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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berculosis contact investigation in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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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home is a place where the elderly who may be immuno-compromised and may have underlying diseases live
together. Tuberculosis can spread within a facility if a patient with pulmonary tuberculosis is present. We conducted a
contact investigation for tuberculosis in a nursing home with a known tuberculosis patient in 2017. Additionally, three more
patients were found and the genotypes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three of the four patients were identical.
Generally, tuberculosis in elderly people is known to be caused by the reactivation of a previously acquired infection; it is
assumed that this outbreak was caused by the infectious patient (index case). Contact investigations and regular chest
X-ray screening are important interventions to detect tuberculosis patients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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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핵 환자 발생 시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개

우리나라의 결핵발생 현황을 보면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시한 결핵역학조사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39,557명에서 2018년 26,433명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연령에서의 결핵발생률은 전체 연령의
45.5%를 차지하고, 사망률은 82.4%를 차지한다[2].

몸말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2013년에 2,497개에서

결핵환자가 신고 되면 집단시설 소속 여부 를 확 인하고

2017년에는 3,261개로 증가하였고, 입소 노인은 2013년 약 12만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염성 추정 기간과

명에서 2017년 약 1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접촉자 범위를 선정한다. 선정된 접촉자들에 대하여 결핵검사와

노인요양시설은 면역력이 저하되고 동반 질환이 있는 노인이

잠복결핵감염검사를 통해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여 추가 전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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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고 발병을 예방한다(Figure 1)[4].

중 사무직, 조리사 등은 11명이었고 3층 담당 직원이 14명, 5층 담당
직원이 20명이었다. 입소자들을 위한 작업치료, 노래교실, 종이접기,

지표환자 정보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3층과 5층 거실에서 매일 실시하여
와상환자를 제외한 모든 입소자가 만날 기회가 있었고, 각 층

지표환자(남/64세)는 8개월가량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거실에서 입소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였다.

생활하던 중 2017년 2월, 의식저하로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X선 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흉부 X선 검사 상 공동은

접촉자조사

없었으며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 음성, 배양 검사 양성,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PCR) 양성이었다. 결핵 치료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2017년 2월, 질병관리본부 결핵전문역학조사반원과 관할

없었고, 모든 항결핵약제에 감수성이 있어 2017년 2월부터 2018년

보건소 결핵담당자가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를

1월까지 치료를 완료하였다.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시 지표환자의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
동안의 활동 범위 및 생활환경에 대하여 조사하여 접촉자 범위

노인요양시설 특징

및 검사 방법을 결정하였다. 지표환자는 5층에 위치한 2인실에서
생활하였고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주로 생활실 내에서 머물렀다.

해당 노인요양시설은 6층 상가건물의 2, 3, 5층을 사용하였다.

생활실의 창문은 벽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여 채광이 우수하였고

2층에 사무실이 위치하며 3층에 11개 생활실, 5층에 16개 생활실을

창문과 환풍기를 통해 자주 환기하고 있었다. 지표환자는 거동이

운영하였다. 역학조사 당시 전체 입소자는 75명으로 3층 입소자가

불편하여 생활실 내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하였고

32명, 5층에는 43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었다. 전체 직원 45명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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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ss of tuberculosis contact investigation in congregate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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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contact investigation in a nursing home by type of contact

Total
Close contacts

No. of contacts
investigated

No. of cases with TB
disease

No. of contacts tested
for LTBI

120

3

33

Positivity rate for
LTBI test (%)
9 (27.3)

63

3

15

6 (40.0)

Elderly

43

3

-

-

Staff

20

0

15

6 (40.0)

57

0

18

3 (16.7)

Elderly

32

0

-

-

Staff

25

0

18

3 (16.7)

Casual contacts

* LTBI :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able 2. Summary of tuberculosis patients detected in contact investigation
Patient

Sex/
age

Diagnosis
(date)

Clinical
manifestation
(duration)

Microbiological examinations

AFB
smear

TB-PCR AFB
culture

Drug
sensitivity

Cavity on chest
x-ray

Room
number

Index

M/64

Pulmonary
(Feb. 2017)

None

(-)

(+)

(+)

All sensitive

None

501

Case 1

F/90

Pulmonary
(Jun. 2017)

Cough
(3 weeks)

(+)

(+)

(+)

All sensitive

None

504

Case 2

M/86

Pulmonary & TB pleurisy
(Aug. 2017)

Cough
(1 week)

(-)

(+)

(+)

All sensitive

None

516

Case 3

M/76

Pulmonary
(Apr. 2018)

Cough
(2 weeks)

(-)

(-)

(-)

-

None

507

2월 2일까지 약 7주간이었고 지표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잠복결핵감염검사 방법은 접촉자의 나이 및 면역상태, 기저질환

제외하면, 시설 내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은 6주이다[1].

유무, 지표환자의 전염력과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2 0 1 7 년 2 월 , 현장 조 사 에 서 파 악 한 내 용 을 바 탕으 로
지표환자와 동일 생활실 입소자 1명, 생활실 담당 직원 15명을

65세를 초과한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하지 않아
결핵검사만 시행하였고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밀접접촉자로 선정하였다. 접촉자조사는 추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위하여

추가환자 발생 및 접촉자조사 확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를 시행한다.

Figure 2. Genotypic result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solated from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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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지표환자와 동일 층 입소자(여/90세)가 3주간
지속되는 기침과 객담 증상으로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 결과

맺는 말

양성, TB-PCR 양성, 배양 검사 양성으로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2 0 1 7 년 2 월 부 터 2 0 1 8 년 4월 까지 노인요양 시 설에 서

추가환자는 3층과 5층 거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접 촉자 조 사 를 시행한 결과, 같은 층 에서 추가 환자 3명이

많은 입소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였고 결핵전파가 우려되어

발견되었고 결핵균 유전형 검사 결과가 일치하였다. 또한 직원의

전체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접촉자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잠복결핵감염률은 밀접접촉자가 일상접촉자보다 높아 같은 층에서

밀접접촉자는 지표환자와 추가환자의 생활실이 위치한 5층의

결핵의 전파가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입소자와 담당 직원으로 선정하였고, 일상접촉자는 3층의 입소자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실이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및 직원으로 하였다. 2017년 7월, 65세를 초과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공유하는 공간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핵검사를 실시하였고, 65세 이하인 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사와

경우가 많아[7],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 내에서 결핵전파가

잠복결핵감염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를 실시하였다[1,5]. 전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120명에 대한 결핵검사에서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65세

경우 접촉자는 결핵 감염과 발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이하 직원 중 과거 결핵치료력이 있거나 이전에 잠복결핵감염을

접촉자조사를 통해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받은 직원을 제외한 33명에 대하여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행한 결과 9명(2 7.3 %)이 진단되었다. 잠복결핵감 염자의
평균연령은 54.1세였으며, 이 중 6명(40%)은 밀접접촉자로 5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나머지 3명(16.7%)은 일상접촉자로 모든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Table 1).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에
동의한 직원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을 병합하여 3개월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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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환자(남/76세)가 발견되었으나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2019년 4월까지 추가 결핵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Table 2). 지표환자를 포함한 총 4명의 결핵환자 중
객담 배양에서 양성이 확인된 3명의 결핵균 유전형을 분석한 결과,
3명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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