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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문

연구사업명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및 코호트 구성 방안

색인어 잠복결핵감염, 집단검진, 잠복결핵치료

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주상

연구기간 2018 . 03 . 10 - 2018 . 12 . 3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수행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 사업이 수행됨. 대상자

1,484,000명 중 약 1,206,775명(수검율 91.1%)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IGRA(interferon gammar release assay)검사를 수행한 분석 가능한 환자 857,765명을

대상으로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결과를 분석하고, 코호트 운영모델을 제시함.

방법: 잠복결핵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집단을 보정하여, 각 집단별 감염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함. 분석에 등록된 자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TBnet)자료를 통해 과거 결핵

진단 및 새로 발생하는 활동성결핵환자정보를 취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

통해 소득 및 치료 및 질병정보(기저질환)등 통합하여, 핵심지표(LTBI 유병율, 활동

성결핵 유병율, 활동성결핵 발생율, LTBI 발생율)의 발생을 관찰 및 분석함. 집단별,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동반질환별 등으로 세부 분석을 시행함.

결과: 분석대상자 857,765명 중 LTBI는 약 14.8%임을 확인. 성별로는 남성 11.4%, 여성

16.0%,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 수 록 LTBI율이 증가하여, 10대 2.1% 20대 5.4%,

30대 12.4% 40대 23.0% 50대 35.7% 60대 43.2% 70세 이상 44.4%임. 소득 수준별로

는 저소득층 19.0%, 중-저소득층 15.5%, 중-고소득층 12.7%, 고소득층은 11.0% 잠복
결핵 양성률(LTBI rate)을 보임. 집단별로 보건소 내소자는 22.0%,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27.5%, 교육기관 종사자 18.3%, 의료기관 종사자 17.3%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
임. 학교 밖 청소년은 3.2% 학교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33.5%, 교정시설 재소자33.4%이 양성소견임. 지역별 잠복결핵 양성율은 서울시와 부
산시가 각각 15.6%, 15.3%로 타지역보다 감염률이 높음. 잠복결핵감영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자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집단, 지역을 모두 보정한 결과 남성의 경우 여

성에 비해 오즈비가 1.32배(95% 신뢰구간 1.29-1.34), 연령대는 10대에 비해 20대는
잠복결핵감염 위험의 오즈비가 2.19배(95% 신뢰구간 1.44-3.32), 30대는 5.41배(95% 
신뢰구간 3.57-8.21), 40대는 11.65배(95% 신뢰구간 7.68-17.67), 50대는 21.10배(95% 
신뢰구간 13.91-32.01), 60대는 27.94배(95% 신뢰구간 18.41-42.40), 70세 이상은 28.04
배(95% 신뢰구간 18.40-42.73)로 유의하게 증가. 고소득층에 비하여 중-고소득층은
잠복결핵감염 위험의 오즈비가 1.07배(95% 신뢰구간 1.06-1.10), 중-저소득층은 1.10
배(95% 신뢰구간 1.07-1.12), 저소득층은 1.11배(95% 신뢰구간 1.09-1.14)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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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종사자와 비교하여 보건소 내소자의 잠복결핵감염 오즈비는 1.16배(95% 신
뢰구간 1.09-1.24),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1.05배(95% 신뢰구간 1.03-1.07), 의료기관종
사자는 1.06배(95% 신뢰구간 1.04-1.08),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1.47배(95% 신뢰구간
1.35-1.60), 교정시설 재소자는 1.47배(95% 신뢰구간 1.40-1.54) 위험성이 증가. 지역
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와 비교해서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의 잠복결핵감염 위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어 도시 지역이 잠복결

핵감염의 위험요소임을 확인. 집단검진자의 장기효과 분석을 위한 코호트 운영을 위

해 핵심지표로 잠복결핵 유병율, 활동성 결핵 유병율, 활동성 결핵발생율, 잠복결핵
감염 발생율 4가지를 모니터링 지료로 선정하여, 1년, 2년, 5년, 10년 간 추적관찰을

통해 중장기 효과 분석모형을 제시함.
   잠복결핵양성자 중 잠복결핵치료 시작률은 31.7%이었으며, 보건소에서 41.4%, 민간
병원에서 58.6%가 치료 시작함. 치료 시작자의 약 76.9%가 완료함. 치료 미시작의 위
험인자는 남성이 1.37배, 10대와 비교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함도가 증가함. 교육
기관 종사가 기준으로 고1은 미치료 위험인자이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은 치료 시

작 가능성이 더 높음. 소득이 증가할수록 치료 순응도가 감소함. 잠복결핵치료 약제

별로는 .3HR이 76.9%, 4R 10.7%, 9H 8.7% 로 처방되었고, 각각의 치료 완료율은

78.4%, 76.2%, 46.9%로 9H에서 유의하게 낮음. 부작용 발생은 약 6.8%에서 보고 되었
으며, 간독성이 33.3%, 알레르기 26.8%, 위장관 부작용 22.9% 임.

결론

집단시설별 잠복결핵감염 양성율은 연령이 증가하고, 남성에서, 소득이 낮을 수 록, 교
육기관 종사자와 비교하여 모든 집단이 감염률이 높으며, 대도시(서울, 부산)일수록
감염률이 높음. LTBI 치료 시작율은 31.7%로 낮은 편이며, 3HR, 4R약제 조합에서 치
료 완료율이 높음. 향후 핵심 4대 지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집단시
설 검진 및 치료의 효과를 평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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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study
The mass screening for LTBI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nd the treatment in 
congregated setting was performed in 2017. 1,206,775 subjects (inspection rate 91.1%) 
among 1,484,000 of target population performed LTBI test and the data from 857,765 
people who performed IGRA (interferon gammar release assay) were analyzed to 
evaluated the result of LTBI mass screening and to propose a cohort model for 
long-term analysis.
Methods
The factors affecting the prevalence of LTBI in each group was analyzed after adjusted 
by gender, age, income, region. The data of the patients who already diagnosed already 
or newly diagnosed as tuberculosis were extracted from National Integrated TB 
surveillance system (TBnet). The data of income and underlying disease were extracted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Those two data were integrated for 
observation and analysis of key outcomes (LTBI prevalence, active tuberculosis 
prevalence, active tuberculosis incidence, LTBI incidence). Sub-analysis was conducted by 
sub-group, gender, age, income, region, and accompanying diseases.
Results
The rate of LTBI was about 14.8% among the 857,765 subjects analyzed. There was 1.4% 
of males and 16.0% of females. LTBI rate increases as age increase – 2.1% in the 10s, 
5.4% in the 20s, 12.4% in the 30s, 23.0% in the 40s, 35.7% in the 50s, 43.2% in the 60s, 
and 44.4% in over 70 years of age, respectively.
By income level, LTBI rate was 19.0% in low income group, 15.5% in middle-low income 
group, 12.7% in middle-high income group and 11.0% in high income group.
By sub-group, LTBI rate was 22.0% in public health center visitors, 27.5% in social 
workers, 17.3% in hospital care workers, 3.2% in out of school youth, 2.0% in high school 
students, 33.5% in workers in postnatal care centers, and 33.4% in correctional facilities.
By region, LTBI rate was 15.6% in Seoul and 15.3% in Busan which we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regions. 
In order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LTBI, adjustment for gender, age, income, region was 
done. The Odd ratio (OR) with 95% confidence limits (CI) for male relative to female 
was 1.32.
By age, ORs with 95% CI for the 20s, 30s, 40s, 50s, 60s and over 70 years of age 
relative to the 10s were respectively 2.19 (1.44-3.32), 5.41 (3.57-8.21), 11.65 (7.68-17.67), 
21.10 (13.91-32.01), 27.94 (18.41-42.40) and 28.04 (18.40-42.73). 
By income level, ORs with 95% CI for middle-high income group, middle-low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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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low income group relative to high income group were 1.07 (1.06-1.10), 1.10 
(1.07-1.12), 1.11 (1.09-1.14).
Relative to educational institutions, OR of public health center visitors was 1.16 (95% CI 
1.09-1.24), OR of social workers was 1.05 (95% CI 1.03-1.07), OR of hospital care 
workers was 1.06 (95% CI 1.04-1.08), OR of workers in postnatal care centers was 1.47 
(95% CI 1.35-1.60) and OR of correctional facilities was 1.47 (95% CI 1.40-1.54).
By region, the risk of LTBI was found to be urban area since the LTBI rate of all 
regions except Busan and Jeju was lower than that of Seoul.
To propose  a cohort model for systematic analysis of long-term effects of LTBI 
screening program in congregated setting, 4 key outcomes, such as LTBI prevalence, 
active tuberculosis prevalence, active tuberculosis incidence, and LTBI incidence, were 
measured and analyzed in 1, 2, 5, and 10 years of follow-up.
Among patients with LTBI, the initiation rate of the treatment was 31.7%, 41.4%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58.6% in private hospitals. Approximately 76.9% of the patients 
completed the treatment. The risk factors for no treatment were 1.37 times for males 
and the risk increases with age compared to the 10s.
Compared to educational institutions worker, the risk factor for no treatment was the 
first grade high school students, and hospital care workers and pworkers in postnatal 
care centers are more likely to start treatment.
The regimens of the treatment were 3HR (76.9%), 4R (10.7%) and 9H (8.7%). The 
treatment completion rates of each regimen were 78.4%, 76.2%, and 46.9% respectively. 
The adverse events were reported in 6.8%, which were hepatotoxicity (33.3%), allergic 
reaction (26.8%), GI trouble (22.9%).
Results 
The incidence of LTBI increases with age, in male, in lower income group. All other 
groups have a higher infection rate compared to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worker and  
metropolitan cities such as Seoul, Busan have a higher infection rate. LTBI treatment 
initiation rate was as low as 31.7%. 3HR and 4R regimens showed a higher completion 
rates. 
In the fut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ass screening and the treatment in congregated 
setting should be assessed through mid-to-long term follow-up based on the 4 ke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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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1.1  목표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결핵의 발생률의 인구 100만 명 당 1건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는 매년 결핵의 발생률이 평균 20%씩 감소해야 하는데 이는 활동성 결핵뿐 아니라 잠복결

핵에 대한 치료 병행해야만 가능함.

그림1. 

  ○ 이러한 배경에서 WHO에서는 결핵의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 당 100 건 이하인 고소득, 
중소득 국가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잠복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이는 감염에서 발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60~90% 정
도로 낮추는 선제적인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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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로 국격 대비 결핵 수준이 높음

그림2.

○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하에 결핵 퇴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있음. 
2000년대 이후로 걸핵의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 당 10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잠복

결핵에 대한 치료를 고려하기 시작함.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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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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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내 결핵 진료 지침에서 35세 미만의 접촉자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잠복결핵의 진단 및 치료를 처음으로 권장하였음. 2014년 개정된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 따른 치료 대상을 세분화하였고 2017년 개정된 지침에서는 접촉자

검진 대상 범위를 35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음. 

○  WHO 잠복결핵 진료 지침에서는 결핵 발생률이 연간 10만 명 당 100명 이하인 국가에서

재소자, 의료 기관 종사자,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 마약 중독자 및 노숙

인에 대해 치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함.

○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까지 결핵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WHO 지침에서
더 나아가, 2017년 결핵 안심국가 사업을 통하여 집단 시설 종사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

생, 병역 판정 대상자 등 120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시행함.   

그림5.

출처 :　결핵 안심 국가 실행 계획 (2016.03.24.)

○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잠복결핵감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추가 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특히 IGRA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잠복결핵 검진 사업 및 국내에 잘 구축된 TBNET이나 건

강보험 청구 자료와 같은 빅데이터와 연계할 시 잠복결핵의 진단 및 치료 효과, 활동성 결

핵으로 진행 가능성 및 위험인자를 밝히는 역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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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잠복결핵과 관련된 우수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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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평가 착안점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취결과 참고자료
목표

달성도

국내외

문헌조사

　

착수회의(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회의 5% 착수회의

9.2 
연구분

담표 
100%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
료 현황 및 정책 관련
국내외자료수집

문헌자료 10% 문헌고찰
시행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사업결과

분석

　　　　　　　　　　　　　

국내 잠복결핵현황 제시 　 15% 100% 　 100%
　 집단별 양성율 　 측정 표42 　
　 연령별 양성율 　 측정 표43 　
　 성별 양성율 　 측정 표45 　
　 지역별 양성율 　 측정 표46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15% 100% 　 　
　 치료 시작률 　 측정 표17 　
　 치료 완료율 　 측정 표21　 　
　 치료 중단율 　 측정 표21 　
　 치료 중단의

위험인자 　 측정 표19 　
잠복결핵치료 약제별 치
료 완료율 비교 10% 100% 　
　 약제별 치료

완료율 　 　 표21 　
활동성 결핵 유병율 　 5% 100% 　 　
　 활동성 결핵유

병율 　 　 표33 　
중장기

효과 분

석방안

　　　

　 　 　 　 100%
집단 검진자의 잠복결핵
역학적 특성 파악 　 5% 100% 5.6 ① 　
중장기 효과 분석을 위
한 코호트 구축방안 제
안

15% 100% 5.6.⑤
그림 39. 　

중장기 효과 분석방법 　 15% 100% 5.6 ④ 　
　 　 모니터링. 

평가 지표 등
제안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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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및 개선방향 마련

¡ 중장기적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코호트 구축(안) 제시

   
①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  집단시설, 연령, 소득, 성별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의 특성을 확인.
-  집단시설의 잠복결핵감염의 유병율, 치료시작률, 중단 및 치료 완료율 확인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단위 위험요인 확인

-  집단시설 검진자의 활동성 결핵 발생률 확인

-  잠복결핵감염의 집단별 위험요인을 확인

-  I과거 결핵감염력과 IGRA 수치의 관계를 제시함

 ②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개선방향 마련

-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의 고위험 집단을 파악을 통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집단에 따른 결핵감염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최근 감염, 과거 감염 등

-  잠복결핵감염치료 순응도가 낮은 집단 파악 및 치료율 증가위한 사업 역량 강화

-  집단시설별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토대로 잠복결핵감염 검사 참여율, 
   치료 시작률, 치료 완료율 증진 방안 마련

-  치료 중단의 위험요소 파악을 통한 치료 순응도 향상 방안 마련

-  최초의 IGRA 기반의 전국단위 결핵감염률 확인을 통한 활동성결핵발생

   예측 모델 개발

-  IGRA 기반의 잠복결핵감염 진단(기준) 및 치료 사업 등 다양한 국가결핵 정책개

  발 및 연구에 활용

- 향후 집단시설잠복결핵감염의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한 국가 정책개발에 활용가능

③ 중장기적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코호트 모델 제시
-  해마다 수행되는 집단 검진자료의 분석의 모델 제시

-  잠복결핵감염 및 활동성 결핵 유병율을 매해 측정하여 국가결핵관리 지표 활용

-  결핵감염의 자연경과를 연구를 통한 잠복 결핵 유병율, 발생율 측정

   활동성 결핵유병율, 감염률을 1년, 2년, 5년, 10년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제시

-  코호트 운영의 핵심 outcome 제시 및 Risk 노출요인 제시

-  코호트 outcome 및 Risk 노출의 객관적 측정방법 제시

-  단,중,장기 코호트 운영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제시

-  집단시설 외에 국가 잠복결핵 코호트 운영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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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단기, 중·장기 효과를 분석 가능

-  잠복결핵검진 사업결과와 TBnet 등의 국가 big data의 연결점 제시

-  국가결핵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코호트 활용 가능성 제시

-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방향을 제시 및 평가하는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 가능

-  다양한 국가 결핵코호트 모델에 접목 사용가능

2) 활용방안
     

① ’17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결과 평가

-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의 유효성을 확인

-  참여 대상자(집단,연령, 지역 등)의 잠복결핵감염의 검사 및 치료지침 활용

-  참여 대상자의 확대 또는 축소의 증거 획득

②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사업의 중장기적 효과 분석을 위한 코호트 구축

-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중장기적 효과 확인

-  코호트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재정 마련을 위한 증거 획득

-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모니터링 자료를 제시

   :잠복결핵감염 및 활동성결핵 발생율 제시

③ 집단시설 종사자의 계속적 관리 및 추적을 통한 잠복결핵사업 정책 참조

-  결핵의 자연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자료로 국내외 결핵감염 정책 개발에 활용

-  국내 실정에 맞는 잠복결핵감염 사업을 제시

-  국내 현황에 맞는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



- 14 -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2.1 국외현황
l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결핵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

음. 미국과 일본의 결핵관리 정책의 경과를 검토를 하면 우리나라의 결핵관리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1) 미국 정책 동향

l 미국은 1940년대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흉부방사선검사, TST를 통한 환자 발견과
활동성 결핵환자 격리의 등의 공중보건수단이 갖춰지면서 결핵이 감소하였음. 

-  1963년에는 학교 입학 시, 모든 아이들이 TST 검사를 받은 후 양성자는 흉부방사
선 검사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 검사를 권고하고 14세의 모든 학생은 TST 검사를 받도

록 함

-  1989년 결핵퇴치 전략계획을 추가 수립, 고위험군 대상의 TST를 권고

-  2005년에는 미국 결핵관리 3대 핵심정책을 발표하였고,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
료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l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과 고위험 국가 이민자,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정시설 이용자 및 노

숙자 등의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

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그림5. 미국의 결핵 관리 정책 및 사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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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정책 동향

l 일본은 1951년 결핵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대 수준의 결핵관리를 식시하기 시작함. 
-  1965년 도입한 예방화학치료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잠복
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보인 최근 감염 의심자 중에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이

소니아지드를 6개월간 투약하였음. 
-  BCG접종은 만 4세, 초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TST 검사 결과
음성자에 대해서 접종하였으며, 강양성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함. 

l 2003년에 초등학교 입학생과 중학교 입학생에게 실시하였던 결핵 백신 재접종이 폐지되었

고, 2005년부터는 만 4세에 TST 검사 후 음성 시에 접종하던 것을 TST 검사 없이 생후 6개
월에 BCG를 접종하도록 변경함

l 예방접종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규모 스크리닝으로 실시되던 TST 검사는 폐지되었고, 환자
접촉자 검진 등과 같이 결핵발병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그림6. 일본의 결핵 관리 정책 및 사업의 변화

(4)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정책 동향

l 2015년에는 WHO에서는 추가로 중/고소득국가(high-income or upper middle-income 
countries)를 위한 잠복결핵감염 지침1)을 마련을 하였으며, 이 지침에서는 10만명 당 100명 미
만의 결핵 발생률을 보이는 중/고소득국가에서 체계적인 검사와 치료의 실행을 권장함. 

표1. 2015년도 WHO에서 권장하는 잠복결핵감염의 체계적인 검사 및 치료 대상

1)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WH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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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 group Recommendation Quality of 
evidence

should be 
performed

1. people living with HIV
2. adult & child contacts of pulmonary 

TB cases
3. patients initiating anti-TNF 

treatment
4. patients receiving dialysis
5. patients preparing for organ or 

haematologic transplantation,
6. patients with silicosis.

Strong low to 
very low

should be 
considered

1. prisoners
2. health-care workers
3. immigrants from high TB burden 

countries
4. homeless persons
5. illicit drug users. 

Conditional low to 
very low 

l 2017년에 시행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는 병무청신검, 고1검진, 의료기관 종사자(조산원), 
교도소,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6개 군의 검진자 자료가 있음. 

-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도소는 WHO에서 권장하는 잠복결핵감염 대상에 들어감. 
-  병무청신검, 고1검진,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시설은 WHO에서 권장하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6) 국외 연구 현황

l Alsdurf 등2)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을 해서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 과
정 중 각 단계별 탈락률을 확인하였음.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대상 중 실제로 71.9%에서만
잠복결핵검사를 받았으며, 전체 대상에서 66.7%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되었고, 전제 대상에서 18.8%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였음. 실제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한 수는 아주 적었음. 

그림7.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 과정 중 각 단계별 탈락률

2) Lancet Infect Dis 2016;16(11):1269-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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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근 일본결핵협회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

한 46,128명을 대상으로 치료결과와 치료 실패 원인을 확인함3).
-  접촉자 검진으로 시행한 대상자가 78.3%로 가장 많았음

-  71.9%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함. 

l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28,931명을
대상으로 치료결과를 확인함4). 

-  접촉자 검진으로 시행한 대상자가 79%로 가장 많았음. 
-  82%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함. 

l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치료결과를 확인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주된 대상

자로는 접촉자 검진, 결핵 발생 지역 출신 외국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  Chan 등은 이주민들에서 결핵 발생 위험을 확인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을 시행5)

-  Uden 등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6) 

-  Brassard 등7)은 약물중독자(Injection drug user, IDU)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선
별검사의 중요성 확인

3) PLoS One 2017;12(11):e0186588

4) Eur Respir J 2016;47:1327-1330

5) Lancet Infect Dis 2017;17:770-779

6) Open Forum Infect Dis 2017;43(3):ofx137

7) Int J Tuberc Lung Dis 2004;8(8):98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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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대한 유용성을 여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

석을 시행한 연구도 있음.
-  Ferguson 등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8)
-  Ruan 등은 류마티스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9)
-  Lamerti 등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10)

2.2 국내 현황

l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결핵 퇴치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결핵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그 동

안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등의 환자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펼쳤었음. 

l 2013년부터 가족 구성원, 학교 및 군부대, 직장 등의 집단 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보다 강력한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l 결핵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가 환자의 조기발견과 발병 예방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결핵 관리 정책 중 하나임.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보건소를 통해 결핵 환자의 가족
중 6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TST 시행 후 양성자는 이소니아지드 6개월 요법으로 잠복

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하였음. 

l 2005년부터 집단 내 결핵 유행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3년 질병관리
본부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하여 보건소에 대한 치료와 추구관리를 강화하였음. 

l 잠복결핵감염의 대상자를 크게 결핵 접촉력 유무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결핵진

료지침(2017년 3판)에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서 권고하고 있음

-  ①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  ② 결핵 발병위험이 높은 군

-  ③ 결핵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결핵발병 시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행함을 권고하고 있음

l 우리나라에서는 잠복결핵감염 관련하여 대규모 연구는 없으나, 병원 기반 또는 지역 사회

기반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음. 문헌을 검색한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32건의
잠복결핵감연 연구가 출판이 되었음.

-  결핵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음

-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10건이 있었으며, 그 중

2건은 신규로 입용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

-  결핵발병위험이 높은 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7건이 있었음

8) Transplantation 2015;99(5):1084-1091

9) Clin Rheumatol 2016;35(2):417-425

10) J Occup Med Toxicol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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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우리나라에서 시행 된 잠복결핵감염 관련 연구 건수

대상 문헌 건수 참고 문헌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접촉자 7 11)12)13)14)15)16)17)

   학교 3 18)19)20)

   소아 / 어린이 2 21)22)

의료기관 종사자 10 23)24)25)26)27)28)29)30)31)32)

결핵 발병위험이 높은 군

   류마티스질환 환자 3 33)34)35)

   anti-TNF 제제 투여 환자 2 36)37)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1 38)

   신이식 대기 환자 1 39)

11) Korean J Intern Med 2017;32(3):486-496

12) Korean J Intern Med 2016;31(3):517-524

13) Respir Med 2016;111:77-83

14)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2014;5(Suppl):S30-36

15) BMC Infect Dis 2014;14:566

16) Respir Med 2010;104(3):448-453

17) Int J Tuberc Lung Dis 2009;13(5):633-639

18) PLoS One 2017;12(11):e0188076

19) Int J Tuberc Lung Dis 2015;19(5):576-581

20) Chest 2012;141(4):983-988

21) Korean J Pediatr 2016;59(6):256-261

22) Diagn Microbiol Infect Dis 2008;62(4):389-394

23) J Korean Med Sci 2017;32(8):1251-1257

24) Arch Environ Occup Health 2017;72(5):272-278

25) Tuberc Respir Dis 2013;75(1):18-24

26) PLoS One 2013;8(5):e64563

27) Infection 2013;41(2):511-516

28) Chest 2012;142(6):511-516

29) J Clin Lab Anal 2011;25(6):382-388

30) Scand J Infect Dis 2010;42:943-945

31) Scand J Infect Dis 2010;42:672-678

32) 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2009;30(12)1218-1222

33) Korean J Intern Med 2017 Mar 13 [Epub ahead of print]

34) Int J Rheum Dis 2015;18(3):315-322

35) Rheumatol Int 2014;34(12):1711-1720

36) J Korean Med Sci 2014;29(8):1090-1093

37) PLoS One 2015;10(10):e0141033

38) Korean J Lab Med 2011;31(4):271-278

39) Transpl Infect Dis 2010;12(2):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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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잠복결핵감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연구는 잠복결핵감염의 유병율을 확인하거나 검사 방법

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제임.

l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하는 비율, 치료 성공률, 부작용 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부족함.

l 또한 병원을 기반을 두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함. 2017년에 시행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는 병무청신검, 고1검진, 의료기관 종사자(조
산원), 교도소,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6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잠복결핵감염 연구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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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 수행 체계

3.2 연구 목표

◦ 연령별, 집단별, 동반질환별 잠복결핵 감염률 비교

◦ 잠복결핵 치료 시작 및 치료 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시

◦ 집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가 결핵감염관리 정책의 근거를 제공

◦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코호트 모델 제시

① 1단계 [국내외 문헌조사] 목표
 ○ 국내외 잠복결핵 관련 임상 문헌 수집

○ 국내외 잠복결핵 역학 및 경제성 분석 관련 논문 수집

○ WHO와 미국, 영국 및 아시아 (일본, 대만, 중국) 잠복결핵 정책 자료 수집

○ 잠복결핵 관련되어 아직까지 evidence가 부족한 가설을 수립

② 2단계 [사업결과 분석] 목표
 ○ 국내 잠복결핵 현황 제시

○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IGRA값의 분포를 제시

○ 잠복결핵 치료 미시작 및 치료 중단의 위험인자를 제시

○ 잠복결핵 치료 약제별 완료율을 비교

③ 3단계 [중장기 효과분석] 목표
○ 검진결과와 다른 빅데이터 (TB NET, 건강보험 청구자료)와의 연계 가능성 확인

○ 각 집단별, 연령별, 동반질환별 잠복결핵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

○ 활동성 결핵으로의 진행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코호트 모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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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의 치료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코호트 모형을 제안

3.3 연구 내용

¡ 각 집단 별 잠복결핵 현황을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 : 대표성 여부 확인

¡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IGRA의 분포를 제시

¡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연계하여 잠복결핵의 치료 시작률, 치료 완료율 제시

¡ 잠복결핵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코호트 모형 제안

① 1단계 [국내외 문헌조사] 내용
  ○ 각 국가의 잠복결핵 역학적 특성 및 정책 현황을 파악

-  국가의 결핵 발생률 및 소득 수준

-  각 국가별 잠복결핵감염 선별 검사의 대상자

-  각 국가별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  각 국가별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행 적응증

-  각 국가별 잠복결핵감염 환자 관리 체계

 
  ○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잠복결핵감염에 관련된 연구들을 수집, 주제별로 질적 고찰

-  잠복결핵감염 선별 검사 대상자

-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율 및 성공률 등

  
  ○ 수집한 문헌에 근거, 연구 간에 결과가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한 가설을 목록화

② 2단계 [사업결과 분석] 내용
○ 국내 잠복결핵의 현황 제시

- 검사대상자 중 활동성 결핵 유병률

- 성별, 연령별, 대상군별, 지역별, 동반질환별 현황 제시

- 검사 대상자 수, 실제 검사자수, 양성자 수 및 검사 시행률, 양성률, 치료 시작률

치료 완료률.

○ 대상군별 잠복결핵 유병율을 국내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

TST를 기반으로 한 2016년 국민 건강 영양 총조사 결과와 연령/성별로 비교

○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IGRA 값의 분포를 제시

- 분포를 모형화 (커널 밀도 그래프)
- 양성자와 음성자로 나누어 분포를 파악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한 동반질환의 확인

- IGRA 양성자/음성자 간 동반질환을 비교

- 10년 이내의 결핵력 확인 - 환자 설문 기록과의 정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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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한 잠복결핵 치료 기록 확인

- 치료 시작군 vs 치료 보류군 : 두 군의 특성(인적사항, 동반질환)을 비교하고 치료 보
류의 위험인자를 파악

- 치료 완료군 vs 치료 중단군 : 두 군의 특성(인적 사항, 동반질환, 처방 약제)을 비교
하고 치료 중단의 위험인자를 파악

-  처방 약제별 치료 완료율을 비교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한 수진자 중 활동성 폐/폐외 결핵 발생자 확인

- 잠복결핵 치료 완료 혹은 치료 도중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 case를 파악

- TBNET 자료와 연동하여 약제 내성의 패턴을 확인, 내성결핵 여부 확인

③ 3단계 [중장기 효과분석] 내용
○ 검진결과와 다른 빅데이터 (TB NET, 건강보험 청구자료)와의 연계 가능성 확인

- 코호트 대상자 (잠복결핵 양성자)들의 코호트 등록 10년 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

계,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기저 질환과 첫 진단 시기를 파악

- 코호트 대상자 중 40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 검진 데이터를 활용 : 
키와 체중, 흡연력, 혈액검사 결과 연계 가능

○ 각 집단에서 잠복결핵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

- 잠복결핵의 경우 2016년 국민 건강 영양 총조사 결과와 연령/성별로 비교하여 국내

전체 인구집단 대비,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

-  활동성 결핵의 경우 TBNET 혹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하여 확인 후 해당 년도
의 결핵 연보와 비교, 국내 전체 인구집단 대비,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

- 각 집단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확인

표3. 각 집단의 특성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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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종류 집단의 특성 (가설)

고1 코호트 결핵감염률, 활동성 결핵 유병률이 낮은 집단으로 추정

집단생활로 집단 내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병무청

(군입대 전) 코호트
결핵감염률, 활동성 결핵 유병률이 낮은 집단으로 추정

집단생활로 집단 내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어린이집

교사 코호트

연령별 결핵 유병률이 국내 전체 인구집단을 대표할 것으로

추정됨.

병·의원
종사자

연령별 결핵 유병률이 국내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

결핵균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령별 결핵 유병률이 국내 전체 인구집단 대비 유사 혹은 높을

가능성.
결핵 발생이 많은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노출

교정시설

수용자

연령별 결핵 유병률이 국내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높음.
집단 내 감염의 위험이 큰 집단.

-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분석 - 코호트 연구 핵심 목표를 개별화

ⅰ) 공통
: 잠복결핵 치료 시작율, 치료 완료율

 잠복결핵 치료 도중 혹은 완료 후 발생한 활동성 결핵의 특성 파악

ⅰ) 고등학교 1학년, 병역판정대상자 검진 코호트

: Recent infection에 의한 발병 risk 추정
  Annual risk of infection 추정

   IGRA 값의 활동성 결핵으로의 진행 예측력 평가

  단기 치료 효과의 평가 (치료 regimen간 efficacy 단순 비교)
ⅱ) 산후 조리원, 어린이집, 사회 복지시설, 의료인

: 각 위험인자가 결핵에 미치는 영향 추정

  각 위험인자가 잠복결핵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 추정

  중장기 치료 효과의 평가 (다양한 risk factor를 보정 후 평가)

○ Recent infection에 의한 발병 위험도 및 단기 치료 효과 비교를 위한 코호트 모형을
제안

 - 대상자 : 고등학교 1학년, 병역판정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자

○ 활동성 결핵 발생의 위험인자 및 치료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코호트 모형을 제안

- 지역사회 발생 모형

대상자 : 산후 조리원, 어린이집,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중 잠복결핵감염자

- 병원 내 발생 모형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중 잠복결핵 감염자, 주기적 검진 대상자 중 양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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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 방법

○ 연구 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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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국내외 문헌조사] 방법
○ 각 국가별 잠복결핵 지침 확인

국가 진료 지침

International
WHO, Guidelines on the mangement of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2015)
WH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uberculosis care, 3rd edition (2014)
IUATLD: Management of tuberculosis – A guide to the essentials of 
good practice, 6th edition (2010)

United States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Final recommendation 
statement on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Screening (2016)
CDC,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 Guide for Primary Health Care 
Providers (2013)
American Thoracic Society (ATS)/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n diagnosis of tuberculosis in adults and 
children (2017)

Canada
Canadian Thoracic Society (CTS): 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7th edition (2014)

Europe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Guidance on use of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s in support of 
TB diagnosis (2011)
WHO/ERS: Management of latent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fection: WHO guidelines for low tuberculosis burden countries 
(2014)

United Kingdom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Guideline on 
tuberculosis (2016)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OH): Guidelines, 
publications and position statements on tuberculosis

Japan
Japanese Society for Tuberculosis (JST): Treatment guidelines f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2013 (published 2014)
JST: Guidelines for using QuantiFERON-TB Gold In-Tube, 2011 
(published 2013)

○ 잠복결핵 연구 주제별로 분류를 하여 국외 현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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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감염 선별 검사 대상자

-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률 및 성공률 등

○ 2017년 시행된 결핵 안심국가 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의료기관 종사자, 재소자, 어린
이집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 문헌을 파악

○ 국내의 잠복결핵감염 관련된 연구 확인

:　주로 활동성 결핵 접촉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 두 군에서 잠복결핵감염 유병률

- 두 군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률

- 두 군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성공률

- 잠복결핵검사 시행 연도에 따를 차이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를 통한 결핵 감염율을 확인. 
-  연령과 조사 시기에 따른 결핵 감염율을 확인

-  ‘병무청 신검’과 ‘고등학교 검진’ 대상자 등과 비교가 가능

○　PRISMA 등의 지침을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

  ② 2단계 [사업결과 분석] 방법

○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연계 (1)
-  10년 이내 건강보험 청구자료(2008-2017) 
: 수진자의 주,부상병명을 확인하여 동반질환의 빈도를 구함

- IGRA 양성자/음성자 간 동반질환을 비교

: Charlson comrbodity index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범주화하여 비교



- 28 -

○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연계 (2) - 잠복결핵 치료 여부 확인

: 이소니아지드 혹은 리팜핀을 한번이라도 처방 받은 환자를 치료 시작군, 처방력이 없

는 환자를 치료 보류군으로 조작적 정의

: ⅰ) 리팜핀 120일 ( or 16주) ⅱ) 이소니아지드 270일 (36주), ⅲ) 리팜핀 및 이소니아
지드 90일 (12주)을 기준으로 80% 이상 처방받은 환자를 치료완료군, 80% 미만으로 처
방받은 환자는 치료 중단군으로 분류

- 치료 보류의 위험인자를 파악

설명변수 : 연령, 성별, 동반질환, 집단시설 종류

결과변수 : 치료 보류

통계적 방법 : 로지스틱 회귀분석

- 치료 중단의 위험인자를 파악

설명변수 : 연령, 성별, 동반질환, 집단시설 종류, 처방약제
결과변수 : 치료 중단

통계적 방법 : 로지스틱 회귀분석

- 처방 약제별 치료 완료율을 비교

: 치료 시작군을 i) 리팜핀 단독 처방군 ii) 이소니아지드 단독 처방군 iii) 리팜핀 이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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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드 동시 처방군으로 분류

세 군의 특성 및 (연령, 성별, 집단시설 종류, 동반질환) 치료 완료율을 비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연계(3) - 활동성 폐/폐외 결핵 발생 여부 확인

: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활동성 폐/폐외결핵 상병 코드 (A15-A19)와 함께 3종 이상의

항결핵제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활동성 결핵으로 정의

- 2년간의 Clearing period 적용 (2015년-2016년) 후 수진자 중 2017년 이후에 새로 활
동성 결핵을 진단받은 case를 파악, incidence를 구함

- 상기 case 중 잠복결핵 치료 완료 혹은 치료 도중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 case를 파
악 - TBNET 자료와 연동하여 약제 내성의 패턴을 확인

③ 3단계 [중장기 효과분석] 방법

○ 코호트 연구의 Endpoint를 설정

- 집단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결핵 발병의 risk factor 규명 및 치료 효과 규명

- 각 잠복결핵 치료 regimen별로 중장기 효과를 비교

- IGRA 검사의 중장기 결핵 발병의 예측력을 평가

- 잠복결핵 치료 후 발생하는 결핵의 특성 분석

 : 잠복결핵 치료의 내성 결핵 유발 여부 규명

○ 연령에 따른 활동성 결핵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Age factor)를 보정

: 각 연령집단에 속하는 개체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결핵균에 노출되는 정도와 노화에 따

른 잠복결핵의 재활성화 정도가 유사할 것(군집효과)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모델

- Age factor에 반영되는 요소

 ⅰ) 연령별 활동성 결핵의 누적된 burden
 ⅱ) 연령에 따른 숙주의 면역력 변화

 ⅲ) 연령집단의 평균적인 결핵균에 대한 노출 빈도, 노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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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al risk of infection 추정 : 최근 감염 코호트

- 어린이, 학생의 Annual risk of infection은 국가 감염 관리의 중요 지표임

- 최근 감염 코호트로 추정

5)　발주부서 지원내용

①　검진자 설문지-검진 참여자 정보

②　검진자 결과: 검진방법 (TST, IGRA), 흉부 x선 결과, 일부 잠복결핵치료 유무

③　검진자 ID를 통한 big data 연계: TBnet 신고내용,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Matching
④　IRB 관련 업무

⑤ 업무 추진 정보 교환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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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제 연구 방법

-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및 코호트 구성 방안에 대한 자료를 본 연구진에서 요청

하였으며,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데이터셋, 결핵환자 신고 데이터셋을 확인하였음. 
- 해당 자료 중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를 위한 단일 개인식별번호(SS_NO) 기준으로 정렬

후 검진 및 치료데이터셋에서 검진자료에서 개인식별번호 중복제거하여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

계를 위한 결합 준비함.

 본 용역 과제에서는 위와 같은 4가지 데이터셋을 받아 분석에 활용함

① 잠복결핵감염 검진 자료

902678건의 잠복결핵감염 검사자료가 포함된 자료로 개체별로 중복제거 후 900578명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총 49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실제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

수는 다음 표와 같음.
COLUMN_NAME COLUMN_COMMENT CODE

ESTB_SEQ 설정관리번호

병역판정검사 2017018001

기타(그외 보건소 내소자) 20160050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6020001

교직원(어·유·초·중·고) 2016004001

의료기관 종사자 2016022002

학교 밖 청소년 2016005001

고1 2016010002

산후조리원 2016022001

교정시설 검진관리 2017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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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_CD 기관구분코드

0최상위
1학교
2군부대/경찰
3시설
4직장
5기타
6어린이집
7유치원
8초등학교
9중학교
10고등학교
11대학교
12특수학교
13대안학교
14재수학원(기숙포함)
15군부대
19경찰
20사회복지시설
21교정시설
22의료기관

OFFICE_CD2 기관구분코드_2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관명으로 구분하여 추가

항목 생성

- 20_1 : 아동
- 20_2 : 노인
- 20_3 : 장애
- 20_4 : 기타

SIDOCD 시도코드

1:서울특별시
2:부산광역시
3:대구광역시
4:인천광역시
5:광주광역시
6:대전광역시
7:울산광역시
8:경기도
9:강원도
10:충청북도
11:충청남도
12:전라북도
13:전라남도
1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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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경상남도
16:제주특별자치도
17:세종특별자치시

SS_NO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매칭을 위해 임의 생성한 자료로 실

제 건보공단 자료 반입 시 새로운 식별번호를 생

성 (IND_DISC_NO)하여 대체

POST_CD
신분 :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만 적용

[POST_CD_MED]:1:의사
[POST_CD_MED]:2:간호사
[POST_CD_MED]:3:간호조무사
[POST_CD_MED]:4:방사선사
[POST_CD_MED]:5:임상병리사
[POST_CD_MED]:6:물리치료사
[POST_CD_MED]:7:기타의료종사자
[POST_CD_MED]:8:환자
[POST_CD_MED]:9:기타의료기관종사자

ETC_POST_NM
기타신분명

: 보건소내소자의
경우에만 적용

보건소 내소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이

유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음

AGE 나이

AGE2 나이  2017년 기준으로 만 나이 
SEXCD 성별

1:남
2:여

INSP_MTCD 잠복결핵검사방법

3:TST검사법초회
4:TST검사법연속
2:IGRA검사법초회
1:TST/IGRA병합검사법초회
5:해당없음(흉부X선검사)

TST_INSP_YMD TST 1차 검사일

TST_RSCD TST(mm) 1차 　
TST_RSLT_CD TST 1차 검사결과

1:강양성 ( 15mm 이상 ) 
2:양성
3:음성

TST_SFEF_RSCD TST 1차 부작용

0:없음
1:B(수포)
2:V(소수포)
3:N(괴사)

IGRA_YN IGRA대상 N:대상아님
Y:대상자

IGRA_INSP_YMD IGRA검사일 검사 채혈일

IGRA_INSP_MTCD IGRA검사방법 1:Quantiferon/2:T-Spot
IGRA_RSCD IGRA결과구분 1: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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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집단 분류

- 대집단으로 ESTB_SEQ에 따라 9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병역 판정 검사 집단은 IGRA 양
성자만 포함되어 있어서 잠복결핵 감염률 및 전체 집단에서의 활동성 결핵 incidence를 구할

때 제외하였음.
- 2017 결핵 안심 국가 사업 수진자 중 집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집단을 재분류함. 
(고1, 학교밖 청소년, 병역판정 대상자를 제외) ESTB_SEQ, OFFICE_CD, OFFICE_CD2 세가지 변
수를 참고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산후조리원 근무자, 교정시설 재소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초중고교 직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무자로 분류함.
- 보건소 내소자 중에서 ETC_POST_NM 변수를 참고하여 접촉자 검진 대상자만을 소집단으로
추출해냄. 추출 키워드는 ‘접촉’, ‘역학’, ‘아들’, ‘딸’, ‘가족’, ‘배우자’, ‘여
친’, ‘손자’, ‘아버지’, ‘할머니’, ‘언니’, ‘손녀’, ‘비행’, ‘대학’, ‘산후조리
원’ 등 접촉자 조사와 관련된 키워드였으며 이외에도 개별 환자 이름, 개별 기관 이름이 포함

된 경우 접촉자 검진 대상자로 추출함.
- 잠복결핵 감염률에 대한 연령별 및 집단별 층화 모형에서는 위에서 구한 10개의 소집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함.

2) IGRA 값에 대한 data clearing
- 잠복결핵 ‘양성’에 대한 정의에는 IGRA_RSCD 변수만을 사용함. 

2:양성
3:불명

IGRA_RSLT_NIL IGRA검사결과(Nil) 　
IGRA_RSLT_TBAG IGRA검사결과(TBAg) 　

IGRA_RSLT_MITOGE
N

IGRA검사결과
(Mitogen) 　

IGRA_RSLT_CT IGRA검사결과(TBAg-Nil)　
TST_2S_INSP_YMD TST 2차 검사일 　

TST_2S_RSCD TST(mm) 2차 　

TST_2S_RSLT_CD TST 2차 검사결과

1:강양성
2:양성
3:음성

TST_2S_SFEF_RSCD TST 2차 부작용

0:없음
1:B(수포)
2:V(소수포)
3:N(괴사)

XRAY_OPRT_YN XRAY실시여부 Y:예
N:아니오

XRAY_INSP_YMD XRAY검사일 　

XRAY_RSCD XRAY
2:정상
1:결핵의심
3:불명
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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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N Level에 따른 TB incidence 분석을 위하여 TB Ag – Nil 값에 해당하는 IGRA_RSLT_CT의
분포를 구함

- IGRA_RSLT_CT의 이상치(Outlier) 제거를 위하여 극상치와 극하치 50여개씩 추출하여 검토.
- 제시된 IGRA_RSLT_TBAg 및 IGRA_RSLT_NIL 값의 차이를 구하여 이것이 IGRA_RSLT_CT값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한 IGRA_RSLT_NIL 값이 8 이상인데 음성 혹은 양성으로 판정된 경
우 모두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여 극상치 10개와 극하치 35개를 제거함.

▲ 극상치 10개를 데이터셋에서 제거함.

IGRA_RSCD IGRA_RSLT_NIL
IGRA_RSLT_TB
AG IGRA_RSLT_CT

IGRA_RSLT_MITOG
EN

2 0.053 50276 50224 　
2 0.021 2.241 20220 13.055
2 0.16 7.28 7012 11.4
2 17 3859 3842 40492
2 0.302 1487 1184 10
2 30 921 891 40492
2 21 785 764 40492
2 0.21 601.03 600.81 601.03
2 0.031 0.481 450 　
1 25 235 211 40492
2 0.1 193.66 193.56 193.66
2 0.15 193.66 193.51 193.66

IGRA_RSCD IGRA_RSLT_NIL
IGRA_RSLT_TB
AG IGRA_RSLT_CT

IGRA_RSLT_MITOG
EN

3 11.24 0.95 -10.29 41.36
3 11.182 0.037 -11.145 11.52
3 12.27 0.85 -11.42 66.36
1 11.728 0.174 -11.553 0.064
1 11.732 0.122 -11.61 0.19
1 11.733 0.118 -11.616 0.069
1 11.739 0.077 -11.663 0.053
1 11.734 0.064 -11.67 0.013
1 11.699 0.027 -11.673 0.021
1 11.73 0.034 -11.696 0.033
1 11.731 0.021 -11.711 0.025
1 11.734 0.02 -11.714 0.028
1 11.733 0.012 -11.721 0.01
1 11.741 0.019 -11.722 0.018
3 0.48 -13.02 0.1
1 0.08 0.12 -13.2 13.61
1 0.12 0.1 -19.1 19.1
1 72 50 -22 40492
3 42.1 11.36 -30.74 42.1
3 41.069 7.137 -33.932 41.069
3 39.42 4.84 -34.58 39.42
3 35.733 0.563 -35.17 35.733
3 39.42 1.5 -37.92 39.42
3 44.99 6.51 -38.48 44.993 38.66 0.04 -38.62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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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하치 35개를 데이터셋에서 제거함.

- IFN level이 10을 넘을 경우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2018.10.06) 의견에
따라 IGRA_RSLT_CT값이 10이상인 경우 ‘10이상’으로 별도의 범주로 만들어 분석함. 

3) 잠복결핵 감염 검사에 대한 중복제거

표4. 잠복결핵 검사 방법에 따른 인원 수 및 비율

- 총 1903명이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2회 이상 시행하였음.
- IGRA를 2회 이상 시행한 경우 IGRA_RSLT_CT 값이 더 큰 검사 결과 및 검사 시행일을 IGRA 
검사 결과와 검사 시행일로 채택하였음.
- TST를 2회 이상 시행한 경우 TST_RSCD 값이 더 큰 검사 결과 및 검사 시행일을 TST 검사
결과와 검사 시행일로 채택하였음.
- IGRA를 시행한 경우 IGRA 시행일을 잠복결핵 검사 시행일로 정의하였으며 IGRA 시행일자가
없는 경우 TST 시행일을 잠복결핵 검사 시행일로 정의하였음. 

② TBNET자료
- TBNET 자료는 2002년부터 2018.10.29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총 4985 case가 확인되었음
- 중복제거 후 4134명이 남으며 신고 횟수의 분포는 다음 표와 같음.

표5. TBNET 신고 횟수에 따른 인원 수 및 신고 건수

3 40.048 1.36 -38.688 40.048
3 41.069 0.161 -40.908 41.069
3 41.67 0.036 -41.634 41.67
3 44.76 3.06 -41.7 44.76
3 44.406 2.059 -42.347 44.406
3 49.48 6.5 -42.98 49.48
3 50.84 0.04 -50.8 50.84
1 0.62 0.11 -51 24.27
1 94 36 -58 40492
3 60.17 1.91 -58.26 60.17
3 74.97 5.5 -69.47 74.97
1 0.3 0.077 -223 10
1 0.805 0.233 -572 26.531

잠복결핵 감염 검사 방법 수진자 수 백분율

IGRA 초회 870473 96.66%TST 초회 10656 1.18%IGRA->IGRA 1317 0.15%
TST->IGRA 507 0.06%
IGRA->TST 61 0.01%

IGRA-TST 동시 1 0.00%
TST->TST 17 0.00%
결과 미보고 17546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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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NET 자료는 신고자료, 초회 검사 자료, 약제 감수성 검사 자료 3가지로 이루어짐. 
1) 신고자료
- 신고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포함됨.

신고 횟수 인원(명)  신고건수(회)
1회 3453 3453
2회 558 1116
3회 94 282
4회 22 88
5회 3 15
6회 1 6
7회 2 14
8회 0 0
9회 0 0
10회 0 0
11회 1 11
총합 4134 4985

변수명 비고

식별번호 RPT_SEQ
신고일자 REGI_DT

신고기관구분 RPT_DIV
1 : 보건소
2 : 병의원
3 : 소속기관없음

연령 AGE 1 : 남
2 : 여

성별 GENDER
개인식별번호 SS_NO * 잠복결핵검진 개인식별번호와 동일한값
국적 PTNT_NTNLT
질병코드 DSS_CD

결핵종류 PTB
1 : 폐결핵
2 : 폐외결핵
3 : 폐+폐외결핵

환자구분 RTYPE

1 : 신환자(초치료자)
2 : 재발자
3 : 실패 후 재치료자

4 : 중단 후 재치료자

8 :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9 :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해당의료기관에서

치료실시여부
HSTR_TRT 1 : 치료시작

2 : 치료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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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clearing 과정: 중복건수에 대한 data clearing 과정은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시행함.

2) 초회검사 결과 자료 

- 초회 검사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포함됨.

3 : 치료예정
치료시작일 TRT_ST_DT

치료결과 TRT_RSLT

1 : 완치
2 : 완료
3 : 실패
4 : 중단
5 : 다른의료기관으로 전원

6 : 결핵관련사망
7 : 결핵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8 : 진단변경
9 : 기타

치료결과노트 RSLT_NT
결과판정일 TRT_ED_DT
치료종료일 TRT_ED_DT2

1) 모든 신고 건은 new case이나 6개월 이내 재신고된 경우 연장치료로 간주한다.
2) ‘완치’, ‘완료’는 치료 시작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치료기간

3개월 이내 ‘완치’, ‘완료’가 발생하면 결핵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단, 배양 양성의

경우 3개월 미만 치료하고 ‘완치’, ‘완료’로 판정하더라도 결핵으로 본다.
3) 2011년 이전신고는 치료결과가 없더라도 결핵신고로 간주한다.
4) 퇴록 이전에 재신고된 경우 중복신고로 간주하며 가장 처음 신고된 기록을 기준으로

치료시작일을 잡는다. 중복신고의 경우 검사 결과는 한번이라도 양성이 나온 경우

양성으로 간주한다. 
5) 퇴록결과 ‘전출’ 이후의 미신고건은 ‘전출’ 대신 ‘중단’으로 간주한다. 
‘전출’ 후 60일이 넘은 재신고건수의 경우도 ‘전출’ 대신 ‘중단’으로 간주한다.
6) 등록일을 실제 치료시작일로 본다. 다만 등록일과 치료시작일이 30일 넘게 차이나는

경우는 치료시작일을 실제 치료시작일로 본다.
7) 퇴록 결과가 ‘진단변경’으로 나온 신고 건수는 신고 기록에서 삭제한다.

변수명 비고

식별번호 RPT_SEQ

초회검사 종류 INSP_KIND_CD

1 : 흉부X선검사
2 : 도말검사
3 : 배양검사
4 : 핵산증폭(TB-PCR)검사
5 : 조직검사
6 : Xpert

초회검사 결과 INSP_RSCD 1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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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신고 건수 (개별 RPT_SEQ) 별로 6종류의 결과를 붙여서 배양 양성률 및 도말 양성률을

보고함.

3)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 자료

2 : 음성
3 : 불명
4 : 결핵의심
5 : 정상
6 : NTM
7 : 기타

검체체취일 SPEN_YMD
검체종류 SPEN_KIND_CD 1 : 객담

2 : 객담외

변수명 비고

식별번호 RPT_SEQ

항결핵약제내성검사 결과 MDSS_INSP_RSLT
1 : 미실시
2 : 검사중
3 : 검사완료

검사방법 INSP_CD
1 : 전통방식
3 : 신속감수성
4 :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Xpert MTB/RIF 검사 등)

내성약제

H H
R R
E E
Z Z

Rfb RFB
Km KM
Amk AMK
Cm CM
Lfx LFX
Mfx MFX
Ofx OFX
Pto PTO
Cs CS

PAS PAS
Lzd LZD
Clr CLR
기타 ETC

항결핵제내성코드 MDSS_CD U84.30 : U84.30(다약제내성 결핵)
U84.31 : U84.31(광범위약제내성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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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clearing 과정 –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약제 내성 여부를 ① no resistance to HR ② H 
단독내성 ③ R 단독내성 ④ MDR로 구분함.

③ 보건소 치료 자료

보건소 치료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

U88.2 : 리팜핀단독내성 결핵

검체 채취일 INSP_YMD

1) 항결핵제 내성 코드가 U84.30 U84.31 U88.2로 기입된 경우 해당 소견으로 약제 내성
여부를 분류

2) 전통방식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그 내성 결과만을 참고하여 내성 여부를
결정

3) 전통방식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신속내성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내성 여
부를 분류. 신속내성 검사 결과가 없고 실시간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 결과 있는 경

우 이를 참고하여 내성 여부를 분류

LTBI_YN LTBI치료_대상여부
N:정상
Y:잠복결핵감염
D:결핵의심
Z:기타

PAST_LTBI_YN LTBI치료력
1:예
2:아니오
3:모름

PAST_MT_HIS_YN 결핵치료력

1:예
2:아니오
3:모름

LTBI_AGR_YN LTBI치료_동의여부 Y:실시
N:미실시

LTBI_NOPRT_RSN LTBI치료_미실시사유
N:동의안함
P:과거치료력(유)
U:기저질환(유)

LTBI_SYMD LTBI치료_치료시작일 　

LTBI_TPCD LTBI치료_치료법

1:9H
2:3HR
3:4R
5:3HP
4 : 6H (미사용)

LTBI_CPYMD LTBI치료_완료예정일 　
LTBI_CMPL_YN LTBI치료_완료/중단여부

0:완료
3:치료중
1:중단

LTBI_EYMD LTBI치료_완료(퇴록)일 　
LTBI_DSCN_CT LTBI치료_중단사유 1:전출

2: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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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LTBI 치료 부작용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텍스트로 자유롭게 기술되어 있어 각 부작
용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고 각 개체별로 여러 개의 부작용을 체크할

수 있게 하였다.

표6. 잠복결핵 치료의 부작용

- ESTB_SEQ=2016005002인 대상자, 즉 보건소 내소자의 경우 본 과제 종료 시점에 보건소에서
의 잠복결핵 치료 기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잠복결핵 치료 시작율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

됨.   

④.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1) 건강보험공단 자료 개요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구축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관장하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

및 축적된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후 제공함으로써 보건 의료 지식기반 구축에 기여.

3:부작용
4:비협조
5:연락두절
6:기타

LTBI_SFEF_CT LTBI치료_부작용내용 　

부작용

간독성

알러지,피부부작용
위장관부작용

두통

어지러움 위약감

말초신경염

이명

혈소판

백혈구감소

Flu-like symptom
정신질환악화

관절통

불면

신부전

무월경

심계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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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자료 구축 및 활용

-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행에 적합한 구성

 · 의무가입 당연지정제도를 통해 구축된 전 국민(인구사회학적 변수, 검진자료, 질병자료, 노
인요양자료) 및 전체 의료공급자의 자료

 ·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한 상세한 진료행위 및 처방내역 보유

- 코호트 형태로 구축할 수 있어 후향적 연구 가능

 · 정상인의 검진자료를 연계하여 질병으로 이환되는 과정 추적 가능

 · 전국민 건강검진을 통한, 혈압, 혈당 등 실제 계측값 활용 가능

- 국민건강정보 DB에 약 3,759억건의 의료건강정보 구축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장점

- (대표성) 단일보험자로서 전수 자료를 보유, 전국민 사회경제적 수준 및 전체 의료수급자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일반화 용이함.
- (완결성)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상세 진료행위 및 처방 내역 보유

- (건강기록 및 관련변수) 코호트자료를 구축하여 개인 건강기록 및 관련 변수 조사 가능

- (현실 반영) 제한적 또는 실험적 정보가 아닌 현실이 반영된 자료

- (실제 측정) 실제로 측정된 국가검진자료(예, BMI. 콜레스테롤, 혈압 등)
- (비용 및 시간 절감) 업무과정에서 수집된 행정자료로, 별도자료 수집 및 구축이 필요없음

2) 건강보험공단 자료 구성

○ 자격 database 
-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외국인 제외)
- 변수: 성, 연령대, 지역, 가입자 구분, 소득분위 등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장애, 사망
관련 총 14개 변수로 구성

○ 진료 database
- 내용: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

여가 청구된자료

- 구성: 보건기관에 대한 명세서 (20T), 진료내역(30T), 상병내역(40T), 처방전교부상세내역(60T)
의 세부 database로 구성됨

○ 건강검진 database
- 내용: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1차 일반건강검진 자

료, 200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자료 포함)
- 구성: 2002-2009년, 2009-2013년 건강검진DB 별도 구성

○ 요양기관 database
- 내용: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시도)별 현황 및 시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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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자료 추출 전략

- 진단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주상병 및 부상병 - 명세서 일반사항(T20)활용
 · 전체 상병 - 수진자 상병내역(T40)활용
- 의약품(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 윈외 처방 - 처방전교부내역(T60)
 · 원내처방 - 진료내역(T30)
- 시술 및 처치, 치료재료 등

 · 진료내역(T30)
 
건강보험공단 자료 추출 전략을 모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8]과 같음.

그림8.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한 의료정보 추출 모식도

3) 본 연구과제 자료 연계 및 추출 개요

□ 건강보험공단 자료 추출 개요

○자료 추출포함조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2017 결핵안심국가 사업 잠복결

핵 검진 수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matching된 수검자(LTBI 검진을 수행한

수검자)들의 2002년 1월 1일 ~ 2018년 7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DB에 포함된 진
료관련기록 내용 중 의과 입원/외래를 모두 포함한 자료

○자료 추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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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구분(테
이블명) 신청연도(표시 : 연도) 변수명 변수설명

자격 및 보험료(BFC) 2002년~가장
최근

STD_YYYY 기준년도

INDI_DSCM_NO 개인식별아이디

SEX_TYPE 성별구분

YEND_STD_AGE 연말기준연령

GAIBJA_TYPE 가입자구분

SEDAEWON_CNT 세대원수

RVSN_ADDR_CD 실거주주소코드(시군구)
WKPLC_RVSN_CTRB 보험료

WKPLC_RVSN_CTRB_PT_TYPE_CD 보험료20분위
2002년~가장
최근

JIKYEOK_DTL_CD 직역상세코드

CLFY_CD 직종코드

INDTP_CD 사업장업종세분류

사망(DTH) 2002년~가장
최근

INDI_DSCM_ID 개인식별아이디

DTH_ASSMD_DT 사망일자

명세서(T20) 2002년~가장
최근

CMN_KEY 공통키(진료내역연계)
INDI_DSCM_NO 개인식별ID
DISP_SUBJ_TYPE 표시과목

SUJIN_POTM_YOYANG_ADDR_CD 수진시점 요양기관시도시군구
코드

SICK_SYM1 주상병

SICK_SYM2 부상병

MDCARE_SYM 요양기관 기호

MDCARE_STRT_DT 요양개시일자

FORM_CD 서식코드

SPCF_SYM_TYPE 특정기호구분

MCARE_SUBJ_CD 진료과목코드

VSHSP_DD_CNT 입내원일수

MDCARE_DD_CNT 요양일수

TOT_PRSC_DD_CNT 총처방일수

MCARE_RSLT_TYPE 진료결과구분

ED_RC_TOT_AMT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

EDC_SBA 심결본인부담금

EDC_INSUR_BRDN_AMT 심결보험자부담금

FST_HSPTZ_DT 최초입원일

OFIJ_TYPE 공상구분

진료내역 2002년~가장 CMN_KEY 공통키(진료내역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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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개요

질병관리본부의 LTBI대상 수검자와 건강보험공단자료와의 결합은 다음의 방식으로 추출 및 연

계함. 

(T30) 최근 CLA_CD 명세서항코드

ITEM_CD 명세서목코드

MCARE_DIV_CD_ADJ 분류코드

UPRC 단가

DD1_MQTY_FREQ 일일투여량또는실시횟수

TOT_MCNT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AMT 금액

TIME1_MDCT_CPCT 1회투약량
MCEXP_TYPE_CD 5대분류

상병내역(T40) 2002년~가장
최근

CMN_KEY 공통키(진료내역연계)
MCEX_SICK_SYM 상병기호

처방전교부상세(T60) 2002년~가장
최근

CMN_KEY 공통키(진료내역연계)
MCARE_DIV_CD_ADJ 분류코드

MPRSC_TIME1_TUYAK_CPCT 1회투약량
MPRSC_DD1_TUYAK_CPCT 1일투약량
TOT_MCNT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UPRC 단가

AMT 금액

요양기관(INST) 　 STD_YYYYMM 기준연월

　 MDCARE_SYM 요양기호

　 YOYANG_CLSFC_CD 급여요양기관종별코드

일반1차검진 대
상자(G1E_OBJ)

2002년~가장
최근

EXMD_BZ_YYYY 검진사업년도

INDI_DSCM_NO 개인식별ID
WKG_TYPE_CD 근무구분코드

일반1차검진 결
과(G1E_RST)

2002년~가장
최근

전체변수 　

일반1차검진 문
진(GQ_RST)

2002년~가장
최근

전체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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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LTBI 대상 수검자군 personal ID와 NHIS personal ID matching
1) NHIS 자료 이용: 2017년 LTBI 검진 이전 과거력 관련 사항 추출

· DM, HTN, previous TB 동반 상병의 경우 T40에서 주상병 및 부상병 기준으로 추출.
· OP여부는 T30에서 수술청구 자료 추출

· 일반검진 문진 사항(키, 체중, 혈액검사, X-ray 검사결과 등)은 검진 database에서 추

출

2) 질병관리본부 제공 database 
2-1) 질병관리본부 LTBI 관련 제공된 DB 중심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및 코
호트 구성방안 코드정의서 기준) 자료 중 소속 및 LTBI 검사 결과 등 추출

· IGRA검사 결과 및 TST 검사 결과 추출, 
2-2) 결핵환자 신고 DATA
· 치료결과, 약제 사용, 검사결과, 결핵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추출

: 1) 및 2-1),2-2) 자료 병합

[그림 9]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와 질병관리본부 통합 database 구축시 자료원별 사용정보

중 우위자료(붉은색 박스), 상호보완을 통해 자료 추출 개요를 업데이트할 내용 보완자료(푸른
색 박스)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그림 9.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통합구축 database 연계항목 및 구축 자료

4) 결핵 발생의 위험인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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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발생의 위험인자가 되는 기저질환은 영국의 NICE guideline 및 미국 CDC guideline과
WHO guideline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7. 결핵 발생의 위험인자

- 상기 위험인자를 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 공단 청구자료에서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병

코드 및 처방 행위코드를 조합하여 각 질환별로 조작적 정의를 함.

NICE WHO CDC
People with HIV O O O
Patients initiating anti-TNF treatment O O O
Patients with prolonged use of corticosteroid O
Patients receiving dialysis O O O
Patients preparing for organ transplantation O O O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O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O
Patients having chemotherapy O
Patients who have had a gastrectomy O O
Patients with silicosis O O O
Patients with diabetes O O

Risk factor 세부내역

/비고
진단명코드 정의 　 수가 혹은 약제 코드 정의

AIDS/HIV 　 B20-24 　 　
장기이식 신장 Z940 Kidney 

transplant status 
신장이식상태

or R3280 신이식술

간 Z944, liver 
transplant status 
간이식상태

T864, liver 
transplant 
failure and 
rejection

or Q8040 간이식술-뇌사자(전간)
Q8041 간이식술-뇌사자(전간)-우삼구역
Q8042 간이식술-뇌사자(전간)-단순우엽
Q8043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외측구역
Q8044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엽
Q8045 간이식술-생체(좌외측구역)
Q8046 간이식술-생체(좌엽)
Q8047 간이식술-생체(단순우엽)
Q8048 간이식술-생체(확대우엽)
Q8049 간이식술-생체(변형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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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050 간이식술-생체(두개의절편이용)
심장 Z941 심장

Z943 심장 및 폐
이식 상태

or Q8080 심장이식술

폐 Z942 폐이식상태
Z943 심장 및 폐
이식 상태

or Q8101 폐이식술-일측 폐

Q8102 폐이식술-양측 폐

Q8103 폐이식술-심장 및 폐

췌장 　 　 Q8061 췌이식술-부분
Q8062 췌이식술-췌장 및 십이지장

골수 　 　 X5131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주입(골
수-동종)
X5132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주입(골
수-자가)
X5133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주입(말
초혈액-동종)
X5134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주입(말
초혈액-자가)
X5135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주입(제
대혈-동종)
X5136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주입(제
대혈-자가)

소장 　 　 Q8121 소장이식술-뇌사자 전체

Q8122 소장이식술-뇌사자 부분

Q8123 소장이식술 - 생체
규폐증 　 J62 　 　

TNF 길항제 　 　 　 Infliximab 383501BIJ
Etanercept 455802BIJ 455831BIJ 455801BIJ 
455803BIJ 455830BIJ
Adalimumab 488401BIJ 488430BIJ 
488431BIJ
Certolizumab 625330BIJ
Golimumab 621201BIJ 621230BIJ 621202BIJ 
621231BIJ 621203BIJ 621232BIJ

말기콩팥병 　 N185 or 혈액투석 관련 코드 O7020 O9991 
복막투석 관련 코드 O7073 O7074 O7076 
O7077

두경부암 하위코드

포함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13 C14 
C30 C31 C32

　 　

Steroid 장기 다음 중 　 　 메틸프레드니솔론 193302ATB 193601B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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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의료기관 잠복결핵 치료 자료 추출

- 본 용역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잠복결핵 감염자들이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2017년의 경우 상병코드 R76.80 (잠복결핵)을 입력하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중 요양급여본인
부담금 전액(비급여항목과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은 제외)이 지원됨.
-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잠복결핵 치료 자료 추출을 위하여 R76.80 (잠복결핵)을 주상병으로 하

사용자 하나라도

28일 이

상 동시

처방된

경우로

제한

193604BIJ 193305ATB 193603BIJ
프레드니솔론 217001ATB 217003ASY 
217034ASY 217004ASY 217035ASY 
217030ASY
덱사메타손 142232BIJ 141903ATB 
142201BIJ 141901ATB 142230BIJ 142202BIJ 
142001BIJ 142030BIJ 141904ATB
베타메타손 116530BIJ 116502BIJ 
116401ATB
트리암시놀론 243335BIJ 243303BIJ 
243203ATB 243301BIJ 243337BIJ 243305BIJ 
243336BIJ 243201ATB 243202ATB
히드로코르티손 170901ATB 171201BIJ 
171202BIJ 170905ATB
데프라자코르트 140801ATB

당뇨 하위코드

포함

주/부상
명명으로

3회 이상

들어간

경우로

제한

E10 E11 E12 
E13 E14

　 　

혈액암 하위코드

포함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항암제 사용 　 Any "C code" : 
C0 ~ C9 (암 관
련 상병은 반드

시 포함)

and 항암 주사 관련 코드 AP502 AP503 
AP602 AP603 AP702 AP703 AP802 AP803 
J0041 KK151 KK152 KK153 KK154 KK155 
KK156 KK158

위절제술 　 　 　 위절제술 수가 코드 Q0251 Q0252 Q0253 
Q0254 Q0255 Q0256 Q0257 Q0258 Q0259 
Q2533 Q2534 Q2536 Q2537 Q2552 Q2594 
Q2598 QA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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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원 및 외래 처방 기록을 모두 추출함.

1) 분석 대상: 
2017.01.01 ~ 2018.05.31까지 주상병 R7680으로 청구된 기록이 있는 대상자.

2) 용어정의
R : Rifampicin
성분코드

H : Isoniazid
성분코드

HR 복합제

3) 대상자들에 대한 분류>
치료 종료자

치료 중단자

치료 중인 환자

치료 완료의 정의 : 목표 기간 동안에

HR을 같이 처방받은 일수/90 + H만 처방받은일수/270 + R만 처방받은일수/120 = 0.8 이상

4) 자료 추출 방식

각각의 환자의 대하여 다음의 날짜와 처방일 수를 계산

① HR 최초 처방 날짜(A), 마지막 처방 날짜(B), 마지막 처방 날짜의 처방일수(C), HR 동시에
총 처방일수(D)
② R없이 H 단독 최초 처방 날짜(E), 마지막 처방 날짜(F), 마지막 처방 날짜의 처방일수(G), 
H단독 총 처방일수(H) 
③ H없이 R 단독 최초 처방 날짜(I), 마지막 처방 날짜(J), 마지막 처방 날짜의 처방일수(K), 
R단독 총 처방일수(L)

223901ACH rifampicin
223902ACH rifampicin
223902ATB rifampicin
223903ACH rifampicin
223903ATB rifampicin
223904ACH rifampicin
223904ATB rifampicin

178101ATB isoniazid
178102ATB isoniazid
178103ATB isoniazid
178104ASY isoniazid
311900ATB isoniazid

380200ATB 튜비스투정150/300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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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표 치료 기간을 고려

(HR을 동시 총 처방 일수(D)+ H단독 총 처방일수(H) + R단독 총처방일수(L)) * 1.3 = 목표
치료 기간 일수 (M) 
(A),(B),(C) 중 가장 앞선 시점을 치료 시작 날짜(N)로 정의

(D),(E),(F) 중 가장 나중 시점을 마지막 처방 날짜(O)로 정의

(B)+(C), (F)+(G), (J+K) 중 가장 나중 시점을 마지막 복용 날짜 (P)로 정의

⑤ 마지막 복용 날짜(P)에서 목표치료 기간 (M) 만큼의 앞선 시점 (P)-(M)을 시점 (Q)로 정의
시점(Q) ~ 시점 (P)를 목표 치료 기간으로 정의.
시점 (Q) 이후 다음의 일수를 구한다.
가. HR 동시 총 처방일수 (R)
나. H단독 총 처방일수 (S)
다. R 단독 총 처방일수 (T)

⑥ ‘치료 완료’의 정의

HR을 동시 처방받은 일수(R)/90 + H만 처방받은 총 일수(S)/270 + R만 처방받은 총 일수

(T)/120 ≥0.8

‘치료 중’의 정의

i) HR을 동시 처방받은 일수(R)/90 + H만 처방받은 총 일수(S)/270 + R만 처방받은 총 일수
(T)/120 <0.8
ii) 시점 (P)가 2018.04.30 이후인 경우

‘치료 중단(불충분치료)’의 정의

i) HR을 동시 처방받은 일수(R)/90 + H만 처방받은 총 일수(S)/270 + R만 처방받은 총 일수
(T)/120 <0.8
ii) 시점 (P)가 2018.04.30 이전

⑦ 치료 Regimen의 정의

치료 대상자가 Regimen을 한번까지만 바꾼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9가지 치료 Regimen
을 정의.

1. HR 치료자 N=A O=B
2. H 치료자 N=E O=F
3. R 치료자 N=I O=J
4. HR-> H 치료자 N=A O=F
5. HR-> R 치료자 N=A O=J
6. H-> HR 치료자 N=E O=B
7. H-> R 치료자 N=E O=J
8. R-> HR 치료자 N=I O=B
9. R-> H 치료자 N=I 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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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잠복결핵감염 검진 자료와 TBNET 자료의 연계

- TBNET 신고자료를 Data clearing 시행 후 신고일자를 개체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역순으로
정렬하여 최대 3건의 신고자료만 남기고 개인식별번호에 근거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 자료와

매칭을 시행함.

1) Case의 정의

-  잠복결핵감염 검진 자료에서 정의한 잠복결핵검사 시행일과 최대 3건 신고자료의 신고일자

를 비교하여 최소 1건의 신고일자가 잠복결핵 검사 시행일보다 시간적으로 30일 뒤에 위치하

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결핵 신환자’(new case)로 분류함. 잠복결핵 검사 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결핵 동시 진단자’(concurrent case)로 분류함.
- 매칭된 신고자료의 모든 신고일자가 잠복결핵검사 시행일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위치하는 경

우 ‘과거 결핵 이환자’(old case)로 분류함.
- 신환자와 과거 이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개체를 ‘결핵 미신고자’로 분류함.
- 잠복결핵 감염률 및 결핵 발생률을 분석할 때 ‘과거결핵 이환자’는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함.  

2) 코호트의 추적 관찰 기간 산정

- 본 연구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진자들을 추적 관찰하여 활동성 결핵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코호트 연구로 연구 성격 상 ‘time to event’ 형식의 데이터임

- Event는 활동성 결핵의 발생

- Event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추적 관찰일은 가장 마지막으로 TBNET을 업데이트한

2018.10.29일로 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행일부터 Event 발생일 혹은 Event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018.10.29일
까지를 추적관찰기간으로 산정하고 이를 연(year)으로 환산하여 총 추적관찰 연수

(person-years)를 계산함.

그림10. 코호트 추적 관찰에 대한 모식도.

환자들을 3가지 치료 상태 (완료/중단/치료중)와 9가지 regimen에 따라 coding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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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지표의 계산

- 활동성 결핵의 유병률 및 발생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⑥ 잠복결핵감염 검진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와의 연계

-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진자 총 900578 명 중 건강보험 자격이 말소되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매칭이 되지 않는 1052명이 확인됨.
- 본 과제 분석 시에는 이 1052명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 899526명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함.

⑦ 민간의료기관 잠복결핵 치료 기록(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추출)과 보건소 잠복결핵 치료 기

록의 통합

- 민간의료기관 혹은 보건소 중 한 곳에서만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그 치료 기록의 치료

regimen과 치료 결과를 선택.
-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양쪽에서 모두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료

를 통합함.

1) 검진 사업에서의 결핵의 유병률 = ‘결핵 동시 진단자’수/(전체 수진자 – 과거 결핵 이
환자)
2) 활동성 결핵의 발생률 = ‘결핵 신환자’ 수/전체 수진자 중 과거결핵 이환자와 결핵
동시 진단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추적관찰 기간의 합 (person-years)

1) 치료 결과가 둘 중 적어도 하나에서 ‘완료’인 경우 ‘완료’로 분류

2) 양쪽에서 모두 ‘중단’인 경우 ‘중단’으로 분류

3) 민간의료기관에서 ‘중단’이고 보건소에서 ‘치료중’인 경우 ‘중단’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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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고 보건소에서 ‘중단’인 경우 ‘중단’으로 분류

5) 양쪽에서 모두 ‘치료중’인 경우 ‘치료중’으로 분류

6) 치료 regimen이 양쪽에서 서로 다른 경우 치료 시작일이 더 앞선 치료 기록의 regimen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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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종 연구결과

4.1 분석개요
① 잠복결핵집단 검진 분석을 위한 모델

1) 분석 개요: 집단별 시행한 잠복결핵검진자료 중 IGRA 검사를 수행한 자료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여, 선정한 핵심 결과(잠복결핵감염 유병율(A), 활동성 결핵발생율(B), 활동성결핵 발생율
(C), 잠복결핵발생율(D)을 측정함.

2) 세부 집단선정

: 집단별, 성별, 연령, 소득별, 지역별, 동반질환별, IGRA titer 별로 구별하고 약제 종류에 따른
활동성 결핵발생율(C)을 즉정하여, 각 위험요소를 분석함

치료 결과 즉, 활동성 결핵발생율(C) 및 잠복결핵감염율(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여부, 촬
동성 결핵노출 유무는 조사하여 추가분석할 예정임.

그림 11. 잠복결핵집단 검진 분석을 위한 모델

3) 평가 핵심결과 및 세부집단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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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코호트 분석의 핵심 지표 및 세부집단 선정

4.2 잠복결핵 감염률

표9. 각 집단별 수검률 및 양성율

①　검진 수검률 및 양성율

- 집단시설 종사자 중 교정시절 재소자(32.5%)와 학교밖 청소년(8.5%)는 수검율이 낮았으며, 기타
집단은 100%이상의 목표를 달성함.
- 최종 검진율은 91.1%이며, 의료기관,어린이집, 유지원 등은 목표 검진자 이상이 참여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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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참여율을 보여줌.
- 검진자 중 잠복결핵양성자는 TST 단독, TST & IGRA 검사, IGRA 검사 세가지를 모두 허용함.
- 총 1,206,775명의 검진자중 양성자 수는 14,0283명 약 11.6% 임
- 집단시설별 양성율은 교정시설종사자 34.0% 산후조리원 33.2%로 높았으며, 사회복지시설 약

27.7%였다.
- 어린이집 종사자 19.3%, 의료기관 종사자 17.5%,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은 각각 15.2%, 18.0% 였
다.
- 고1은 약 2.1%, 병역판정검사대상자 2.9%, 학교 밖 청소년 3.2% 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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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ATA Flow

-검진대상자: 총 1,484,000 의 집단검진 대상자 중 약 91.1%인 1,206,775명이 검진에 참여함
-자료 수집: 2017년 자료중 병무청 신검자 중 음성자 자료를 제외한 양성자 자료만 병무청 전달을
받아, 약 340,000명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잠복결핵치료 정보에는 활용됨.
중복자료 및 data missing TST 검사자, 건강보험 자료 미비 등으로 제외 후 최종적으로 857,765명
이 잠복결핵검진결과 분석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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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과
Ÿ 병무청 신검 결과 및 중복 또는 결측 자료를 제외한 857,765명의 중 잠복결핵 양성자는

126,600명으로 즉 전체 대상의 14.8%에서 잠복결핵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0. 병무청 신검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수진자 중 잠복결핵검사 결과 분포

IGRA 결과 빈도 IGRA,%
음성 731165 85.2%
양성 126600 14.8%
합계 857765 100.0%

그림13. 병무청 신검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수진자 중 잠복결핵 양성률

Ÿ 이 중 남성은 전체 231,251명 중 26,293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1.4%의 잠복결핵 양성
률을 보였고, 여성은 전체 626,514명 중 100,307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6.0%의 잠복결
핵 양성률을 보였다. 

표11. 성별에 따른 잠복결핵 검사결과

성별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남성 204958 26293 231251 11.4%
여성 526207 100307 626514 16.0%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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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성별에 따른 잠복결핵 양성률 비교

Ÿ 연령군의 차이에 따라 잠복결핵 유병률의 차이가 있는 지 보고자 연령대 별로 잠복결핵의

양성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10대는 전체 252,998명 중 5,188명이 양성으로 2.1%의 양성률을
보였고, 20대는 전체 136,877명 중 7,348명이 양성으로 5.4%의 양성률을 보였다. 30대는 전
체 144,369명 중 17,963명 양성으로 12.4%의 양성률을 보였고, 40대는 전체 175,331명 중
40,348명이 양성으로 23.0%의 양성률을 보였다. 50대는 전체 111,026명 중 39,645명이 양성
으로 35.7%의 양성률을 보였으며, 60대는 전체 33,096명 중 14,300명이 양성으로 43.2%의 양
성률을, 70대 이상은 전체 4,069명 중 1,808명 양성으로 44.4%의 양성률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연령대에 증가함에 따라 잠복결핵검사 양성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12. 연령대에 따른 잠복결핵 검사결과 비교

연령대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10대 247810 5188 252998 2.1%
20대 129529 7348 136877 5.4%
30대 126405 17963 144368 12.4%
40대 134983 40348 175331 23.0%
50대 71381 39645 111026 35.7%
60대 18796 14300 33096 43.2%

70세 이상 2261 1808 4069 44.4%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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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연령대에 따른 잠복결핵 양성률의 변화 양상

Ÿ 소득수준에 따라 잠복결핵 양성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 249,333명의 저소득층 중에서 47,312
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9.0%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고, 208,025명의 중-저소득층
중 32,204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5.5%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중-고소득층은
176,851명 중 22,389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2.7%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고소득층은
196,196명 중 21,515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1.0%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표13. 소득수준에 따른 잠복결핵 검사결과 분포

소득분위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율

저소득 202021 47312 249333 19.0%
중-저소득 175821 32204 208025 15.5%
중-고소득 154462 22389 176851 12.7%
고소득 174681 21515 196196 11.0%

합계 706985 123420 830405 14.9%
Frequency Missing = 2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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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소득소준에 따른 잠복결핵양성률 비교

Ÿ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한 집단에 따른 잠복결핵 양성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보건소 내소자

는 7,088명 중 1,556명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22.0%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경우 108,736명 중 29,949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27.5%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281,082명의 교육기관 종사자 중 51,479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8.3%
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194,318명의 의료기관 종사자 중 33,704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7.3%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949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30명
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3.2%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고, 학교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의 경우는 전체 251,435명 중 5,148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을 보여 2.0%에서 잠복결핵 양성
률을 보였다.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2,735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917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33.5%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고, 교정시설 재소자의 경우 포함된 11,422명 중

3,817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33.4%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표14. 집단 별 잠복결핵검사 결과 분포

집단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보건소 내소자 5532 1556 7088 2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8787 29949 108736 27.5%
교육기관 종사자 229603 51479 281082 18.3%
의료기관 종사자 160614 33704 194318 17.3%
학교 밖 청소년 919 30 949 3.2%
고1 246287 5148 251435 2.0%
산후조리원 근무자 1818 917 273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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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집단 별 잠복결핵검사 양성률 비교

Ÿ 지역에 따른 잠복결핵 양성률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한 148,655
명 중 23,127명이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으로 15.6%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고, 부산
광역시의 51,554명 중 7,885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5.3%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
다. 대구광역시에서는 45,600명이 포함되었고 5,445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이었고 11.9%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인천광역시에서는 38,389명 중 5,719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으로
14.9%가 잠복결핵 양성이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30,018명 중 3,857명이 잠복결핵검사 양성
으로 12.8%가 잠복결핵 양성이었다. 대전광역시는 28,133명이 검사를 시행하였고, 4,215명이
검사 양성으로 15.0%의 잠복결핵검사 양성률을 보였으며, 울산광역시는 20,187명이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2,859명이 검사 양성으로 14.2%의 잠복결핵검사 양성률을 보였다. 경기도
는 전체 198,489명이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31,243명이 검사 양성으로 15.7%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으며 강원도는 29,829명 중 5,184명이 검사 양성으로 17.4%의 잠복
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충청북도는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한 31,356명 중 4,044명이 검사 양
성으로 12.9%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충청남도는 39,433명 중 5,607명이 양성으로 14.2%의 잠
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전라북도는 34,893명 중 4,685명이 검사 양성이었고, 전라남도는
42,369명 중 5,609명이 검사 양성으로 각각 13.4%와 13.2%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경
상북도는 49,797명 중 7,915명이 검사 양성이고, 경상남도는 53,418명 중 7,107명이 검사 양
성으로 각각 15.9%와 13.3%의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558명이 잠
복결핵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1,708명이 검사 양성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4,087명이

교정시설 7605 3817 11422 33.4%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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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검사 시행하고 이 중 391명이 검사 양성으로 각각 14.8%와 9.6%의 잠복결핵 양성
률을 보였다. 

표15. 지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결과 분포

시도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서울특별시 125528 23127 148655 15.6%
부산광역시 43669 7885 51554 15.3%
대구광역시 40155 5445 45600 11.9%
인천광역시 32670 5719 38389 14.9%
광주광역시 26161 3857 30018 12.8%
대전광역시 23918 4215 28133 15.0%
울산광역시 17328 2859 20187 14.2%
경기도 167246 31243 198489 15.7%
강원도 24645 5184 29829 17.4%
충청북도 27312 4044 31356 12.9%
충청남도 33826 5607 39433 14.2%
전라북도 30208 4685 34893 13.4%
전라남도 36760 5609 42369 13.2%
경상북도 41882 7915 49797 15.9%
경상남도 46311 7107 53418 13.3%

제주특별자치도 9850 1708 11558 14.8%
세종특별자치시 3696 391 4087 9.6%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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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지역 별 잠복결핵검사 양성률 비교

Ÿ 잠복결핵감염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자 성별, 연령 대, 소득수준, 검사 시행한 집단을 보정

하여 잠복결핵감염률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오즈비가 1.32배(95% 신뢰구
간 1.29-1.34)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는 10대에 비해 20대는 잠복결핵감염 위험의

오즈비가 2.19배(95% 신뢰구간 1.44-3.32), 30대는 5.41배(95% 신뢰구간 3.57-8.21), 40대는
11.65배(95% 신뢰구간 7.68-17.67), 50대는 21.10배(95% 신뢰구간 13.91-32.01), 60대는 27.94
배(95% 신뢰구간 18.41-42.40), 70세 이상은 28.04배(95% 신뢰구간 18.40-42.73)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비하여 중-고소득층은 잠복결핵감염 위험의 오

즈비가 1.07배(95% 신뢰구간 1.06-1.10), 중-저소득층은 1.10배(95% 신뢰구간 1.07-1.12), 저소
득층은 1.11배(95% 신뢰구간 1.09-1.14)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기관 종사자와 비
교하여 보건소 내소자의 잠복결핵감염 오즈비는 1.16배(95% 신뢰구간 1.09-1.24),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는 1.05배(95% 신뢰구간 1.03-1.07), 의료기관종사자는 1.06배(95% 신뢰구간
1.04-1.08),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1.47배(95% 신뢰구간 1.35-1.60), 교정시설 재소자는 1.47배
(95% 신뢰구간 1.40-1.54)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지역 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와 비교
해서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의 잠복결핵감염 위험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관찰되어 도시 지역이 잠복결핵감염의 위험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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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잠복결핵감염의 위험인자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성별 　 　 　
남성 (vs. 여성) 1.317 1.292 1.342
연령군 　 　 　
10대 1 ―
20대 2.187 1.441 3.318
30대 5.414 3.569 8.214
40대 11.65 7.679 17.672
50대 21.098 13.907 32.006
60대 27.937 18.408 42.398
70세이상 28.04 18.399 42.733
소득층 　 　 　
저소득 1.112 1.089 1.136

중-저소득 1.096 1.073 1.12
중-고소득 1.074 1.051 1.098
고소득 1 ―
검사집단 　 　 　
보건소 내소자 1.163 1.094 1.23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53 1.033 1.072
의료기관 종사자 1.062 1.043 1.081
학교 밖 청소년 1 0.595 1.679
고1 0.749 0.493 1.138
산후조리원 근무자 1.465 1.345 1.596
교정시설 재소자 1.466 1.397 1.539
교육기관 종사자 1 ―
지역 　 　 　
서울특별시 1 ―
부산광역시 0.994 0.964 1.025
대구광역시 0.831 0.802 0.86
인천광역시 0.892 0.862 0.924
광주광역시 0.772 0.741 0.803
대전광역시 0.913 0.878 0.949
울산광역시 0.932 0.891 0.976
경기도 0.927 0.908 0.946
강원도 0.907 0.875 0.941
충청북도 0.712 0.685 0.741
충청남도 0.816 0.789 0.845
전라북도 0.685 0.661 0.711
전라남도 0.749 0.724 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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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0.863 0.837 0.89
경상남도 0.808 0.783 0.834
제주특별자치도 0.975 0.92 1.035
세종특별자치시 0.684 0.612 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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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잠복결핵감염 치료 결과

Ÿ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 중 이전 과거결핵력이 있는 자와 활동성 결핵이 진단된 자

등을 제외하여 총 136234명의 잠복결핵감염 환자가 확인되어 코호트에 등록이 되었다. 

   그림19.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와 치료 시작 및 치료 완료의 흐름도

Ÿ 이들 중 43137명이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동의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율은 31.7%이었다. 

Ÿ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이 되었다. 보건소에서는 41.4% 
(17847명)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58.6% (25290명)이 치
료를 시작하였다. 

Ÿ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자 중 32922명이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9883명은 치료를 시작하였으
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료 중단을 하였으며, 332명은 치료가 현재 진행중이다. 

Ÿ 현재 치료가 진행 중 인자를 제외한 치료를 시작한 환자 중 치료 완료율은 76.9% 
(32922/42805)이었다. 

Ÿ 치료 시작율을 연령대별로 확인을 해보면, 10대와 20대에서 각각 38.2%와 39.8%에서 잠복결
핵감염 치료를 시작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료 시작율은 감소를 하였으며, 40대 이상

부터는 치료율이 평균 이하였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치료 시작율이 각각 27.7%와
16.9%였다. 

Ÿ 집단시설 종류별로 치료 시작율을 확인을 해보면, 병무청 신검대상자가 치료 시작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39.7%이었다.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시작율은 36.1%로 평균 보다 높았다. 학교밖청소년은 30명 중 11명이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 시작율은 3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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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치료 시작율이 가장 낮은 집단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29.7%이었다. 고1의 치료 시작
율은 31.0%, 교육기관 종사자는 31.1% 이었다. 

표17. 치료 시작 유무에 따른 집단 특성

Ÿ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여 치료 미시작의 위험인자를 확인하였다.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이

1.37배의 치료 미시작 위험이 있었다. 10대와 비교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료 미시작의

odds ratio는 증가하였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치료 미시작의 위험이 2배 이상이었다. 

Ÿ 교육기관종사자를 기준으로 고1은 치료 미시작의 위험이 더 높았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산

후조리원 근무자는 교육기관종사자와 비교하여 치료 시작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Ÿ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 미시작의 odds ratio는 감소하였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

료 미시작의 위험이 더 높았다. 

치료 시작 치료 미시작
총n % n %

전체 43137 31.7% 93097 68.3% 136234
연령집단    
   10대 5359 38.2% 8665 61.8% 14024
   20대 3238 39.8% 4901 60.2% 8139
   30대 6005 33.4% 11965 66.6% 17970
   40대 12442 30.8% 27906 69.2% 40348
   50대 11827 29.8% 27818 70.2% 39645
   60대 3961 27.7% 10339 72.3% 14300
   70세 이상 305 16.9% 1503 83.1% 1808
집단시설 종류

   병무청 신검대상자 4009 41.6% 5624 58.4% 96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909 29.7% 21040 70.3% 29949
   교육기관 종사자 15990 31.1% 35490 68.9% 51480
   의료기관 종사자 12170 36.1% 21534 63.9% 33704
   학교 밖 청소년 11 36.7% 19 63.3% 30
   고1 1595 31.0% 3553 69.0% 5148
   산후조리원 근무자 364 39.7% 553 60.3% 917



- 70 -

표18. 치료 미실시의 위험 인자

Ÿ 치료 중단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이

1.16배의 치료 미시작 위험이 있었다. 10대와 비교하여 20대에서 1.50배의 치료 미시작의 위
험이 있었으나, 다른 연령군과 비교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집단시설 종류로 구분을 하였을

때도 치료 중단 위험의 차이는 없었다. 

Ÿ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 중단의 odds ratio는 감소하였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

중단의 위험이 더 높았다. 

Ÿ 치료 시작 약제별로 치료 중단의 위험성이 달랐다. HR 3개월 요법을 기준으로 할 때 RIF 4
개월 요법과 비교해서는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INH 9개월 요법은 odds ratio 3.5로 치료 중
단의 위험이 높았다. 

Adjusted OR 95% CI
성별 여성 (reference)

남성 1.379 1.330 1.429
연령집단 10대 (reference)

20대 1.497 1.280 1.750
30대 1.939 1.642 2.290
40대 2.152 1.825 2.538
50대 2.195 1.861 2.588
60대 2.398 2.027 2.838
70세이상 4.224 3.435 5.194

집단시설 종류 교육기관종사자 (reference)
병무청신검대상자 0.909 0.774 1.069
사회복지시설종사자 0.978 0.946 1.012
의료기관종사자 0.729 0.706 0.753
학교밖 청소년 1.435 0.632 3.255
고1 1.772 1.486 2.114
산후조리원 근무자 0.654 0.570 0.751

소득주순 고소득 (reference)
중고소득 0.898 0.865 0.932
중저소독 0.913 0.879 0.949
저소득 0.916 0.88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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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단의 위험인자

Ÿ 잠복결핵감염 초 치료 약제 조합에 따른 치료 성공률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민간의료기관의
자료만을 받아 치료 약제를 구별하여 비교를 하였다. 

Ÿ 초 치료 약제 조합은 9개월 INH 단독 요법, 4개월 RIF 요법, 3개월 INH+RIF 복합 요법으로
나누었다. 또한, 초 치료 약제가 변경된 경우 ‘switching regimen'으로 정의하고 추가 분류

를 하였다.

Ÿ 총 31657명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자 중 25243명인 79.7%에서 INH+RIF 복합 요법을 시
작하였으며, 3442명인 10.9%에서 RIF 단독 요법을 시작하였고, 2972명인 9.4%에서 INH 단독
요법을 시작하였다. 

Adjusted OR 95% CI
성별 여성 (reference)

남성 1.167 1.087 1.253
연령집단 10대 (reference)

20대 1.500 1.125 1.998
30대 1.311 0.967 1.777
40대 1.182 0.874 1.598
50대 1.161 0.858 1.571
60대 1.152 0.845 1.571
70세 이상 1.369 0.919 2.038

집단시설 종류 교육기관종사자 (reference)
병무청신검대상자 1.108 0.823 1.49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35 0.966 1.109
의료기관 종사자 1.018 0.956 1.086
학교 밖 청소년 0.397 0.047 3.331
고1 0.828 0.595 1.153
산후조리원 근무자 1.235 0.960 1.588

소득주순 고소득 (reference)
중고소득 0.895 0.831 0.963
중저소독 0.897 0.833 0.966
저소득 0.911 0.843 0.983

치료 약제 3HR 시작 (reference)
4R 시작 1.056 0.975 1.143
9H 시작 3.517 3.25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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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잠복결핵감염 초 치료 약제 조합

표20. 잠복결핵감염 초 치료 약제 조합

Ÿ 총 31657명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자 중 1187명인 3.7%에서 초 치료 약제가 변경이 되
었다. 

Ÿ INH 단독 요법으로 시작한 2972명 중 226명(7.6%)은 RIF 단독 또는 INH+RIF 복합으로 약제
를 변경하였다. switching regimen의 빈도는 INH 단독 요법으로 시작한 후 다른 약제로 변

경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Types of regimen n %
Continuing regimen 30470 96.3%
   HR단독 24350 76.9%
   R단독 3374 10.7%
   H단독 2746 8.7%
Switching regimen 1187 3.7%
   HR->R 464 1.5%
   HR->H 429 1.4%
   R->H 46 0.1%
   R->HR 22 0.1%
   H->R 91 0.3%
   H->HR 135 0.4%
계 316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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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NH+RIF 복합 요법으로 시작한 25243명 중 893명(3.5%)은 INH 단독 또는 RIF 단독으로 약제
를 변경하였다. 

Ÿ RIF 단독 요법으로 시작한 3442명 중 68명(1.9%)은 INH 단독 또는 INH+RIF 복합요법으로 변
경을 하였다. 

표21. 잠복결핵감염 초 치료 약제 조합에 따른 치료 성공률

Ÿ 치료 중 약제 변경이 없었던 경우 (continuing regimen) 3개월 INH+RIF 복합 요법이 치료 완
료율이 78.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4개월 RIF 단독 요법이 76.2%이었으며, 9개월 INH 단
독 요법이 46.9%로 가장 낮았다.

Ÿ 치료 중 약제 변경이 있었던 경우 (switching regimen) INH+RIF 복합 요법으로 치료를 변경
한 경우 치료 완료율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IF 단독 요법으로 치료를 변

경한 경우가 79.8% 이었다. INH 단독 요법으로 변경한 경우 치료 완료율은 64.9%로 가장 낮
았다.

Ÿ 치료 중 약제 변경이 없었던 경우 치료 완료율은 75.3%이었으며, 치료 중 약제 변경이 있었
던 경우 치료 완료율은 75.5%로 차이가 없었다. 

Ÿ 보건소 방문자의 경우 17847명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부작용의 사례를 확인 후 기록하였

으며, 총 1218명(6.8%)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Types of regimen
치료 완료 치료 중단 총

n % n % n

Continuing 
regimen

HR for 3 months 18991 78.4% 5229 21.6% 24220
RIF for 4 months 2554 76.2% 796 23.8% 3350
INH for 9 months 1273 46.9% 1441 53.1% 2714
Subtotal 22818 75.3% 7466 24.7% 30284

Switching 
regimen

INH or RIF -> HR 132 84.6% 24 15.4% 156
H or HR -> RIF 442 79.8% 112 20.2% 554
RIF or HR -> INH 307 64.9% 166 35.1% 473
Subtotal 881 74.5% 302 25.5%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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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총 1218건의 부작용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간독성 (406건, 33.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알
러지 또는 피부부작용(327건, 26.8%), 위장관 부작용 (279건, 22.9%), 어지러움 또는 위약감
(186건, 15.3%)이었다. 

Ÿ 그 외에 flu-like symptom, 두통, 말초신경염,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등이 있었다. 

Ÿ 전체 잠복결핵감염 치료 환자 중 간독성의 부작용은 2.3%, 알러지 또는 피부부작용은 1.8%, 
위장관 부작용은 1.6%이었다. 

표22. 보건소 방문자 17847명의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중 1218명의 부작용 보고 사례

Ÿ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를 치료의 중단 사례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총 3477건의 중단 사례
중 부작용이 40.5%로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비협조와 연락두절이 각각 23.5%, 14.6% 이었
다. 

부작용 발생 빈도 % (부작용 보고 1218명) % (전체 17847명 중)
간독성 406 33.3% 2.27%
알러지, 피부부작용 327 26.8% 1.83%
위장관 부작용 279 22.9% 1.56%
어지러움, 위약감 186 15.3% 1.04%
Flu-like symptom 105 8.6% 0.59%
두통 87 7.1% 0.49%
말초신경염 24 2.0% 0.13%
혈소판감소 27 2.2% 0.15%
백혈구감소 20 1.6% 0.11%
관절통 9 0.7% 0.05%
심계항진 7 0.6% 0.04%
불면 6 0.5% 0.03%
신부전 5 0.4% 0.03%
무월경 5 0.4% 0.03%
이명 3 0.2% 0.02%
정신질환악화 2 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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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보건소 방문 후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중 중단 사유 사례

중단사유 N %
부작용 1408 40.49%
비협조 816 23.47%
연락두절 509 14.64%
기타 684 19.67%
전출 56 1.61%
활동성 결핵으로 이환 4 0.12%
총 34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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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４ 잠복결핵 환자의 동반 질환 분석

총 899,526의 대상자 중 진단 및 처방 코드를 사용하여 결핵과 연관된 동반질환의 조작적 정의
를 시도하였다. 
조작적 정의에 따른 각 동반질환의 비율 중, 당뇨가 27,883으로 가장 많았으며 (3.1%), 그 다음
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한 비율이 4,546명으로 뒤를 이었다 (0.5%) (표 1).

표 24 동반된 위험 인자.
총 대상자 (899,526)
알려진 위험 인자 환자 수 (명/백분율)
후천성 면역 결핍 (AIDS) 10 (0.00001)
TNF 길항제 사용자 395 (0.0004)
전신 항암제 투여 959 (0.001)
혈액암 539 (0.0006)
당뇨 27,883 (3.1)
말기 신부전 169 (0.0002)
위절제술 3 (<0.00001)
두경부암 144 (0.0002)
심장 이식 0 (0)
콩팥 이식 0 (0)
간 이식 0 (0)
폐 이식 0 (0)
골수 이식 0 (0)
췌장 이식 0 (0)
소장 이식 0 (0)
규폐증 0 (0)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자 (30일 이상) 4,54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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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GRA의 진단적 가치 - 과거 결핵 환자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IGRA검사를 주로 QFT (QuantiFERON-TB Gold In Tube)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과
거 결핵환자에서 QFT 결과를 보는 것은, 본 검사의 민감도 및 특이도 또한 위음성에 대해 많

은 것을 시사해 준다. 잠복결핵은 QFT 또는 TST 등의 검사 결과에 의존하여 그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의 음성 및 양성에 미치는 인자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양상 및

영상 소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진단된 과거 결핵환자에서 QFT등의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전체 대상자 중 총 3,497명이 과거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 중 1,230명이 20대, 844명이 30대
에 진단 받아, 과반수의 대상자가 20-30대의 젊은 연령대에 결핵을 경험했다 (표 1).

표 25. 과거 결핵 환자의 연령별 분포.

*Sum=총 환자 수.
*Age at diagnosis=진단 받았을 시 연령.
*Year at diagnosis=진단 받은 연도.
과거결핵 환자 중 69.8%가 QTF 양성 소견을 보였다. 반면 TST 상 10mm 이상의 경결 크기를
보인 대상자는 총 56명 중 18명으로 (32.1%) 그 민감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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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과거 결핵에 대한 두 검사의 양성율.

*None=과거 결핵력 없음.
*New case=새로 활동성 결핵 진단받은 환자

*Old case=과거 결핵 환자.
*QTF=quantiferon
*TST=tuberculin skin test, 투베르큘린 검사

*Positive=양성, negative=음성, indeterminate=불분명.

 또한 특이할 만한 점은 결핵 진단 후 IGRA 검사까지의 기간에 따라 검사 양성 여부가 달라진

다는 점이다. 결핵 진단 후 3년 내에 QTF 검사를 하였을 시 약 43.9%가 음성 소견을 보였다. 
그 후 검사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음성비율이 낮아지면서,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

요된 경우 음성율이 28.26%까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경향 분석을 해보았을 시 유의하게 나타나, 검사까지의 기간과 음성율이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2). 

표 27. 과거결핵부터 검사까지 걸린 기간에 따른 QTF 음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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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since TB diagnosis=결핵 진단 후 QTF 검사까지 걸린 시간.
*Sum=해당 항목의 총 환자 수.
*Ratio of (-)=음성 비율. 

QTF의 음성율 뿐만 아니라 그 수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간 별로 IFN의 평균 (mean) 및
중위 값 (median) 을 보았을 때, 진단 후 3년 내에 검사 했을 때 그 값이 좀 더 긴 기간이 지

난 후 검사한 대상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 그림21. 과거 결핵 진단 후 검사까지 걸린 기간에 따른 IFN-r 의 값 비교.

 
*IFN-r level= IGRA 검사 값

*Years since TB diagnosis=결핵 진단 후 QTF 검사까지 걸린 시간.

 위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결핵 환자 중 QFT 음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해보았다. 성별, 과
거 결핵 진단 후 QTF 검사 까지 걸린 기간, 검사 당시 연령대를 다변량 분석에 포함 하였다. 
과거 결핵 진단 후 검사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진단 후 15년 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각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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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도비 (OR)를 보았으며, 진단 당시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령
대의 우도비를 보았다. 

다변량 분석 결과, 진단 후 3년 미만 검사 했을 시 와 20대 미만 대상자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

성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2). 

그림 22. QTF 음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 

*Years since TB=과거 결핵 진단 후 QTF 검사까지 걸린 시간.
*Age group=연령 대

*OR=odds ratio, 우도비.

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결핵 치료 환자와 20대 미만의 젊은 환자에서 IGRA가 위음성으로 나
타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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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활동성 결핵 유병율 및 1년 활동성 결핵 발생율

① 코호트 추적 관찰 현황

- 본 코호트는 TBNET을 통하여 event가 report되는 코호트로 2018.10.29까지 보고된 event는
총 508건이며 event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추적 관찰 시기를 2018.10.29일로 잡을 경우
총 추적 관찰 기간은 집단별로 다음과 같다.

표28 집단별 추적관찰 기간

② 신환자 발생

1) 발생 시기에 따른 분포

-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신환자는 총 508명이 발생하였으며 잠복결핵 검진 후 활동성 결핵까지
의 소요 개월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29. 잠복결핵 검진 후 활동성 결핵까지의 소요 개월수의 분포

　 Total N Total FU (pyr) Mean fu (yr) Median fu (yr)

병무청 신검대상자 9732 12855.67 1.32 1.33
보건소내소자 7859 8889.70 1.13 1.0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0038 137527.28 1.25 1.24
교육기관 종사자 284006 348144.88 1.23 1.20
의료기관 종사자 203810 256438.37 1.26 1.28
학교 밖 청소년 968 1156.83 1.20 1.16
고1 269242 338133.63 1.26 1.30
산후조리원 근무자 3247 4391.13 1.35 1.32
교정시설 11676 12446.33 1.07 1.05
합계 900578 1119983.80 1.24 1.25

경과 개월수 N %
0 98 19.29
1 68 13.39
2 51 10.04
3 27 5.31
4 30 5.91
5 28 5.51
6 17 3.35
7 20 3.94
8 24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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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활동성 결핵 진단까지의 소요 개월수의 분포

9 17 3.35
10 26 5.12
11 24 4.72
12 21 4.13
13 14 2.76
14 17 3.35
15 10 1.97
16 8 1.57
17 5 0.98
18 2 0.39
19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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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환자 중 가장 많은 98명이 잠복결핵 검진 1개월 이내에 활동성 결핵을 진단받았으며 이들
은 결핵 동시 진단자 (concurrent case)로 prevalence로 계산하였음.
- 1개월 이후에도 1년 이내까지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

2) 연령에 따른 분포

표30. 연령에 따른 신환자 분포

연령대 Case %
10대 133 26.18
20대 93 18.31
30대 81 15.94
40대 75 14.76
50대 91 17.91
60대 29 5.71
70대 6 1.18

- 10대에서 가장 많은 신환자가 발생하였음.

3) 집단에 따른 분포

표31. 집단에 따른 신환자 분포.
집단 Case %

병무청 신검대상자 80 15.75
보건소내소자 7 1.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1 13.98
교육기관 종사자 102 20.08
의료기관 종사자 177 34.84

고1 59 11.61
산후조리원 근무자 3 0.59

교정시설 9 1.77
- 집단별로는 병무청 신검 대상자에서 가장 많은 신환자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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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핵 신환자의 임상적 특성

- 결핵 신환자의 객담 도말 및 배양,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32. 결핵 신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Smear N % Culture N % DST N %

양성 54 11.34 양성 174 37.66 Sensitive 200 95.24

음성 422 88.66 음성 288 62.34 이소니아지드 단독 내성 8 3.81

MDR 2 0.95
- 국내 배양 양성률이 약 60-70%인 것과 비교하면 집단 검진 사업 후 발생한 결핵 환자의 경
우 배양 양성률이 37.66%로 낮음. 이는 검진 후 발병 초기 단계의 결핵이 조기 진단되었을 가

능성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③. 집단 검진 시 결핵의 유병률

- 각 집단별로 잠복결핵 검사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활동성 결핵 신환자를 통하여 계산한 결

핵의 유병률은 다음과 같음.

표33 집단별 결핵 유병률

집단 인원수
추척관찰기간

(단위: person-year) 30일이내 case Prevalence

병무청 신검대상자† 9633 12740.26 36 0.3737%
보건소내소자 7089 7855.12 2 0.028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8763 135893.15 3 0.0028%
교육기관 종사자 281129 344377.01 15 0.0053%
의료기관 종사자 194379 245085.24 39 0.0201%
학교 밖 청소년 950 1135.52 0 0.0000%

고1 251449 312345.77 8 0.0032%
산후조리원 근무자 2736 3726.15 0 0.0000%

교정시설 11432 12186.55 0 0.0000%
합계 (병무청 제외) 857927 1062604.51 67 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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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신검 대상자의 경우 IGRA 양성자만 집계됨

④ 결핵의 발생률

- 각 집단별로 잠복결핵 검사 후 30일 이후에 발생한 활동성 결핵 신환자를 통하여 계산한 결

핵의 발생률은 다음과 같음.

표34 집단별 결핵 발생률

집단 인원
추척관찰기간

(단위: person-year)
30일 이후

case 발생률
Case per

100,000 pyrs
병무청 신검대상자† 9597 12738.79 45 0.3533% 353.25
보건소내소자 7087 7854.98 4 0.0509% 50.9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8760 135893.00 69 0.0508% 50.78
교육기관 종사자 281114 344376.22 88 0.0256% 25.55
의료기관 종사자 194340 245083.29 134 0.0547% 54.68
학교 밖 청소년 950 1135.52 0 0.0000% 0.00

고1 251441 312345.45 40 0.0128% 12.81
산후조리원 근무자 2736 3726.15 3 0.0805% 80.51

교정시설 11432 12186.55 9 0.0739% 73.85
합계 (병무청 제외) 857860 1062601.13 347 0.0327% 32.66

† 병무청 신검 대상자의 경우 IGRA 양성자만 집계됨

- 결핵 발생률이 높은 집단으로 산후조리원 근무자와 교정시설 재소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잠복결핵 감염률과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

⑤ IGRA 결과와 치료 여부에 따른 결핵의 발생률

- 본 코호트 대상자를 IGRA 검사 결과와 잠복결핵 치료 여부에 따라 ① IGRA 음성군 ② IGRA 
양성이며 치료 미시작군 ③ IGRA 양성이며 치료 시작한 군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른 활동성

결핵의 발생률을 비교함.
- IGRA 양성이며 치료 시작한 군은 앞서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치료 완료
군 / 치료 중단군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비교함.

표35 IGRA 결과와 치료 여부에 따른 결핵의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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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원
추척관찰기간

(단위: person-year)
30일 이후

case 발생률
Case per

100,000 pyrs
① IGRA 음성자 731278 903719.707 93 0.0103% 10.29
② IGRA 양성
; 치료 미시작

93038 116655.997 253 0.2169% 216.88
③ IGRA 양성
; 치료 시작

43141 54964.2164 46 0.0837% 83.69
- ③-1치료 완료 32928 42123.9644 13 0.0309% 30.86
- ③-2치료 중단 9882 12438.3041 32 0.2573% 257.27

그림24  IGRA 결과 및 치료 여부에 따른 활동성 결핵의 누적 발생 곡선

- Cox 비례 위험 모형을 구하여 IGRA 결과 및 치료여부에 따른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를
구함

표36. IGRA 결과 및 치료여부에 따른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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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Hazard Ratio 95% 신뢰구간
IGRA 양성 치료 미시작 vs 음성 21.107 16.642 26.722
IGRA 양성 치료 완료 vs 음성 3.009 1.684 5.377
IGRA 양성 치료 중단 vs 음성 25.056 16.766 37.443

그림25. 전체 코호트에서 IGRA 결과 및 치료 여부에 따른 활동성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

- IGRA 양성일 때 치료 완료 시 치료 미시작군에 비하여 Hazard ratio가 1/7 수준으로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음.
 
⑥ 최근 감염 모델과 재활성화 모델에서의 효과 비교

- 결핵의 두가지 발병 기전인 최근 감염 (recent infection)과 재활성화 (reactivation) 모델에서
IGRA 양성의 의미와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시행하여 두 집

단을 설정함.

1) 최근감염 모델

최근감염 모델 25세 이하 (모든 집단)
재활성화 모델 55세 초과

(최근 노출 가능성이 있는 보건소 내소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제외)



- 88 -

표37. 최근 감염 모델의 IGRA 결과와 치료 여부에 따른 결핵의 발생률

분류 인원
추척관찰기간

(단위: person-year)
30일 이후

case 발생률
Case per

100,000 pyrs
① IGRA 음성자 316120 392018.118 32 0.0082% 8.16
② IGRA 양성
; 치료 미시작

10917 13947.8301 74 0.5305% 530.55
③ IGRA 양성
; 치료 시작

6886 9090.64932 14 0.1540% 154.00
- ③-1치료 완료 5218 6945.50137 5 0.0720% 71.99
- ③-2치료 중단 1602 2062.17808 9 0.4364% 436.43

그림26. 최근 감염 모델에서 IGRA 결과 및 치료 여부에 따른 활동성 결핵의 누적 발생 곡선

표38. 최근 감염 모델의 IGRA 결과 및 치료여부에 따른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
변수 Hazard Ratio 95% 신뢰구간

IGRA 양성 치료 미시작 vs 음성 64.37 42.473 97.57
IGRA 양성 치료 완료 vs 음성 8.73 3.397 22.43
IGRA 양성 치료 중단 vs 음성 52.77 25.163 1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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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성화 모델

표39. 재활성화 모델의 IGRA 결과와 치료 여부에 따른 결핵의 발생률

그림27. 재활성화 모델에서 IGRA 결과 및 치료 여부에 따른 활동성 결핵의 누적 발생 곡선

분류 인원
추척관찰기간

(단위: person-year)
30일 이후

case 발생률
Case per

100,000 pyrs

① IGRA 음성자 33670 41166.8521 14 0.0340% 34.01
② IGRA 양성
; 치료 미시작

16871 21020.8247 25 0.1189% 118.93
③ IGRA 양성
; 치료 시작

6493 8174.20274 4 0.0489% 48.93
- ③-1치료 완료 5017 6328.08219 0 0.0000% 0.00
- ③-2치료 중단 1413 1773.26027 4 0.2256% 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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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0. 최근 감염 모델의 IGRA 결과 및 치료여부에 따른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
변수 Hazard Ratio 95% 신뢰구간

IGRA 양성 치료 미시작 vs 음성 3.486 1.1812 6.706
IGRA 양성 치료 완료 vs 음성 0
IGRA 양성 치료 중단 vs 음성 6.575 2.164 19.978

3) 최근 감염 모델과 재활성화 모델, 전체 코호트의 비교

- 최근 감염 모델에서는 IGRA 양성이며 미치료시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가 64.37로 전체 코
호트의 21.107과 비교 시 매우 높게 상승하며 치료 완료 시 결핵 발생률은 전체 코호트와 유사
하게 대략 1/7 수준으로 감소함

- 재활성화 모델에서는 IGRA 양성이며 미치료시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가 3.486로 전체 코

호트의 21.107과 비교 시 낮으며 치료 완료 군에서 결핵 발생률이 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hazard ratio를 구할 수 없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긴 추적관찰을 통한 치료 효과 산정이

필요함. 

그림28. 전체 코호트, 최근 감염모델, 재활성화 모델에서 IGRA 결과 및 치료 여부에 따른 활동

성 결핵 발생의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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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첨부자료 - 잠복결핵감염결과 분석 세부자료

전체 수진자: 병무처 신검대상자 제외

표41 . (병무청 신검 대상자 제외) 전체 집단 유병율

그림 29. (병무청 신검 대상자 제외) 전체 집단 유병율

표42. 집단별 IGRA 양성율

그림 30. 집단별 IGRA 양성율

IGRA 빈도 IGRA,%
음성 731165 85.2%
양성 126600 14.8%
합계 857765 100.0%

집단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보건소내소자 5532 1556 7088 2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8787 29949 108736 27.5%
교육기관 종사자 229603 51479 281082 18.3%
의료기관 종사자 160614 33704 194318 17.3%
학교 밖 청소년 919 30 949 3.2%
고1 246287 5148 251435 2.0%
산후조리원 근무자 1818 917 2735 33.5%
교정시설 7605 3817 11422 33.4%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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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연령별 IGRA양성율

그림 31. 연령별 IGRA 양성율

연령대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10대 247810 5188 252998 2.1%
20대 129529 7348 136877 5.4%
30대 126405 17963 144368 12.4%
40대 134983 40348 175331 23.0%
50대 71381 39645 111026 35.7%
60대 18796 14300 33096 43.2%
70세 이상 2261 1808 4069 44.4%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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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소득수준별 IGRA양성율

그림32. 소득수준별 IGRA양성율

표45. 성별 IGRA양성율

그림 33. 성별 IGRA양성율

소득분위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율

저소득 202021 47312 249333 19.0%
중-저소득 175821 32204 208025 15.5%
중-고소득 154462 22389 176851 12.7%
고소득 174681 21515 196196 11.0%
합계 706985 123420 830405 14.9%
Frequency Missing = 27360 　

성별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남성 204958 26293 231251 11.4%
여성 526207 100307 626514 16.0%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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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지역별 IRGA양성율

그림 34. 지역별 IGRA양성율

시도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률

서울특별시 125528 23127 148655 15.6%
부산광역시 43669 7885 51554 15.3%
대구광역시 40155 5445 45600 11.9%
인천광역시 32670 5719 38389 14.9%
광주광역시 26161 3857 30018 12.8%
대전광역시 23918 4215 28133 15.0%
울산광역시 17328 2859 20187 14.2%
경기도 167246 31243 198489 15.7%
강원도 24645 5184 29829 17.4%
충청북도 27312 4044 31356 12.9%
충청남도 33826 5607 39433 14.2%
전라북도 30208 4685 34893 13.4%
전라남도 36760 5609 42369 13.2%
경상북도 41882 7915 49797 15.9%
경상남도 46311 7107 53418 13.3%
제주특별자치도 9850 1708 11558 14.8%
세종특별자치시 3696 391 4087 9.6%
합계 731165 126600 85776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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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변수 모두 넣은 잠복결핵 유병율>

모형1-1 소득수준, 연령대, 성별, 집단을 넣은 잠복결핵 감염의 위험인자.

<4대변수+ 지역>
모형1-2 소득수준, 연령대, 성별, 집단을 보정한 지역별 잠복결핵감염의 위험도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12 1.089 1.136

중저소득 1.096 1.073 1.12
중고소득 1.074 1.051 1.098

남성(vs여성) 1.317 1.292 1.342
20대(vs10대) 2.187 1.441 3.318

30대 5.414 3.569 8.214
40대 11.65 7.679 17.672
50대 21.098 13.907 32.006
60대 27.937 18.408 42.398

70세이상 28.04 18.399 42.733
보건소내소자(vs 교육기관종사자) 1.163 1.094 1.23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53 1.033 1.072
의료기관종사자 1.062 1.043 1.081
학교밖 청소년 1 0.595 1.679

고1 0.749 0.493 1.138
산후조리원 근무자 1.465 1.345 1.596
교정시설 재소자 1.466 1.397 1.539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15 1.092 1.139

중저소득 1.098 1.075 1.122
중고소득 1.073 1.05 1.097

남성(vs여성) 1.319 1.294 1.344
20대(vs10대) 2.201 1.449 3.343

30대 5.495 3.619 8.342
40대 11.853 7.809 17.992
50대 21.405 14.101 32.492
60대 28.334 18.658 43.028

70세이상 28.362 18.598 43.251



- 97 -

<성별 연령소득을 보정한 지역>

모형1-3. 성별소득연령만 보정한 지역별 잠복결핵감염 위험도.

보건소내소자(vs  
교육기관종사자) 1.181 1.11 1.25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92 1.072 1.113
의료기관종사자 1.051 1.033 1.07
학교밖 청소년 1.044 0.622 1.752

고1 0.769 0.506 1.169
산후조리원 근무자 1.414 1.298 1.54
교정시설 재소자 1.533 1.46 1.61

부산광역시(vs서울특별시) 0.994 0.964 1.025
대구광역시 0.831 0.802 0.86
인천광역시 0.892 0.862 0.924
광주광역시 0.772 0.741 0.803
대전광역시 0.913 0.878 0.949
울산광역시 0.932 0.891 0.976
경기도 0.927 0.908 0.946
강원도 0.907 0.875 0.941
충청북도 0.712 0.685 0.741
충청남도 0.816 0.789 0.845
전라북도 0.685 0.661 0.711
전라남도 0.749 0.724 0.776
경상북도 0.863 0.837 0.89
경상남도 0.808 0.783 0.834

제주특별자치도 0.975 0.92 1.035
세종특별자치시 0.684 0.612 0.765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14 1.092 1.136

중저소득 1.111 1.088 1.135
중고소득 1.085 1.062 1.109

남성(vs여성) 1.393 1.369 1.418
20대(vs10대) 3.046 2.931 3.165

30대 7.599 7.347 7.86
40대 16.387 15.87 16.921
50대 30.156 29.195 31.149
60대 40.303 38.835 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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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층화-30세미만>
모형 2-1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연령 층화 모형 : 30세 미만

70세이상 39.684 37.02 42.54
부산광역시(vs서울특별시) 0.999 0.969 1.03
대구광역시 0.846 0.817 0.876
인천광역시 0.899 0.869 0.931
광주광역시 0.783 0.752 0.815
대전광역시 0.92 0.885 0.956
울산광역시 0.938 0.897 0.982
경기도 0.937 0.919 0.957
강원도 0.921 0.888 0.955
충청북도 0.722 0.695 0.751
충청남도 0.83 0.802 0.859
전라북도 0.7 0.675 0.726
전라남도 0.764 0.738 0.791
경상북도 0.893 0.866 0.92
경상남도 0.817 0.792 0.843
제주특별자치도 0.99 0.934 1.05
세종특별자치시 0.678 0.607 0.758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253 1.135 1.384

중저소득 1.284 1.169 1.409
중고소득 1.248 1.13 1.377

남성(vs여성) 1.24 1.149 1.339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0.986 0.931 1.044
산후조리원 근무자 1.679 0.988 2.854
교정시설 재소자 1.496 1.232 1.816
접촉자 검진 대상자 2.817 1.772 4.476
아동복지시설 0.886 0.74 1.06
노인복지시설 0.874 0.739 1.034
장애인복지시설 1.098 0.942 1.28
기타복지시설 1.112 0.957 1.292
초중고교 직원 0.603 0.365 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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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층화-30대
모형 2-2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연령 층화 모형 : 30대

모형 2-3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연령 층화 모형 : 40대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11 1.049 1.178

중저소득 0.975 0.923 1.03
중고소득 1.013 0.961 1.067

남성(vs여성) 1.156 1.102 1.212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1.033 0.991 1.078
산후조리원 근무자 1.316 0.997 1.738
교정시설 재소자 1.653 1.479 1.847
접촉자 검진 대상자 2.632 1.424 4.864
아동복지시설 0.977 0.86 1.109
노인복지시설 1.055 0.961 1.158
장애인복지시설 1.047 0.951 1.152
기타복지시설 1.057 0.958 1.167
초중고교 직원 0.456 0.353 0.589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063 1.024 1.102

중저소득 1.067 1.027 1.109
중고소득 1.054 1.013 1.097

남성(vs여성) 1.289 1.239 1.341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1.068 1.035 1.102
산후조리원 근무자 1.338 1.143 1.567
교정시설 재소자 1.444 1.322 1.578

접촉자 검진 대상자 1.991 1.212 3.27
아동복지시설 1.038 0.963 1.12
노인복지시설 1.102 1.051 1.156
장애인복지시설 1.033 0.959 1.113
기타복지시설 1.095 1.019 1.176
초중고교 직원 0.734 0.63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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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4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연령 층화 모형 : 50대

모형 2-5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연령 층화 모형 : 60세 이상

Association of Predicted Probabilities and Observed Responses
Percent  Concordant 45 Somers' D 0.052
Percent  Discordant 39.9 Gamma 0.061

Percent  Tied 15.1 Tau-a 0.018
Pairs 5135860500 c 0.526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11 1.067 1.157

중저소득 1.115 1.07 1.163
중고소득 1.097 1.047 1.149

남성(vs여성) 1.566 1.506 1.627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1.083 1.046 1.122
산후조리원 근무자 1.557 1.364 1.776
교정시설 재소자 1.296 1.186 1.416

접촉자 검진 대상자 2.028 1.281 3.211
아동복지시설 0.985 0.914 1.061
노인복지시설 1.104 1.068 1.142
장애인복지시설 1.047 0.97 1.13
기타복지시설 1.194 1.125 1.267
초중고교 직원 0.671 0.592 0.761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76 1.099 1.259

중저소득 1.179 1.097 1.267
중고소득 1.12 1.029 1.218

남성(vs여성) 1.589 1.507 1.676
의료기관종사자(vs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0.964 0.905 1.027
산후조리원 근무자 1.577 1.268 1.962
교정시설 재소자 1.246 1.081 1.437

접촉자 검진 대상자 2.05 1.048 4.01
아동복지시설 0.991 0.857 1.145
노인복지시설 0.96 0.9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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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층별화-의료기관>
모형 3-1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의료기관

모형 3-2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산후조리원

장애인복지시설 0.885 0.739 1.061
기타복지시설 0.957 0.87 1.053
초중고교 직원 0.689 0.517 0.919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99 0.948 1.033

중저소득 0.994 0.96 1.029
중고소득 1.024 0.99 1.06

남성(vs여성) 1.265 1.227 1.303
30대(vs 30세 미만) 2.466 2.359 2.577

40대 5.513 5.282 5.754
50대 10.228 9.783 10.694

60세 이상 13.32 12.584 14.099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015 0.782 1.318

중저소득 0.975 0.756 1.259
중고소득 1.048 0.793 1.385

남성(vs여성) 1.453 0.919 2.296
30대(vs 30세 미만) 1.905 1.048 3.463

40대 4.072 2.344 7.075
50대 8.303 4.814 14.321

60세 이상 11.831 6.683 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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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3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교정시설

모형 3-4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접촉자

모형 3-5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아동복지시
설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538 1.346 1.758

중저소득 1.44 1.251 1.658
중고소득 1.236 1.055 1.449

남성(vs여성) 1.748 1.435 2.131
30대(vs 30세 미만) 2.588 2.114 3.17

40대 5.239 4.315 6.36
50대 9.765 8.038 11.862

60세 이상 13.387 10.734 16.694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089 0.92 1.287

중저소득 1.187 0.996 1.415
중고소득 1.122 0.933 1.35

남성(vs여성) 1.379 1.231 1.545
30대(vs 30세 미만) 2.731 2.201 3.389

40대 6.274 5.18 7.599
50대 10.675 8.826 12.911

60세 이상 15.311 12.247 19.141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2.29 1.2 4.37

중저소득 1.191 0.62 2.287
중고소득 1.124 0.575 2.196

남성(vs여성) 1.739 1.063 2.846
30대(vs 30세 미만) 2.526 1.142 5.589

40대 3.785 1.899 7.545
50대 8.112 4.164 15.802

60세 이상 10.786 4.705 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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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6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노인복지시
설

모형 3-7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장애인복지
시설

모형 3-8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기타복지시
설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01 1.007 1.204

중저소득 1.125 1.027 1.231
중고소득 1.069 0.966 1.185

남성(vs여성) 1.418 1.334 1.506
30대(vs 30세 미만) 2.888 2.402 3.472

40대 6.749 5.704 7.986
50대 12.003 10.179 14.154

60세 이상 14.976 12.685 17.681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951 0.797 1.135

중저소득 0.994 0.851 1.162
중고소득 1.041 0.901 1.202

남성(vs여성) 1.397 1.282 1.522
30대(vs 30세 미만) 2.127 1.792 2.525

40대 4.771 4.05 5.62
50대 8.979 7.617 10.585

60세 이상 11.029 8.759 13.889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095 0.959 1.25

중저소득 1.166 1.022 1.331
중고소득 1.059 0.927 1.209

남성(vs여성) 1.418 1.304 1.543
30대(vs 30세 미만) 2.246 1.893 2.664

40대 5.283 4.505 6.195
50대 10.368 8.882 12.103

60세 이상 11.873 10.03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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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9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복지시설
전체

모형 3-10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어린이집
유치원

모형 3-11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초중고교

모형 3-12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집단별 층화 모형 : 교육기관
전체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083 1.019 1.151

중저소득 1.122 1.055 1.193
중고소득 1.071 1.004 1.144

남성(vs여성) 1.401 1.347 1.458
30대(vs 30세 미만) 2.463 2.249 2.698

40대 5.734 5.277 6.23
50대 10.493 9.679 11.375

60세 이상 13.102 12.051 14.245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45 1.105 1.186

중저소득 1.109 1.067 1.153
중고소득 1.096 1.049 1.145

남성(vs여성) 1.53 1.457 1.607
30대(vs 30세 미만) 2.479 2.374 2.589

40대 5.064 4.866 5.27
50대 8.881 8.51 9.269

60세 이상 12.678 11.937 13.464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812 1.286 2.551

중저소득 1.597 1.239 2.059
중고소득 1.078 0.814 1.427

남성(vs여성) 1.679 1.41 1.999
30대(vs 30세 미만) 1.869 1.066 3.275

40대 6.629 3.887 11.306
50대 11.206 6.546 19.183

60세 이상 14.949 8.261 27.053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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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4-1 고1+학교밖 청소년의 성별, 소득별 감염 위험도

모형 4-2 고1+학교밖 청소년의 성별, 소득수준을 보정한 지역별 감염 위험도

저소득(vs고소득) 1.198 1.157 1.239
중저소득 1.16 1.117 1.205
중고소득 1.131 1.084 1.18

남성(vs여성) 1.45 1.385 1.518
30대(vs 30세 미만) 2.464 2.36 2.573

40대 5.07 4.873 5.276
50대 8.893 8.523 9.278

60세 이상 12.927 12.182 13.718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272 1.173 1.378

중저소득 1.25 1.152 1.357
중고소득 1.175 1.091 1.265

남성(vs여성) 0.986 0.931 1.045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27 1.171 1.376

중저소득 1.254 1.156 1.361
중고소득 1.183 1.098 1.274

남성(vs여성) 0.985 0.93 1.044
부산(vs서울) 0.941 0.822 1.077

대구 1.242 1.105 1.395
인천 0.681 0.574 0.809
광주 0.83 0.698 0.989
대전 0.924 0.77 1.11
울산 1.016 0.842 1.224
경기 0.751 0.682 0.826
강원 0.885 0.729 1.075
충북 0.729 0.614 0.867
충남 1.28 1.125 1.456
전북 0.827 0.703 0.973
전남 0.878 0.766 1.007
경북 0.955 0.832 1.095
경남 0.747 0.649 0.86
제주 1.145 0.927 1.413
세종 0.432 0.249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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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5-1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소득별 층화 ; 저소득층

모형 5-2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소득별 층화 : 중저소득층

모형 5-3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소득별 층화 : 중고소득층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1 0.963 1.038
산후조리원 근무자 1.44 1.23 1.686
교정시설 재소자 1.456 1.338 1.583
접촉자 검진 대상자 3.658 2.221 6.024
아동복지시설 0.941 0.88 1.006
노인복지시설 1.033 1 1.068
장애인복지시설 0.913 0.811 1.028
기타복지시설 1.06 0.995 1.13
초중고교 직원 0.972 0.71 1.329
남성(vs여성) 1.463 1.395 1.533

30대(vs 30세 미만) 2.67 2.527 2.821
40대 5.245 4.992 5.512
50대 9.473 9.002 9.969

60세 이상 12.574 11.871 13.318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1.008 0.976 1.042
산후조리원 근무자 1.389 1.196 1.613
교정시설 재소자 1.442 1.312 1.585
접촉자 검진 대상자 1.965 1.18 3.27
아동복지시설 1.034 0.949 1.126
노인복지시설 1.064 1.023 1.108
장애인복지시설 0.982 0.904 1.067
기타복지시설 1.142 1.069 1.22
초중고교 직원 0.848 0.681 1.057
남성(vs여성) 1.408 1.349 1.469

30대(vs 30세 미만) 2.263 2.156 2.376
40대 5.188 4.961 5.425
50대 9.38 8.961 9.82

60세 이상 12.293 11.6 13.027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1.055 1.014 1.097
산후조리원 근무자 1.502 1.24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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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5-4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종사자 소득별 층화 : 고소득층

표47. 의료기관 직종별 잠복결핵감염양성율

교정시설 재소자 1.311 1.166 1.474
접촉자 검진 대상자 2.043 1.213 3.44
아동복지시설 1.004 0.906 1.112
노인복지시설 1.036 0.971 1.105
장애인복지시설 1.046 0.981 1.116
기타복지시설 1.058 0.985 1.135
초중고교 직원 0.531 0.426 0.662
남성(vs여성) 1.349 1.296 1.404

30대(vs 30세 미만) 2.43 2.295 2.573
40대 5.41 5.109 5.73
50대 9.895 9.311 10.515

60세 이상 12.946 11.946 14.03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1.154 1.106 1.205
산후조리원 근무자 1.589 1.296 1.949
교정시설 재소자 1.211 1.072 1.367
접촉자 검진 대상자 2.036 1.346 3.08
아동복지시설 1.008 0.861 1.18
노인복지시설 1.072 0.978 1.176
장애인복지시설 1.15 1.005 1.316
기타복지시설 1.141 1.012 1.286
초중고교 직원 0.676 0.609 0.751
남성(vs여성) 1.268 1.219 1.318

30대(vs 30세 미만) 2.901 2.638 3.19
40대 6.343 5.802 6.935
50대 11.661 10.652 12.766

60세 이상 15.161 13.687 16.794

직종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율

의사 19182 5019 24201 20.74%
간호사 70331 10756 81087 13.26%
간호조무사 21553 5806 27359 21.22%
방사선사 5709 1262 6971 18.10%
임상병리사 5254 936 6190 15.12%
물리치료사 5241 616 585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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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기타 직종을 모두 통합

그림 35. 의료기관 직종별 잠복결핵감염양성율

표49. 의료기관종사자 소득수준별 양성율

기타의료종사자 20167 5360 25527 21.00%
환자 20 9 29 31.03%
기타의료기관종사자 965 276 1241 22.24%
기타 12192 3664 15856 23.11%

합계 160614 33704 194318 17.34%

직종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율

의사 19182 5019 24201 20.74%
간호사 70331 10756 81087 13.26%
간호조무사 21553 5806 27359 21.22%
방사선사 5709 1262 6971 18.10%
임상병리사 5254 936 6190 15.12%
물리치료사 5241 616 5857 10.52%
기타 33344 9309 42653 21.82%

합계 160614 33704 194318 17.34%

소득수준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율

저소득 18331 4654 22985 20.2%
중-저소득 45948 8766 54714 16.0%
중-고소득 54068 8686 62754 13.8%
고소득 39299 11067 50366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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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의료기관 종사자 소득수준별 잠복결핵감염양성율

표50.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별 양성율

그림 37.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별 양성율

합계 157646 33173 190819 17.4%
Frequency Missing = 3499 　

테이블 SEXCD * IGRA_RSCD 　
성별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율

남성 35392 10160 45552 22.3%
여성 125222 23544 148766 15.8%
합계 160614 33704 19431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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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의료기관 종사자의 연령별 양성율

그림 38. 의료기관 종사자의 연령별 양성율

연령대
IGRA
음성 양성 합계 양성율

30세 미만 59123 3284 62407 5.3%
30대 47475 6722 54197 12.4%
40대 32796 10342 43138 24.0%
50대 16327 9537 25864 36.9%
60세 이상 4893 3819 8712 43.8%

합계 160614 33704 19431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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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6-1 의료기관 종사자 소득수준, 연령, 성별을 보정한 직종별 감염 위험도

모형 6-2 의료기관 종사자 연령별 층화 : 30세 미만

모형 6-3 의료기관 종사자 연령별 층화 : 30대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898 0.856 0.943

중저소득 0.909 0.874 0.944
중고소득 0.95 0.916 0.985

남성(vs여성) 1.378 1.329 1.428
30대(vs 30세 미만) 2.483 2.375 2.596

40대 5.443 5.21 5.686
50대 10.14 9.689 10.613

60세 이상 13.685 12.91 14.508
의사(vs간호사) 0.759 0.721 0.798
간호조무사 1.051 1.007 1.096
방사선사 0.995 0.924 1.071
임상병리사 0.952 0.881 1.029
물리치료사 0.846 0.772 0.928
기타 0.978 0.942 1.015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2 0.953 1.317

중저소득 1.233 1.08 1.408
중고소득 1.232 1.081 1.404

남성(vs여성) 1.251 1.128 1.387
의사(vs간호사) 0.75 0.605 0.931
간호조무사 1.18 1.029 1.354
방사선사 0.991 0.816 1.202
임상병리사 1.03 0.853 1.245
물리치료사 1.028 0.868 1.216
기타 1.008 0.908 1.118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978 0.859 1.112

중저소득 0.916 0.844 0.994
중고소득 0.986 0.921 1.055

남성(vs여성) 1.298 1.21 1.392
의사(vs간호사) 0.749 0.683 0.821
간호조무사 1.111 1.008 1.223
방사선사 0.884 0.772 1.012
임상병리사 1.013 0.878 1.17
물리치료사 0.678 0.576 0.797
기타 0.928 0.85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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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6-4 의료기관 종사자 연령별 층화 : 40대

모형 6-5 의료기관 종사자 연령별 층화 : 50대

모형 6-6 의료기관 종사자 연령별 층화 : 60대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872 0.8 0.95

중저소득 0.857 0.801 0.917
중고소득 0.924 0.869 0.983

남성(vs여성) 1.375 1.284 1.473
의사(vs간호사) 0.679 0.619 0.746
간호조무사 1.082 1.01 1.159
방사선사 0.984 0.863 1.123
임상병리사 0.907 0.797 1.032
물리치료사 0.925 0.771 1.109
기타 0.954 0.889 1.023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845 0.77 0.927

중저소득 0.888 0.822 0.96
중고소득 0.915 0.841 0.995

남성(vs여성) 1.433 1.323 1.552
의사(vs간호사) 0.82 0.733 0.918
간호조무사 0.999 0.918 1.087
방사선사 1.211 1.02 1.436
임상병리사 0.905 0.751 1.09
물리치료사 0.948 0.713 1.26
기타 1.063 0.983 1.149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183 0.988 1.416

중저소득 1.149 0.962 1.371
중고소득 1.124 0.923 1.368

남성(vs여성) 1.592 1.418 1.787
의사(vs간호사) 0.982 0.782 1.233
간호조무사 1.097 0.873 1.377
방사선사 1.273 0.758 2.136
임상병리사 0.392 0.17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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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6-7 의료기관 종사자 직종별 층화 : 의사

모형 6-8 의료기관 종사자 직종별 층화 : 간호사

모형 6-9 의료기관 종사자 직종별 층화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0.346 0.094 1.271
기타 0.988 0.856 1.14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824 0.528 1.286

중저소득 0.869 0.646 1.168
중고소득 0.876 0.772 0.993

남성(vs여성) 1.499 1.378 1.631
30대(vs 30세 미만) 2.74 2.211 3.394

40대 5.601 4.498 6.974
50대 12.235 9.799 15.277

60세 이상 16.731 13.313 21.026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905 0.794 1.033

중저소득 0.944 0.887 1.004
중고소득 0.983 0.932 1.037

남성(vs여성) 1.162 1.036 1.302
30대(vs 30세 미만) 2.607 2.452 2.771

40대 5.61 5.266 5.976
50대 9.843 9.163 10.574

60세 이상 12.539 11.051 14.228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765 0.686 0.854

중저소득 0.781 0.702 0.87
중고소득 0.849 0.744 0.968

남성(vs여성) 1.268 1.121 1.435
30대(vs 30세 미만) 2.448 2.124 2.822

40대 4.972 4.38 5.644
50대 8.151 7.158 9.28

60세 이상 12.502 10.012 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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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6-10 의료기관 종사자 직종별 층화 : 방사선사

모형 6-11 의료기관 종사자 직종별 층화 : 임상병리사

모형 6-12 의료기관 종사자 직종별 층화 : 물리치료사

모형 6-13 의료기관 종사자 직종별 층화 : 기타종사자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923 0.615 1.383

중저소득 0.841 0.684 1.033
중고소득 0.995 0.847 1.168

남성(vs여성) 1.28 1.077 1.522
30대(vs 30세 미만) 2.231 1.774 2.805

40대 5.637 4.448 7.145
50대 12.902 9.96 16.713

60세 이상 19.206 11.302 32.637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762 0.516 1.124

중저소득 0.943 0.763 1.166
중고소득 1.019 0.844 1.232

남성(vs여성) 1.452 1.239 1.702
30대(vs 30세 미만) 2.405 1.9 3.043

40대 4.844 3.823 6.137
50대 8.776 6.66 11.565

60세 이상 5.1 2.301 11.304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905 0.584 1.402

중저소득 0.966 0.724 1.288
중고소득 1.111 0.843 1.465

남성(vs여성) 1.411 1.172 1.699
30대(vs 30세 미만) 1.595 1.263 2.014

40대 4.918 3.819 6.332
50대 9.327 6.701 12.983

60세 이상 4.524 1.224 16.724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0.982 0.908 1.063

중저소득 0.968 0.9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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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7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연령 층화 모형 : 30세 미만 + 지역추가

중고소득 0.966 0.895 1.043
남성(vs여성) 1.405 1.332 1.483

30대(vs 30세 미만) 2.455 2.21 2.728
40대 5.596 5.075 6.17
50대 10.893 9.913 11.97

60세 이상 13.501 12.197 14.944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256 1.138 1.387

중저소득 1.276 1.162 1.401
중고소득 1.247 1.129 1.377

남성(vs여성) 1.252 1.116 1.352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0.958 0.904 1.015

산후조리원 근무자 1.684 0.99 2.863
교정시설 재소자 1.484 1.22 1.805
접촉자 검진 대상자 2.779 1.747 4.42
아동복지시설 0.883 0.737 1.057
노인복지시설 0.879 0.743 1.041
장애인복지시설 1.106 0.949 1.29
기타복지시설 1.103 0.943 1.282
초중고교 직원 0.566 0.336 0.954

부산광역시(vs서울특별시) 1.157 1.052 1.272
대구광역시 0.907 0.81 1.016
인천광역시 0.886 0.786 1
광주광역시 0.886 0.774 1.013
대전광역시 0.837 0.733 0.955
울산광역시 0.961 0.824 1.12
경기도 0.836 0.776 0.9
강원도 0.914 0.793 1.053
충청북도 0.8 0.681 0.939
충청남도 0.84 0.728 0.968
전라북도 0.671 0.566 0.795
전라남도 0.999 0.874 1.142
경상북도 1.039 0.929 1.162
경상남도 0.94 0.839 1.052

제주특별자치도 1.046 0.853 1.282
세종특별자치시 0.462 0.28 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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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8.. 집단시설(고1, 병무청, 학교밖 청소년 제외) 지역 층화 모형 : 서울

모형9. .집단별 층화 모형 : 산후조리원 지역 추가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002 0.77 1.305

중저소득 0.966 0.746 1.25
중고소득 1.019 0.769 1.351

남성(vs여성) 1.476 0.931 2.34
30대(vs 30세 미만) 1.902 1.042 3.471

40대 4.079 2.337 7.118
50대 8.196 4.726 14.212

60세 이상 11.449 6.422 20.411
부산광역시(vs서울특별시) 0.84 0.444 1.59

대구광역시 0.147 0.019 1.156
인천광역시 1.158 0.786 1.705
광주광역시 0.547 0.135 2.22
대전광역시 0.295 0.134 0.651
울산광역시 0.495 0.272 0.901
경기도 0.74 0.6 0.913
강원도 0.789 0.244 2.553
충청북도 0.529 0.293 0.954
충청남도 0.541 0.307 0.953
전라북도 　 　 　
전라남도 1.039 0.344 3.133
경상북도 0.741 0.432 1.272
경상남도 0.844 0.564 1.262

Effect Adjusted odds ratio 95% CI
저소득(vs고소득) 1.088 1.033 1.146

중저소득 1.069 1.018 1.124
중고소득 1.025 0.975 1.078

남성(vs여성) 1.358 1.297 1.422
의료기관종사자(vs  

어린이집,유치원 근무자) 0.949 0.912 0.988
산후조리원 근무자 1.576 1.329 1.869
교정시설 재소자 1.818 1.476 2.239
접촉자 검진 대상자 2.829 1.488 5.377
아동복지시설 1.158 1.035 1.296
노인복지시설 1.265 1.154 1.386
장애인복지시설 1.212 1.031 1.424
기타복지시설 1.277 1.14 1.432
초중고교 직원 0.699 0.256 1.91

30대(vs 30세 미만) 2.299 2.16 2.446
40대 5.539 5.226 5.871
50대 10.142 9.551 10.769

60세 이상 13.944 12.921 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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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지역별 잠복결핵양성율

제주특별자치도 1.101 0.395 3.07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별 양성률 음성 양성 과거결핵 양성률

서울특별시 371 271 3 42.21%
부산광역시 37 17 0 31.48%
대구광역시 15 1 0 6.25%
인천광역시 95 58 1 37.91%
광주광역시 7 3 0 30.00%
대전광역시 47 8 0 14.55%
울산광역시 60 16 0 21.05%
경기도 874 414 5 32.14%
강원도 16 4 0 20.00%
충청북도 45 18 0 28.57%
충청남도 66 20 0 23.26%
전라북도

전라남도 13 5 0 27.78%
경상북도 58 23 1 28.40%
경상남도 104 50 1 32.47%

제주특별자치도 11 9 0 45.00%
세종특별자치시

합계 1819 917 11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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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5.1 잠복결핵 감염률

본 총괄연구용역사업에서 전체 857,76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한 결과, 국내의
잠복결핵 감염률은 14.8% 이며,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잠복결핵 양성률이 10대는 2.1%, 
20대는 5.4%, 30대는 12.4%, 40대는 23.0%, 50대는 35.7%, 60대는 43.2%, 70세 이상은 44.4%
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잠복결핵 감염률의 증가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다. 소득
수준의 정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고소득층에서의 잠복결핵 양성률은 11.0%, 중-고소득층은
12.7%, 중-저소득층은 15.5%, 저소득층은 19.0%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잠복결핵 감염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술한 변수인 성별, 연령군, 소득수준, 검사 집단군을 보

정한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잠복결핵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를 확인해본 결과, 남성의 성별

(OR 1.32), 연령층의 증가(10대 비교 20대(OR 2.19), 30대(OR 5.41), 40대(OR 11.65), 50대(OR 
21.10), 60대(OR 27.94), 70세 이상(OR 28.04)), 소득수준의 감소(고소득층 비교 중-고소득층
(OR 1.07), 중-저소득층(OR 1.10), 저소득층(OR 1.11)), 도시지역이 유의한 위험요소임을 확인
하였다. 

잠복결핵의 유병률은 활동성 결핵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상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과 검사 대상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결핵 유병률이 높지 않은 지역인 미

국의 일반 인구를 6,083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4.4%-4.8%의 잠복결핵 유
병률을 보고한 바가 있다[1]. 유럽에서 입국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한 전염성 질환 선별검사

결과들을 모은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눈문에서 전체 유럽 이민자들의 잠복결핵의 유병률

은 15.02%로 집계되었고[2], 영국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잠복결핵의 유병률
은 16.5%이었다[3]. 본 용역사업에서의 잠복결핵 감염률은 14.8%로서, 국내 잠복결핵 유병률
은 이들 대상군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성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의 경우는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지

역사회에서 시행한 잠복결핵의 감염률은 31.2%-50.5%[4, 5], 우간다는 49.0%[6],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5.2%[7]로 국내 잠복결핵 감염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인구집단의 잠복결핵 감염률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잠복결

핵 감염률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본적으로 단면 조사 연구에 해당한다. 잠복결핵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

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단면 조사 연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 연
령 별로 층화하여 성별, 연령군, 소득수준, 집단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복결

핵의 감염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 감염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세대차이는 코호트 분

석에서 흔히 쓰이는 연령-기간-코호트 (Age-Period-Cohort) 모형을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
다. 연령 효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노화, 사회적 경험의 축적, 연령에 따른 보편

적인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특정 연령의 모든 개체가 겪는 효과를 말하며 기간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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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금융위기, 자연재해, 기상 변화 등 특정 calendar time을 살아가는 모든 개체가 외

부로부터 동일하게 받는 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를 ‘직역 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고령 층에서는 이러한 코호트 효과로 인한 집단별 잠복결핵 감염률에서

비교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각 집단에서 고르게 잠복결핵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고령층에서는 기간효

과 (한국전쟁 이후 1950, 60년대의 높은 결핵 발생률)가 다른 코호트 효과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는

각 집단 시설 종사자 중 상당 수가 하나의 직종에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는 다른 직종에 종

사하다가 최근에 주방일이나 운전 등 비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섞여 있

어 이들로 인해 집단의 코호트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젊은 층에서

도 역시 집단별로 잠복결핵 감염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연령-기간-코
호트 (Age-Period-Cohort) 모형을 통해 고찰해보면 아직 코호트 효과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향후 장기간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젊

은 연령층에서 집단별로 잠복결핵 감염률이 어떻게 차이가 벌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

겠다. 

결핵은 ‘가난’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활동성 결핵과 함께 잠복결핵 감염률도 사회

경제적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

강보험공단에서 재산과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이는

‘소득분위’라는 변수를 통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잠복결핵의 감염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잠복결핵의 감염률이 높아

지는데 비하여 의료기관종사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잠복결핵 감염률이 유난히 높

았다는 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연령 별로 층화했을 때 20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

이지 않다가 30대부터 50대까지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타 집단에
비하여 이직율이 적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분명 결핵 환자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직

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잠복결핵 감염률과 관련하여 국내 데이터로 그동안 보고 되었던 연구는 대부분 의료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병원에서 시행한 잠복결핵검사 결과였는데 잠복결핵 감염률을

결핵 노출 위험도에 따라 부서별로 나눠 살펴보았을 때 14.8%-17.3%[8, 9]로 보고하였다. 하
지만, 이들 연구는 모두 일개의 병원에서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로서 우리나라 각

지역별 특성이나 직업군에 따른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비교 등 국가 전체의 다양한 인구

별 특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TST)를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집단에서 잠복결핵 감염률을 추정한 바 있는데 이는 인

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본을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

라 잠복결핵 감염률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표본조사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졌

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 및 소득층이 포함된 90만명 이

상의 잠복결핵 검진 수진자 자료를 모아 분석함으로써 국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형성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국내 잠복결핵의 현황 전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

었다. 아울러 잠복결핵 감염의 진단에 있어서 IGRA의 유용성이 TST에 비하여 근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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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대규모로 IGRA를 시행하였고 IGRA 
검사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외국에서도 보유하

지 못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로 유병률 외에 잠복결핵의 위험인자 분석이나 향후 잠복

결핵의 활동성 결핵으로의 진행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5.2 IGRA 검사의 진단적 가치

 본 분석에서는 약 90만명의 IGRA 검사 대상자에서 과거 결핵 환자를 약 3,500명 정도를

따로 분류하여 잠복결핵 검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비율은 0.4% 정도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IGRA 검사 전 과거에 결핵을 진단받고 신고된 대상자를 과거 결핵자로 보았다.
 먼저 이전 문헌에서 활동성 및 과거결핵에서 잠복결핵 검사의 양성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활동성 결핵에서의 IGRA 양성율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5년 국내환자 대상으로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배양 양성 결핵에서 IGRA 검사의 양성율이 78%로 나타났으며 (10), 
2015년에 발표한 다른 연구에서는 배양 양성 활동성 결핵에서 약 87.6%가 양성으로 나타났
다 (11). 
 과거결핵환자에서의 IGRA 검사 양성율을 본 연구는 많지는 않다.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서 IGRA 양성자 중 약 2.4%가 이전 결핵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 비교하여

결핵 유병율이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12). 국내 연구로, 흉부 엑스레이 상

과거 결핵을 앓았음을 시사하는 병변 (healed scar)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두 검사의 양성율

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QFT이 77.7%, TST가 54.6% 양성이였다. 
 TST의 경우 이번 분석 상의 TST값과 해당 연구와의 값은 괴리가 컸다. (32.1% vs 54.6%). 
(13) TST의 경우 본 분석에서는 검사한 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QFT값은 이전 연구보다, 본 분석에서 양성율이 더 낮았다 (69.8% vs 77.7%). 그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치료 완료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치료 완료율이

43.5%이었다. 본 분석에서는 대상자 중 과거 결핵에 대해 완치된 환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결핵 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경우 많은 비율이 결핵에 대

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치료 받은 환자들의 비율의 차이가 IGRA 양성율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정리해보면, 본 분석에서 과거결핵을 앓았던 대

상자들이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 이 더 높고, 따라서 IGRA 양성율이 더 낮게 나타났을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QFT의 양성율이 연령대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

나 연구 대상자가 193명이였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를 크게 늘렸을 때 이전에 잘 나타나

지 않았던 QFT의 연령별 양성율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석에서 20대 미

만에서 QFT 음성이 나타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13).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결핵 치료 환자와 20대 미만의 젊은 환자에서 IGRA가 위음
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검사 기전을 고려해야 한다.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s (IGRAs) 검사는, 대상자의 혈액에서 결핵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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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bacterium tuberculosis) 접촉 후 항원에 대한 T세포에서 분비된 interferon-gamma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QuantiFERON-TB Gold In Tube (QFT-G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한다 (14). 검사 기전을 고려했을 때, 결핵 항원에 면역세포가 노출
후 그 항체가 안정적으로 생성되는 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최근 과거 결핵을

진단 받은 환자들의 경우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가설을 잠복결핵 치료에 적용하기 전에 젊은 잠복결핵 환자 및 최근 치료

환자에 대한 분석을 더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5.3 코호트 대상자들의 결핵 발병 위험 인자

 본 연구에서 잠복결핵 양성자 중 활동성 결핵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국

내 전체 인구에 비교하여 더 높은지 여부는 본 분석에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허나 주

요 질환에 대해서는 주요 국내 자료와 비교해볼 수 있다.
 당뇨의 경우 잠복결핵 양성자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이 잠복결핵 음성자에 비교

하여 3.1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지침 상 중등도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다

(15,16).  본 연구에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해당되었다 (899,526 중 27,883명, 3.1%). 
대상자 중 당뇨병 유병율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 진료현황에 따른 1000명당 41명
(4.1%) 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 국내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전체 인구의 당뇨
유병율 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13.7%) (18). 본 분석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한 당뇨병 유병율
은 실제 치료 받은 인원과 차이를 보일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본 분석에서 도출된 당뇨

병 환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유병율 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겠다. 
 한 달 이상 전신적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4.9배 정

도 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국내 지침에서도 중등도 위험인자로 분류 되어 있다 (19,20). 
본 분석에서도 약 4,500명의 대상자가 30일 이상 전신적 스테로이드 사용 기왕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당 수가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말기 신부전, 두경부암, TNF 길항제, 위절제술 등 활동성 결핵의 위험인자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전체에서의 비율은 적지만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상

자들의 대한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 비율에 대해서 국내 대학병원이 주도한 여러 연구가 있

다 (21-23). 
 이식 환자의 조작적 정의는 주요 이식 수술 및 진단명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으나, 본 분석

에서는 해당자가 없었다. 본 분석 대상자는 주로 집단 검진 대상자 및 직장 검진자가 대부

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자 들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본 동반질환 분석은 전체 국내 인구 중 이식 대상자의 표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동성 결핵에 대한 위험인자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

은 대상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위험인자가 있는 대상자 군에

서, 잠복결핵 치료의 순응도, 치료 완료율, 치료 약제 등에 대한 데이타를 전향적으로 수집

할 수 있다면, 향후 국내 잠복결핵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4 잠복결핵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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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잠복결핵감염 지침]

Ÿ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 국가에 적합한 결핵 진료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진료 지침을 개정하

고 있다. 

Ÿ 예전에는 결핵 진료 지침의 한 항목으로 잠복결핵감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으나, 최
근에는 잠복결핵감염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지침을 발행하고 있다.

Ÿ 2017년에 시행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는 여러 기관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감염 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결핵진료지침을 보게 되면 의료기관 종사

자와 교정시설과 관련된 내용 정도만 있을 뿐이다. 

Ÿ 예를 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호주와 영국 같은 경우 개발도상국

출신의 의료진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serial LTBI testing을 시행하여 positive conversion 이 확인이 되는 경우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결핵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만 치료를 권고하

고 있다. 

Ÿ 각 나라의 결핵의 유병률, 경제사회적 환경 등이 다르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과 관련된

일괄된 원칙을 각 나라마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WHO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잠복

결핵감염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겠다. 또한, 개정된 지침을 뒷받침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Ÿ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는 결핵 퇴치를 위한 주요 중재이다. 하지만, 무증상의 잠복

결핵감염자를 치료한다는 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치료 기간이 길고,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간독성의 위험 등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하고, 완
료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Ÿ 이번 사업에서는 잠복결핵감염이 진단이 된 후 약물 치료를 시작한 비율과 치료를 잘 완

료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Ÿ 잠복결핵감염이 진단된 총 136,234 명의 대상자 중 총 43,137명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하였다. 본 사업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율은 31.7% 이었다. 

Ÿ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한 대상자 중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인 332명을 제외한 42,805명
중 32,922명이 치료를 완료를 하였으며, 치료 완료율은 76.9%이고, 치료 중단율은 23.1%
이었다. 

Ÿ 우리나라에의 잠복결핵감염 관련 연구를 문헌 검색을 하면 대부분의 연구 주제 또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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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의 진단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며, 치료 완료율과 치료 중

단율을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Ÿ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3년에 집단시설 접촉자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접촉자검진의 자료

를 정리하였다(24). 이 연구에서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율과 치료 완료율이 각각

79.7%와 90.3% 이었다. 

Ÿ 우리나라 1개 대학병원에서는 2017년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된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자료
를 정리를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율과 치료 완료율은 각각

51.3%와 65.0% 이었다(25). 

Ÿ 류마티스질환/자가면역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항 TNF 알파 억제제 (anti-TNF blocker) 투
여하게 되면 활동성 결핵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제 투약 전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류마티스질환/자가면역질환 환자가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율과 치료 완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각각이 90% 이상으로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9).

Ÿ 이전 우리나라 연구와 비교를 하면 이번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사업’에서 잠복결핵

감염 치료 시작율과 치료 완료율은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잠복결핵감염 사업의 중장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료 시작율과 치료 완료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

요하겠으며, 그 첫 걸음으로 치료 미시작자와 치료 중단자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Ÿ 외국 문헌을 보면 'Cascade of Care' 모델을 잠복결핵감염에 적용을 해서, 진단부터 치료
가 완료될 때까지의 단계를 분류를 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30-31).

표53. 잠복결핵감염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단계 및 문제점

Initial 
identification

• Health authorities unable to contact (invalid addresses)
• Immigration examination is reason for consult (fear of
not being allowed entry into the country based on
tuberculosis status)

Testing of 
intended for 
screening

• Health-care workers hired before pre-employment TST mandated
• Not off ered TST by health-care worker or physician due to:
• medical contraindications (ie, previous treatment for
latent or active tuberculosis, skin conditions, or recent
measles injection)
• language barriers
• No interest in being tested
• Self-perceived low risk of tuberculosis infection (had not
been in contact with tuberculosi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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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ng 
screening and 
testing

• Did not perceive tuberculosis to be a serious disease26
• Health systems issues:
• hard to access the clinic or long wait times17,28,29
• does not like needles (for the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 stigma, mistrust, or unwillingness to visit tuberculosis
centre
• diffi culties with health insurance
• end of local health awareness campaigns
• Social situations impeding screening completion:
• language or cultural barriers
• feels too ill
• No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mandated post-exposure
testing

Referral for 
medical 
evaluation

• Older age (35 years of age or older)
• Low perceived risk of tuberculosis infection
• Less parental supervision for attending tuberculosis clinic
appointments (eg, high-school students)
• Termination of fi nancial compensation

Recommending 
treatment

• Low health-care worker knowledge about the need for
therapy for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Medically contraindicated (ie, previous treatment for
latent or active tuberculosis or elevation of liver
enzymes)
• Social situations impeding treatment:

• substance abuse
• recent release from jail or prison
• no transportation
• fear of deportation or immigration status

Starting 
treatment

• Refusal to start due to immigrant status
• Older age (35 years of age or older)
• Low perceived risk of active tuberculosis (for themselves
or their children)
• Poor linkages between the tuberculosis programme
and general health services (ie, delays between TST and
clinic visit)
• Not receiving a chest radiograph
• Previous latent tuberculosis treatment in their country of
origin
• HIV infection

Completing • Development of adverse eff ects after medication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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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잠복결핵감염의 cascade of care를 확인하는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을 보면, 7개의 단
계로 나누어 대상자가 참여를 안하게 되는 원인을 확인하였다. 첫 단계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할 대상자를 확인하고 시작을 해서, 다음 단계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

전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단계, 실제로 선별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는 단계, 
잠복결핵감염 확진 후 추가 의학적 평가를 받기 위해 의뢰가 되는 단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를 완료하는 단계까지 세분화를 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추적 관찰이 안되는 요인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Ÿ 본 연구에서는 치료 미실자와 치료 중단자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시

행하였다. 치료 미실자의 위험 요인은 남성, 고령, 고1, 고소득자였으며, 치료 중단자의

위험 요인은 남성, 9개월 단독요법 시행자, 고소득자였다. 

Ÿ 보건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부작용 여부와 중단의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총 3477명의 치료 중단자에서 치료 중단 사유를 확인하였으며, 가장 많은

중단 사유는 40.5%에서 부작용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3.4%에서 비협조, 14.6%
에서 연락두절이었다. 

Ÿ 총 17847명의 보건소 방문자 중 6.8%에서 약제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다. 가장 흔한 부작
용은 간독성으로 전체 부작용의 33.3%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알러지 또는 피부부작요이
26.8%와 22.9%이었다. 

Ÿ 향후 치료 중단율 줄이기 위해서는 부작용의 적적한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다변량 분석

에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된 군에서 치료 중단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Ÿ 결핵진료지침에는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로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을 권고하고 있으

나, 리팜핀 4개월 요법 및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요법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사업에서 치료 약제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치료 요법은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요법이었다. 

treatment

hepatotoxicity, neurological, psychiatric, or gastrointestinal
symptoms)
• Long duration of treatment course
• Health systems issues:
• mistrust of the health-care system
• patient did not know when to come back for
treatment refi lls
• physicians did not consider adherence to therapy to be
part of their responsibility
• Treated elsewhere
• Social situations impeding treatment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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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확인하여 민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의

처방 약제를 확인하였다. 초 치료 약제로 80%에서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요법으로

시작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리팜핀 4개월 요법과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이었다. 치료
완료율도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요법이 78.4%로 가장 높았다. 

Ÿ 우리나라의 1개 대학병원에서 확인한 잠복결핵감염의 초 치료 약제 선택에서도 50%에서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요법으로 시작을 하였다(32).

Ÿ 최근 리팜핀 4개월 요법과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을 비교하는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있었으며, 활동성 결핵을 예방하는데 리팜핀 4개월 요법이 이소니아지

드 9개월 요법과 비교하여 비열등함을 확인하였다(33).

Ÿ 본 연구와 같이 리팜핀 4개월 요법 또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의 높은 치료

성공률과 최근 연구와 같이 리팜핀 4개월 요법의 동등한 효과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5.5 코호트 추적 관찰 및 활동성 결핵의 발생률

본 연구는 TBNET이라는 국가 결핵 신고 체계를 통하여 활동성 결핵 발생 여부에 대한 수

동적인 추적관찰이 이루어지는 코호트 연구로 연구의 특성 상 중도 탈락이 매우 적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2016년부터 결핵 관련 치료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시작하면

서 결핵 관련된 보험 청구 자료의 정확성이 제고되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TBNET과 보험청구자료라는 이중 망을 통하여 활동성 결핵 발생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총 90만 578명을 평균 1.24년 추적관찰하였을 때 발생한 결핵 신환자 수는 총

508명이었고 IGRA 검사를 시행한 사람 중에서 발생한 신환자 수는 총 496명이었다. 신환자
중에서 30일 이내에 활동성 결핵이 발생한 환자는 유병률로 계산하였고 이들을 제외하고 추
적관찰하였을 때 30일 이후부터 활동성 결핵이 발생한 환자는 발생률로 계산하였다. 30일이
라는 기준은 잠복결핵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되는 정확한 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다소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비슷한 영국의 UK-PREDICT 연구에서 유병률과 발생률을 나누는

기준을 21일로 나누는 점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이다(34).  집단 검진 시 잠복결핵의 유병률

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서 0.020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위에서 정의한 유병율의

정의와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접근성이 우수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검진 후 양성으로 통보를 받은 후 조기에 병원에 방문하여 활동성 결핵을 감별하기 위

한 흉부 X선 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 1달 이내에 활동성 결핵으

로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본 코호트 연구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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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는데 (10대 26.18%, 20대 18.31%) 이는 젊은 연령 층에서 한번 결핵균에 감염이 되면 실
제로 결핵으로 진행하는 위험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35). 반대
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 결핵 신환자 분포를 고려할 때 고령층의 결핵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적었다. 이는 고령 환자에서 결핵의 발병 기전이 면역력을 저하시

키는 동반 질환에 기인하며 본 검진은 직장에 기반한 검진이라 고령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동반질환이 적어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다. 실제로 결핵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다양한 동반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당뇨 외에는 다른 동반 질환의 빈도가 높지 않았

다.     
결핵 신환자의 결핵 배양 양성률은 37.66%로 이는 WHO에서 추정하는 2016년 국내 폐결핵
의 배양 양성률 68%에 비하면 유의하게 낮은 편이다(36). 비록 개별 환자의 영상의학 검사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는 마치 암검진을 통해 암이 조기에 발견되듯 검진을 통해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결핵이 조기에 발견되면서 배양 양성률이 떨어지는 일종의 ‘검진 효

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는 추후 개별 병원 자료를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활동성 결핵이 조기에 발견되면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다. 한편 보고된

약제 감수성 결과에서 내성 결핵의 비율은 우리나라 내성 결핵 현황과 비교 시 낮은 편이었

는데 WHO 지침에서 선행 관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잠복결핵 치료와 결핵균의 내성 획득

내성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37). 하지만 아직 추적
관찰 기간이 길지 않아 좀 더 충분한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다.   
본 코호트를 통하여 IGRA 음성자와 양성자를 비교하여 IGRA의 활동성 결핵 발생 예측력을

추정할 수 있었다. IGRA 음성자 대비 치료하지 않은 IGRA 양성자의 결핵 발생 hazard ratio
는 21.107이었으며 최근 감염의 경우에는 64.37로 더 높았다. UK PEREDICT 연구에서 IGRA 
음성자 대비 양성자의 incidence rate ratio가 5.4(3.4-8.5)인 것과 비교 시 비교적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median 2.9년 추적관찰한 UK PREDICT 연구와 비교 시 본 연구에서
는 추적관찰 기간이 median 1.25년으로 비교적 짧고 코호트에 등록된 대상도 UK PREDICT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접촉자, 이민자)을 대상으로 했던 점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 검
진을 시행했다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UK PREDICT 연구를 비롯한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가 아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시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UK PREDICT 연구가 IGRA 양성자의 결핵 발생률이 1000 
Person-year 당 10.1인 점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IGRA 양성자의 결핵 발생률이 1000 
Person-year 당 0.22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집단 검진은 세계적
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핵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고 비용-편
익 분석을 통해 효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잠복결핵 치료의 효용성을 병원 기반 코호트가 아닌 인구집단 코호트에서

증명한 첫 국내 자료가 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 시 활동성 결핵의 발

생률이 약 1/7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다수의 환자들이 3HR 요법을 시행하였다.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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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의 효용성이 입증된 1960년대 이래로 인구집단에 근거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
는 대부분 이소니아지드 단독 요법에 대한 보고였고(38-41) 리팜핀 단독요법이나 리팜핀-이
소니아지드 병합 요법에 대한 근거는 이소니아지드와의 비교를 통한 단기간의 임상시험이

대부분이었다(42-43). 본 코호트를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하여 3HR 요법의 인구집단에서 장기
적인 결핵 예방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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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잠복결핵집단검진 결과의 중장기 코호트 운영 제안

① 집단검진자의 잠복결핵 역학적 특성 파악

집단종류

1) 고1
- 잠복결핵감염률: 매우 낮음.
- 결핵균 노출 시기: 최근 감염

- 집단의 특성

 : 동일 연령 집단으로 연령대비 가장 높은 검진을 시행한 검진대상자로 동시에 동일 연령

집단의 특성을 대변하는 코호트 집단임.
 : 역학적으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집단내무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감염자의 대부분은 최근 감염자로 추정되며, 매우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특정 지역이 산별적으로 감염될 것으로 추정됨

2) 병무철 신검 대상자

- 잠복결핵감염률: 매우 낮음

- 결핵균 노출 시기: 최근 감염

- 집단의 특성

 : 고1과 같이 동일 연령 집단에서 매우 높은 검진수행을 하여 동일 연령대의 집단의 특성

을 대변하는 코호트 집단으로 남성 집단을 대변함.
 : 역학적으로 집단생활 중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 시기로 집단 시설내 감염력이 매우

높아 감염자의 대부분은 최근 감염자로 추정됨.

3)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초,중,고 교직원

- 잠복결핵감염률: 30대 이하 젊은 연령증내에서 집단시설 종사자중 가장 낮은 잠복결핵감

염률을 보임

- 결핵균 노출 시기: 다양함
- 집단의 특성

 : 검진 목적이 검진대상자의 감염률이 낮으나 집단시설로 감염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한 검

진임.

4) 병.의원 종사자

- 잠복결핵감염률: 연령별로 다양함.
- 결핵균 노출: 전연령에 걸쳐 활동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최근 노출력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과거 감염과 최근 감염이 혼재되어 있음

- 집단의 특성

 : 종사자의 직종, 업무분야에 따라 결핵노출 위험도가 높은 집단과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집단이 혼재되어 있음

 : 종사자의 감염력 조기 발견의 목적은 감염력이 취약한 환자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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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후조리원
 - 잠복결핵감염률: 비교적 전연령에 걸쳐 높은 감염률을 보임

 - 결핵균 노출: 전염원에 노출이 거의 없어 과거 결핵감염이나 외부의 새로운 감염이 원인
으로 고려됨

- 집단의 특성

 : 결핵의 노출위험이 매우 낮은 집단이나 예상보다 높은 잠복결핵감염률을 보임.
 : 검진의 목적은 취약한 신생아 및 산모를 감염으로부터 조기 예방하고자 함.
 : 감염원은 집단시설 내부보다 외부요인 즉, 가정,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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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호트 핵심질문 선정

- 질문: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는 활동성 결핵 발생률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 대상집단: 집단시설(병무청, 학교시설, 복지시설, 병원 종사자, 교정시설, 산후조리원 등)
- 측정 및 평가 시점: 2017년 검진 시행자의 검사 후 1년, 2년, 5년, 10년 후 활동성 결핵

발생률을 측정하여,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③ 코호트 분석의 단기, 중.장기 목적

단기목표

1년-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률, 활동성 결핵유병율 조사

1)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률: 
의미: 측정 시점의 잠복결핵유병률을 측정하여, 현시점의 감염상태를 반영함. 
국가 정책 반영: 다양한 위험인자(소득, 성별, 지역, 집단별 등)에 따른 측정 시점의 잠복결

핵 감염률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률 현황 및 변화를 모니터링함.
2) 집단시설 활동성결핵유병률:
의미: 측정 시점의 활동성 결핵감염상태를 측정하며, 집단 시설의 활동성 감염 상태을 반영

함

국가 정책 반영: 다양한 위험인자(소득, 성별, 지역, 집단별 등)에 따라 측정 시점의 활동성

결핵 감염률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성 결핵의 조기 발견 및 관리 현황을 주기적 으로 모니터

링함.
  

2/3년- 집단시설 활동성 결핵 발생율 및 잠복결핵감염 발생률 조사

1) 활동성 결핵 발생율(1/2-year)
의미: 잠복결핵감염자의 1년 치료 효과 평가,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는 경우

약 50%가 2년이내 발생하며, 2년 이내 발생자의 약 80% 정도가 1년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즉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집단 및 시기로 평가

됨.
최근 감염된 집단이나 환자 혹은 면역저하등으로 재활성화 되는 집단을 발굴하는 효과를 갖

음.
국가 정책 반영: 집단별, 위험요소(성별, 연령, 소득, 지역별 등)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및 치

료의 1/2년 효과를 평가 가능 (최단기 효과 집단 발굴)

2) 잠복결핵감염 발생율(1/2-year)
의미: 활동성 결핵 발생이전 단계로 집단별에서 활동성결핵으로부터 새롭게 감염되는 환자

비율을 제공함. 국가는 잠복결핵감염 발생율 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국가정책반영: 새롭게 잠복결핵감염 발생이 증가하는 집단은 지속적인 활동성 결핵에 노출

집단으로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접촉자 조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책개발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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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목표

5년- 고1 남학생의 활동성 결핵발생율 조사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의 중기 효과 측정

1) 활동성 결핵 발생율(5-year)
의미: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효과의 5년 효과를 측정함. 최근 감염자와 더블어 숙주 면연

기능 감소에 따른 잠복결핵의 활동성 결핵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당뇨, 연령, 면역억제제
등)에 대한 평가 가능.
50대~60대 잠복결핵 감염자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잠복결핵치료에 대한 중기

효과를 설명함.
노인 결핵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중년 성인의 잠복결핵치료 효과를 평가 가능.
고1 검진자 중 병무청 검진을 통한 재검진을 통해 특정 연령 집단의 활동성 결핵발생율 감

소를 측정하여, 해당 기간 고1 연령 집단의 활동성 결핵 발생율 감소 효과를 측정가능.

국가정책반영: 중.장년 및 노인환자의 활동성 결핵 발생의 감소를 위한 잠복결핵치료 효과

분석을 위한 핵심 평가 항목.
적용: 
65세, 60세, 55세, 50세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하여, 노인 결핵환자 발

생을 위한 적정연령제시 혹은 동반질환에 따른 적정 검진연령 제시 가능함.
적용: 
고1(단일군) 5년 추적 후 중재 효과 분석- 고1의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 효과의 5년 효과 분
석

장기목표

10년-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의 중장기 효과 분석(중장년 및 젊은 층의 잠복결핵 중장기 효
과)

1) 활동성 결핵 발생율(10-years)
의미: 젊은 층- 젊은 층에서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가 활동성 결핵 발생 예방에 미치는 중장
기 효과를 분석, 예 잠복결핵치료는 젊은 층에서 약 10여년 효과가 있음.

중장년 층-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성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치
료 부작용이 적고 수용성이 좋은 중장년(40~50대)의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가 65세 노인 활
동성 결핵의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는 지를 보여줌.

국가정책 반영: 노인 결핵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최적화된 연령 및 위험질환 동반 인자를

발굴하여, 노인 결핵치료 예방을 위한 국가 검진 프로그램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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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호트 구성

1) 코호트 핵심목표: 활동성 결핵 발생율 측정

2) 코호트 중재 기술 및 측정법

잠복결핶검사방법: Interferon gammar release asssay(Quatiferon TB Gold) or TST 
(tuberculin skin test), 주로 IGRA 검사방법이 사용됨

집단별 검진 수행율: 국가 검진 사업의 대상 집단 중에 실제 잠복결핵검사 시행자 수

잠복결핵양성율: 잠복결핵검사 시행자 중 양성 결과자 수

잠복결핵검진 및 결과 통보: 외부 검진 업체 선정을 통해 집단에 방문하여 검진 후 결과 통

보

잠복결핵치료 시작률: 잠복결핵양성자 중 잠복결핵치료 시작자 수

잠복결핵치료 중단율: 잠복결핵 치료시작자 중 잠복결핵 치료 중단자 수

잠복결핵치료 완료율: 잠복결핵 치료 시작자 중 잠복결핵치료를 기간내에 완료한 시작자 수

잠복결핵치료 전략: 잠복결핵검진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및 해당 지자체 및 집단시설에 결과

를 통보하여, 잠복결핵양성자 교육 및 양성자를 치료 자발적 유도

3) 코호트 핵심 지표 및 측정 방법

핵심지표 측정법

A. LTBI 유병율; KCDC로부터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자 결과를 받아 유병율 측정

B. 활동성 결핵 유병율; 잠복결핵검진(IGAR)일 4주 이내에 활동성 결핵으로 TBnet에 신고가
확인된 검진자 수.
활동성 결핵환자의 측정- TBnet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활동성 결핵의 조작정 정의
에 따라서 측정함.
C. 활동성 결핵 발생율: 집단검진자 중 활동성 결핵으로 TBnet에 신고된 환자 수

D. 잠복결핵감염 발생율: 잠복결핵 검진자중 잠복결핵음성에서 잠복결핵양성으로 전환된 검
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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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Outcome(A~D)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측정법

R1: Recent exposure: 잠복결핵검진 후 활동성 결핵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측정- KCDC의 밀접 접촉자 명단 및 검사 결과

R2: 잠복결핵치료 유무 및 약제 종류: 잠복결핵검진 후 잠복결핵치료를 시행한 경우

측정-건강보험심사평원(HIRA)에서 잠복결핵치료를 받은 환자의 청구자료 확인(민간병원) 및
보건소에서 잠복결핵치료를 받은 환자의 자료 확인(KCDC).
HIRA 자료의 민감도 및 특이도는 약 97%, 93%로 측정됨

R3: 활동성 결핵 진행요인으로 알려진 동반질환 유무 및 개수: HIRA 자료를 통해 동반질환
목록 및 개수를 측정

세부 집단 구분

a. 잠복결핵검진 수행 집단: 의료기관 종사자, 병무청 신검 대상장, 교육기관 종사자, 산후
조리원 종사자, 교정시절 수용자, 복지시설 종사자 등

b. 성별: 남성 및 여성

c. 소득별: 건강보험심사평원원 소득 순위 20구간을 5구간씩 4 구간으로 구별하여 저소득, 
중저소득, 중고소득, 고소득으로 4개로 구별

d. 연령별: 10세 구간으로 구별

e. 지역별: 전국 지자체별로 구별

f. 잠복결핵치료약제별: 9H,3HR, 4R
g. 잠복결핵치료 유무

h. IGRA titer별
I. 활동성 결핵 노출 위험도별: 활동성 결핵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군. 잠복결핵검진자 중 추

적도중 활동성 결핵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j. 동반질환 유무 및 개수: 활동성결핵진행 위험인자로 알려진 요인을 갖거나, 그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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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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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집단 검진 분석 및 코호트 분석 모델

검진 시기별 등록 및 분석 시점

검진시기별 분석방법

2017년 검진자 분석방법

2018년 등록(Registration) 후 잠복결핵감염 유병률, 활동성 결핵 유병율 분석2019년 1년 outcome분석, 즉 활동성 및 잠복결핵 발생율 분석2020년 2년 outcome분석, 즉 활동성 및 잠복결핵 발생율 분석2023년 5년 outcome분석, 즉 활동성 및 잠복결핵 발생율 분석

2018년 검진자 분석방법

2019년 등록(Registration) 후 잠복결핵감염 유병률, 활동성 결핵 유병율 분석2020년 1년 outcome분석, 즉 활동성 및 잠복결핵 발생율 분석2021년 2년 outcome분석, 즉 활동성 및 잠복결핵 발생율 분석2024년 5년 outcome분석, 즉 활동성 및 잠복결핵 발생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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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코호트 자료연계 방안 및 제언

□ 코호트 자료연계

○ 질병관리본부 자료의 특성

-동일 서버내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의 특성 DB, 치료 내역에 대한 DB가 분리되어 있음.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저장 서버 특성상 중복제거 처리가 필요함

-년도별 업데이트 내용을 추가 하여 건강보험공단자료 병합시 활용 필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성

-월단위로 청구 내용이 업데이트됨

-데이터 저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진료에 대한 특성 등은 조작적 정의에 합당

한 소견을 기본으로 사용

-년도별 업데이트 내용을 추가하여 코호트 자료 연계자료 활용 필요

○ 자료 연계방안의 flow 및 방법

- 코호트 기존 특성

· (건강보험공단) 2017년 LTBI 검진 시점 이전 정보: 사회인구학적 특성, 과거질병력 및 약
물력, 수술력 등 객관적 자료 추출 후 구성

· (질병관리본부) 2017년 LTBI 검진 당시 정보: 참여시점 연령, 성별, 대상집단시설 분류, 
과거질병력, 결핵치료력 등 자료 추출 후 구성

-결과자료 취합 전략

· (질병관리본부 & 건강보험공단) 결핵 치료력, LTBI 치료력 수집 및 duel check
· (건강보험공단) LTBI 및 결핵약물 투여기간, 약제 종류, 재발여부 전수 check

○ 향후 코호트 대상자 확대 전략 및 기존자료 병합 고려사항

- (건강보험공단) 2018년 7월 31일 이후 건강보험공단 DB 자료 업데이트 후, 기존자료와
matching
- (질병관리본부) 2018년 1월 01일 이후 건강보험공단 DB 자료 업데이트 후, 기존자료와
matching
- 고려사항
· 1년 주기로 업데이트하여, 매년 9월 말-10월 중부터 결과 분석 후 최종 결과물 평가

· 매년 연구 시작시점을 질병관리본부 자료 추출시기(1개월),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및

매칭시기(1.5개월)을 고려한 행정시기 확인 필요

- SAS 기반 DB 업데이트 프로토콜

- 질병관리본부 LTBI데이터 SAS 파일-> 자료 특성 재처리 -> 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공
단 master table 결합
- 건강보험공단 진료데이터 SAS 파일-> 관심결과 조작적 정의 추출 -> 질병관리본부-건
강보험공단 master table 결합
- 2018년 구축한 SAS syntax 기반 자동추출 프로세스 활용: 동일형식의 업데이트된 자료
추출

※SAS 자동추출 프로세스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반출 서비스로 개발자료 첨부 예정, 
※SAS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2018년도 자료 추출시 최종본 완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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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LTBI 코호트자료 연계 및 코호트자료 업데이트 전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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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6.1  연구성과
정책연구용역

사업명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및 코호트 구성 방안

책임연구원 성명 / 소속 / 전공 : 김주상/가톨릭대학교/내과학(호흡기)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

국외

SCI

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The long-term effect(result) of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screening & treatment at congregated setting(TB Free Corea)

일반연제

발표
 김주상

제 126차
추계학술대

회

2018.11.
08. 국내

2

Treatment initiation and completion rate - TB FREE COREA study(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scREEning & treatment at COngREgAte settings)

일반연제

발표
 민진수

제 126차
추계학술대

회

2018.11.
08. 국내

3

Prognostic value of interferon-γ level among the LTBI patients who were diagnosed in screening program in congregate settings

일반연제

발표
 김형우

제 126차
추계학술대

회

2018.11.
08. 국내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제안 및 활용



- 140 -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사 기타

 6.2  활용계획(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책연구용역사업명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및 코호트 구성 방안
책임연구원 김주상 / 가톨릭대학교 / 내과학(호흡기내과)
부서/ 과제담당관

활용구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기타 성과

  가. 정책 반영 및 정책 참조

  나.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다.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

국외

SCI

여부
1
2

  라.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2



- 141 -

  마.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바.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사.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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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
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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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외부자문단 운영 : 국외 출장 → 국내로 초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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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9.1 연구비 사용 내역(작성일까지 사용내역 작성)
비목

구분
금액(원) 구성비 비고

ㅇ 인 건 비 소 계 35,826,012 56%
책 임 연 구 원 (총 1 명)

연 구 원 (총 8 명)

연 구 보 조 원 (총 1 명)

보 조 원 (총 0 명)

5,676,012

28,800,000

1,350,000

0

9%

45%

2%

0%
ㅇ 경 비 소 계 12,965,730 26%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1,365,147

0

8,364,521

0

2,513,585

353,637

2,840

366,000

3%

2%

14%

5%

1%

0%

1%
연 구 활 동 비 ( 5 )% 2,850,309 4%
일 반 관 리 비 ( 6 )% 0 5%
부 가 가 치 세 ( )% 0 9%
ㅇ 계 51,642,0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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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구분담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분담 내용

인건비

지급

여부

참여율

(%)

책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김주상 남 연구 총괄 관리 예 15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명준표 남

자료분석, 코호트
모델생성, 심평원자료

분석

예 10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

조교수
김형우 남

문헌검색 및 통계분석, 
연구설계

예 15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임상

조교수
민진수 남

문헌검색 및 통계분석, 
연구설계

예 10

연구원 인제대학교 조교수 구현경 남 문헌검색 및 통계분석 예 10

연구원 단국대학교 교수 박재석 남

검진결과 자료 분석,

코호트 모델 운영 및

지표 제시

예 5

연구원 인제대학교 교수 이성순 남

검진결과 분석, 코호트

모델 운영 및

지료제시

예 5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임현우 남

자료분석, 코호트
모델생성, 심평원자료

분석

예 5

연구원 국군수도병원 연구원 임정욱 남 문헌검색 및 연구설계 아니오 10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선임연

구원
이연희 여 심평원자료 분석 예 10

연구보조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호사 공화남 여

통계와 임상자료 연계,

자료 처리
예 5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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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첨부서류

   ◦ 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

(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