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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 척수, 임파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 가능
감염경로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를 통해 배출 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
주요증상 : 2주이상 기침, 발열, 수면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치 료 : 6개월 이상 처방된 약을 정해진 시간과 용법대로 꾸준히 복용하면 97%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 소실
진단

흉부 X선검사 : 흉부 X선 검사상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 객담검사를 실시
가래(객담)검사 : 가래(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면 결핵으로 진단

결핵예방접종(BCG) 바로 알기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 할 수 있음
결핵 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님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2주이상 기침 또는 가래가 지속되면 결핵검사 받기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 및 결핵검사 받기
올바른 기침예절을 꼭 실천하기

기침할 땐 휴지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 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

잠복결핵 바로알기

결핵에 감염되어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잠복결핵은 결핵과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치료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함(약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가능
잠복결핵 치료는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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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내성 결핵

결핵 치료약제에 내성이 생기면 결핵균을 더 이상 죽일 수 없게 됩니다.
원인

환자가 결핵 치료약제를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거나 복용하였지만 조기에 중단하였을 때
처음부터 내성 결핵 환자로부터 전염된 경우

예방방법 :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된 모든 약제를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몇 알을 빠뜨리고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약 복용 중 부작용 등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결핵환자가 증상이 좋아지거나 귀찮다고, 약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마음대로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내성균을 만들고 사망에까지 이
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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