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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결핵(TB) 위험 평가 
6세 이상 개인들을 위한 정보 

 
 

결핵 증상에 대한 첫 번째 검사:   ☐ 없음  (결핵 증상이 없는 경우 이       도구로 계속 진행) 

☐ 결핵 증상이 있을 시 기침  ☐ 객혈  ☐ 발열   ☐ 체중 감소   ☐ 식욕 부진   ☐ 야간 

발한   ☐ 피로  활성 결핵 질환 평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잠복 결핵 감염(LTBI) 검사를 하여 6세 이상 무증상 환자를 식별합니다. 

● 재검사는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마지막 평가 이후 새로운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만 

실시해야 합니다. 

● 음성 결핵 피부 검사(TST) 또는 인터페론 감마 방출 검사(IGRA)는 활성 결핵 질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적절한 위험 요소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아래 위험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결핵 감염 검사를 권장합니다. 

결핵 감염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활성 결핵 질환이 배제되는 경우 결핵 감염 치료를 권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결핵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생, 여행, 거주한 경우 
● 미국 (US),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서부 및 북유럽 국가 이외의 국가 포함 

● IGRA는 미국 태생이 아닌 2세 이상의 개인들에게 TST보다 선호됩니다. 

● 임상의는 평가 중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 또는 보건 관광을 

목적으로 결핵 유행국을 3개월 미만 여행한 개인은 평가 중에 추정된 위험에 기반하여 추가 심사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핵의 진행 위험을 높이는 의료 상태 

이전에 치유된 결핵, 저체중(이상치의 10% 이하), 규산증, 당뇨병, 만성 신부전 또는 혈액투석, 위 절제술, 

공회장 우회술, 고형 장기이식, 머리 및 목 부위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증거 

□ 현재 또는 계획된 면역 억제 

HIV 감염, 주사 약물 사용, 장기 이식 환자, TNF-알파 길항제(예: 인플릭사브, 에타너셉트 등), 

스테로이드(1개월 이상 15mg/일 이상에 상당하는 프레드니손) 또는 기타 면역 억제 약물 

□ 언제라도 감염성 결핵 환자와 긴밀한 접촉 

□ 없음; 현재 결핵 검사가 나타나지 않음 

 
환자 이름   제공자 이름    

 
 

생년월일   평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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