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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TB)이란?
폐에 가장 흔하게결핵 또는 TB 란 박테리아 감염으로서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B 는 폐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이를 폐결핵이라고 합니다.
TB 는 퀸스랜드주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TB 는 아직도 모든 국가에 존재하므로 새롭게
발병합니다. TB 는 진단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을 복용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TB 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TB 는 활동성 TB 보유자가 기침, 재치기를 하거나 웃거나 말을 할 때 흡입될 수 있는 공기 중의 미세 방울에
있는 박테리아로 감염됩니다. TB 는 사물을 만진다고 감염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식기류, 잔 혹은 시트 등)
가정 용품을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TB 는 가족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연령과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가 TB 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건강한 면역 체계는 TB 를 즉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이 박테리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박테리아는
폐에 거주하게 되고 때로는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도 퍼집니다. TB 가 폐에 도달하는 즉시 신체는 이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대개 이 싸움은 성공적이어서 면역체계가 이 박테리아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TB 가 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잠복해 있던 TB 는 여러 해 후에 재발될 수 있으며
감염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치료된 감염도 재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급성
바이러스 감염, HIV 감염, 당뇨와 같은 질병, 혹은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나 세포에 유해한 약품이 필요한
기타 질병을 위한 면역 억제 치료 기간 등을 비롯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TB 치료가 중요합니다.

TB 의 경고 징후는?
TB 는 뚜렷한 증세로 시작되지 않으며 가끔 수 주 혹은 수 개월 이후에야 TB 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뿐만 아니라 2-3 주 지속되는 기침 등의 지속적인 증세가 종종 TB 의 특징이 됩니다. 다른
증세로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및 피로, 야간의 식은땀, 흉부의 거듭되는 통증, 혹은 TB 가 폐 외부에
있을 경우 영향을 미치는 곳의 통증 및 붓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들은 TB 로 기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의사를 보아야 할 경고 징후가 됩니다.

TB 는 어떻게 진단 되는가?
TB 를 위한 검사는 병력, 신체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가래 검사 등이 있습니다.
가래는 임상병리과로 보내지며 TB 가 대개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 검사 (망투 검사)는 주로 TB 질환이 아니라 감염 노출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끔
여러 간격을 두고 두 번 이상의 검사를 하여 감염 노출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흉부가 아닌 신체 일부의 TB 는 특정 병리 검사, 엑스레이 및/혹은 의사의 임상 평가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TB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TB 는 최소한 6 개월 동안 약품으로 치료되지만 훨씬 오랜 기간을 처방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치료가 시작되면 곧 비감염성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대개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치료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가끔, 일부 치료는 병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으며 병원 입원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종종 모든 치료가 병원 밖에서 제공될 수 있지만 증세가 호전되더라도 치료 계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이 치료되며 재발이 방지됩니다. 합병증이 아닌 TB 는 조기에 치료하기가
용이하지만 병이 진전된 상태일 경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TB 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중단하지 않으며 주치의의 지시를 따르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ealth.qld.gov.au/chrisp/tuberculosis/factsheets.asp 의
안내 자료 2 ‘결핵 약품’을 참조하십시오.

TB 는 어떻게 예방될 수 있는가?
TB 를 예방할 가장 중요한 방법은 TB 보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박테리아 근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감염성 TB 환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TB 의 공공
보건 관리는 아래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TB 감염 및 활동성 질환을 위한 검진
 신속한 검사 제공
 적절한 약품 처방
 공기 중의 박테리아를 줄이는 물리적 방책 사용
 감염이 높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격리
 TB 감염 및 질환을 위한 의료 시설의 근로자를 검진
 질환 발발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관리
TB 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 사람은 의료 점검을 받아서 초기 진단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TB 질환을 가진
사람은 나아진 것 같더라도 처방된 치료를 지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B
환자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는 등 간단한 위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마친
후에는 질환의 재발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TB 질환 진전을 방지하기 위해 (질환이 없는) 감염자를 위해 약품이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의 TB
감염을 위한 치료는 대개 정기적 복용을 위한 단일 약품이며 대체로 최대 6 개월 기간이 됩니다.

접촉에 대해서는 어떤 검진과 후속 조치가 권장되는가?
환경적
가까운
생각될
의사를

요인
친구
경우
찾아

및 상호 접촉 수준뿐만 아니라 TB 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감염성이 있는가에 따라, 가족과
그리고 동료들은 가능한 빨리 TB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TB 로 진단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몸이 괜찮다고 느낄지라도 근무 시간 동안에 가까운 TB 관리소 (검진은 무료)에 연락하거나
가십시오.

TB 접촉을 위한 검진과 후속 조치는 아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망투 검사)
 콴티페론 TB-골드 테스트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BCG 예방접종
 잠복기 TB 감염 치료

더 자세한 정보
위치
Metro South Clinical TB Service
Princess Alexandra Hospital (Brisbane)
Rockhampton TB Control Unit
Rockhampton Base Hospital
Toowoomba TB Control Unit
Toowoomba Hospital

전화
3176 4166
4920 6211
4616 6446

위치
Cairns TB Control Unit
Cairns Base Hospital
Townsville TB Control Unit
Townsville General Hospital

전화
4226 6240
4433 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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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uberculosis (TB)?
Tuberculosis (TB) is a bacterial infection that can affect almost any part of the body’s is most common in the
lungs, a form called pulmonary tuberculosis.
TB is well-controlled in Queensland. However, TB still exists in all countries, so new cases do occur. TB can
be a serious disease if it is not diagnosed and treated properly. It can be cured by medications if taken as
prescribed by your doctor.

How is TB spread?
TB is spread by bacteria in tiny airborne droplets that can be inhaled when someone with active TB coughs,
sneezes, laughs or speaks. TB is not spread by touching objects, so using separate household items (such
as cutlery, glasses, or sheets) is not needed. TB does not run in families. It can affect people of all ages and
any ethnic origin.

How does the body fight TB?
A healthy immune system may kill TB immediately. If the body does not overcome the bacteria, they usually
lodge in the lungs, but sometimes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body. As soon as TB reaches the lungs, the
body begins to fight it. Usually the fight is successful, and the immune system is able to stop the bacteria
from spreading.
However, for some people, TB may develop. TB that may have been dormant can reactivate years later, and
the infection can spread to different parts of the body. Healed infections can also become active again. This
can happen when the body’s defences are weakened, such as during periods of stress, acute viral
infections, HIV infection, illnesses such as diabetes, or immunosuppressive therapy for cancer or other
illnesses requiring steroids, radiotherapy or cytotoxic medication. If this happens, TB treatment is crucial.

What are the warning signs of TB?
TB rarely begins with striking symptoms, and sometimes the disease can progress for weeks or months
before TB is suspected. Ongoing symptoms such as a cough that lasts for more than two to three weeks, as
well as blood-stained sputum, often feature in TB. Other symptoms may include unexplained weight loss and
fatigue, night sweats, recurring pains in the chest, or pain and swelling in the affected areas when TB is
outside the lungs. These symptoms may not be due to TB, but should be a warning to see a doctor.

How is TB diagnosed?
Tests for TB may include a medic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tuberculin skin test, and chest x-ray and
sputum test. Sputum tests are sent to the laboratory and may take several weeks, because TB is usually
slow growing.
The tuberculin skin test (Mantoux test) is mainly used to determine exposure to infection, not TB disease.
Sometimes having more than one test at various intervals is needed to determine exposure to infection.
TB in other sites of the body apart from the chest can be found by specific pathology tests, x- rays and/or
clinical assessment by a doctor.

What is the treatment for TB?
TB is treated with medications for at least six months, but they may have to be prescribed for much longer.
Once a person is non-infectious, normally soon after the treatment starts, they can usually go back to normal
activities, but treatment must continue. Occasionally, some treatment may be required in hospital, and time
spent in hospital varies. Often all the treatment can be given outside hospital, but keeping to the treatment
plan is important even if symptoms improve. This ensures the disease is cured and stops it from coming
back. Uncomplicated TB is easy to treat in the early stages, but it may be more difficult if the disease is
advanced.
TB can be cured for most people, provided medication is taken exactly as prescribed without interruption a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treating doctor.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refer to Fact Sheet 2 ‘Tuberculosis
Medication’ at www.health.qld.gov.au/chrisp/tuberculosis/factsheets.asp

How can TB be prevented?
The most important way to prevent TB is to reduce the source of the bacteria by diagnosing and treating
people who have TB.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infectious TB in the community reduces the
chance of exposure for everyone. Public health control of TB depends on:
 screening people for TB infection and active disease
 providing rapid testing
 prescribing appropriate medication
 using physical measures to reduce bacteria in the air
 isolating people who may be highly infectious
 screening healthcare facility workers for TB infection and disease
 promptly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outbreaks.
People with symptoms suggesting TB should quickly seek a medical check-up to ensure early diagnosis.
People with TB disease can help prevent infecting others by keeping to their prescribed treatment, even if
they are feeling well. People with TB should also use simple hygiene, such as covering their mouth while
coughing or sneezing. After completing effective treatment, re-activation of the disease is unusual.
Medications maybe prescribed for infected people (without disease) in order to prevent TB disease
developing. Treatment for latent TB infection is usually a single medication to be taken regularly, usually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What screening and follow-up is advised for contacts?
Depending on how infectious the person with TB is, as well as environmental factors and levels of
interaction, the family or household, close friends and colleagues should have TB screening as soon as
possible. If you think you have been in contact with someone diagnosed with TB, contact your closest TB
Control Unit (where screening is free of charge) during office hours, or go to your doctor, even if you feel
well.
The screening and follow-up for a TB contact may include:
 tuberculin skin test (Mantoux test)
 Quantiferon TB-Gold Test (blood test)
 chest x-ray
 BCG vaccination
 treatment for latent TB infection.

Further information
Location
Metro South Clinical TB Service
Princess Alexandra Hospital (Brisbane)
Rockhampton TB Control Unit
Rockhampton Base Hospital
Toowoomba TB Control Unit
Toowoomba Hospital

Telephone
3176 4166
4920 6211
4616 6446

Location
Cairns TB Control Unit
Cairns Base Hospital
Townsville TB Control Unit
Townsville General Hospital

Telephone
4226 6240
4433 2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