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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 복용방법: 
1 . 매일 같은 시간메 INH를 복용하십시오 달력을 
이용하여 약을 복용할 [대마다 복용 날짜에 X표를 
하십시오.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이 약을 복용하논 동안에논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3.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INH를 
보관하십시오. 

4. 모든 예약을 지켜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5. 부작용 발샘 시에는 귀하의 치료를 관리하는 카운티
보건부의 담당 간호사나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6. 특멸 지시사항: 



난아프지 않아요! 

왜 약을 복용해야 하는가? 

검사 결과 당신은 몸 속에 결핵(TB) 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나， 최근 활동성 전염성 결핵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활동성 결핵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신의 TB 균은 “휴면” 상태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 균들은 폐， 척추， 신장 같은 신체의 

여러 부위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신은 ”잠복성 TB 

감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잠복성 T8 감염 상태일 

경우에는 다른사람에게 T8톨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을 앓게 되거나 ”몸 상태가좋지 

않을” 경우에는 TB 균이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더 

많은 TB 균이 자라기 시작하여 활동성 결핵으로 

진전됩니다. 활톨성 결핵이 생기면， 다른사람，특히 

당신과 가장 가까운사람틀에게 옮킬 수 있습니다. 

체내의 TB 균제거 방법 
TB 균을 없앨 수 있논 TB 약으로서， INH라고도 부르논 이소니아지드(ison 꿇 id)를 복용해 
보십시오. 으|사의 처밤대로 이 약을 복용하면， 활동성 결핵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INH 복용기간 
INH논 보통 일일 1 호1 ， 또논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합니다. 치료 기간은 
있습니다. 

INH는 정기적으로 복용할경릎삐만효과가 있습니다 - 매일， 또는 의사의 

치료 기간 동안 직접 관잘 요법(DOT)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T란 INH를 복용 
되었을 때마다 건강 관리사가 와서 복용하는 것을 관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는안전한가? 
에 따르면， INH논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매우 안전하고 효험 있논 약입니다. 
의 사람들은 이 약을 복용하논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보통 지속적인 영향이 없으며， 치료를 중단하면 없어집니다. 

명기된 문제틀 흥 어느 하나라도 발생활 경우에는 INH 복용률 중단하고 혹시 담당 
카운티 보건부 간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H의 부작용: 
1 . 식욕 상실 및 이유 없는 피로감 

2. 소변 색이 어두움 (차나 커피 색) 

3. 눈의 색깔이 노렇거나 “둔탁함” 

4. 누르스름한 피부색， 발친， 또논 피부가 계속해서 가려움

5. ("핀이나 바늘로 찌르논 것처럼") 계속해서 
따끔거리거나， 손발 저림 

6. 해명되지 않은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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