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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란 무엇인가? 
결핵 또는 TB란 박테리아 감염으로서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B는 폐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이를 폐결핵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conditions.health.qld.gov.au/HealthCondition/condition/15/121/628/Tuberculosis-TB에서 안내자료 1을 
참조하십시오.  

TB는 어떻게 발견되는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망투 (Mantoux) 검사라고도 함)는 TB 를 진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투베르쿨린 검사는 주로 TB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으나 활동성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이것을 잠복성 TB 감염이라고 합니다. 잠복성 TB 감염자가 모두 활동성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염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브리스번, 록햄튼, 투움바, 타운스빌 및 케언즈에 있는 결핵 관리소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결핵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흉부 엑스레이가 중요하며, TB 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활동성 TB 가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진 후에는 시간 간격을 둔 후속 흉부 엑스레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활동성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한 
피검사 또는 가래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망투 검사)  
이 검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됩니다. 

• 결핵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잠복성 TB 감염 탐지 
• BCG 예방접종 전 
• 활동성 TB 질환을 탐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따라서 투베르쿨린 검사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실시됩니다.  

• 결핵이 있는 것으로 진단 받은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TB 고위험군 출신자 
• 결핵이 흔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 
• 헬스케어 전문가와 같이 직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 
• 결핵이 흔한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 
• TB 위험이 높은 국가/국가들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행할 예정인 사람 
• TB 위험이 높은 국가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퀸즈랜드로 돌아온 지 12주 
후에 투베르쿨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해야 합니다. 

 
투베르쿨린은 TB 균 (그러나 활동성 TB 균을 함유하지 않음)에서 추출하여 순화시킨 단백질입니다.  
 
투베르쿨린 검사는 새로운 일회용 바늘 및 주사기로 주사합니다. 소량의 투베르쿨린이 왼쪽 팔뚝 피부의 
최상층부에 주사됩니다. 
 
작은 물집이 생기지만 보통 30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가끔 주사 부위에서 피가 조금 나오는 수도 있는데 
간호사가 그 부위를 소독면으로 덮을 것입니다. 소독면은 10분 후에 제거해서 버리면 됩니다. 
 
크림이나 밴드 에이드를 주사 부위에 사용하지 마시고 주사 부위를 긁는 것도 피하십시오.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얼음이나 차가운 것을 대십시오.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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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대로 개인 위생을 지키십시오.  
 
이 검사 후에 겪는 발진이나 호흡 곤란 등을 포함하여 어떤 문제든 주사를 놓은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어느 질문에든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또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 투베르쿨린 검사에 동의하기 전에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현재 결핵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결핵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투베르쿨린 (망투) 검사를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언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일주일 이내에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았습니까? 
 지난 4주 이내에 생백신을 맞았습니까? 여기에는 홍역-볼거리-풍진 (MMR); 황열병; 수두; 장티푸스 
알약; 그리고 세이빈 (Sabin)이 포함됩니다. 

 현재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습니까? 
 HIV, 림프종, 호지킨병 등과 같은 면역을 약화시키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프리드니손, 코르티손 등과 같은 경구용 또는 주사 가능한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라듐 또는 항암 치료 등과 같은 면역을 약화시키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유육종증 (sarcoidosis)이 있습니까?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테스트를 받은 후 어떻게 하는가? 
주사를 맞고 약 10분 후에 소독면을 제거하면 보통 주사 부위를 덮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덮을 필요가 하다고 여기는 경우, 가벼운 거즈를 사용하고 밴드 에이드나 크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사 맞은 부위에 붉게 변한 곳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짝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 약간의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혹은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 부위의 검사를 위해서 이틀이나 삼일 (최소 48 시간) 후에 다시 와야 할 것입니다. 

결과 및 후속 조치 
간호사가 결과를 알려주고 여러분의 기록을 위한 서류를 줄 것입니다. 
 
검사 결과의 해석은 여러분이 TB 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 이전에 BCG 백신을 
맞았는지의 여부, 연령 그리고 여러분의 의료기록 등에 따라 다릅니다. 
 
투베르쿨린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 1–2 주 후에 재검사를 받는다 
• 필요한 경우에 한해 BCG 백신접종을 한다  
• 추가적 후속 조치가 없다. 

주사 부위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 추가적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 추가적 투베르쿨린 검사를 피한다 
• 결핵 관리소의 의료 담당관, 또는 선호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결핵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가진 경우, ‘접촉 중단 (break of contact)’이라고 하는 추가 투베르쿨린 검사를 
나중에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사 반응의 크기가 최초 검사로부터 증가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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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위치  전화 위치 전화 
Metro South Clinical TB Service 
Princess Alexandra Hospital (Brisbane) 3176 4141 Cairns TB Control Unit 

Cairns Base Hospital 4226 6240 

Rockhampton TB Control Unit 
Rockhampton Base Hospital 4920 6211 Townsville TB Control Unit 

Townsville General Hospital 4433 2863 

Toowoomba TB Control Unit 
Toowoomba Hospital 4616 6445 Mackay TB Control Unit 

Mackay Base Hospital 
4885 5949 

Torres and Cape TB Control Unit 
Thursday Island 4030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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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B? 
Tuberculosis, or TB, is a bacterial infection that can affect almost any part of the body. TB is most common in 
the lungs, a form called pulmonary TB.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Fact Sheet 1 at 
http://conditions.health.qld.gov.au/HealthCondition/condition/15/121/628/Tuberculosis-TB 

How is TB discovered? 
The tuberculin skin test (also known as the Mantoux test) is one of the tests used to diagnose TB. The main 
use of the tuberculin test is to identify people infected with TB bacteria, but who do not have active disease. 
This is called latent TB infection. Not everyone with latent TB infection will develop active disease. 
Sometimes repeating the test at intervals is needed to determine exposure to infection. The test is free of 
charge through Tuberculosis Control Units in Brisbane, Rockhampton, Toowoomba, Townsville and Cairns.  
 
A chest x-ray is important for people who come into contact with a person with tuberculosis, and helps rule 
out the presence of TB. Follow-up chest x-rays may be needed at intervals following close contact with a 
person with active TB. If the x-ray result is not clear, blood or sputum tests may be needed to determine for 
certain whether someone has active disease.  

The tuberculin test (Mantoux test)  
This test is used: 

• to detect latent TB infection in a person who may have been exposed to someone with tuberculosis 
• prior to BCG vaccination 
• as an aid to detect active TB disease. 

 
Therefore, the tuberculin test may be given to people who: 

• may have been in contact with a person diagnosed with tuberculosis 
• are from high TB risk groups 
• have migrated from countries where tuberculosis is common 
• are at risk at work, such as healthcare professionals 
• are travelling to a country where tuberculosis is common 
• will be travelling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a high TB risk country/countries 
• have travelled for a considerable time to a high TB risk country. Such people are requested to book 

in for a tuberculin test 12 weeks after returning to Queensland. 
 
Tuberculin is a purified protein derived from the TB germ (but contains no active TB germs).  
 
The tuberculin test is given with a new, disposable needle and syringe. A small amount of tuberculin is 
injected into the top layer of the skin inside the left forearm.  
 
A small blister appears, but will usually disappear within the first 30 minutes. Occasionally, the site may 
bleed a little and the nurse may cover it with a cotton wool swab. This can be removed after 10 minutes and 
discarded.  
 
Do not apply creams or band-aids to the site and avoid scratching the site. To relieve an itchy reaction, apply 
ice or something cold. 
 
Attend to personal hygiene as normal.  

http://conditions.health.qld.gov.au/HealthCondition/condition/15/121/628/Tuberculosi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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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in Skin Test 

You should report to your doctor or the nurse who gave the injection any problems, including rash or 
shortness of breath that you encounter after receiving the test. 
 
If you answer ‘yes’ to any of the following questions, or if you are unsure, please discuss with the 
nurse before you give consent for your tuberculin test. 
 

 Are you currently being treated for tuberculosis? 
 Have you ever had tuberculosis? 
 Have you had a previous tuberculin (Mantoux) test? Where? When? What was the result? 
 Have you had a viral illness in the last week? 
 Have you received any live viral vaccines within the last four weeks? These include measles, mumps 

and rubella (MMR); yellow fever; chickenpox; typhoid tablets; and Sabin. 
 Are you currently taking antibiotics? 
 Do you have any immune-suppressing illness, such as HIV, lymphoma, or Hodgkin disease? 
 Are you taking any oral or injectable steroid medications, such as prednisone or cortisone? 
 Are you receiving immune-suppressing treatment, such as radium or anti-cancer therapy? 
 Do you have sarcoidosis? 
 Do you have any allergies? 

After the test has been given, what next? 
After removing the cotton wool approximately 10 minutes after the injection has been given, there should not 
usually be any reason to cover the site. If for any reason a cover is deemed necessary, use light gauze; do 
not use band-aids or creams.  
 
You may see a reddened area at the site of the injection. Sometimes it may be slightly blistered and you may 
experience some pain, or there may be no reaction at all.  
 
You will need to return in two to three days (minimum of 48 hours) for the injection site to be 
examined. 

Results and follow-up 
The nurse will advise you of your result and give you documentation for your records.  
 
Interpretation of the test result will depend on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whether you are known to have 
been in contact with somebody who has TB, whether you have previously had a BCG vaccine, your age and 
your medical history.  
 
If your tuberculin test is negative, you may be advised to either: 

• have a repeat test in 1–2 weeks 
• have a BCG vaccination only if indicated  
• have no further follow-up. 

 
If your injection site shows a reaction, you may be advised either: 

• that no further follow-up is needed 
• to avoid further tuberculin tests 
• to consult with a medical officer at a Tuberculosis Control Unit, or your local doctor if preferred. 

 
If you have been in contact with someone with tuberculosis, you may be requested to have a further 
tuberculin test known as ‘break of contact’ at a later date. This test is done to check if there is any increase in 
the size of the test reaction from the first test.  

Further information 
Location Telephone Location Telephone 
Metro South Clinical TB Service 
Princess Alexandra Hospital (Brisbane) 3176 4141 Cairns TB Control Unit 

Cairns Base Hospital 4226 6240 

Rockhampton TB Control Unit 
Rockhampton Base Hospital 4920 6211 Townsville TB Control Unit 

Townsville General Hospital 4433 2863 

Toowoomba TB Control Unit 
Toowoomba Hospital 4616 6445 Mackay TB Control Unit 

Mackay Base Hospital 
4885 5949 

Torres and Cape TB Control Unit 
Thursday Island 4030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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