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 약 복용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점들 
 

 
 

결핵균을 죽여 결핵을 완치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하세요. 
결핵균은 강합니다. 모든 결핵균이 죽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약을 여 러 달 동 안 복 용 하여 
야 합 니 다.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 약을 복용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의료관계 종사자가 직접 관찰 요법 (Direct 
Observed Therapy, DOT) 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DOT는 당신이 결핵 약 을 복용할 때에 
의료 종사자가 당신과같이 있는 것입니다. DOT는 
시간과 장소를당신의 편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DOT는 결핵 약을 복용하기 쉽게 도와드립니다. 
 

약을 너무 빨리 중단하지 마세요. 몇 주 후 에 
차도가 있기 
시작하더라도, 결핵은 다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결핵 약 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 해 주세요.: 
만일 다른 약을 복용하시면 의료 관계 종사자 
에게 알려드리세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비타민과 약용 식물들이 포함됩니다. 결핵 
약을 복용하는 동안 맥주, 와인 또는 주류를 

마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만약 귀하가 
임신중이시거나, 수유를 하시거나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의료 종사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이외에 건강상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의료 관계 종사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결핵 약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아이소나이아지드 (INH) 

• 리팜핀 (RIF) 

• 피라지나마이드 (PZA) 

• 에탐뷰톨 (ETH) 
 

결핵 약들은 보통 안전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의 명단 중에 어떤 문제 라도 있으시면 즉시 
의료 관계 종사자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식욕상실 
  •  구토증 
  •  복통 
  •  메스꺼움 
  •  눈이나 피부에 황달 증세가 있는 경우 
  •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얼얼함 
•  입 주변의 얼얼함이나 마비 

 

다음의 명단 중에 어떤 문제 라도 있으시면 즉시 
의료 관계 종사자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시력이 침침하거나 시력의 변화 
    •  현기증 
    •  뼈의 통증 
    •  3일 이상의 발열 
    •  피부 발진 
    •  쉽게 출혈을 하는 경우 

•  쉽게 멍이 드는 경우 



만일당신이 Rifampin을 
복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아셔야 합니다.: 
•  당신의 소변, 침, 또는 
눈물이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 콘텍트 렌즈가 
착색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Rifampin을 
복용하는 동안은 소프트 콘텍트 렌즈를 
사용하시지마세요. 
•  귀하의 피부가 햇볕에 더욱 예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햇볕차단 크림을     
사용하시고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를 
가려주십시오.  
• 어떤 피임 방법은 당신이 Rifampin 을 복용하는 
동안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Rifampin 복용하는 동안 다른 대체 
피임 방법을, 콘돔같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결핵에서 
보호하세요. 결핵 치료를 끝까지 완료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귀하의 의사 혹은 귀하 지역의 
공중 보건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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