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퇴치로 가는 길

결핵의 퇴치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핵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핵 환자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노령층에서의
잠복결핵 재 활성화

가장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2*

가장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2

유럽 및 북/남미 6%

인도 아대륙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부 지중해 8%

서태평양 18%

동남아시아 지역 44%

나이지리아 4%

아프리카 24%

증상이 없는 결핵으로, 면역 체계가 결핵
감염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명 중 1명 1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 피부반응 검사 또는
결핵 혈액 검사 (T-SPOT®.TB
검사 등)를 통해 잠복결핵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

결핵 고 위험군

면역 체계가 약화될 경우, 잠복결핵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의 밀접 접촉자
HIV 양성 환자

10명 중 1명 1
결핵 예방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잠복결핵 환자
10명 중 1명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합니다.

투석중인 환자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i.e. 항 TNF 제제)

BCG접종을 한 사람

만성 질환자

장기, 골수 또는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
규폐증 환자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의료 종사자

결핵 혈액 검사(T-SPOT®.TB
검사 등)는 다음 환자군에 사
용됩니다:

재소자 또는 교도소 직원
마약 사용자
노숙자

잠복결핵 치료, 왜 중요할까요?

잠복결핵 환자의 10%-15%는 활
동성 결핵 환자로 발전합니다.3

암 치료 중인 환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결핵의 위험이 높은 경우

면역 억제 환자

잠복결핵 치료는 결핵 퇴치에 도움을 줍니다.

필리핀 6%

인도네시아 9%

누가 잠복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잠복결핵 환자의 수는 약 19억 5000만 명으로 추측됩니다.2

결핵 치료의 시작

중국 9%

기타 22개 국가의 발생률이 전 세
계 발생률의 20%를 차지합니다.

* WHO 의 지역 분류

잠복결핵

37%
27%
6%
4%

남아프리카 3%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명의 환자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았습니다. 2

잠복결핵 (LTBI)이란 무엇일까요?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감염력이 있는
환자의 진단 지연

다제내성 결핵 환자 중
55%만이 완치됩니다.8

활동성 결핵에 비해 치료 비용이 적습니다.
잠복결핵: 600 달러
(3HP 요법으로 치료 시)4

다제내성 결핵:
513,000 달러6

활동성 결핵: 18,000 달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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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 결핵 치료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잠복결핵: 3 개월 (3HP
요법으로 치료 시)7

다제내성 결핵:
9 – 18 개월7

활동성 결핵: 6-12 개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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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
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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