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학병원의료종사자들의 QuantiFERON 검사결과
음성전환및영향요인

➢ 2017년부터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 감염검사와 잠복결핵 치료가 권장됨

➢ QuantiFERON(QFT) 검사 상 음성으로 전환되는 사례의 요인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흉부촬영과 예방 약제 복용을 방지하고자 함

배경

➢ TB burden country 의 의료종사자 중 기준 QFT 결과가 0.70IU/ml 미만인 젊은 여성

일 경우 잠복결핵 치료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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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서울 소재 2,700 병상 상급종합병원 근무자 중 고위험 의료관련 종사자

▪ 고위험 의료관련 종사자

- 그룹 1 : 결핵 노출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 그룹 2 : 신생아 또는 면역저하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2. 검사 기간 : 2019년 1월 부터 2019년 5월까지

3. 용어 정의

▪ QFT : QuantiFERON(QFT, Qiagen, GmbH, Hilden, Germany) 검사

▪ 음성 전환 : baseline QFT 검사에서 양성이었으나, 2차 검사에서 음성 결과로 전환

▪ 양성 전환 : baseline QFT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2차 검사에서 양성 결과로 전환

4. 결과 구분

▪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양성, 경계역, 음성으로 구분

▪ 진단 IFN-γ cutoff는 0.35IU/ml

5. 음성 전환 요인의 분석

▪ QFT 양성 결과를 보인 직원에 대한 진료기록 review

▪ 유선 혹은 대면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

방법

[Table 1.지표환자의특성 (N=282)]

• 지표환자 기준: 검사 대상자 중 Baseline QFT가 양성 결과인 직원

[Table 2. 음성전환 결과의영향요인분석]

➢ 연령이 높고, 남성이며, baseline QFT 결과가 0.70IU/ml 이상 그리고 결핵 과거력

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음성으로 전환된 경우가 지속적으로 양성인 경우보다 유의하

게 낮게 확인됨

결과

결론

[Figure 1. 2019년 QFT 검사결과]

결과 P value

나이 <0.001

남성 0.001

QuantiFERON 0.70IU/ml 이상 <0.001

결핵 과거력 0.02

0.15 (0.08-0.29)

0.03 (0.02-0.56)

OR (95% CI)
구분

단변량분석

0.94 (0.91-0.97)

0.23 (0.0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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