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

Q9 약을 다 마셨을 때는?
6개월 간 예방내복이 끝난 직후와 6개월 후, 1년 후, 1년 반 후, 2년 후에 결핵 발병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읍시다.
또한, 기침·가래·가슴 통증·발열 등의 증상이 나왔을 때는 조속히 진찰 받읍시다.

약을 복용하는 기간 중이나 약 복용이 다 끝난 후라도 기침이나 가래, 가슴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계속 될 때는 진찰을 받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의사에게 알리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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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내복

Q&A

결핵 발병을 예방하자!
Q4 예방내복을 어떻게 합니까?

결핵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QFT 검사를 실시한 결과

（

히드라지드(INH)라고 하는 약을 6개월 동안 매일 마십니다.

） 님의 검사결과는

히드라지드(INH)는 몸속에 있는 결핵균을 서서히 퇴치하는 약입니다.
약은 통상 1일 1회 6개월 동안 매일 규칙 바르게 잊지 않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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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과에 따라 귀하는 예방내복이 필요합니다.

Q5 예방내복 효과는 어느 정도?
예방내복 효과는 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매일
확실하게 6개월 동안 약을 마셨을 경우 결핵 발병을 약 70%

약을 잊지 말고
착실하게 마시는
것이 귀하의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억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10년 이상 지속한다고 알려졌습니다.

Q1 예방내복이란 무엇인가?

약을 마시다가 안 마시다가 하는 불규칙한 복용이나 필요한 기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예방내복의 효과가 떨어져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힘내자
캘린더

활용해
보세요

결핵 감염으로 발병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 약을 복용하여 발명을

Q6 예방내복 도중에 주의해야 할 점은?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결핵 발병예방을 위하여 복용합니다.

귀하의 생활에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감염을 어떻게
Q2 알 수 있습니까?

감염과 발병이
Q3 다릅니까?

결핵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결핵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도 몸의

결핵 감염이라고 합니다. 감염 여부를

저항력이

알아보는 것이 QFT 검사입니다.

억제합니다. 그러나 억제된 결핵균이

강하면

결핵균을

죽은 것은 아니므로 몸속에서
동면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몸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활동을
시작하며 결핵 ‘발병’이 됩니다.
발병은 감염된 지 2년 이내가 많으며 그 후로는 적어집니다만, 발병 가능성은 평생
지속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 학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현재
그대로의 생활로 문제가 없습니다.

부작용은

Q7 괜찮나요?
히드라지드(INH)는 전 세계적으로 결핵
예방과 치료약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으며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간 기능의 저하, 손가락
끝의 저림, 식욕 부진, 습진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치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비용은 어떻게

Q8 되나요?

★결핵의료비 공비부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담당 보건소에
결핵의료비 공비부담신청서(주치의에게
기재해 받는다.)와 엑스레이 필름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