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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의 이해
박재석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액 무료로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1)

서론

결핵예방법의 개정으로 전국의 의료기관 종사자들 및
우리나라에서는 만연하는 결핵의 감소를 위해 1962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되었다.‘잠

년 국가 결핵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결핵 퇴치

복결핵감염’
이란 용어가 생소하고, 검사의 의미, 치료

사업을 펼쳐 결핵 발병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여부 등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소

1)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심각한 것은 분명하다.

아에만 국한된 특수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국내

결핵은 다른 감염성 질환과 다르게 한 번 감염이 되면

잠복결핵 관련 지침들을 참고하여 잠복결핵감염의 진

평생 잠복감염상태가 되고, 이후 일부에서 활동성 결

단,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핵이 발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하는 전염
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활동성 결핵이 발

본론

병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 미리 치료하는
것은 결핵 발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1. 결핵균 전파와 감염

우리나라에서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치료가 국가 결핵
관리사업에 추가된 것은 1995년부터이지만, 치료 대상

결핵은 결핵균에 노출, 감염, 발병의 3단계의 과정을

자를 전염성 환자와 접촉한 6세 미만의 어린이, HIV

거친다. 결핵이 발병한 환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감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양성자, 중학교

염을 일으키는 순환을 반복하면서 전파된다.3)

및 고등학교 집단발병에서의 감염자 및 TNF (tumor
necrosis factor) 길항제 사용 예정자로 국한하였다.2)

1) 결핵균 노출

2000년 이후 결핵환자 감소 속도가 둔화하고, 학교∙
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집단 결핵의 산발적 발생, 의료

결핵의 주 전염원인 가래 항산균 도말양성 폐결핵 환

인의 결핵 발생이 지속되어 기존 국가 결핵 관리 전략

자가 기침, 재채기, 말, 노래 등을 할 때 결핵균이 들어

이었던 감염예방(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만으로는 더

있는 비말핵(droplet neuclei)이 배출되는데 이 중 주

이상 결핵 환자를 감소시키기 어려운 시기에 이르렀

로 5μ
m 이하의 비말핵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다른 사

다. 새롭고 강력한 국가 결핵 관리사업의 추진이 요구

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호흡세기관지나 폐포에 도달

되어 2016년‘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을 마련하였고,

하게 된다.2)

결핵 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

2) 결핵균 감염과 잠복결핵감염

설종사자까지 잠복결핵검진을 확대, 의무화하였다. 또
한, 결핵 환자 외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를

호흡기로 들어온 결핵균은 폐포 대식세포에 의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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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되고 즉각적인 선천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결핵균

면역반응의 증거는 결핵이 치유된 사람들에서 평생 지

에 의한 세포 면역반응은 흡입 후 2-8주에 발생하고,

속되며, 현재 활동성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과 잠복결

T 림프구와 대식세포는 육아종(granuloma)을 형성하

핵감염 상태인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결

게 된다.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

핵균에 대한 면역반응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것은 잠

로 다음의 4가지 경과 중 하나를 따르게 된다. 첫째, 결

복결핵감염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결핵균 감염이 있다

핵균이 면역 반응 때문에 제거되는 경우. 둘째, 면역 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재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응에 의해 결핵균이 제거되지 않고 활동성 결핵이 발병

위해 이용되는 2가지 검사는 투베르쿨린 검사(tuber-

하는 경우(일차결핵). 셋째, 면역기전에 의해 결핵균을

culin skin test, T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

제거하지 못했지만, 육아종(granuloma)을 형성하여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IGRA)이다. 두

결핵균을 그 안에 잘 격리함으로써 발병하지 않는(잠복

검사법 모두 간접적인 면역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결핵감염) 상태로 평생 지속되는 경우. 넷째, 잠복결핵

결과가 양성이라면 치유된 결핵, 활동성 결핵, 잠복결

감염 상태에서 균이 다시 복제와 성장하기 시작(재활성

핵감염을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전 결핵 치료의

2),4),5)

화)하여 활동성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이차결핵)다.

과거력이 없는 사람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우선

결핵균 감염이란 활동성 결핵(active tuberculosis) 및

활동성 결핵을 배제한 후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하여

잠복결핵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야 한다.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해 병력청취(과거

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즉, 결핵균 감염은 결핵균

결핵 치료력, 결핵환자 접촉력, 결핵의심 증상[기침, 가

이 몸을 침범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체내에 소수의

래, 객혈 등의 호흡기 증상 또는 체중감소, 야간 발한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

등의 전신증상]), 진찰, 흉부 X-선 검사를 함께 시행한

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

다. 임상소견에서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잠복결핵감염(latent

균학적 검사를 비롯한 추가 검사로 활동성 결핵 유무를

6)

tuberculosis infection, LTBI)이라고 한다. 일반적

확인한다. 몇몇 연구에서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환

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평생에 10%에서 활동성 결핵

자에게 고해상도 흉부 단층촬영을 하여 활동성 결핵 진

이 발병하고, 5%는 결핵균 감염 1-2년 후에 활동성 결

단의 민감도를 높였다고 보고하였지만, 비용-효과 및

핵이 발병하게 된다. 즉, 결핵균 감염이 되면 90%에서

방사선 노출 등을 고려하여 모든 잠복결핵환자에게 시

는 평생 활동성 결핵이 발병하지 않고 잠복결핵감염 상

행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1),2),6)

태에 있다는 것이다.7) 잠복결핵감염은 단순히 세균의
1) 투베르쿨린 검사

활동이 정지된 상태가 아닌 결핵균과 감염자의 면역기
능의 역동적 균형 상태이다. 활동성 결핵의 발병은 여

TST는 오랫동안 결핵감염의 진단에 사용되어 그 유

러 요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
요인은 환자의 면역상태 저하와 관련이 있다.5)

용성이 증명되어 있고, 저렴한 검사방법이지만 정확한
판독이 쉽지 않고, BCG 접종이나 비결핵항산균 감염

2. 잠복결핵감염의 진단방법

에 의한 위양성, 면역 저하자에서 위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결핵균 배양액의 단백질 침전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래 등의 검체에

물로 제조된 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s)를

서 세균학적 검사를 통해 직접 균을 확인하여 진단할

항원으로 이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용량이 2 TU

수 있지만, 증상도 없고 균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잠

(tuberculin unit)의 PPD RT 23을 사용한다. 주사는

복결핵감염 상태인 사람들의 체내에 남아 있는 균을 직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의 팔꿈치 10 cm 아래의 전박

접 확인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 따라서, 결핵균이

안쪽 피부에 0.1 ml 를 주사침의 입구를 위로 향하여

체내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면역반응의 유무를 확인하

5-15도 각도로 찌른 후 흡인하지 않고, 피내주사한다.

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번 유발된

일반적으로 지름 6-10 mm의 팽진이 생기고,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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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창고를 붙이면 안 되고, 가렵더라도 긁지 말도록 교

항원으로 16-24시간 자극한 후 ELISOPT (enzyme-

육한다. 샤워나 목욕 등은 해도 무방하다. 주사 후 48-

linked immunospot) 방법으로 인터페론감마를 분비

72시간에 형성되는 지연 과민반응(delayed hyper-

한 세포의 숫자를 세어서 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sensitivity)을 관찰하며 TST 판독 경험이 있는 의료

IGRA 검사에 이용되는 결핵균 항원은 M.bovis (소 결

인이 팔의 주행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경결(indura-

핵균)로부터 유래한 BCG와 사람에 감염을 일으키는

tion)의 가장 긴 지름을 측정해서 mm로 표시한다.2)

대부분의 비결핵항산균에는 없는 항원이기 때문에 결

TST 양성 기준은 각 나라의 결핵 발생 빈도에 따라 차

핵균 단백질 복합 항원인 PPD를 사용하는 TST와 달

이가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경결의 크기 10 mm 이

리 BCG 접종이나 대부분의 비결핵항산균 감염에 의한

상을 양성으로 정하고 있고, 결핵 발생 빈도가 중등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결핵감염 진단의 특이도가 높다.

이고 BCG를 국가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

IGRA 결과가 판독불능(indeterminate)으로 판독되는

려하여 우리나라도 10 mm 이상을 양성 기준으로 정하

경우가 있고, 이 것은 검체 지연, 항원 조작 미숙 등 검

고 있다. 다만, 면역반응이 감소되어 있는 HIV 감염인

사 관련 기술적인 문제, 면역저하 환자, 기저 인터페론

6)

감마 반응이 증가한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2)

에서는 예외로 5 mm 이상을 양성으로 정하고 있다.

BCG에 의해 TST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3. 잠복결핵감염 진단 지침6)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TST 양성 기준을 10
mm 이상으로 하였을 때 BCG 피내 접종을 1세 이전에
시행하면 위양성률은 6.3%이며, BCG 접종 후 10년 이

2017년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는 5세 미만에서는 민

상이 경과 하면 위양성률은 1%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감도가 낮아 IGRA는 권고하지 않는다. 정상 면역을 가

BCG를 1세 이후에 접종하면 위양성률이 40%이며, 10

진 성인에서는 TST 단독, IGRA 단독 혹은 TST/

년이 지나나더라도 위양성률이 20%로 보고되어 이 경

IGRA 2단계 검사 모두 사용 가능하다. TST를 기본 검

8)

우 TST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결핵

사로 사용할 경우 BCG 접종력이 있는 경우 TST 위양

관리지침에서는 BCG를 1세 이후에 접종하였거나, 2회

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IGRA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며,

이상 접종받은 경우 TST 대신 IGRA 를 시행하는 것을

BCG 접종력이 없는 경우 TST 단독으로 잠복결핵감염

권고하고 있다.1)

을 진단할 수 있다. 단, BCG를 접종한 경우라도 TST
15 mm 이상이면 IGRA 검사 없이 단독으로 잠복결핵

2)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

감염 양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과거 TST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TST 단독으로 잠복결핵감염 진단이

결핵균에 대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을 관찰하는 방

가능하다(Fig. 1). 면역저하자에서는 IGRA 단독 혹은

법으로 이론적 배경은 TST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핵

TST/IGRA 병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TST 단독으로

균에 감작된 T 림프구는 결핵균 항원에 노출되면 인터

잠복결핵감염 음성으로 진단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

페론감마를 분비하기 때문에 인터페론감마가 많이 분

다. 또한, 두 검사 병합 사용 시 두 검사 중 하나라도 양

비되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사

성일 때 결핵감염으로 판단한다.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용되고 있는 검사법은 Quantiferon-TB Gold In-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국내 보고에 의하면

tube� (QFT-GIT)와 T-SPOT.TB� (T-SPOT)가 있

약 80%에서 IGRA 양성을 보여9) 결핵 발병 고위험군

다. QFT-GIT 검사는 말초혈액을 채취해서 결핵균 항

에서 상기 병변이 관찰된다면 잠복결핵검사 결과와 무

원(ESAT-6, CFP-10, TB7.7)이 들어있는 튜브, 음성

관하게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권고한다.

대조 튜브, 양성 대조 튜브에 각각 넣고 16-24시간 이

그 외의 경우(결핵 발병 중등도 위험군 혹은 위험인자

후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가 없는 정상 면역인)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으면

방법으로 인터페론감마 농도를 측정한다. T-SPOT 검

잠복결핵검사를 시행 후 잠복결핵 치료를 결정하도록

사는 전혈에서 단핵구를 추출하여 ESAT-6, CFP-10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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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diagnosis in immune-competent subjects. Appropriate method
according to situations can be selected from followings: TST alone (A), TST/IGRA two step test (B), or
IGRA test alone (C)6)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였다. 2017년 6월 8
4. 잠복결핵의 현황

일 기준으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37만 8천 명 중 33.8% (127,619명)에 대해 검진이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은 잠복결핵감염 상태에 있다

시행되었고, 그 결과 21.4% (27,256명)가 잠복결핵검

고 추정되며, 국내 결핵 감염률은 1985년 및 1995년

진 양성자로 확인되었다. 집단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시

전국결핵실태조사에서 시행된 투베르쿨린 검사 결과

설 종사자의 양성률이 29.8%로 어린이집 종사자

20-24세에서 각각 74.5%, 59.3%가 양성으로 나타났

20.9%, 의료기관 종사자 18.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다.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는 15-20세의 고등학생이나

나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

젊은 군인에서는 약 20-30%의 TST 양성률을 보인

양성률이 높아지는 경향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

다.10),11)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한 잠복

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핵감염검사로 TST를 시행하였고, 36.8%가 양성으
5.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적응증 및 치료대상자의 선택

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연령별 양성률이 10대
6.2%, 20대 9.4%, 30대 46.6%, 40대 49.1% 50대
52.8%로 나타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성률이 높은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것은 결핵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

이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

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결핵안심국가 추진 중간

행할 위험이 높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예방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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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ation of LTBI treatment (non-contacts to an infectious TB patient)6)
Korean TB guideline (2017)
∙Treatment must be performed for LTBI positive (high risk group of TB progression)
- HIV infected patient
- The patients with organ transplants, who are taking or will be taking immunosuppressive agent
- Recently acquired LTBI within 2 years (TST conversion)
- The subjects who are using or will be using TNF blockers
∙Treatment can be considered for LTBI positive (moderate risk group of TB progression)
- Silicosis
- The subjects who are using or will be using steroid for a long time(prednisolone≥15mg/day≥1month)
- End stage renal disease
- Diabetes mellitus
- Head and neck cancer and hematologic malignancy
- The subjects with gastrectomy/jejunoileal bypass or scheduled for one
∙Treatment must be performed irrespective of LTBI test result in the situations of spontaneously healed TB on
CXR without TB treatment history, as follows
- HIV infected patient
- The patients with organ transplants, who are taking or will be taking immunosuppressive agent
- The subjects who are using or will be using TNF blockers
∙Treatment must be performed for LTBI positive subjects who have moderate risk of TB with spontaneously healed
TB on CXR without TB treatment history
LTBI: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B: tuberculosis;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ST: tuberculin skin test; TNF: tumor necrosis factor; CXR: chest
radiographs.

시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시행한다(Targeted

의 사회적 상황과 유병률,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12)

TST). 2017년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제시한 잠복결

한다. 따라서, 치료 대상자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개

핵검사 대상자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017년 국내 결핵지침에서

위험이 높은 군, 그리고 결핵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권고하고 있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 대상자

결핵이 발병하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인이

가 아닌 경우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추후 결핵발병의

6)

다. 또한,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으

위험도에 따라 권고하고 있다(Table 1). 잠복결핵검사

로 2017년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

에서 양성이라도 과거에 활동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상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에 대해 적절히 치료하고 이후에 재감염의 상황 증거가

등 결핵 발병시 집단 내 파급효과가 큰 경우와 사회복

없다면 치료는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시절 입소자 및 종사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6.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등 결핵 발생의 우려가
높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

활동성 결핵 환자를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하고 치

정하는 자로 검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권고하고
1)

있다. 결핵 발병위험이 낮은 군과 과거 활동성 결핵

료하게 된다면 활동성 결핵 치료에는 부족한 약 종류와

혹은 잠복결핵으로 치료한 환자 혹은 이전 잠복결핵검

기간이 되므로 약제 내성 결핵 발생의 위험이 있다. 따

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던 자에서는 잠복결핵 검사

라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활동

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2017년 국내 결핵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의 선정은 향후 활동성 결

진료지침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의 표준치료는 이소니

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발병했을 때 위험성, 해당 지역

아지드(5 mg/kg/일, 최대 300 mg/일) 9개월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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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H)을 권고하나 리팜핀 4개월 요법(4R), 3개월 이소

(CBC), aspartate (AST)/alanine transaminase

니아지드/리팜핀 병합 요법 및 간헐적 12회 이소니아

(ALT), 빌리루빈 검사를 시행한다. 모든 환자에게 치

지드/리파펜틴 병합 요법(3H1P1)도 선택적으로 고려할

료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치료의 동

수 있다.6)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는 치

의를 받는다. 치료 중 중증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항결핵

료 순응도를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3개월 이소니아지

제를 중단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치료 기간에는 정기

드/리팜핀 병합 요법을 권고하고 있다.1) 간헐적 12회

진료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증상 확인, 간 기능 검사 등

이소니아지드/리파펜틴 병합 요법(3H1P1)은 전향적 연

을 받게 된다. 잠복결핵으로 진단되었지만, 치료를 받

구 결과 3H1P1이 9H와 비교하여 치료효과의 차이가

지 않는 경우에는 결핵 관련 증상 발생 시 조기에 진료

없고, 간독성이 적고, 약물 복용 완료율이 더 높다고 나

를 받도록 설명해야 하며, 최소 2년간 흉부 X선 사진을

타나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잠복결핵치료의

통해 결핵 검진 시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새로운 요법으로 권고하였다.

13),14)

리파펜틴은
8. 의료기관 결핵관리

rifamycin 계통의 약물로 리팜핀과 항결핵효과는 유
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감기가 길어서 간헐요법에
유리한 약제다. 치료방법은 이소니아지드 900 mg/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관리의 목적은 첫째, 의료기

리파펜틴 900 mg/일의 용량으로 12회(주1회, 총 12주

관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

간) 약물 복용으로 종료된다. 주 1회 복용하기 때문에

는 의료인 등이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반드시 직접관찰하치료(DOT)가 권고된다. 현재 국내

며, 둘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국민을 결핵으

에서도 리파펜틴을 신속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

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결핵관리의 방법은 결핵검진

행 중이다. 잠복결핵치료로 사용되는 약제는 모두 간독

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 검

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독성 위험인자 여부에 따라 치

진은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의료기관에

료를 결정한다. 고령에서 간독성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며, 고위험군은 매년 실시하

간독성의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9H/4H/3HR은 65세

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핵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또는

이하에서 사용가능하며, 3H1P1는 나이에 상한없이 사

결핵균 검사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신규 채용자의 경우

용할 수 있다. 간독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9H/

결핵 검진이 지체되지 않도록‘입사 시’검진하여 근무

4R/3HR은 35세 이하, 3H1P1는 65세 이하에서 사용가

전에 결핵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

능하다. 35세 초과 65세 이하에서 간독성 위험인자가

검진은 대상에 따라 초회 검진과 주기적 검진으로 구분

있는 경우 9H/4H/3HR의 사용은 위험과 이득을 고려

되고, 초회 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흉부 X선상 과거치료력 없이

으로 소속을 변경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잠복결핵감염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

3H1P1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결

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고, 총 근무 기

과를 확인하는 검사방법은 없다. TST나 IGRA는 치료

간에 1회만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결핵환자의 검진,

이후에도 양성으로 나타나므로 치료 여부를 확증하는

치료, 진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검사는 아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완료율을 평가하

(1군)와 면역이 약하여 결핵 발병 시 중증 결핵 위험이

기 위해 9H는 12개월 이내에, 4R은 6개월 이내에,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2군)는 주기적

3HR은 4개월 이내에 정해진 약제의 80% 이상을 복용

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어 연 1회 잠복결핵 검진을 하도

한 경우 치료 완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록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잠복결핵감염자
에 대한 치료는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과 주기적 TST

7.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환자 감시

또는 IGRA 검사에서 양전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 종
사자 분류 1, 2군에 대해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15)

잠복결핵감염 치료 전 기저 검사로 일반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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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본부, 2017.

으로 시행을 권고하고, IGRA는 아직 재현성이 부족하
고 음성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변하는 양전(positive

7) Sutherland I. Recent studies in the epidemi-

conversion)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의가 필

ology of tuberculosis, based on the risk of

요하다.16)

being infected with tubercle bacilli. Adv
Tuberc Res. 1976;19:1-63.
8) Farhat M, Greenaway C, Pai M, et al. False-

결론

positive tuberculin skin tests: what is the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환자는 39,245명(10만

absolute effect of BCG and non-tuberculous

명당 76.8명)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하였고, 결핵 신

mycobacteria? Int J Tuberc Lung Dis.

환자는 30,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전년 대비

2006;10(11):1192-204.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9) Jeong Y-J, Yoon S, Koo H-k, et al. Positive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최근 의료기관, 산후조리

tuberculin skin test or interferon-gamma

원, 학교 등에서 결핵 발병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에 대

release assay in patients with radi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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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 re-estima-

보와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검진과 치료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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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지침과 결핵관리계획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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