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병 귀하는 호전을 
위하여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핵은 무엇입니까? 
결핵(TB)은 

결핵(tuberculosis)의 줄임말입니다. 결핵은 몸 
어느, 부분에 생길 수 있지만, 주로 폐에 생깁니다. 
 

결핵은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결핵균은 결핵병이 폐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웃거나 재채기를 
할 때에 공기로 퍼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결핵균을 자신의 폐로 빨아드릴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글래스와 식기들, 또는 좌변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는 결핵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왜 아픕니까? 
귀하는 결핵균이 귀하의 몸에서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핵병으로 인하여 아픕니다. 결핵병은 
귀하의 폐 또는 몸 다른 부분, 신장, 뇌, 척추에 
생길 수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들은 무엇입니까? 
    • 3주 이상의 기침      • 피로함     • 발열 
      • 체중감소     • 피를 토해냄       • 오한 
             • 취침 중에 흘리는 식은 땀 
 

결핵은 심각한 병입니까? 
네, 결핵병은 매우 심각합니다. 알맞은 
치료방법으로 나아 질 수 있습니다. 결핵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적당한 치료법 없이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귀하가 결핵병이 있으면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결핵병은 몇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약들은 귀하의 몸에 있는 
결핵균을 죽입니다. 
 

저는 얼마동안 악을 복용하여야 합니까?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약을 최소한 
6개월복용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년까지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 
전문가가 지시하는 데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 귀하께서 정확히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균을 다시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약들은 더 이상 
결핵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결핵을 
완치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의료 종사자가 귀하의 약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귀하와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직접 관찰 요법(Direct Observed Therapy, 
DOT)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DOT는 의료 
종사자가 귀하가 약을 복용할 때 귀하와 같이 
있습니다. DOT는 귀하가 결핵 약을 복용하기 쉽게 
도와드립니다. 
 

귀하자신과, 귀하의 가족과 친지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세요. 결핵 치료를 완전히 끝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귀하의 의사 혹은 귀하 지역의 
공중 보건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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