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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내 병원 근무 종사자에서 투베르쿨린 검사와  

전혈 인터페론 검사를 이용한 잠복결핵의 진단 

 

< 지도교수 김세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경종  

 

 

연구 목적: 병원 근무 종사자들의 잠복 결핵은 지역사회의 결핵 

유병율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투베르쿨린 검사에 더하여 전혈 

인터페론 검사를 이용하여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여부에 따라서 

잠복결핵의 유병율을 확인하고 두 검사간의 일치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중인 총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참여자는 결핵 노출 정도에 

따라 빈번한 노출이 예상되는 고위험 집단 (n=35) 과 결핵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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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거의 없는 저위험 집단 (n=37) 으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투베르쿨린 검사와 QuantiFERON-TB Gold In-Tube(QFT-GIT)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투베르쿨린 검사에서는 고위험 집단에서는 42.9%, 저위험 

집단에서는 34%에서 각각 양성 반응을 보였다. QFT-GIT에서는 각각 

40%와 10.6% 의 양성 비율을 보여서 고위험 집단에서 더 높은 

잠복결핵의 유병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전혈 인터페론 검사 방법이 투베르쿨린 검사보다 더 정밀하게 

잠복결핵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국내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진단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핵심되는 말: 잠복결핵, 투베르쿨린 검사, 전혈 인터페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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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근무 종사자에서 투베르쿨린 검사와  

전혈 인터페론 검사를 이용한 잠복결핵의 진단 

 

<지도교수 김세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경 종 

 

Ⅰ. 서론 

 

병원 근무 종사자들은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들과 빈번히 접촉하게 되므로 

직업적으로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결핵균에 

감염된 빈도가 일반인구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1
. 여러 연구에서 

조사한 유병율을 보면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결핵의 유병율이 

일반인구에서의 결핵 감염보다 높음을 보여주었다2-4
. 국내에서 결핵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구에 비하여 결핵이 발생할 위험이 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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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5
. 이외에도 병원내에서의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시도를 하였으며, 미국 질병관리본부 및 WHO 산하의 결핵 예방 단체는 

병원내에서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다6, 7
. 

이러한 시도들은 1990년대 들어서 결핵에 유병율이 낮은 국가에서 대규모의 

병원내 결핵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더욱 강화되어졌다8-10
. 

결핵 유병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결핵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1차적인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에 더하여, 

기존에 감염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투베르쿨린 검사를 이용하여 찾아내어 

이들을 치료함으로써 국가적인 결핵의 발생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시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베르쿨린 검사는 여러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결핵 항산균 감염이 되었거나 비씨지 접종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양성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반복적인 투베르쿨린 검사에 booster 효과가 발생하며, 

판독자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11-13
. Whole blood interferon-γ 

release assays (IGRA)는 이와 같은 투베르쿨린의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미국 질병관리 본부는 투베르쿨린 검사와 IGRA를 상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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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7
.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율이 세계에서 중간 정도에 속하는 국가이며 (70-

90/100,000 per year) , 결핵 환자들과 빈번히 접촉하는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결핵의 발생율은 일반인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14
. 

그러나 국내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에 따른 

잠복결핵의 유병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에 의하면, 새로이 고용된 간호사들이 1년간 근무후 결핵에 감염되는 

비율은 투베르쿨린 검사와 IGR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을때 약 3% 정도로 

보고되었다15
. 본 연구에서는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도에 따라서 병원 근무 

종사자들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투베르쿨린 검사와 IGRA를 이용하여 

잠복결핵의 유병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2가지 검사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비씨지 접종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내에서 잠복결핵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IGRA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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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 근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면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브란스 병원은 1년에 약 400명 가량의 결핵 환자를 치료 하고 있는 

병원으로 이들 중 30-35%가 도말 양성 폐결핵으로 진단된 환자들이었다. 

국내 일반 인구에서 객담 도말 양성 결핵의 유병율은 2007년도 조사에 

의하면 10만명당 32명이며, 대략 1년에 0.19% 정도의 감염 위험율이  보고 

되고 있다. 연구 대상은 환자들과 접촉이 잦은 병원 근무 종사자들, 특히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대상자들은 활동성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에 따라 2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간호사들은 활동성 결핵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2집단으로 나뉘어 졌으며, 고위험군 집단(Group 1)은 결핵 

관련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결핵 환자들과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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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군 집단(Group 2)은 이전부터 활동성 결핵 환자들과 한번도 접촉한 

적인 없이 오직 소아과 병동에서만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활동성 결핵이나 이전 결핵을 앓은 흔적을 배제하기 

위하여 흉부 X선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연령이 20대 이거나 투베르쿨린에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 경우, 비정상적인 흉부 X선 소견이 보이는 경우, 

이전에 활동성 폐결핵을 앓은 경우 등은 제외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이전에 비씨지를 접종 받은 과거력, 

다양한 동반 질환 유무 및 가족 중에 활동성 결핵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01명의 해당 연구 대상자들이 참여 하였으나, 이들 중 4명은 임신, 

4명은 이전에 결핵을 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었고, 다른 11명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총 82명중 35명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하였고, 47명은 저위험군 집단에 

소속되어 투베르쿨린 검사와 IGRA를 시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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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투베르쿨린 검사는 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2 TU을 피내에 주사하는 

Mantoux법을 이용하였으며16
, 검사 후 48~72시간 사이에 경결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경결의 크기가 10 mm이상일 경우 피부반응검사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3. QuantiFERON-TB Gold In-Tube 

 

투베르쿨린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이 혈액으로 

QuantiFERON -TB Gold In-Tube (QFT-GIT) 검사를 시행하였다. 채취된 혈핵은 

빨리 3개의 진공 수집 튜브에 각각 1 ml씩 담겨져서 검사실로 보내졌다.  

환자의 전혈은 결핵균 특이 항원 (6 kDa early secretory antigenic target , 10 kDa 

culture filtrate antigen, and TB7.7), 양성 및 음성 대조항원과 반응시켰으며, 

16~24시간 동안 배양 후 생성되는 IFN-γ의 농도를 Enzyme-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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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sorbent assay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5일이내에 완료 되었으며, 측정된 혈장의 IFN-γ농도는 QFT-GIT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결과를 판정하였다.  

 

4. 통계분석 

 

자료의 대부분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위수, 사분위수로 

표시되었다. 범주형 변수들은 Pearson’s χ
2 
test 나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들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투베르쿨린 검사와 QuantiFERON-TB Gold In-Tube검사의 일치율은 kappa계수 

(κ > 0.75, 높은 일치율; κ < 4, 낮은 일치율; κ ≥ 0.4 and ≤ 0.75, 중등도 

일치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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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대상 

 

82명의 병원 근무 종사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 3명은 

기관지내시경 및 폐기능 검사실에서 근무 중 이었고, 나머지 79명은 병동 

간호사 및 외래 간호사들이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이었으며, 

이전에 비씨지 백신을 접종받은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28세 이었고,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51.5개월이었다. 

결핵에 대한 노출위험에 따라 고위험 (Group 1), 저위험 (Group 2)으로 

분류한 두 집단간에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결핵과 관련된 병동에서 근무하는 병원 근무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36개월이었다. 두 집단간에 투베르쿨린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핵과 

관련된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측정한 평균 interferon-γ 농도는 0.11 

IU/ml로 그렇지 않은 군의 평균 interferon-γ 농도인 0.00 IU/ml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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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을 보였다 (p = 0.008).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임상적인 특징들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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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ll 

participants 

(n = 82) 

Group 1 

High risk of 

exposure 

(n = 35) 

Group 2 

Low risk of 

exposure 

(n = 47) 

 

p 

value 

Age, median (range) 28 ( 22-53) 29 (22-52) 28( 23-53) 0.22 

Gender; female 82 (100%) 35 (100%) 47 (100%)  

BMI (median, IQR) 20.1  

(18.8-21.2) 

20.5  

(19.4-22.3) 

19.4  

(18.7-20.8) 

0.009 

Presence of BCG scar 82 (100%) 35 (100%) 47 (100%)  

Previous TB history 0 (0) 0 (0) 0 (0)  

History of direct contact 

with TB in family 

2 (2%) 0 (0) 2 (4%) 0.22 

Months served as  

 healthcare profession,  

median (range) 

51.5  

(0.25-276) 

51  

(0.25-276) 

52  

(3-216) 

0.45 

Months worked in  

TB related department, 

median (range) 

TST induration,mm,  

median (IQR)     

IFN-γ, IU/ml                

 

 

 

8(2-10) 

 

0.03 

36  

(0.25-192) 

 

8 (2-13) 

 

0.11 

0.00  

(0-0) 

 

7 (2-10) 

 

0.00 

<0.01 

 

 

0.49 

 

0.008 

Comorbidity 

 None 

 Present 

 

77 (94%) 

5 (6% ) 

 

32 (91%) 

3 (9%) 

 

45 (96%) 

2 (4%) 

 

 

BMI, body mass index; IQR, interquartile range; BCG, Bacille Calmette-

Guerin; TB, tuberculosis; HBsAg,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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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ST and QFT-GIT assay 결과 

 

잠복결핵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TST의 직경을 10 mm 이상으로 정의하였을 

경우, Group 1에서는 15명 (42.9%)이 양성의 결과를 보였으며, Group 2에서는 

16명 (34%)이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Group 1과 Group 2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 = 0.42). QFT-GIT 검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Group 1에서는 14명 (40.0%)이 양성 결과를 보인데 반하여 Group 

2에서는 단지 5명만이 양성 소견을 보여 상대적으로 Group 1이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잠복결핵이 많이 진단됨을 알 수 있었다 (p = 0.002; Table2). 

또한 Group 1내에서 TST와 QFT-GIT 검사의 양성 비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42.9% vs. 40.0%, respectively; p = 0.81), Group 

2에서는 TST의 양성 비율이 QFT-GIT 검사에 의한 양성비율보다 더 높아서 

두 검사 방법간에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34% vs. 10.6%; p = 0.006;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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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prevalence of latent TB infection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B exposure 

 

 

Assay 

Results 

All 

participants 

n = 82 (%) 

Group 1 

High risk of 

exposure 

(n = 35) 

Group 2 

Low risk of 

exposure 

(n = 47) 

p value 

TST    0.42 

 Positive 31(37.8) 15 (42.9) 16 (34.0)  

 Negative 51(62.2) 20 (57.1) 31 (66.0)  

QFT-GIT    0.002 

 Positive  19 (23.3) 14 (40.0) 5 (10.6)  

Negative 63 (76.8) 21 (60.0) 42 (89.4)  

TB, tuberculosis; TST, tuberculin skin test; QFT-GIT, QuantiFERON-TB Gold 

In-Tube. 

 

Figure 1. Prevalence of latent TB infection among healthcare workers according to 

exposure risk (TB, tuberculosis; TST, tuberculin skin test; QFT-IT, QuantiFERON- 

TB Gold In-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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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자들 중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입사한 병원 근무 기간이 짧은 대상자들을 제외한 후 다시 

TST와 QFT-GIT 검사의 양성율을 비교하였다. 총 11명이 제외 되었으며, 

Group 1 과 Group 2 에서 TST의 양성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0% vs 40%; P = 0.262), QFT-IT 검사에서는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6.6% vs 12.2%; P = 0.007; Figure 2). 

 

 

 

 

Figure 2. Prevalence of latent TB infecti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s  working  

more  than 6 months (TB, tuberculosis; TST, tuberculin skin test; QFT-IT, 

QuantiFERON-TB Gold In-Tube) 

Group 1 (n=30)       Group 2 (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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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sk factor for positive results in the TST and QFT-GIT assay 

 

Table 3에서는 TST나 IGRA 가 양성을 보인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잠복결핵의 위험 요인에 대한 odds ratio를 정리하였다.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QFT-GIT 검사가 양성일 경우, 이들에서의 유일한 위험 요인은 

결핵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한 기간이었다 (OR 1.03, 95% confidence interval, 

1.00-1.05; p = 0.031). 연령은 odds ratio of 1.15 (95% confidence interval, 0.99–

1.33)로 통계적인 유의값에 근사치인 p=0.056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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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to compare positive results from  

the TST and QFT- GIT assay with risk factors for latent TB infection 

 

 

Risk factor 

Positive TST result 
Positive QFT-GIT 

result 

OR (95%CI) p OR (95% CI) p 

Older age,  

per each additional year 

0.95  

(0.82–1.10) 
0.46 

1.15  

(0.99–1.33) 
0.05 

BMI 
0.99  

(0.74–1.31) 
0.92 

0.91  

(0.64–1.30) 
0.61 

Dur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  

per each additional month 

1.01  

(0.99–1.03) 
0.06 

0.99  

(0.98–1.01) 
0.29 

Dur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 in  

TB related department,  

per each additional month 

1.01  

(0.99–1.03) 
0.41 

1.03  

(1.00–1.05) 
0.03 

TB, tuberculosis; TST, tuberculin skin test; QFT-GIT, QuantiFERON-TB  

Gold In-Tube; BMI,body mass index 

 

4. Concordance between the TST and QFT-GIT assay  

Table 4에서는 각각의 Group간에 경결의 크기가 10 mm이상인 경우를 양성으

로 정의한 TST결과와 QFT-GIT 검사결과 사이에 일치율을 정리하였다. 10 

mm의 경결크기를 양성으로 정의하였을 경우 모든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치율 비교하였을 때 κ 값은 0.16 이었으며, Group 1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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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κ 값은 0.24, Group 2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κ 값은 0.03으로 모두 낮

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TST의 경결 직경이 15 mm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

로 정의 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ST와 QFT-GIT 검사간에 유의한 일

치율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4. Agreement between results from the TST with a 10-mm induration 

cutoff and the QFT-GIT assay 

 

 QFT-GIT + QFT-GIT – Total Kappa 

All participants 

  TST + 

  TST – 

  Total  

 

10 

9 

19 

 

21 

42 

63 

 

31 

51 

82 

0.16 

p = 0.13 

Group 1: high risk  

TST + 

TST –  

  Total 

 

8 

6 

14 

 

7 

14 

21 

 

15 

20 

35 

0.24 

p = 0.16 

Group 2: low risk  

TST+ 

  TST – 

  Total 

 

2 

3 

5 

 

14 

28 

42 

 

16 

31 

47 

0.03 

p = 0.77 

TST, tuberculin skin test; QFT-GIT, QuantiFERON-TB Gold In-Tube. 

 

추가적으로 결핵 노출 위험에 따른  각각의  그룹간 TST 경결의 크기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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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살펴보았으나 두 그룹간에 TST 크기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3).  

 

Figure 3. Distrubution of TST induration size according to the exposure risk  

 

Figure 4 는 TST의 경결 크기에 따른 interferon-γ의 농도를 도식한 것으로 

TST 경결의 크기가 커질수록 QFT-GIT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p = 0.03). 그러나 TST 경결의 크기로 세분하여 각각

의 크기에서 Interferon-γ의 값을 비교하였을 경우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p = 0.55). 또한 QFT-GIT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19명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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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ST 결과가 양성인 군과 음성인 군간에 Interferon-γ의 농도를 비교하였

으나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0.80 IU/ml vs 1.17 IU/ml, p = 0.25).  

 

 

Figure 4. Comparison of the TST and QFT-GIT results among healthcare workers.  

The TST induration size was associated with a high rate of positivity on the QFT- 

GIT  (p = 0.03).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terferon-

γlevels by the TST category  (Kruskal–Wallis test, p = 0.55) (TST, tuberculin skin 

test; QFT-GIT, QuantiFERON-TB Gold In-Tube; IFN-γ, interferon-γ). 

 

 

 

 

 

TST induration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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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잠복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중인 TST 이외에 추가적으로 QFT-GIT 검사를 이용하여 두 

검사의 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낮은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QFT-GIT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은 결핵이 감염될 

위험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ST는 병원내 근무 종사자들에서 결핵 감염 위험에 따른 잠복결핵 비율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QFT-GIT 검사는 따라서 결핵 진료와 관련하여 

근무하고 있는 병원 근무 종사자에서 직업적 노출과 관련된 잠복 결핵 

유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검사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보고된 문헌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비씨지 접종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IGRA가 잠복결핵을 

진단하는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전에 비씨지 

접종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잠복결핵의 선별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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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QFT-GIT 가 더 유용한 검사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7-19
. 

잠복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중인 TST와 IGRA 검사 사이에 

일치율에 대한 보고는 문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낮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호주,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18-20
. 그러나 인도에서 시행한 

일치율 조사는 매우 좋은 일치율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는데21
,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국가간에 잠복결핵의 유병율 차이, 비씨지 접종 비율22
,  

그리고 각각의 검사에서의 민감도 차이 등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23, 24
. 

만일 일반 인구에서 결핵의 유병율이 높을 경우 두 검사간에 일치율은 

증가할 것이며, 결핵의 유병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두 검사간에 일치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19
. 또한 비씨지 접종력으로 인한 차이도 두 

검사간 일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비씨지 접종이 생후 1달이내 이루어 지고 다시 12세경에 TST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을 보이면 다시 재접종을 시행하고 있다22
.  그러나 

인도에서는 오직 출생 시에만 한번 비씨지 접종을 시행하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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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일치율의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21
. 

또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QFT-GIT 검사법이 잠복결핵을 실제보다 

적게 진단할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최근 여러 연구, 특히 미국에서 병원 

근무 종사자들은 대상으로 하여 QFT-GIT 검사를 이용하여 잠복결핵으로 

조사하였을 때 잠복결핵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검사의 민감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24
. 

즉, 기존에 사용하던 QFT-GIT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대상자들에서 T-

SPOT.TB 검사와 ESAT-6 와 CFP-10 결핵 항원을 이용한 Extended assay로 

다시 분석한 결과 약 19%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QFT-GIT 검사법이 과거에 감염된 

환자들보다는 최근에 감염된 환자들에서 주로 잠복결핵을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23
. 

본 연구에서 TST 음성이면서 QFT-GIT 가 양성 소견을 보인 일부 증례의 

경우 각각의 개체간 다양성의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Interferon-γ값이 기준값으로부터 근사치에 있을 경우 반복 검사상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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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양성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음성으로 나오는 개체간 다양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25
. TST가 음성이고 QFT-GIT가 양성인 9명중 2명은 

interferon-γ기준치 값에 근사한 0.40 IU/ml 과 0.47 IU/ml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주의 깊은 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TST 위음성이 있었을 경우를 본 연구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TST가 음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는 피부 반응 면역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아주 최근에 결핵에 감염되었을 경우, 아주 오래 전에 결핵에 

감염되었을 경우 혹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TST 를 시행하거나 잘못 

판독하였을 경우 등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TST가 음성인 9명의 연구 

대상자들 중 2명은 50세 이상이었으며, 다른 3명은 결핵 관련 병동에서 

근무한지 6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TST검사에서 위음성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2단계 

선별검사 전략, 즉 TST에서 음성일 경우 더 이상의 추가검사를 하지 않는 

접근 방법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위음성을 보이는 잠복결핵 환자들을 

선별해 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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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핵에 노출되는 위험여부에 따라서 병원 근무 종사자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에서 TST와 QFT-IT 를 실시하였을 때 잠복결핵의 

유병율이 결핵 노출 위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전 

연구들은 오로지 결핵환자들을 다루는 병원 근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밖에 없어서 이러한 근무 

환경에 따른 비교를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20, 22, 26
. 

다른 여러 요인들에 더하여, 병원 근무 종사자에서 잠복결핵의 유병율은 

지역사회에서 결핵의 발생율과 관련성이 있다27
. 이번 연구의 모든 

참여자에서 잠복결핵의 유병율은 TST 검사 에서는 37.8% 로 나타났으며, 

QFT-IT 검사에서는 23.2% 의 유병율을 보였다. 이전 여러 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TST를 이용하였을 경우 저소득 국가에서는 잠복결핵의 유병율이 

63% 정도이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24% 정도로 추정되므로, 중간 정도의 

유병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27
. 병원내에 잠복결핵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말 양성 

환자들을 격리한 격리실에 음압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이러한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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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 의료진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 병원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결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중등정도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직까지는 병원내 

감염을 통한 정확한 전파 비율이 연구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병원 근무 

종사자에서 QFT-GIT 를 이용하여 양전되는 비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잠복결핵을 진단하기 위하여 TST와 QFT-GIT 검사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TST가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QFT-GIT 검사를 이용하여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병원에 

신규로 들어오는 대상자들에게 일상적으로 TST 검사나 IGRA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매년 흉부 X선 검사, 결핵 예방 

교육 그리고 호흡기 보호 장비 착용등을 통하여 결핵의 전파를 막으려는 

시도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처럼 결핵 환자들과 빈번히 

접촉하는 고위험 집단에서 IGRA 양성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게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병원 근무 종사자들 내에서 업무의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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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고려하여 결핵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을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일개 사립 병원에서 소수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으므로 

이상의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또한 

주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이므로 간호사 이외 병원 근무 종사자들의  

잠복결핵 현황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두 집단을 나누는데 있어서 

고위험군 및 저위험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로 지역 사회에서 잠복 결핵의 유병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매년 얼마의 비율로 병원내 결핵균의 전파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료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의 

잠복결핵 유병율과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시행하기 전에 TST나 QFT-GIT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지 때문에 두 

그룹간에 근무전 잠복결핵의 기저 유병율이 차이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병원 근무 종사자들에서 잠복 



 28 

결핵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IGRA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였으며, 병원내 

결핵 전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높은 비씨지 접종 빈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 결핵 

감염의 위험이 일반 지역보다 높은 병원 근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정확한 잠복 결핵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검사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동일한 병원에서 근무 하더라도 결핵 환자와 

접촉하는 빈도에 따라 잠복결핵의 유병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병원 근무 종사자에서 잠복결핵의 유병율은 고위험군 

집단에서 저위험군 집단보다 더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으며, TST와 

IGRA는 잠복 결핵을 진단하는데 매우 낮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처럼 비씨지 백신을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접종하는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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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RA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병원내 잠복결핵의 유병율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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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nosis of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using tuberculin skin test and 

interferon-γ release assay in the Korean Health care workers 

 

Kyung Jong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 Kyu Kim) 

 

Objective: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results of a tuberculin skin test 

(TST) and a whole-blood interferon-γ release assay (IGRA) to screen latent 

tuberculosis (TB) infection (LTBI) according to the risk of TB exposure in 

Korea.  

Patients and methods: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82 health care workers 

(HCWs) was performed from June, 2009 to January, 2010. Participants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ir risk for TB exposure: group 1, frequent and direct 

contact with active TB patients (n = 35); group 2, no known history of direct 

contact with active TB patients (n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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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or the TST (10 mm induration cutoff), the positive response rate was 

42.9% in group 1 and 34% in group 2 (p = 0.42). For the IGRA, the positive 

response rate was 40.0% for group 1 and 10.6% for group 2 (p = 0.002). Results 

obtained from the TST and the IGRA were not in significant agreement (κ = 

0.16; p = 0.13). There was a high prevalence of LTBI in HCWs working within 

TB-related departments.  

Conclusions: IGRA can more accurately discriminate LTBI, compared to the 

TST, based on the risk of TB expos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GRA is 

diagnostically useful for LTBI in South Korean H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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