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누스 중독증
o 상처형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상처가 C.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되었을 때, 예를

보툴리누스 중독증이란?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C. 보툴리누스균)에 의해 만들어진
독소(독성 물질)로 말미암은 희귀 근육 마비
질병으로, 이 박테리아는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보툴리누스 중독
유형에는 식품매개형, 유아형, 상처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독은 숨을
쉬거나 삼켰을 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보툴리누스 독은 생물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어떻게 퍼지는가?
증상은 무엇인가?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보툴리누스 박테리아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상처가 오염되었을 때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노출된 독의 양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독이 어떻게 몸속에 침투했는지에 상관없이
결과는 같습니다. 질병이 진행되면서, 증상은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고,
눈꺼풀이 처지고, 말이 어둔해지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입이 마르고, (어깨에서
시작하여 몸 전체로 내려오며) 근력이
저하됩니다. 결국은 호흡 근육이 마비되어
호흡 보조기를 사용한 물리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o 식품매개형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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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박테리아에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될 때 발병합니다. 이는 보통 가정에서의
서투른 통조림 기술에 기인합니다. 처음
증상은 구역질과 구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품매개형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병의 원인이 된 오염된
식품을 재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o 유아형 보툴리누스 중독증은 소화기관에
C. 보툴리누스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소수 유아에게 발병합니다.

들면, 야외에서 부상을 당할 때 오염된
흙이 상처에 닿아 오염되었을 때,
발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상처가 난
피부에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방책



증상이 보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보툴리누스균에
고의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식품 안전 취급 및 조리법을
지키고 상처나 벤 곳을 깨끗이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붕대를 감아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대한 치료



즉각적인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 및
예방 센터에서는 보툴리누스 중독증 치료를
위해 항독소 비축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보툴리누스 중독증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될 때 보건부에서 의사를 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조기에 투여하면
증상의 심각도를 낮춥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결국 회복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