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는 잠복 TB 감염을 치료하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귀하는 TB에 
걸리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TB를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이 약은 TB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 복용 기간에 해야 할 일:
• 약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 병원 방문 일정을 지키십시오.
• 의사나 간호사와 음주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다른 모든 약에 대해

알리십시오.
• 본인이 만나는 다른 의사들에게도 잠복 TB 감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 결핵(TB) 담당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약을

복용하십시오.
• 식사 중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 복용에 도움이 되는 팁:
 3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십시오. 
 3 약 복용 시간에 울리도록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3 가족이나 친구에게 약복용 시간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3 알약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3 거울이나 냉장고에 알림 메모를 붙여 놓으십시오. 
 3 약을 복용한 후에는 달력의 날짜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잠복 TB 감염 치료제 복용 일정:
(서비스 제공자: 해당 일정, 요일 및 복용량을 표시하십시오)

약 일정 요일 하루 복용 
량(정제)

복용 
기간

이소니아지드 매일 매일 9개월

담당 의사가 현재 약과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을 잊은 경우: 아직 하루가 안 지났다면 즉시 약을 복용합니다. 
복용일을 지나친 경우, 미복용 분량은 건너뛰고 다음 복용 분량을 
복용하십시오.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담당 의사 이름:
병원 이름:
병원 전화번호:

이소니아지드

다음의 문제가 있다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결핵
(TB) 의사나 간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식욕 부진 또는 식욕을 전혀
느끼지 않음

• 위장 장애 또는 위 경련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짙은 갈색 소변 또는 묽은
대변

• 발진 또는 가려움증

• 피부나 안구의 황달 증상

• 손이나 발이 얼얼하거나
무감각한 증상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잠복 결핵(TB) 감염에 필요한 약

다음의 문제점을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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