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제10권 제18호

2015년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결핵조사과 김은나, 한선미, 이강희
*교신저자: kangheel@korea.kr, 043-719-7280

The Results of Tuberculosis Contact Investigation in Health Care Workers, 2015
Division of Tuberculosis Epidemic Investigatio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CDC
Kim Un-Na, Han Sunmi, Lee Kanghee

Contact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prevent tuberculosis (TB) and reduce TB incidence. Health care workers (HCWs) are at
increased risk of being infected with TB. This report describes the results of contact investigation of infectious TB patients
identified as HCWs in 2015. A total of 2,765 contacts of 173 index TB patients were identified. Contacts were first evaluated
by chest radiography (CXR) and eight secondary cases were found. Of 2,765 contacts, 1,358 were tested for latent TB
infection by the tuberculin skin test (TST) or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s (IGRAs). A total of 242 persons (17.8%) were
infected.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 매개

증가하였다[1]. 2015년부터 결핵환자 신고 항목 중 직장 기관 분류에

감염 질환으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의료기관이 추가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역학조사 건수 또한

수 있다. 전염성 결핵환자가 학교, 의료기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2013년 18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증가하였다. 2015∼2016년에는

발생하면 결핵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결핵 역학조사는 지표환자

신생아 및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가

조사와 접촉자 조사로 구성된다. 지표환자는 집단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발견된 결핵환자를 의미하며, 지표환자 조사를 통해 전염성이 있는
경우 환자를 집단으로부터 격리 조치하고,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결핵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는 지표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핵 역학조사는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역학조사는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전염성

추가적인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발견·치료를

결핵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시행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방사선사,

2013년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 사 를 본격적으 로 시작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이후 역학조사 건수는 2013년 1,142건에서 2015년 2,639건으로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다[2].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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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환자의 직업을 기재해야 하며, 지표환자가 의료기관

의료종사자 40명(23.1%)이었다(Table 1).

종사자로 확인되면 전염성 여부를 확인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173명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염성 결핵환자로 신고되어

접촉자 범위는 2015년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동일 실내

2,765명을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를 시행하였다. 접촉자 조사를

공간에서 주당 8시간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과 주당 8시간 이상

통해 8명의 추가환자가 발견되었다. 접촉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표환자가 대면 진료 및 간호한 환자로 설정한다[3].

성별로는 여성이 2,068명(74.8%)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019명(36.9%)으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 구분하면 간호사가

2015년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역학조사 결과

1,274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료종사자 529명(19.1%), 환자
345명(12.5%), 의사 339명(12.3%) 순이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접촉자 2,765명 중 일상접촉자, 65세 이상 접촉자, 과거 결핵 및

중 전염성 결핵환자가 1인 이상 발생한 153개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를 제외한 1,358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173명의 지표환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42명(17.8%)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173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지표환자 중 여성이 149명

확인되었다. 접촉자의 특성에 따른 잠복결핵감염률을 살펴보면,

(86.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9명(39.9%)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잠복결핵감염률은 18.2%, 남성은 16.3%이었다. 연령별

항산균 도말검사 결과 양성은 70명(40.5%)이었으며, 배양검사 결과

잠복결핵감염률은 20대 9.7%, 30대 19.5%, 40대 25.4%, 50대

양성은 143명(82.7%)이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76명(43.9%)으로

37.4%로 접촉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잠복결핵감염률이 증가하는

가장 많았고, 간호조무사 34명(19.7%), 의사 23명(13.3%), 기타

양상을 보였다(Table 2).
지표환자의 특성에 따른 잠복결핵감염률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dex patients of those identified
as health care workers in 2015 (N=173)
구분

n (%)

Male

경우 접 촉자의 잠복결핵감 염률 은 19 . 2 %이었으며, 음 성인
경우 16.8%이었다. 배양검사의 경우 양성 17.5%, 음성 17.6%로

Sex
Female

Table 3과 같다. 지표환자의 항산균 도말검사 결과가 양성인

149 (86.1)
24 (13.9)

Age
20-29 years

69 (39.9)

30-39 years

60 (34.7)

40-49 years

28 (16.2)

50-59 years

13 (7.5)

≥ 60 years

3 (1.7)

Sputum smear positive

70 (40.5)

Sputum culture positive

143 (82.7)

Profession

차이가 없었다. 지표환자의 흉부 X선 검사상 공동 유무에 따른
잠복결핵감염률은 공동이 없는 경우 20.5%, 공동이 있는 경우
18.4%이었다.

향후 계획(Further steps)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결핵 신환자는 지속적으로

Nurse

76 (43.9)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Nursing assistant

34 (19.7)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4]. 정부는

Doctor

23 (13.3)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OECD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12명

Others*

40 (23.1)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 Others

: physical therapist, radiologic technolist, medical technologist, dental
hygienist, etc.

대상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2016년 8월 「결핵예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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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contact investigations of infectious TB patients identified as health care workers in 2015
Contacts

LTBI tested

LTBI

Age
Total

n (%)

n (%)

n (%)

2,765 (100.0)

1,358 (100.0)

242 (17.8)

2,068 (74.8)

1,069 (78.7)

195 (18.2)

697 (25.2)

289 (21.3)

47 (16.3)

8 (0.3)

7 (0.5)

0 (0.0)

Sex
Female
Male
Age
10-19 years
20-29 years

1,019 (36.9)

587 (43.2)

57 (9.7)

30-39 years

689 (24.9)

375 (27.6)

73 (19.5)

40-49 years

452 (16.3)

232 (17.1)

59 (25.4)

50-59 years

258 (9.3)

123 (9.1)

46 (37.4)

≥ 60 years

339 (12.3)

33 (2.4)

7 (21.2)

Profession
Nurse

1,274 (46.1)

650 (47.9)

123 (18.9)

Doctor

339 (12.3)

151 (11.1)

22 (14.6)

Nursing assistant

174 (6.3)

103 (7.6)

16 (15.5)

Others

529 (19.1)

350 (25.8)

68 (19.4)

Patient

345 (12.5)

9 (0.7)

0 (0.0)

Unknown

104 (3.8)

95 (7.0)

13 (13.7)

Table 3. LTBI test results by index cases’ characteristics
LTBI tested
Total

1,358

·시행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LTBI (%)

받아야 하며, 근무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242 (17.8)

이는 결핵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OECD

AFB smear result
Positive

556

107 (19.2)

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시설

Negative

761

128 (16.8)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할

Unknown

41

7 (17.1)

1,172

205 (17.5)

Negative

125

22 (17.6)

Unknown

61

15 (24.6)

계획이다.

Culture result
Positive

Cavitary chest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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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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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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