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 & 결핵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메릴랜드에서는 결핵의 예방/치료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간에 전염 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결핵이란? 

결핵은 주로 폐를 비롯한 신체의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박테리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입니다. 

결핵에는 잠복성 감염과 활동성 질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잠복성 감염이 있는 경우 전염성은 없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성 결핵 질환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전염 됩니다. 

두 유형 모두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공통 증상 

• 코로나와 결핵의 공통 증상 

o 기침 

o 숨가쁨 

o 열 

o 오한 

 

감염자의 재채기 또는 기침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 

추가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 노출 후 2-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기타증상: 

o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o 목통증 또는 코막힘, 콧물 

o 메스꺼움 또는 구토 

o 근육통이나 몸살 

o 설사 

추가적인 결핵 증상 

• 잠복성 감염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몇주에서 몇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기타증상: 

o 식은땀과 지속적인 가슴통증 

o 기침시의 피나 가래 

o 원인불명의 체중감소 또는 피로감 

 

결핵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서유럽, 북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거주했거나 방문했던 사람 

•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 (에이즈, 장기이식, 암, 당뇨,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사용 등) 

• 결핵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 노숙을 했거나 수감되었던 경우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결핵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감염된 경우 곧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에 감염된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치료절차를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등 예방조치를 실천하세요 

손을 자주 씻고 주변을 자주 소독 하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증상이 있는 경우 주치의나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역학 조사에 응답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장소 및 추가정보 
o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211로 전화 또는 아래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oronavirus.maryland.gov/pages/symptoms-testing#locator 

▪ 메릴랜드 주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https://coronavirus.maryland.gov/ 

o 메릴랜드 주 결핵 정보: 

▪ https://phpa.health.maryland.gov/oidpcs/ctbcp/pages/home.aspx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부 결핵 통제 프로그램을 허가하에 참고 

결핵통제와 예방을 위한 MDH 센터 2020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