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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horacic Society, NationaI 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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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ControI 의 공동성 맹 . 

이 성명은 1967년 9월에 간행된 결핵예방을 위한 화 

학예 방 “ Chemoprophylaxis for the prevention of 

Tuberculosis"을 개 정 한 것 임 . 

항결핵제들은 결핵치료에 광명을 가져온 것뿐 아니라 

감염된 사랑틀의 발명예방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예 방척 치 료(화학예 방)는 약을 뷰용하는 사람의 치 유 

된 또는 X션상으로 볼 수 없는 병소속의 균을 제거함￡ 

로서 이루어진다. 

임상적으로 결핵을 예방함에 있어서 INH 의 가치를 

인정할수 있는 확실한 과학적 논거들이 있다. 미국 공 

중보건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실험에 의하여 치료군에 

있어서 확실히 발병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수있다. 

발명위험군(high sick group)에 있어서 50%~75%의 

발명예방을 기대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전 미국에 있어 광범위하게 예방치료를 시행한다연 

앞으로 15년간에 미국천체환자수를 30만명으로 줄일수 

있다. 

예방치료에 사용한 약품 

보통 INH 단독 어른 1일량 300mg, 소아에게는 1얼 

10mgíkg BW 최고 300mg 까지를 1회폐 복용 12채월깐 

계속항 이 이상의 분량이나 기간은 필요치않다. 예방치 

료를 위 하여 INH 블 복용중인 사람플중에 칸기 능장해를 

이르키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것은 

예기할수 없는 과민성만응으로 믿어지고 있으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치료개시후 3개월이 

내에 발생하였다. 약의 부작용으로 간주되는 증세를 발 

견했을때 투약을 중지하으로서 불쾌한 반응은 없어진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것은 INH 와 관련된 간장질환이 얼 

어날수 있는 기회는 복약중인 1년깐인데 비하여 활동성 

결핵의 발벙할수 있는 기회는 일평생이라는 점이다. 

이마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에게 INH 복약을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점이고 또 결과척 「으로는 결핵의 전엽올 

막는데 있다. 공중보건당국의 조사에 의하띤 발병위험 

군에 1년간의 예방치료를 끝마친후에도 장기간 예방효 

과가 계속된다고 한다. 기왕에 예방치료를 받은 군을 15 

년간 관찰한 결과 지연반응(부작용)은 보지 못하였다. 

예방치료대상 

모든 Tuberculin 양성 자는 활동성 결핵 발명 의 위 험 성 

이 약간은 있다. 그러으로 만투반응(PPD5Tu)에 10mm 

이 상으로 반응하는 모든사람은 예 방치 료로서 혜택 을 받 

을수 있다. 그러나전주민을 검사하고 양성자전부를 치 

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이 못됨A로 공중보건의 업장에서 

발명의 위험성이 많은 대상을 선돼해야 할것이다. 즉 

특히 어린이를 포함하여 다른사람에게 전영시킬 가능성 

자원 예산동을 고려해서 결정지을 것이다. 

다음에 열거한 대상중 처음 6개의 대상은 를한보[발 

치료를 펼요로 하는 대상들이고 5， 6벤을 제외하면 우선 

권을 주어야 할 순서대로 되어있고 각각 발병의 위험도 

를 표시했다. 

1. 환자가족(첩촉자〕로서 Tuberculin 양성 자 및 음성 

자(특히 어린이 )(Index Case 를 발견한지 약 1년간에 

발명할수 있는 위험도는 30명중 1명이다. ) 

2. 최근 양전된자(연령불쿠) 

(위험도는 30명중 1명) 

3. 과거 에 충분한 화학요법 을 받지 않은 결 핵환자로서 
현채 III 활동성인자(연간 위험도는 75명중 1명) 

4. T 반응 양성이고 X선상 이상음영이 있는 사람 
(연간 발명위험도는 125명중 1명〕 

5. 20세미만의 T 반응양성자 

。l 들은 평생 발명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10 

대소년은 당장에 발명할 가능성이 높다. 

6.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은 임상척ξ로 특별한 환경 

에 있는 자중 T 반응양성자， 이는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 

을 동안에 한하여 해당되며 그 위험도도 각각 다르다. 

7. 기타(위에서 지석한 이외의) T 양성자(연간 위험 

도는 1， 400명중 1명〕 

환자가족접촉자 

최 근에 발견된 신환자나 채 발환자의 접 촉가족은 발1용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곧 검진을 받아야하며 만일 

활동성결핵￡로 진단되연 곧 보고해야 하고 병함치료플 

받아야 한다. 

이플 접촉자들은 T 반응이 10mm 야하라도 예방치 

료를 받아야 한다. 만투반웅에 경결이 5mm 이상인자는 

12개월깐 완전히 투약해야 한다. 

이런경우 반응이 5~9mm 이라 할지려도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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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결핵균에 폭로된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경 

결 5mm 이하의 음성 자의 경우 그들이 환자와 최종적으 

로 접촉한 후 3개웬이 되었을때 다시 검사해야 한다. 

만일 환자와의 접촉이 확실이 끊어졌고 T 반응이 계속 

음성이라연 예방치료릎 중단 할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와의 정촉이 계속된다연 계속되는 동안 

예방치료도 계속히 는 것이 좋다. 

밀집된 집단에 환자가 유행하거나 또는 정규석으로 

음성자에 대한 T 반응 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예방 

치료를 권한다 

최근양전 된자(연 령불구) 

최근 양진된자라 함은 2년이내에 T 반웅이 lOmm 미 

만에서 12mm 이상으로 커졌고 커진차이가 6mm 이상 

인 경우흘 말한다 

예를들연 먼저 반응이 8mm 이었던 사땀이 그다음해 

엔」깥핀므L흐건청」윷경호의흐」찰절프로 보지 않으며 만 

일 8mm 에서 14mm 로 되었을때 양전으로 해석한다 

비활동성결핵 

과거에 결핵으로 진단되었으나 충분한 화학요냉을 받 

지않고 현재도 미 활동성 인자 또는 현재 X션상 치유된 

성인타업 의 병짐이 있고 T 반응양성이며 화학요법을 맏 

은 일이 없는자. 

치 료를 받지 않은 ul팔윷절결현츠츠호단겐웰된능二융 

흐멸끽u띄~4. ?_쩍센-닫할단. 보건당국에 둥록되 어 있 

는 이런 사람플의 기록을 경둥하고 예땅치료플 할 것인 

지 여부플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다. 

지역사회인구 진체릎 조사허는것 보다는 이런 점단에 

손을 뻗는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입상적으로 특별한 환경에 있는자 

T 반웅양성자중 임상적으로 특별한 환경에 있을때에 

는 말뱅 또는 재딸의 위헝성이 크며 과거 INH 치 료 유 

무를 막흔하고 에 망치 료를 받아야 한다. 

이 런 특열 한 환경 이 란 (1) adrcnal cortico id 또는 

immuno suppresive 치 료 (2) gastrectomy 후 (3) le\홉 

kemia 나 Hodgk in’ s disease 와 갇은 reticuloeudothelial 

disease (4) 중중당뇨병의 불안정시기 (5) 규페 (6) 과 

거치료력이 없는 ，，]활동성결핵인 임신부 또는 T 선상 

계속 미환옹성인 임신부는 분만 3개월전부더 시작해서 

1년간 예 망치 료플 맏아야 한다. 

과거에 치료플 딴은 암이 있는 T 양성인 어린이로서 

홍역 백일해애 걸렸거 나 흉익이]，앙주사찰 맞을 경우 8주 

일간 예방치료관 딴것 만얼 과거치료력이 없을 경우 예 

망치료는 1271] 웬쿄 연정해 야 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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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의 T 반응양성자 

취학천의 어련이로서 T 반응양성얼 경우 예방치료는 

필수적이며 10대소년인 경우에도 우션척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경우 다 발명의 위험도가 높을뿐 아니라 

만일 발명했을 때에는 중한 합병중이 많다. 또한 이플 

의 1살병가능성은 평생동안이라 생각되는 이만큼 예방치 

료는 그들이 양성이라는 것을 알있윤때 즉시 시작할 것 

이다. 

기타의 양성자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은 X선상 정상인 모든 양성자를 

말한다. 

예방치료를 고려항애 있어 그사람이 전염성환자가 되 

었을 경우를 생각할것. 예를 플어 감수성인 사람이 많 

이 기거 히-는 선박내 또는 학교 교설등 밀정한 환경하에 

있는 양성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이다. 

예방치료사업의 설정(실천) 

예방치료사업은 다음 두가지 길에 의하여 광법위하게 

실천할수 있을 것이다. 

1. 의사개인적으로 결핵발병의 위험성이 많은 사랑들 

을 개별적으로 예방치료 할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기관이(지방자치단체) 그지역의 보건사업의 

일환ξ로시 발뱅 위 험 도가 높은 인구군에 대 히여 예 방치 

료계획을 세울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인구군윤 

환자접촉자기록 또는 환자발경사업기록등에 의히여 보 

건당국에 알려져 있다. 예방치료를 하기위하여 일부러 

일반주민의 T 반응검사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에 

옐거히는 예방치료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 일때는 

제외뭔다. 

선택과정 

예방치료를 위 하여 INH 를 투여하기 전애 다음의 선 

돼과정을 (정밀검사) 7-]쳐야 한다. 

1. 환동성결핵의 제외 

모든 다l 상 T 양성자는 흉부 X션환영히고 만일 X선 

싱 i’1) 진핵괴 갇은 소낀이 있을경우 임섬석평가， 세균학 

적검사， 과거 X선소견과의 비교등 활동성결핵이 아닝 

을 확인허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활동성결핵 

인 경우 예방치료 보다는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과거치료자플 제외 하기 위한 INH 복약 유우에 관 
하 ~1 ..P. ‘ 
\.!.. i:! ι 

(단 잎시 언급한 임상석 특펀한 환경에 있을 경우 제 

외) 

3. INH 에 대한 과민얀응자플 제외히기 위하여 과거 

부작용유우에 관한 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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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개개인의 특별한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 

채 diphenylhydantoin. meprobamate. steroid 퉁 복약 

중인지 여부 질푼 

5. 간장질환의 급성기를 피하기 위하여 현채 중세 유 

무. INH 로인한간장장해는 예기하기 어려운과민성 반 

응.E..로 믿어지기 때운에 과거에 INH 와 관계없는 간장 

질환이나 만성간장질환은 INH 예방치료의 금기조항은 

되지 않는다. 

INH 와 관련된다고 알려진 간장질환인 경우라도 의사 

는 환자의 결핵발명위험도， 타인 특히 어린。l 에 대한 전 

염가능성， 간장질환자체의 경중， 환자의 신뢰도 동등을 

강안하여 1년간의 예방치료가 필요한지를 개별척으로 

결정지어야 할것이다. 

환자의 설득과 격려 

환자를 충분히 섣득시킹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전기칸 

잘 복약한다. 의사， 간호원， 기타 보건요원들의 성의와 

격려 여하에 달려있다. 

예방치료를 시작할 때 의사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 

자를 교육시키고 설득하는데 시간을 아껴서는 안된다. 

간호원과 보건요원도 계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규 

썩으로 환자의 가정， 사무실， 당당진료소등을 방문하거 

나 전화연락둥A로 꾸준히 교육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 

은 INH 부착용과 관련있는 중상이 없는지 매 월 문의 하 

여야한다. 

1. 식 욕감퇴 , 피 로， 불쾌 감등 간장손상의 중세 (자각 

중) 

2. 코피색， 다색둥으로 표현되는 암색뇨， 혹탁뇨， 황 

달， 강막(훌願)부중동의 간장손상의 중후(타각중) 

이상과 같은 중세 또는 소견이 있올 경우 즉각적으로 

복약을 중치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이런 중세 

나 소견이 없는한정규적인 간기능검사(SGOT. SGPT. 

LDH. TSB. Alkaline phosphatase)는 필 요 없 다. 

환자에게 얼채월분씩 투약하므로서 환자의 "11 월 접촉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족중 두사람이상 복약하는 경우 

책임질만한 사랍에게 투약 시초 충분히 설명해서 다른 

가족들에 관한 이상유무도 곧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환자들이 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잘 먹기위한 방 

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어야 한다. 병원에 다니거나 약 

을 타는데 있을 수 있는 지장을 없애주어야 한다. 

의료기관내의 결핵관리사업(요약) 

(환자플의 세부적 설명은 결핵의 예방치료와 같읍A 

로 생략함.)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내의 결핵관리사업은 주로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야지만 다른 동료환자들을 

보호한다는 점 에 서 도 똑같이 중요하고 또 효율척 으 

로 잘 계획된 사업이라면 결핵관리사엽의 시범켜인 교 

육자료가 된다. 

모든 의료기관은 이 사엽에 필요한 자금융 내놓을 책 

엄이 있으며 책임의사를 두어야 하고 T 반응검사를 할 

훈련된 깐호원과 기록보존을 위한 실우자가 필요하다. 

의료기관내의 결핵관리사업은 다음 두가지 방향이 있다. 

CD 강염자 발영자의 조기발견 
@ 감염방지책 

강염자발견 

모든 종엽자， 의과대학학생 학생깐호원둥의 취업시 

또는 업학시에 X선칙찰. Tuberculin 반웅이 필요하다. 

T 양성자에 대하여는 호흉기 이외의 결핵퉁도 상세히 

검사해야 한다. T 반응에 15mm 이상인자는 특히 예 

방치료가 필요하다. 

모든 예방치료자는 6개월후얘 추구 X선촬영이 필요 

하고 다음에는 매년 한번씩 촬영한다. 만일 대상자로서 

예방치료에 웅하지 못할 경우 매 3개월마다 X선촬영하 

고 다음 2년간운 6개월마다 그후에는 매년 1회 촬영한 

다.T 음성 자는 6-12개 월 간격 으로 T 반응검 사 한다. 
T 반응양전자 최근에 양전된 사람은 세밀한 진단 

이 필요한 것은 물론 전염원을 찾기 위 하여 그가족에 대 

한 검사가 필요하다. 간단히 명원에서 감염 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양천자로서 영확한 발명의 중후가 

없을 경우 예방치료를 해야한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양천된지 2-3년간에 양전자의 

12%까지 발명 한다고 한다. 

감염방지 

강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전염원의 색출이 필 

요하다. 이미 진단이 확실한 환자 보다 일반영실의 환 

자사이에 숭어있는아직 진단이 안된 환자로 부터 전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칭을 럭-거나 당을 밸는 활풍성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동도 없고 기칭도 안하는 활동성 

훨핵환자로서 정규적으로 검사를 받을 동안은 격리할 

펼요는 없다. 

T 음성자인 종업원이 균양성환자와 접촉할 경우 처 

음 빛 6-12주후에 다시 T 반응검 사를 해 야한다. 

드은 경우이긴 하겠지만 만일 싱각한 접촉이 있었거 

나 상처를 통해서 균이 체내에 들어갔다고 인정되연 즉 

시 INH 투약을 하고 3개월후에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강염되지 안했거나 발병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투약을 

중지 한다. (의 장 Damald L. Bruminer 외 8명 이 서 명 항〕 

(초역자:송 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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