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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자/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의 뇌수막염 

(수막구균성 질환) 

누가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최근 LA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사이에 보통보다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이 

질병과 백신 접종 대상 그리고 백신 접종 장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수막구균성 질환이란 무엇입니까?   
수막구균성 질환은 드물지만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병은 박테리아(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뇌수막염 (뇌와 척수가  

부어오름)  

 사지 상실 (팔 또는 다리) 

 

 청각 소실 

 뇌 손상 

 사망   

2. 수막구균성 질환의 증상들은 무엇입니까? 
독감 같은 증상들로 시작할 수 있으며 다음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열 

 두통 

 목이 뻣뻣함 

 발진   

 메스꺼움 

 구토 

 빛에 민감함 

 정신 혼란 

 

3. 수막구균성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건강한 습관들이 감염 예방을 돕습니다:  

 이 질병 예방엔 백신 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기, 음식, 음료, 또는 담배와 같이 침을 퍼뜨리는 물건들을 같이 쓰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제한하십시오  

 

4. 수막구균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합니까?  
LA 카운티 공중보건부는 다음의 경우에 수막구균 백신을 권고합니다:  

 HIV 양성인 모든 사람  

 HIV 상태나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모든 남성 동성애자/MSM 

5. 아래의 남성 동성애자/MSM 그룹들은 백신을 몇 번 맞아야 합니까? 
 

접종 대상? 접종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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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양성 남성 동성애자/MSM 으로 수막구균 

백신을  

한번도 접종한 적이 없는 경우  

백신 접종 2 회  

(8 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HIV 양성 남성 동성애자/MSM 으로 수막구균 

백신을  

아이 또는 청소년 시기에 1 회 접종한 경우 

즉시 백신 접종 1 회 

남성 동성애자/MSM(HIV 상태와 무관)으로 

수막구균 백신을 한번도 접종한 적이 없는 경우 
즉시 백신 접종 1 회 

남성 동성애자/MSM(HIV 상태와 무관)으로 5 년 

이상 전에 1 회 접종한 경우 
즉시 백신 접종 1 회 

 

6. 수막구균 백신 접종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접종 장소? 상세 정보 

본인의 주치의 또는 의료 

제공자  

다음 경우 평소 방문하는 의사에게 가십시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HIV 양성이며 Ryan White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경우 
 

건강플랜이 가입자들에게 수막구균 백신에 대해 보험 적용할 것을 저희는 

권장합니다.  

약국 

수막구균 백신은 일부 약국에서 제공합니다.  

본인의 약국에 전화하셔서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백신이 있는지 여부 

 영업 시작 및 종료 시간 

 백신 접종 대상 

 접종 비용 
 

백신 접종을 제공할 수도 있는 약국들은 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flushot.healthmap.org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DHS) 

클리닉 

건강보험이 없는 남성 동성애자/MSM 은 모든 DHS 긴급진료소(Urgent Care 

Center, UCC)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UCC 위치 및 영업 시간 목록은 

www.dhs.lacounty.gov 에서 보시거나 211 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재정상태를 검사받고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DHS 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분들은 본인의 평상시 제공자로부터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클리닉 

DPH 는 수막구균성 질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백신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클리닉 날짜, 시간, 위치는 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ip/Docs/meningitisclinics.pdf 

 

7.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 
www.cdc.gov/meningitis/index.html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www.cdph.ca.gov/healthinfo/discond/Pages/ 
MeningococcalDisea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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