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예방접종 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사 관련 서한

- 전세계적으로 COVID-19 예방접종은 COVID-19 대유행을 막는 중요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COVID-19 예방접종이 확산되고 있음.
- 잠복결핵감염 검사(Tuberculin skin test 및 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는 면역반응을 이
용하는 것으로, COVID-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음성 결과에 대한 우려로 미국 및 캐나다 등
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 후 음성자에 대해 4주 후에 재검사 권고하였음.
-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COVID-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접촉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프로토콜을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함.

1. 배경
- 전세계적으로 COVID-19 예방접종은 COVID-19 대유행을 막는 중요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도 국가 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라 COVID-19 예방접종을 시행 중임.
- 최근 COVID-19 예방접종이 확산에 따라 COVID-19 mRNA 백신과 결핵감염 검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2. 미국 CDC 권고사항
- 현재까지 COVID-19 mRNA 백신이 tuberculin skin test (TST) 나 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IGRA)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으며, TST 또는 IGRA 검사가 COVID-19 mRNA 백신
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국 예방접종 자문의원회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의 예방접종 가
이드라인에 따르면 불활성백신은 결핵감염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MMR과 같은 독성약
화 생백신의 경우 경미한 면역체계의 억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TST 반응의 감소로 이어져 위
음성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TST 및 IGRA 검사는 독성약화 생백신 예방접종 이전에 시행
하거나, 예방접종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만일, 독성약화 생백신 예방접종 후에 TST 나

IGRA 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후 28일 이후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 COVID-19 mRNA 백신은 생백신은 아니나, 아직까지 mRNA 백신이 면역 반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COVID-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TST 또는
IGRA 검사 결과에 대한 영향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음.
- 따라서 TST 또는 IGRA 검사는 COVID-19 예방접종 이전에 시행하거나, 예방접종과 동시에 시행
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채용 전 검진 및 주기적 검사 등) COVID-19 예방접
종 완료 4주 이후에 검사를 시행함.
-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 후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위한 목적일 경우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연기하
지 않을 것을 권고함.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는 검사를 연기하지 않고 시행하며, 음
성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완료 4주 이후에 재검사를 시행할 것을 고려.

3. 국내 잠복결핵감염 진단절차 변경 (2021.5 질병관리청)
- COVID-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접촉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프로토
콜을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함.
- 결핵환자 접촉자는 최근 접촉이 발생한 결핵 발병 고위험군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연기하지
않고 일정대로 실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위음성이 우려되므로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촉자 중에 최종 잠
복결핵감염 음성자 대상으로 COVID-19 예방접종 완료 4주 이후 재검사 실시함. 단, 예방접종 시
기와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기의 간격이 4주 이내인 경우에 한함.
- COVID-19 예방접종 완료 후 잠복결핵감염 2차 검사가 남아 있고 그 간격이 4주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하지 않음.
- 잠복결핵감염 진단과정 중 결핵 증상 발생 시 흉부X선 검사 등 결핵 검진 적극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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