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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감염 관리대상으로 고등학생 선정에 대한 이견
배종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An Opposing view on Including High School Students in a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Control Program in Korea
Jong-Myon Ba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ool of Medicine, Jejudo, Korea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KCDC) has announced a control program against latent Mycobactrium 
tuberculosis infection (LTBI), for a “TB-safe country” this year with the goal of a “TB-free Korea” by 2025. The program includes high 
school students as one target group; however, some school health teachers and parents have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is. 
The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elines do not recommend inclusion of asymptomatic high school students in 
LTBI control programs. Based on this guideline, the KCDC should consider excluding this population from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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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병관리본부는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결핵안심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위해서 병역판정검

사 대상자 34만 명, 의료기관 및 어린이 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

만 명과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 전국 고교 1학년 및 교직원 47만 
명, 교정시설 재소자 4만 명,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

자 64만 명에 대하여 잠복결핵감염(latent Mycobacterium tuber-
culosis infection, 이하 LTBI) 여부를 검사하고, 양성자에게는 항
결핵제를 예방 투여한다는 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하기로 공고
하였다[1]. 이는 그동안 활동성 결핵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입장

에서 결핵 예방으로 한 발짝 앞서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

된다[2]. 
이런 사업 발표에 대하여 2017년 3월 20일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은 사업대상자 중 전국 고교 1학년 재학생을 LTBI 검사의 대
상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였다[3]. 이는 국가 보건사

업을 수행하는 시도 당국 담당자들, 학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의 보건교사들, 또한 고 1학생을 둔 학부모 간에 혼란과 갈등

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자는 이런 갈등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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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결핵안심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생을 포함한 잠복결핵감염 검사사업을 2017년 추진하기로 공고하였다. 그

러나 2015년에 발표된 WHO 지침에 따르면 해당 대상자들은 검사대상자로 제시되어 있지않다. 근거중심의 보건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업 

대상 선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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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심은 LTBI 검사 자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사업 대상으로 고교 1학년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
라 LTBI 관리에 관련하여 가장 최선의 지침(guideline)을 살펴보

면서, 한국인에서 LTBI 검사 대상자 선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알
아보는 것이 본 원고의 목적이다. 

본 론

LTBI 관리에 대한 핵심자료로는 공신력을 가진 주체가 과학적 
설득력이 높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장 최신에 발표한 것이다

[4].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LTBI 관리에 대한 14개 주제를 산정하고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을 수행하여 2015년에 지침을 제
시한 것이다[5].
이 지침들 중에서 LTBI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3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Table 1). 첫째 LTBI 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는 
대상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
rus, HIV) 감염자, 활동성 폐결핵 환자와 접촉한 소아와 성인, 항 
TNF-alpha 제제 투여자, 투석환자, 장기 혹은 골수 이식 예정자, 
규폐증 환자들이다. 둘째, LTBI 관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대
상으로 교정시설 재소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민온 자, 노숙자, 불법약물 복용자이다. 셋째, LTBI 관
리를 권유하지 않는 대상으로 당뇨환자, 고 음주자, 흡연자, 저체

중자이다. 
이상의 WHO 지침을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사업대상자들에 

적용해 볼 때, 전국 고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대상

자는 Table 1의 3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LTBI 관

리 대상으로 고교 1학년생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보건교육포럼의 
문제 제기와 학부모의 우려는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학부모

로부터 LTBI 관리 대상이 될 것을 사전에 수락을 받은 대상만 정
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학부모 및 학생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알려준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안내문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6]. 
그리고 WHO 지침상 교정시설 재소자가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숙식을 같이 하는 집단생활자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
국의 상황에서 군복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를 
LTBI 관리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또한 
WHO 지침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포함된 것은 이들의 접촉 
대상자들이 주로 면역이 약한 환자란 점을 감안할 때, 결핵감염에 
취약한 소아 및 청소년과 같이 생활하는 초중고 교원들을 LTBI 
관리 사업에 포함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한국의 상황상 설득력

이 있겠다.
한편 보건교육포럼[3]이 주장하는 내용 중 ‘독성과 부작용이 강

한 결핵약’이란 문구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WHO 
지침[5]에는 임상 증상없이 간효소치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있
지만,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며 대부분 미약 (minor)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전에 간질환이 있거나, 음주습관이 있는 자, 혹은 35
세 이상인 대상자들은 투약 전에 간기능 검사를 해 놓아서, 투약 
후 간기능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작

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업 대상은 고교 1학년생 보다는, 40세 생
애주기 검진 대상자가 된다. 

결론 및 제언

WHO 지침에 따르면, 한국인에 있어 LTBI 관리에 반드시 포함

해야 할 대상자들은 이미 의료기관에서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검
사 및 치료를 하고 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주된 대상은 WHO 지침에서 LTBI 관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고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

년, 40세 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

하다고 본다. 대신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같은 학급 내 학우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될 경우는 학급생 모두는 WHO 지침에 따
라 LTBI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양성자에 대하여는 투약을 하는 
것이 근거기반의 보건정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정 시설 재소자 같이 WHO 지침

에서 LTBI 관리로 고려할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양성

자 중에서 투약을 거부한 군을 추적 조사하여 한국인에 있어 LTBI
의 자연사(natural history)를 정립하고, 투약을 한 군을 대상으로 
LTBI의 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연구(cost-effectiveness study)
를 수행하기를 제언한다. 또한 WHO 지침에는 없지만 한국의 상

Table 1. Target participants in screening and treatment of latent tuber-
culosis infection*

Should be 
performed

- People living with HIV
- Adults and child contacts of pulmonary TB cases
- Persons initiating anti-TNF-alpha treatment
- Persons receiving dialysis
- Persons preparing for organ or hematological 

transplantation
- Persons with silicosis

Should be 
considered

- Prisoners
- Healthcare workers
- Immigrants from high TB burden countries
- Homeless persons
- Illicit drug users

Not recom-
mended 

- People with diabetes
- People with harmful alcohol use
- Tobacco smokers
- Underweight people unless they are already 

included in the above recommendations

*Adapted from Getahun et al.,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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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LTBI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전
국 교원들에 대하여 LTBI 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
련할 역학 연구도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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