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의 결핵 예방 수칙

1.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진 받기 

2. 결핵환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검진 받기  

3. 기침 예절 지키기(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그림1. 경기도 전년 대비 증감률(단위 : 인구 10만 명당) 

그림2. 경기도 결핵 전체환자율(단위 : 인구 10만 명당)

출처 :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 WHO) ,  2017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2018, 질병관리본부)

결 핵 (Tuberculosis)

결핵, 이것이 궁금해요! 

Q. 노출이 되면 모두 감염되나요?

- 노출되었다고 모두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감염된 사람 중 약 10%만 발병합니다. 결핵환자 중 50%는 결핵균 감염 후 1~2년 

   내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잠복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게 됩니다.

Q. 결핵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BCG 예방접종을 통해 결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BCG를 접종하면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균의 증식을 지연시켜 발병을 최소화하거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잠복결핵이란 무엇인가요?

- 감염자 중 90%는 단순히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고

   전염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면역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 개요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약 85%는 폐에서 발병하지만 신장, 뼈 등 우리 

  몸 어디에서나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로 활동성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호흡기 분비물에 있는 결핵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 감염이 되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 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한 뒤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고, 증상이 완화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균은 증식이 매우 느려 일부 결핵균이 죽지 않고 다시 증식하여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내 결핵 현황

-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결핵 환자수는 36,044명, 결핵 신환자수는 28,161명입니다.

- 전국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전남(101.4명), 강원(97.7명), 경북(94.4명), 충남(82.2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 (우리나라) 발생률 70.4명, 사망률 5.0명 / (OECD 평균) 발생률 11.1명, 사망률 0.9명

경기도 결핵 현황

-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 경기도 발생률은 61.6명으로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았습니다.

- 2017년 경기도 시군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가평(92.0명), 안성(91.5명), 안산(91.4명), 여주(91.0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 남성은 74.8명, 여성은 48.3명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전체 환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9.6%입니다.

       ※ 경기도  결핵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 경기도 감염병 통계 - 결핵환자 신고현황(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결핵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대한결핵협회  

http://www.gidcc.or.kr/%EA%B2%BD%EA%B8%B0%EB%8F%84%EA%B0%90%EC%97%BC%EB%B3%91%ED%86%B5%EA%B3%84/
http://www.gidcc.or.kr/%EA%B2%BD%EA%B8%B0%EB%8F%84%EA%B0%90%EC%97%BC%EB%B3%91%ED%86%B5%EA%B3%84/
https://tbzero.cdc.go.kr/tbzero/main.do
https://www.kn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