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수막구균성 질환
1. 수막구균성 질환이란 무엇입니까?
뇌수막염은 수많은 종류의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수막구균성
질환은 나이세리아균(neisseria meningitis)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세균)에 의해 감염됩니다. 이 세균은 코와 목구멍에서
발견됩니다. 매 10 명 중 한 명이 보균자이지만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2. 수막구균성 질환은 어떻게 전염됩니까?
이 세균은타액(침)의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기침 또는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공기방울과직접 접촉할 때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밀접한 접촉(입맞춤등),
같은 가정내거주, 또는 식기, 음식, 음료의 공유를 통해서도 이 세균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

3. 수막구균성 질환의 징후들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겪고 계시면,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 고열
• 심한 두통
• 목이 뻣뻣함 • 메스꺼움과 구토
• 정신 혼란
• 저혈압
• 발진
• 전신 근육통

4. 수막구균성 질환은 어떻게 치료됩니까?
이 병은 항생제(세균을 죽이는 약)로 조기에 치료받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복용법은 의사가 올바르게 설명할 것입니다.

5. 수막구균성 질환의 전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식기, 음식, 음료, 립밤, 또는 담배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나 티슈를 이용해 코과 입을
가리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제한하십시오.
• 본인이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면 백신 접종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 병에 걸렸던 사람과 밀접히
접촉했다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여 예방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방 접종은 생후 2개월 이상 유아 및 성인으로 HIV 양성인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 의료 검사실 근무자들,
질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 모든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남성들, 11-12세 아동 및 청소년들(16세에 2차 접종 필요)에게
권장됩니다.

핵심 사항
• 수막구균성 질환은
박테리아(세균)에 의해
감영되며 항생제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 타액을 통해 세균을 퍼뜨릴
수 있는 식기, 음식, 기타
물건들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 금연 및 병에 걸린 사람과
멀리하는 건강한 습관을
지키십시오.
•

본인에게 예방 접종이
필요한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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