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결핵
올바른 약 복용은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 약 복용 원칙: 5-RIGHTS

■ 잘못된 복약순응도 사례
① 처방전을 무시(약을 받지 않음)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 경우
※ 특히, 당뇨병과 같이 만성질환의 경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복약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정해진 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③ 임의로 용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경우

■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것이 위험한가요?
① 미국의 경우, 매년 약 125,000명이 처방전 대로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지 않
아 사망하며, 이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보다 2배가 많습니다.
② 또한, 병원 입원 원인의 11%와 요양원 입원 원인의 40%도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③ 이처럼, 미국에서는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연간 1,0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결핵과 치료약, 이것이 궁금해요!

■ 결핵

Q. 결핵은 무엇인가요?
A.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폐에서 발생하는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약
15%는 다른 장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핵의 치료

Q. 결핵은 왜 치료해야 하나요?
A. 결핵 치료에 실패하면 폐가 손상돼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악화되며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
니다. 또한, 치료에 실패한 결핵환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Q. 결핵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A. 결핵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결핵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결핵균은 아주 서서히
자라고 결핵약에 대해 내성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결핵약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부적절하게 복용
하면 내성이 발생해 결핵약을 복용해도 치료에 실패하게 됩니다.

■ 결핵의 치료제

Q. 결핵약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 복용하면 안 되나요?
A. 결핵약은 하루 1번 복용할 경우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나눠서 복용하면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1번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약의 약이 많아서 한 번에 복용하
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나눠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약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라진아미드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지
므로 저녁에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Q. 결핵약을 먹으니까 소변이 붉은 오렌지색으로 변했습니다. 부작용인가요?

A. 결핵약 중에 리팜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리팜핌은 몸에서 대사된 후 소변으로 배출돼 소변색을
변하게 합니다. 이는 부작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결핵약 먹는 것을 1주일 정도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핵약의 복용을 자주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증가합
니다. 그러므로 약을 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복용하다가 짧은 기간 동안
만 중단된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속 복용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
면 됩니다.

Q. 결핵은 전염병이라는데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되나요?
A. 결핵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치료 초기 2주 정도만 다른 사람과 만나
는 것을 자제하고, 그 이후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의사가 전염성이 없어졌다고
하면 남은 치료 기간은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 됩니다.

Q. 결핵약을 먹는 동안에는 술이나 담배를 끊어야 하나요?
A. 지나친 음주는 알코올성 간염을 유발하고 결핵약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또한 면역기능을 악화시키고 폐의 조직파괴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
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결핵약과 보약을 함께 먹거나 민간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결핵은 결핵약만 복용해도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보약이나 민간요법이 결핵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핵약과 함께 한약이나 민간요법제제를 동시에 복용하
면 간독성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담당 의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결핵약과 경구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나요?
A. 결핵약 중에 경구피임약의 피임 효과를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으므로 결핵약과 경구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핵약을 복용할 동안에는 콘돔과 같은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