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What happens after you finish
treatment?
약을 모두 복용하면, 결핵으로 다시 아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료를 마친 후 건강 모니터 목적으로 클리닉에
다시 오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아프고 결핵 증상이 있으면, 가정의나
클리닉에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Where can you call if you have
questions?
담당 의료 제공자: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C 질병 통제 센터
결핵 클리닉: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TB Clinics:
밴쿠버 결핵 서비스 클리닉
655 West 12th Avenue
604‐707‐2692
뉴웨스트민스터
100‐237 Columbia Street East
604‐707‐2698
www.bccd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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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결핵
Pulmonary
Tuberculosis

폐 결핵이란?

폐 결핵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What is pulmonary tuberculosis (TB)?

How do you know you have Pulmonary
TB?

결핵(TB)은 세균이 일으킵니다.
결핵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폐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폐 결핵
질환이라고 합니다.
폐에 전염성 결핵 질환이 있는 환자가 기침이나
말, 노래, 재채기 등으로 세균을 내보내면 공기를
통하여 퍼집니다.
폐 결핵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결핵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결핵약은 무료입니다.

대개, 결핵균이 가래 검사로 배양되고 흉부
엑스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염성이 있는 동안 친구, 가족,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나요?
How can you keep friends, family and
others safe when you are contagious?





폐 결핵의 증상은?
What are the symptoms of pulmonary
TB disease?
다음 중 일부나 전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롭거나 악화된 기침, 3 주 이상
지속
 가래나 점액, 때로 혈액이 섞임
 열
 야간 발한
 식욕 상실
 체중 저하
 허약감 또는 매우 피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기간에는 집에 계십시오.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전염성이 있는 기간에 비행기를 타거나
외국에 가지 마십시오 – 이미 예약한
여행은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치료를 받으십시오.
검사로 치료가 효과적인지
확인하십시오.
공중 보건소에서 가족과 친구에게 결핵
검사를 주선해드립니다.

자택 격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ealthLink BC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http://www.healthlinkbc.ca/healthfiles/hfile
51c.stm

직장, 학교 및/또는 사회생활로 언제
복귀할 수 있나요?
When can you return to work, school
and/or socializing?
담당 의료 제공자가 전염성이 없어지는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은 최소 2 주간 또는 그
이상 격리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가래에
결핵균이 없어지는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핵은 매우 천천히 치유되므로 감염성이
없어졌다고 해도 결핵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폐 결핵은 어떻게 치료되나요?
How is Pulmonary TB treated?
결핵은 결핵약으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치료에 6~9 개월이 소요됩니다. 때로 더
길게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전된 기분이어도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의료 제공자는 결핵약 복용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간은 약 종류, 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 신체 치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으로 클리닉에 오셔서 담당 의료
제공자를 만나 추가 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흉부 엑스선 촬영과 가래 검체는 약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실시합니다.
혈액 검사는 환자의 신체가 치료를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려고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