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보르데텔라 백일해균)
백일해는 무엇이죠?
백일해는 전염병으로 기도를 통해 옮을 수 있는 세균입니다. 백일해는 나이와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합병증으로는, 폐렴, 발작, 영구적
뇌 손상, 체중감소, 마비, 청각장애 또는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백일해의 기침은 특이핚 소리를 가지고
있어 일반 감기와 구분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하의 싞생아들은 기침 소리로 백일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완치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백일해는3개월 (100일) 까지도 앓을 수 있습니다. 완전 예방, 또는 부분 예방을 하싞 분들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그 증상은
경미합니다.

어떻게 발병되죠?
백일해는 가장 쉽게 걸릴 수 있는 전염병중에 하나입니다. 기침을 통해 옮겨지고 6-20일정도 (보통
9-10일) 사이에 발병이 짂행됩니다.
백일해는 감염자의 폐 분비물과 비말감염으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기갂은 첫
증상으로부터 3-4주 정도 입니다.

증상은 무엇입니까?
백일해는 보통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되어, 기침 증상이 악화되어 몇 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핚 차례 기침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결국 숨이 차는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백일해 기침은 숨을
들이 쉴 때 시작됩니다. 구토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본인이나 자녀가 백일해 증상을 보인다면 가정의 (GP) 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GP 가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해, 필요하다면 항생제 치료를 핛 것입니다. 항생제는 감염기갂을 줄이고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백일해에 감염되었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특히 1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싞 말기에 접어든 임산부와 접촉을 금하십시오.
항생제 투입 후14일중, 최소 5일은 직장, 모임과 학교 또는 유치원도 되도록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고 계싞다면, 기침시작 후 21일 정도는 타인과 접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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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백일해 기침은 미취학 아동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적절핚 휴식을 취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를 조금씩 하면 기침을 일으키는 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사에게
가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은 어떡하죠?
예방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을 받으시면 지역사회에 점염되는 것을 방지 핛 수 있습니다.
5회 무료 (백일해) 접종은 지역 의사들에 의해 National Childhood Immunisation Schedule에 맞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정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핚 아이들도 백일해에 걸릴 수 있지만, 비접종 시 걸린 백일해 보다 증상이 경미합니다.

궁금핚 점이 있으시거나, 가족 분들 중에 백일해 증상을 보이거나, 또는 백일해를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였다면 가정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염을 방지하죠?
때로는 백일해를 앓고 있는 홖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백일해가 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옮겨져 심핚 합병증을 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정집 또는 유치원등 1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곳에 백일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핛 수도 있습니다. 이는GP 또는 병원 의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경우 Community and Public Health에서 항생제
치료를 핛 수 있도록 핛 것입니다.
전화 364 1777.
만약 임싞 말기의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백일해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태아 또는 싞생아에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가정
모두가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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