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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사업 안내결핵관리사업 안내

결핵이란?

결핵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라는 세균에 의해 호흡기를 통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 일으키는 만성 전염병으로

결핵한자의말,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결핵균이 공기 중에 나왔다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서 결핵을 일으킵니다. 결핵 환자중

객담검사에서 균이 나온 환자가 주 전염원이며 균이 나오지 않는 환자는 전명성도 거의 없습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침구,책 및 가구 등 같은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결코 전염 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있으나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는 상태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는 상태로 증상도 없고, 다른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며, 흉부X-선 검사도 정상다른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며, 흉부X-선 검사도 정상으로 단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만 양성검사만 양성으로 나타나는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검진 대상

호흡기계통 증상이 있는 사람(2주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등)

결핵환자(특히 도말양성)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경우

결핵검진 희망자, 검진기관에서 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감염자, 부랑자등)

검진 항목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도말, 배양)

환자 관리

대 상: 흉부X-선 검사결과 유소견자로 객담검사 양성으로 판명된 자

치 료: 초회치료는 항결핵제 매일 1회 복용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치료 

(※ 다제내성결핵인 경우 보통 24개월 정도 치료)

결핵 예방

영유아 BCG 예방접종강화로 면역인구 확대

결핵환자 동거가족 및 동거인은 빠짐없이 접촉자 검진을 받습니다.

잠복결핵감염관리 강화 - 청소년 결핵관리사업 - 결핵접촉자 조사 확대 - 결핵발병 고위험군 검진강화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및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결핵 바로알기 http:tbfree.cd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보건서비스  > 감염병예방  > 결핵관리 사업결핵관리 사업결핵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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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지원 :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결핵관련)전액 지원, 저소득층 부양 가족생계비

방법 : 입원명령서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사업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사업

대상 :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등)

지원 : 결핵검진(흉부X-선, 객담 도말및배양), 잠복결핵감염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 

검사) ☞ 보건의료원 에서 검진기관으로 지급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대 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지 원: 결핵 의료비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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