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주인이 원숭이 두창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1.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입니까?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희귀한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동물병이고 동물에서 동물로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원숭이 두창은 발열, 두통,
요통, 그리고 물집과 같은 발진을 유발합니다. 현재의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일반인에 대한 위험은 낮아 보입니다. 특징적인 발진이나 병변과
같은 원숭이 두창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험 평가를 위해
주치의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어떻게 원숭이 두창이 전염됩니까?
원숭이 두창은 감염된 사람, 동물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눈, 코, 입, 부러진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예: 장시간 대면 접촉), 체액 또는 피부 병변과의
직접 접촉, 오염된 물질(의류, 린넨)과의 간접 접촉을 통해 사람 사이에 퍼집니다. 또한 물림이나 긁힘,
감염된 동물 조직을 먹고, 체액이나 피부 병변과 직접 접촉하고,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간접
접촉을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3. 제 반려동물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숭이와 유인원, 다양한 설치류(생쥐, 쥐, 다람쥐, 프레리도그 포함),
토끼는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동물 종의 전체 범위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야생 동물들과 반려동물들(개들과 고양이들)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 수두에 걸린 사람이나 동물에게 노출된 경우에만
애완동물이 이 병에 걸립니다.
4. 반려동물의 원숭이 두창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 두창의 증상은 종마다 다릅니다. 증상으로는 무기력증, 식욕 감소,
발열, 기침, 피부 갈라짐 또는 눈의 흐림, 확대된 림프절로 인한 앞다리와
뒷다리의 붓기, 울퉁불퉁하거나 물집과 같은 발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만약 반려동물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원숭이 두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질병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이나 동물에 노출되었다고 의심된다면, 위험과 안전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수의학 공중 보건소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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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포인트:
원숭이 두창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퍼질 수 있는
동물성 질병입니다.
현재 시민과 반려동물에
대한 위험은 작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원숭이 수두에 걸린
사람이나 동물에
노출되었다면, 213-2887060 또는
vet@ph.lacounty.gov으로
수의학 공중 보건소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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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주인이 원숭이 두창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6. 만약 내 반려동물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현재 동물에 대한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아픈 동물이나 사람에 노출되었고 원숭이 두창의
증상을 보인다면 다음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 수의학 공중 보건부에 연락하세요 (213-288-7060; vet@ph.lacounty.gov).
• 동물을 사람과 다른 동물로부터 즉시 분리합니다(별실에 격리).
• 동물 및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에는 비누, 물 및/또는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십시오.
• 접촉 또는 사용 후에는 표면 또는 침구를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대부분의 가정용
소독제(예: 표백제)는 원숭이 두창에 효과적입니다.
• 만약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아프고 케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애완동물의
증상을 수의사와 논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의심되는 원숭이 수두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먼저 전화해서 상의하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물 병원에 데려가지 마세요.
• 애완동물을 동물 보호소에 맡기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야생에 풀어놓지 마세요. 만약
애완동물이 감염되었다면, 그 병을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자료:
질병 관리 예방 본부. 원숭이 두창, 개요
https://www.cdc.gov/poxvirus/monkeypox/index.html
식품 안전과 공중보건 센터, 원숭이 두창,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cfsph.iastate.edu/Factsheets/pdfs/monkeypo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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