that
might change →
Holding, Reconsider in 2010 →
Dismissed

In 2002, a mother alleged that her child
suffered microcephaly
and developmental delay as a result of
the MMR vaccine administered to the
mother while pregnant.

The special master noted that the term ‘received’ must
mean direct receipt

Dismissed

In 2007, a mother alleged that the MMR
vaccine she received while pregnant
caused her to miscarry and sought
compensation for her own injuries (the
miscarriage) and a death benefit on
behalf of her unborn child.

A judge of the CFC upheld the decision by a special master
that the petitioner had failed to demonstrate that a vaccine
caused her miscarriage, resulting in denial of compensation
for the mother’s own injurie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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