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두
천연두란 무엇인가?

예방책



천연두는 마마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상태입니다.
천연두는 1970년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안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희박하나마
천연두 바이러스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972년 미국은 관례적인 천연두
예방접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에 따른 위험이 질병에 따른
위험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군사, 보건, 의료
종사자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여
생물 테러에 대비하였습니다.

천연두에 대한 치료



천연두에 대한 검증된 치료법은 없지만,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천연두 환자는
열이나 통증을 통제하기 위한
정맥주입액이나 약물 또는 모든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와 같은
지지요법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천연두균에 노출된 4일 이내에
백신접종을 받으면 질병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거나 앓는 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연두에 대한
백신은 우두라고 부르는 생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두
바이러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백신은 국가 전략물자 비축 프로그램의
약제 보급품을 통해 연방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가 저장하고 배포합니다.
천연두가 무기로 사용된다면, 백신은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가 주 정부 및
현지 보건부와 함께 협조하여 백신을
배포하게 됩니다.

천연두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증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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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튀긴
침방울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집니다. 대면접촉이나 (기침과
재채기처럼) 공기를 통해 퍼지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직접 닿아도
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천연두를 앓는
사람은 발병 첫 주 동안 타액에
바이러스가 제일 많을 때이므로 이때가
전염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딱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전염될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이 질병의 잠복기는 노출 후 7일~17일
대입니다. 초기 증상은 고열, 피로, 두통,
요통으로 나타납니다. 2~3일에 발진이
— 눈에 띄게 얼굴, 팔, 다리에 — 따라
나타납니다. 발진은 같은 속도로 점점
번지는 납작하고 붉은 병터로
시작합니다. 병터는 고름이 차서 두 째
주에는 딱지가 앉기 시작합니다. 딱지가
앉고 나면 약 3~4주 후 딱지가
떨어집니다. 천연두 환자는 대다수
회복되지만, 30%까지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증상이 보이면 되도록 빨리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천연두 발생이나
천연두를 이용한 생물 테러공격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미국은
긴급상황을 위한 물자에 천연두 백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재 일반 대중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