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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vestiga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essential for tuberculosis prevention and decline in tuberculosis incidence. This
article described the results of contact investigation performed 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daycare centers from 2013 to 2015. Among
183,427 contacts, a total of 10,347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 total of 1,249 contact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소아청소년에서의 접촉자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13-15세부터 결핵 발생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타인에게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 급성장기(g row t h spu r t)이면서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집단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큰 폭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 2015년 연령대별 결핵 신환자

접촉자 조사를 통한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의 발견

발생률을 보면, 5-9세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0.7명, 10-14세에서는

및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5.0명, 15-19세에서는 30.9명이었다.

최근 감염일 가 능성이 높고, 미래에 결핵으로 진행하여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부터 중앙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삶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

각 지역에 조사반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력이 있는 소아와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발생에 대처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접촉자 검진을

및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1].

포함한 결핵 역학조사를 기술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연령대는 5세 미만, 5-12세 이하 소아와

2015년까지 학교에서의 접촉자 검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3-18세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5세 이하 소아가 결핵

전염성 결핵환자가 1명 발생하면, 한 학급 대상으로 접촉자

환자에게 노출되는 주요 장소는 가정 이외에 산후조리원, 병원,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1명이 발생하면, 한 학년, 1명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며, 5세 이상 소아와 청소년이 결핵

추가로 발생하면 학교 전체로 접촉자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환자에게 노출되는 장소는 가정 이외에 학교 및 학원 등이다.

실시하였다[2]. 2013년부터 해마다 소아와 청소년이 속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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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약 400-500건의 역학조사가

93.6% 이었다.

실시되고 있다.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총 183,427명이며, 1건의 접촉자
조사에 포함되는 평균 접촉자 수는 147명이었다. 평균 접촉자

소아청소년에서의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결과1)

수가 가장 많은 교육기관은 187명으로 고등학교이었고, 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다 음이 119명으 로 중학교였다. 전체 잠복결핵감염률 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소아청소년 대상 접촉자 조사는

5.6%이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은 14.4%, 초등학교 9.2%,

총 1,249건이었다. 접촉자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교육기관은

중학교 5.8%, 고등학교 5.2%이었다. 전체 잠복결핵감염 치료

고등학교로 770건, 61.6%를 차지하며, 다음은 중학교로 235건,

동의율은 83.3%이며, 초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18.8%를 차지하였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지표환자(집단

80% 이상의 치료동의율을 보였다.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환자)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는 지표환자가 대부분 교직원이었으며,

향후 계획

초등학교의 경우는 70.5%가 교직원이 지표환자이었고, 중학교

우리나라는 결핵퇴치를 목표로 결핵환자 관리, 역학조사

및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지표환자인 경우가 많고 각각 79.6%,

강화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등을 지속 강화하고 집중하고 있고,

Table 1. Tuberculosis index cases by educational facilities, 2013-2015
Educational facilities

Students, N(%)

Daycare/Kindergarten

Staffs, N(%)

Total, N(%)

1 ( 0.8)

118 ( 99.2)

119 (100.0)

31 ( 29.5)

74 ( 70.5)

105 (100.0)

Middle school

187 ( 79.6)

48 ( 20.4)

235 (100.0)

High school

721 ( 93.6)

49 ( 6.4)

770 (100.0)

10 ( 50.0)

10 ( 50.0)

20 (100.0)

950 ( 76.1)

299 ( 23.9)

1,249 (100.0)

Elementary school

Others*
Total
* Others: Educational alternative or special school

Table 2. Results of contact investigation by educational facilities, 2013-2015
Educational facilities

Mean contacts*, N

Daycare/Kindergarten

4,431

37

637 (14.4 %)

82.1 %

Elementary school

6,646

63

609 ( 9.2 %)

74.1 %

28,017

119

1,620 ( 5.8 %)

83.0 %

143,649

187

7,425 ( 5.2 %)

84.3 %

684

34

684 ( 8.2 %)

69.5 %

183,427

147

10,347 ( 5.6 %)

83.3 %

Middle school
High school
Others
Total

LTBI, N(%)

Treatment agreement for
LTBI, %

Contacts, N

* Mean contacts: Mean contacts per one tuberculosis case

1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환자 기준(2015년 12월 31일 기준, 잠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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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매년 환자는 감소하고 있고, 소아청소년의
결핵환자 발생 또한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3]. 이러한
감소추세를 가속화하여 결핵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를
포함한 집단시설에서 결핵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아는 정상 면역능을 가진 성인에 비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결핵 예방을 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당국에서는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등 을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치료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잠복결핵감염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료완료율을
높여야 하고, 치료완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4]. 부작용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 시작
전 간기능 검사 등 기저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소인이 있는 감염자는 부작용 발생시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 감염자를 교육하고, 부작용 발생 감시가 필요하다.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결핵 치료제에 안전함을
치료 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의 걱정을
감소시키는 것도 치료 완료율을 높이는데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본부. 결핵진료지침(개정판). 2014
2. 질병관리본부. 2015년 국가결핵관리지침
3. 세계보건기구. Guildlines on the management of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2015
4. 질병관리본부. 2015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 본 원고는 2015년 정책연구용역과제 ‘국내외 소아·청소년 접촉자
조사자료 분석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778

제9권 제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