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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세계보건기구 장학생으로 1970, 10. 6~1970. 12. 31 까지 인도 국가 결핵 
사엽을 시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인도의 결핵관리와 우러나라의 결핵관리를 

비교 해 븐 것이다. 

1. 서 론 

인도의 결핵판리는 1차 5개년 계획우로서 1951년 집 

단 B.C.G 접종사엽4로 출발하였마. 

1962년 인도결핵연쿠소에서 지구 결핵관리 지칭이 성 

안되고 이 지구 걸핵관리 조직이 안도국가 결핵관리의 

추축이 되 었다. 인도국가 결핵판리의 3대 사엽은 (1) 

천지쿠적인 환자 발견사엽. (2) 천 지쿠적인 치료사엽 ， 

(3) 걷지주적인 예방사업이 다. 

결핵에 관싱을 가진 자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항결핵 

제의 발견 이 래 이렌 항결핵약이 개개인의 환자에게 사 

용되고 환자로 하여금 이약을 치유에 필요한 충갚한 기 

간동안 뷰약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구비펀 나라에 

서는 결핵사망율은 급격한 하강을 보여 주었고 결핵관리 

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도와 같은 알선도상 

국가 즉 약품의 부족 및 빈곤과 둔맹에서 기인한불건전 

하고 >11 파학적 생활을 하는 국민을 가진 극가에서는 아 

직도 결핵은 국가 보건운제중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1959년 입원치료와 흥원치효 

의 효과에 관한 마드라스(Madras)연구는 광유 할 만한 

것이 였으며 양자의 치료효과는 엑스선상의 호천 상태 ， 

공동의 소실 상태 ， 결핵균의 음전상태 둥에 있어서 아무 

런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 라 통원환자의 가족파 업 원환자의 가족간의 

결핵발영에 있어서도 유의 할 만한 차이가 없었A며， 안 

정， 영양， 신선한 대기， 간호， 격리등이 필요하다는 천 

통적인 생각이 중요하지 않음올 증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동원치료는 인도 국가 결핵판리의 치료 

방침의 기본이 되었￡며， 여러 발전도상 국가에서도 통 

원치료가 국가 결핵 치료사업에 채택 되었다. (물흔 흥 

원 치료는 마드라스연구 이천에도 여러나라에서 실시되 

고 있었지얀 마드라스의 결과는 파학적 이흔적 뒷받침 

이 되었다. ) 

인도 국가 결핵판리는 3대 사엽을 설정하고 출말하여 

10년이 되었고(RC.G.는 약 20년) 가능한 한 최단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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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히 계획되고， 실시되고， 판리 조직펀 마 

드라스의 연구 결과가 영청나게 포대한 조직을 가진 국 

가 결핵관리에 웅용되었을 혜， 그성파는 마드라스외 그 

것과 같이 만족 할 만한 것이 되지 옷하였다. 

이 이론과 현살과의 격차는 처음부터 상상할 수 있었 

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마 선진국에도 응용되고 

있는 통원치료는 불가결의 치료 방청이어야 함은 의섬 

의 여지가 없다. 

둔제는 연쿠 결과가 실제연에 응용 되었을 혜에 발생 

하는 효과연의 격 차를 줄이는 방향￡로 노력 。l 집 중되 

어야 하겠다는데 있다. 

이 격차를 강소시키는데 도웅이 되고， 격차를 발생시 

킨 원 인을 알기 위 하여 • 의 사회 학자인 베 나지 (Benargy) 

는 한 연쿠을 시도하고 결론 짓기를 “결핵사엽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제점들은 기술적인， 사회적 

안 운제보다는 챙정적， 조직상의 둔제첨이 더 중요하마” 

하고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 

가 시도되었지만 현재도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이런 연주들은 주로 인도 결핵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인도국가 결핵판리에 있어서 가장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전국적￡로 지쿠 결핵관리 조직을 완 

성하지 웃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천국은 336-

개의 지쿠르 구분되어 있￡며 현재 i867~ 지구에서만， 

결핵관리 죠직이 완성되어 있었다. 1개 지쿠의 판할 안 

우는 S영균 1, 500, 000만 이 었다. 

현재 인도국가 결핵 치료사엽은 과거에도 그러랬지 

만 긴급한 쿠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자각 증상을 가진 

개방성 결핵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개방 

성 환자를 치료하으로서 ; 역학적A로 천염 원을 차단하 

는 것이 주옥표였다. 엑스선상 음영이 있어 결핵을 의 

성케 하는 비개방성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및 환자 말 

견은 소극적이었다. 

현재의 인도의 경제 놓력으로는 바개방성 환자를 치 

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결핵 판리는 



지역 사회 개발사엽의 얼부로 간주되고 있었다. 

인도 국가 결핵 판리의 역사는 국가 결핵관리에 있어서 

인도 결핵연구소의 역 할올 말해 주고 있마. 

1962년 지 구 결핵 관리 지 첨 이 인도 결핵 연구소에서 

성안띈 사싶은 ’ 이 를 여 실히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 다. 

그러 고 현재까지 결핵 연구소는 324명의 지구 결핵판 

리의사. 403영외 치 료젝 . 360영 의 세균기사. 330명의 엑 

스선기 사. 225영의 B.C.G. 팀 책임자흘 훈련하였다. 이 

들은 모두 국카 결핵판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원 

들이다. 

인도 결핵연구소는 중앙정 부에 있는 국가 결핵 판리 

총책임자(Tuberculos is adv isor라고 부릎)가 그의 국가 

결핵관리의 계 획 ， 칩챙 ， 조직 빛 펑 가에 있어서 필요한 

파학적 인 기 븐자효 빛 지 식 의 공급원적인 기 관이 라는 

인상을 밭았마. 

모든 사엽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 반을 두어 야 한다는 

태도는 매 력적 인 것 이였다. 

한국의 결핵판리 사엽이 전국석 인 규모로 전개하기 시 

작한 것은 1962년이 라고 말할 수 있올 것 이다. 인도 결 

핵판리와 한국 결핵판리는 집 행방엄 조직 연에서 차이는 

있으나， 그 키은 원리에 있어서는 마를 바 없다고 생각 

되었다. 

이 상은 보고자가 이해한 인도 국가 결핵판리의 원리 

적 개 념이다. 

2. 인도의 인구 

인도의 인쿠는 약 540 ， 000 ， 000이며 ， 82%가 농촌에 운 

포하고 있 다. 한국은 약 30 ， 000 ， 000만 으로 이 의 약60% 

가 농촌에 살고 있 마. (표 1참조) 

표 1. 단위치료소벨 ， 시 설옐 ， 인구분포 

1 인 도 ! 한 국 
전국 인구 | 540, ooo o에 30, 000 , 000 

지쿠 평J”S균3~ 인구 1, 500, 0001 2, 560, 000 
(한국 도 인쿠) 

툼줄지구 인구 
(한국 평균도 인구) 

1, 360, 00이 2, 560, 000 

총말단지치구료소 수 601 55 
(1개 또는 도) 

단(1한개위국치 치에료효서소소는로 산 읍하 간/주인구했연을음) 22 , 600 15, 000 

32, 000 130, 500 
단위 검 사시설하의 인쿠 
(배 양 가능) 

2, 560, 000 

단위 고정 엑 스(깐선촬 촬 가영능 시) 
섣하의 인쿠 

1, 360, 0001 130, 500 

의1명 인 결구핵판리 의사 산하 1, 360, 0001 2, 56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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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의 결핵관리 조직 

인도는 총 336개의 행정지쿠(District)로 냐누어져 았 

다. 1개 지구의 안쿠는 펑균 1, 500, 000_으로 추산펀다. 

개개의 행정지구에 1개 지구 결핵판리 센타(District 

Tuberculosis center 또는 DTC)를 설치 하는 것 올 결핵 

판리 조직 상의 목표로 상고 있다. 현재 조직이 완성되고 

기 능을 발휘 하고 있는 지 구센타는 1867~ 지 구 뿐이 다. 

DTC 가 수행하는 결핵사엽은 지구 결핵사엽 (District 

Tuberculosis Programme 또는 DTP)로 불리 어 진다. 

지우 결핵사엽은 지우 결핵판리 센타를 제외한 말단 

에서는 일반 보건사엽 조직에 통합펀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지구 결핵판리 센타에는 결핵판리의사(District 

Tuberculosis Officer 또는 DTO) , 치 료담당자， 검 사기 

사， 엑스선기사， B.C.G. 접종반 반장 퉁계요원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인도에는 17개주와， 중앙정부 직할 영로들이 있지만， 

주의 개념없이도 지쿠 결핵판리 사엽만 이해한다연 국 

가 결핵관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픔， 지구 결핵판려 조 

직을 추측우로 결핵사엽을 수행하고 있다. 

B.C.G. 정종사엽은 아직도 말단 보건조직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구 결핵관리의사의 지휘하에 지구 B. 

C.G. 첩 종안이 부락파 부락을 연중 순회 하연서 B.C.G. 

를 접종하고 있다. 

보고자는 툼줄지쿠(Tumkur District)의 결핵판리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 지우의 일반 보건사업 

조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인도의 결핵 사엽이 집행되 

고 있는 개녕을 천달한다. 

퉁줄지구에는 보건과가 있고 파장은 District Health 

Officer 또는 DHO로 불리워지며 결핵판리의사도 DHO 

산하에 들어 간다. 파장 산하에 167~ 보건소(인도에 서 는 

영어로 Primary Health Center라고 부릎)가 있고 1개 

보건소 산하에는 2"'3개의 보건지소가 있다. 이외에 지 

역사회가 건럽한진료소가 상당수 있다. 보건지소 및 지 

역사회가 건립한 진료소는 합해서 43개였마. 보건소를 

포함하여 지소 및 진료소를 통럴어 결핵 사엽에서는 현 

의 상 말단 보건사엽 소(Pheripheral Health Institution 

또는 PHI)라고 부르기도 하며 혜로는 현마경의 유우에 

따라 현마경씬타(Microscopic Center) 혹은 의종씬타 

( Referal Center)라고도 한다. 이 렇게 분류- 렀을 혜 이 

지구의 총 말단 보건사업소는 59개이며 시중 41개는 현 

미경 씬타이여， 18개는 현미경 의존샌타로 구붐완다. 

천 말단 사엽 소는 지 쿠 DTO의 산하에 있 o 며 , DTO 

의 지시에 짜라， 벌도로 규정펀 지쿠 결핵 관리 지청서 

에 따라 결핵환자 발견， 치료，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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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 치료소볕， λ|혈벌， 인구분포 

(인도와 한국) 

(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치료소 옐 판할 

:‘ 언주는，안도가 한국보다 파중항을 알 수 있다. 안 

도의 결핵판리는 통합펀 형태로 말단 보건사엽소에서 

이루어지며， 결핵 천당 직원이 없는데 반하여 한국의 

말만치료소(연)에는 결핵 천당 직원이 있어 치료， 환자 

판리(가정 방운둥)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연 더욱 그렇 

다. 그러 냐 이 련 한국보다 큰 인구 판할은， B.C.G. 예 

방 청종사업을 진료소에서 하지 않는 것과 소극켜안 양 

. 정환자 발견사엽 퉁￡로 정당화 되어 있는 정윤 현질적 

흐;로 엽우수행이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는 말단치료소의 결핵 전당직원은， 학교아동， 마취학아 

동의 B.C.G. 정 종을 담당하고 있3며 , 양성 환자 발켠에 

도 부락융 방운하연서 , 유증상자로 부터 담을 수집 하 

여야 하는‘ 엄우가 부과되어 있다. 

4• (2) 단위 현미경하의 인구 

· 단위현마경 하의 안구에 있어서는 한국이 인도보다 

수배 ’과중한 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려척안 위치상， 안도의 남부는 옐대에 속하며 

마라리아의 창궐이 심하여 마라리아 판리가 국가보건사 

엽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판계상， 마라리아 사 

엽에 사용하는 현마갱이 결핵사업 양성자 발견에 상용될 

수 있는 지역척 특이성에 기인한 것이였다. 반연 한국 

윤 온대에 위치하고 있어 마라리아는 옐로 운제시 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이란 이점을 이용하여， 말단 치 

효소에서 당일 양성자의 진단올 완료하여 치료를 시작 

할 수 있는 펙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만연 한국 

에서는 말단 치료소에서 담을 수정하여 현미경 시설을 

카진 보건소에 도말 표본을 우송하고 결과를 통;.，1 받고 

다시 환자의 가정을 방품 통지해야 하는 벤장을 띄할 

수 없;으며， 그간 유증상자는 기 다려 야 하는 불현을 연 

: 치 뭇한다. 

4-(3) 단위 배양시열하의 인구 

배양시설은 한국에서는 1개도에 하나씩 있어서 말단 

치료소에서의 도말결과 누락펀 양성환자를다시 재발견 

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적안 。l 정윤 있지만， 배양 양 

성， ι결과가 환자에게 통지되는 기간이 약 2개월 요하여， 

. -켈제호 옐마의 환자가 더 발견되어 둥록 치료되는지 정 

확히 ，형가되어 있지 않다. 안도의 현실하에서는 아직 

• 배양시설을 지구벨로 설치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성숙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4-(4) 단위고정 엑스선 활영시설하의 인구 
이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안도보다 약 성배 유리한 입 

장에 있다. 이는 보건소 사엽이 한국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인도에서는 오히려 

치료 사업에 중점을 우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생각되었 

다. (보고자의 안상에 의항) 즉 인도에서는 써비스엽에 

종사하는 종엽원의 건강진단서 발급이 없었A냐 한국은 

이에 상당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이 건강진단서 발급에 

는 결핵의 유우도 한 초건￡로 되어 있다. 

안구 1， 360， 000만 명에 한대의 엑스선 시설로서는 엑 

스선 촬영이 필요한 환자외 불펀은 능히 상상 할 수 있 

다. 

만연 엑스선우로 발견되는 환자는 111 천염성 경증 결 

핵이 많이 포항띈다. 

천염성 중증 혹운 용동성 결핵환자의 음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후진국 결핵판리에 있어서 엑스선우로 발견 

되는 경증 환자의 증가는 양성환자의 접중적 판리에 지 
장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버마의 예를 들어보면 음성 환자의 연잔치료 중단은 

약 70%이지만 양성환자의 치료 중단은 30%라고 한다. 

비개앙성 환자의 과중한 둥록은 성중이 고려되아야 할 

것이다. 이정 한국은 닙l 천염성 환자판리에서 얻는 이 

첨， 즉 미래의 양성자를 마연에 방지하는 효과연을 역 

학적￡로 연쿠하여 r음성자 판리에 과학적인 유의성의 검 

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4-(5) 1명 관리 의사 산하의 인구 

표 1에 서 보는바와 같야 한국의 판리 의 사의 부담이 

안도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도의 관리의사 산 

하에는 치료당당의사 1명이 배치되어 . 있응을 고려에 넣 

」ζ연 한국 관리의사의 엽무량은 더욱 과중함을 알 수 

있다. 그러고 한국 결핵판리에서는 음성자의 둥록수가 

많A며， 따라서 엑스선 판독 엽우도 상당량에 이르여 행 

정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펀다. 

4-(6) 인구 및 보건사업소 
인도의 인주는 한국 인우의 약 18배가 펀다. 이런 포 

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보건챙정올 효율적A로 수 

행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좀재 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그러 나 결핵관리 조직은 대체로 한국보다 

약간 세분화펀 보건행정 조직을 이용하고 있었다. 

즉 천술한 바도 있지만 인도의 결핵관리는 District 

Tuberculosis Programme을 추축￡로 하고 있A냐 한 

국은 Province도를 추축A로 하고 있￡며， 인도의 지우 

단위 행정쿠역의 인구가 형균 1， 500 ， 000안데 비하여 한 

* 소극척이라 함윤 진료소 래소자 중에서 환자흩 발견하고， 척극척2.로 부학앙운에 의한 환자발견이 없음을 말항. 

- 34-



국은 약 2， 560 ， 000이 다. 지 구(District) 및 도(Province) 

산하의 말단 보건사업 소 수는 한국이 인도보마 단위 

관할 인쿠로 조정한 혜 약간 많다. 

5. 일반 보건사업 

보고자는 인도결핵 사엽시찰이 주옥척이었￡며， 일반 

보건사업에 판한 것은 갚이 파고 을 수 없었다. 그러냐 

안도의 결핵사엽이 일반 보건사업의 일부이며 또한 일 

안 보건사업 조직에 통합되어 수행되고 있기 해품에 이 

에 대하여 보고자가 이해한 엄위에서 간략하게 그 기능 

연올 성영하는 것이 본 논운올 이해하는데 도움이 펼것 

으로 생각되어 칸략하게 알반 보건사업에 언급한다. 

대체적￡로 언도 보건사업소는 치료 사엽에 중점을 두 

고 있다는 안상올 받았다. 그 이유로는 보건소장 및 기 

타 진료소장인 의사는 환자치료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 

이 소비되고 있었기 떼운이다. 살제로 지역사회에서 

(Local fund Dispensary)건럽한 진료소는 천적으로 진 

료사엽만 수행하고 있었다. 진료는 전적￡로 우료로 제 

공하고 있었다. 보고자가 방운한 보건소 및 진료소 에 

는 의사가 천부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긴급 가료를 요하는 환자는 치료소 자체에서 환 

자수송 수단까지 책 임 은 지 지 않고 있A나 탈루크(Tal

uk) (우러나라의 군례벨)까지 가게되연 무료치료를 말 

을 수 있는 제도상의 조직이 되어있는 것윤 한국 보건 

사엽 보다 앞선 인상올 주었다. 

이러한 진료 사업이외에 보건소에는 인도가 직연한 

안쿠i폭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가족계획 사엽이 

았었고， 오자보건 천염명콘트폴 둥은 우러나라의 보건 

소 기능과유사한 정 들이였다. 그러나 한국이 살시하고 

았지 않은 (국한펀 지역에는 있지만) 말라리아 사엽이 

천국적우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열대 빛 아열대에 속한 

안도로서 불가피한 점이였다. 

6. 인도의 결핵환자 발견사업 

결핵환자 발견사엽운 일반 보건사엽에 통합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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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행정적 레벨운 연이여 연에는 진료소가 있무나 

의사 없는 진료소가 않ξL며， 진료소 의사는 개인의 개 

엽을 하며 보수는 일부 정부의 보조를 받지만 (무의 연 

해소 정책의 일부로서)인도에서는 천적A로 정부에 고 

용펀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연례엘에서 

무료진료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판계상 진료소를 찾 

는 환자의 수는 극히 희소하여 이들에게서 양성 환자를 

발견하기 힘들마. 고로 한국에서는 연 결핵관리 요원이 

부락을 방운하여 유증상자의 객 담을 수정 하여 환자를 말 

견하게 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의 전 

국발견환자를 보연 인구 1, 500, 000당 인도에서는 45，한 

국에서는 191명올 말견하고 있어 한국이 더 많은 환자 

를 발견하고 있다. (표 2)참조. 

표 2. 

7. 양국 결핵실태 비교 

(역학적 견지에서) 

역학적 견지에서 본 양국 결핵살태 

l 엑스앓상의 | 결 핵 좋 j 7J 유 

-

율|양 성 율 1 

호 l t:Z | 8:;~ I 
국
 -
한
 인 

율
 

여
 

n 

65.0 

40.0 

대체로 한국의 유뱅융 양성율 빛 감염율은 인도의 그 

것보다는 높았마. 

이는 그 원인이 사회적인 후진성에(결핵은 흔히 사회 

석 질앵무로 불러어지무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연 인도의 인형 결핵균의 영원성은 
영국의 안형결핵균의 뱅원성 보다 약하다는 것이 증명 

되었마. 

지역적￡로 한극운 영국파 같이 온대에 속하며 한국 

의 안형 결핵균의 영원성이 높은 사살도 증영되어 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배정형 결핵균의 감염이 B.C.G. 

와 같은 에땅석 역할올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 

었다. 

8. 등록 치료 

ξL며， 일반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랍에 의하여 수행되 인도 농촌 지역에서는 INH Thiacetazone의 영합이 

고 있었다. 보고자가 방운한 지역사회에서 건렵한 진료 보연적안 방법이였다. 

소를 예를 들연 의사 1명， 보조간호원 1영， 투약과 행 

정 사우를 보는 사무원이 있었는데 의사가 진료소를 방 

운한 흉부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담을 검사하라고 사우 

원에게 영하연 사우원은 도말 검사를 하여 결핵을 진단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 치료를 구하여， 보건사엽소를 찾는 환 

자중， 결핵 파 유판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로부터 , 결핵 

환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한국은 지역사회 진료소에 해 

도시 에 서 는 INH Thiacetazone 영 합 이 외 에 INH 

Streptornycin의 영 합도 살시 하고 있 마. 

대체적으로 치료제 사용은 한국이 질석연에 있어서는 

약간 우수하다고 생 각되 었다. 한국 농촌에 서 는 INH 

Streptornycin, INH, P AS, INH Thiacetazone의 명 합 

올 사용하고 있기 혜문이다. 

INH 마향파 Streptornycinl lgrn 주 2회 간혈요엽은 

인도 농촌지역에서는 교통의 불연 및 교통바 부당의 운 

- 3 5-



결핵 및 호홉기 질환 Vol.‘ 18, No. 2, April, 1971 

종합 및 평 균 재 검 사 환자발견 둥록환자 살척 (안도와 한국， 1970'i 1/4사붐기 살척 ) 표 3. 

인쿠 1, 500. 000에 대한 평균 리 판 결 국
 

천 

국 한 도 인 국
 

한 도 인 
벌 엽 사 

엑스선검 사소 10.373 

9.645 
1.271 

10.916 

1, 253 
427 

1.680 
909 
385 

1, 294 

207.465 

192.898 
25.435 

218.333 

165.426 
56.372 

221.798 
119.930 
50.902 

170.832 

규
 우
 
수
 규
 우
 
수
 

신
 추
 -
총
-
신
 
추
 총
 

객닫청사수 

자
 

성
 

양
 

사
 

a
섣n
 

연
 ιF
 

챔
 
객
 

환
 챔

 
페
 

191 

618 
809 
678 

1.004 

45 

100 
145 
278 

463 

3.828 
(살둥록수) 

12.369 

13.574 

20.081 

5.877 

13.255 
19.132 
36.737 

61.166 

객당검사 및 엑스선 

총 수 

엑스선 검사에 의한 음성결핵 
환자 발견수 신규 

총신규둥록환자수(양성 ’ 
음성 ) 

현채 치 료중 환자(1/4품 
기말 현재) 

치 효 중-

8.674 2.248 

! ìG.618 1 3.5(jg 1 535 : 

Foot Note주 : 인도 지쿠 총수 336개중 186이 초직 완료하고 이중에 131지주 결핵판려 죠직체에 의한 보고에 의항. 

173.487 296.751 

" 1 
.. , 
‘ , [ 

지 1년반 치료후의 음전 능력은 저조하다. 이점에 득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음전 능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운영상의 연쿠가 필요함올 철강한다. 

인도의 B.C.G. 접종 사엽운 지쿠 결핵관리 씬타에 소 

속되어 있는 B.C.G. 접종만에 의하여 천척￡로 수행되 

고 있어 말단 보건사엽소에서는 살시하고 있지 않았다. 

야는 주로 B.C.G. 예방정종의 유의성에 대한 국민의 안 

식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로 생각되었다. 기 

타 다릎 사회적 환경의 영향A로 B.C.G. 접종반이 연중 

부락을 순회 하면서 B.C.G. 정 종올 할 수 밖에 없는 것 

￡로 판단되었다. 

첫째. 마취학 아통과， 취학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안 

도의 B.C.G. 정종 대상인구 0"-'19세 아동을 우차옐 직 

접 접종 방법에 의하여 정종하지 않을 수 없는 。l 유는 

국민학교 취 학율이 35% 천후라는 것 이 다. 

인도에 바하면 국민학교 취학율이 거의 100% 가까운 

한국은 B.C.G. 정종에 있어서 사회적￡로 유리한 환경 

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B.C.G. 정종이 111 교적 곤란한 조직화 되어 았 

지 않은 마취학 아동과조직체에 수용되어 있어 정종이 

쉬운 취학 아동우로 쿠분하여， 마취학 아동에게는 춘추 

로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이용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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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방 사업 

제와， 주 2회 진료소를 환자가 직접 방운하여야 하는 불 

현 혜 운에 환자에 의 한 간혈요법 수용성 (Acceptability) 

이 낮아 그 활용은 없는 것￡로 판단되었다. 도시에서 

는 칸혈요엽이 상당히 활용되고 있었다. 인구1.500.000 

단위 인도와 한국의 (1970. 1/4분기 말 현재 ) 치 료중인자 

의 비 는 2248 : 8674=0.26이 며 이 를 양국의 유명 율을 캉 

안하더 라도 (유명 율111 1. 8 : 4.2=0.43) 한국이 더 많은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나 

한국 다 둥록치료중인 결핵환자의 총수는 파악되고 있 

었￡나 그중 비개방성 환자와 개방성 환자의 쿠벌이 운 

영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A로 생각한다. 

9. 치료사업 평가 

둥록당시 개 방성 환자의 1년 치료후의 균음천은 천체 

생존자를 운모로 할 혜 약 50%이다. 이를 퉁록 당시 균 

이 INH에 내성이 생기지 않은 환자만을 대상푸로 할 

혜는 약 63 % ( Gothi, Bailly 1966년)이다. 그리고 이 

결파는 툼줄지구 정부 결핵관리 조직의 현질적안 조 

건하에서 얻어진 INH와 Thiacetazone 명합의 성척이 

다. 한국에 있어서도 정부 결핵판리의 조건하에서는 1 

년내지 1년 반치료후에 양성자를 음천시킬 수 있는 농 

력은 약 52% 전후안 것A로 1969년 대한 결핵협회에서 

보고했다. 

양국 다 정부 결핵판리의 방대한 조직하에서는 1년 내 



동시 접종을 직접 앙엽으로 (투버큐련 검사 없이) 살시 

하고 있 다. 1 971년도부터 취학 아동도 일학년파 졸엽반 

을 구분하여， 얼학년 학생중 B.C. G 반응이 없는 아동 

에게만 B.C.G.를 직접 접종하고 B.C. G. 반응이 있는 아 

동에게는 B.C.G. 접종을 보류하여， 졸업안에 가서 B.C. 

G. 안응 유우에 관계없이 천원 투버큐련 검사후 음성자 

에게만 비시지 추가 접종을 하게 되었다. 

이 방엽은 아직도 사회적인 후잔성으로 오든 운만이 

75%이 상 병원에서 싣시되고， 또 분만시에 신생아를 75 
% 이 상 B.C.G 접종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어느 펀러 

한 연령층에 서 (그 연령충의 자연강염율이 높지 않다연 

즉 한국에서는 국만교 1학년 연령에서 75%이상 B.C.G 

반응을 가지게 한다는 견지에서 알보 발천한 B.}엄~로 

생각펀다. 

표 4. B.C.G 접종 살적(1970년 1/4운기 실적) 

벼 
。

쿠 
a 

τ
 국

 
~. B.C.C 덤 

1) 텀 수 

2) 보고 팅수 

2. 투버류란 검 사 
'1) 검사수 

2) 판독수 

3. B.C.G. 접 종수 

1) 투버 큐런음성 자중 1 50.724 
2) 직접 접종(투배 큐란 1 2.738.264 
없이 ) 

3) 계 1 2.788.988 

275.2201 292. 381 
178. 8851 보고 불필요 

239.912 
527.848 

767.760 

4. BC.G. 사엽 시 작부터 ,. 
현재까지 
1) 튜어 큐런검 사수 I 249. 970. 000 

2) B.C.G 접 종수 1129.980. 0001 13. 497.599 

5. 전 인구에 대 한 B.C. 1 

G 접 종율 (1951rv1970 1 0.24! 0. 44 
1 /4까지) 1 

11. B.C.G. 접종 실적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분기 B.C.G 접종수의 

전체 인쿠에 대한 Ratio는 인도가 0. 5%이며 한국이 

2.8%이 마. 즉 단위 기 칸내 의 B.C.G. 정 종 활동은 한국 

이 안도보마 강력함을 알 수 있다. B.C.G 접종사엽 시 

초부터의 총 B.C.G. 접종자 대 인구의 Rito는 인도 0.24 
한국 0.44로 양국은 정근하고 있￡냐 인도는 1951년에 

B.C.G. 접종 사엽이 시작한데 B] 하여 한국은 1962년에 

시작한 B.C.G.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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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C.G. 접종사업 의 평가 

한국에서는 B. C.G. 평가반이 각도 려l 벨에 조직되애 

있어 B.C.G. 정종 후 B.C.G 정종으로 유도펀 투버큐한 

알러지의 측정 및 사엽현장 백신의 생균수의 측정을 비 

교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이에 대 

한 정 보를 업수치 풋했다. 한국도 그러 하지 만 인도도 B. 

C.G. 정종자의 전인구중의 분포상태에 관한 판성은 별 
로 볼 수 없었다. 특히 비시지의 효과가 7rv 10년 지속 

한다고 가정 할 혜 (영 국의 연구결 과)추가 정 종을 맞아 

야 하는 연령 층의 B.C. G. 반응의 분포는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한국에 있어서는 5rv9세 연령군의 B.C.G . 붐포 

율은 54. 3%(표 5참조)로 제일 높지만 역학적으로 유의 

한 75% 선에 미 달되고 있다. 

표 5. B.C. G. 반응 소유자 분!L 

연 려。 1 970년 1 965년 

전 연 혀。 30. 3 16. 4 
0 ~ 4 38. 9 6.1 
u ,._ 잉 54. 3 28. 1 
10 14 52.6 49. 3 
15 19 37.3 32.6 
20 24 28. 3 22.0 
25 29 20. 5 5. 5 
30 34 7.6 0. 8 

35이상 0.4 0. 3 

만알 B.C.G.의 효파가 평생 계속한다고 가정하연 그 

러고 한국파 같은 자연 감염율이 취학 아동에게서 상당 

히 높을 해는 낮은 마취학 아동의 어느 연령충의 B. C. 

G. 접종율이 75%선을 넙도록 정부의 B.C. G 접종 계획 

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방업 (1970까지)으로도 국민학교 일학년을 전 

국적무로 B.C.G 정종을 살시하여 이론적A로 이 연령충 

옹 75% 카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얀 실태조사 결과 
는 5rv9세에서 B.C. G. 반응 분포가 75%선에 미달한 청 

은 그 원인이 운석되어야 할 것무로 생각펀다. 정부 B. 
C.G. 예앙정종 사엽의 지금까지의 살적은 천인구의 44% 
였으냐 실태조사의 B.C. G. 반응의 분포율은 30. 3(표 5) 

이였다. 이는 10여 %의 아동은 마취학 당시와 취학당 

시에 2회내지 -2회 이상 B. C.G. 접종을 받은 것이 중복 

보고펀데 기 인한다. 그러 고， 초 B.C. G. 정 종파 추가 B. 

C.G 접종 반혼의 운포를 각각 짜로 산출한다연 접 종율 
은 현저히 옐어철 것이 며 이에 대한 역학적인 예앙 효파 

의 연쿠도 필요할 것이다. 안도와 같은 사회적 여건올 

카진 냐라에서는 우선 단위시간의 B.C. G. 정종 수를 증 

가시키도록 계획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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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훈 련 

중앙레웰-

인도의 훈켠은 인도 결핵연쿠소가 천당하고 있었다. 

훈련의 내용은 공중보건학척인 견지에서， 불만이 없다 

고 생각띈다. 

사회척A로 안도는 이런 장기 훈켠을 받은자는 자기 

칙장에 복귀하연， 천직파 같이 장기 복우 한다는 것이 

다. 이첨 한국은 퇴직율이 높아 신규 채용자의 훈련을 

애년 반복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윤 인도보다 불리하다. 

(보다 좋은 직장A로 이동하는 유러한 환경 혜운이리라 

고 생각되지만) 

도 런|밸(지구레엘) 

인도의 지구레벨의 훈련은 활발하지 뭇했다. DTO가 

지방 지도 감독 방문시， 치료책， 세균기사동을 대동하 

고， 현지에서 도말 방법의 훈련， 카드의 기록둥을 교육 

하는 정도였다. 천술한 바와 같이 한벤 교육이 되면 

퇴직율이 낮기 혜운에 신규 훈련의 필요는 없는 것A로 

판단 되었다. 

한국에서 는 관리의 사가 신규 혹은 보수교육을 당당하 

며， 도로 소집하여 모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4. 기 타 

1) 중앙등록 제도 

인도의 결핵관리가 지주 결핵판리 조직을 추축￡로 

하고 있다는 것은 천솔한 바와 같다. 지구 결핵판리센타 

에는 지구 결핵환자 중앙 둥록소가 있다. 말단 보건사 

업소는 매주 신규둥록 결핵환자를 이 둥록소에 보고한 

다. 

이 제 도로서 결핵 환자 둥록의 살수를 파악하고 중앙정 

부에 매월 보고한다. 한국에는 서울， 경기，전남에서 시 

험 단계로 중앙둥록을 하고 있을 뿐이 다. 

인도는 인우가 않고 지역이 방대하여 지구옐 중앙 둥 

록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한국은 중앙형， 도옐 

어느 방법도 다 실현성이 있을 것이다. 가능하연 인우 

가 적은 나라에서는 중앙형 둥록소가 더욱 유리하며 도 

간의 천출도 완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5. 걸 론 

1) 천지구척 결핵환자 발견 천지쿠적 환자 예방정종 

사엽을 천개한다는 공중보건학적 결핵판리 원리에 있어 

서는 양국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2) 결핵 사엽 은 국가 보건사업 의 일부라는 공중보건 

학적 견지에서 일안 보건사엽에 통합된 형태로수행되고 

있는 정에서는 인도의 결핵판리에 이용될 수 있는 일반 

보건사업 조직이 한국보다 유리한 기능올 가진 조직 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3) 양성 결핵환자 발견에 있어서 인도는 소극적 〈진료 

소 내방환자를 대상￡로 항)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A 

냐 한국은 척극적 (부락방문올 실시하고 닫을 수칩)인 

방업을 사용하고 있다. 

4) 환자 발견에 있어 서 단위 인구당 양성자 발견수는 

한국의 역학적인 균 양성율이 높은 것올 강얀 하더라도 

한국이 더욱 많은 환자를 발견하고 있다. 

항결핵제 사용의 절적연은 한국이 다양성이 있￡냐 

안도에서는 INH, Thiacetazone에 거의 국한펀 감이 있 

었다. 

5) 간혈요뱅석 주 2회 고단위 INH 및 Streptomycin 

주사 요법은 한국과 인도의 농촌 지역에서는 환자에 의 

한 수용성 (acceptability)이 척어 시험단계에 있는 것￡ 

로 생각 되었고， 도시에서는 인도가 더 않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6) 현재 치 료중안 환자의 수를 단위 인구당 환자수로 

조결하여 비교할 해 한국의 역학적인 유영율이 높은 것 

올 강안하더라도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7) 결핵 치료 사엽의 영가에 있어서 단위치료 기간내 

의 양성자의 음천율은 옐차가 없으냐 양국 다 50%내외 

로 개선의 여지가 않았다? 

8) B.C.G. 예방접종의 방법에 있어서는 양국이 현저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회적 

운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커인펀 것으로 이해 되었다. 

9) B.C.G. 사엽의 양적 실적은 한국이 뒤늦게 시작했 

으나 앞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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