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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병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많은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에볼라와 에볼라 질병 발생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cdc.gov/vhf/ebola/ 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증상에는 통상 발열 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른 증상들로는 두통, 설사, 구토, 신체 약화, 관절 및 
근육 통증, 복부 통증, 식욕 감퇴 그리고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증상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감염 
증상과 유사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 - 21일 후에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출 후 8 - 
10일 후에 나타납니다. 

에볼라는 어떻게 확산됩니까? 
열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증상을 
보이는 전염자의 혈액이나 신체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염된 신체 분비물에 의해 오염된 물건(예: 주사 바늘)에 
노출될 경우 전염됩니다. 또한 에볼라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박쥐, 설치류 혹은 영장류를 직접 취급하면서 에볼라에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볼라 전염의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볼라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나라에 최근 머물렀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에볼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거나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나 죽은 사람의 혈액이나 다른 신체 분비물을 
접촉한 경우, 또는 

• 박쥐, 설치류 혹은 영장류를 직접 취급한 경우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계속 -

에볼라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볼라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면밀하게 병을 지켜보는 것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에볼라에 감열된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메릴랜드주에서 에볼라에 감염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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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preparedness.health.maryland.gov

 facebook.com/MarylandOPR

 twitter.com/MarylandOPR

 health.maryland.gov

 facebook.com/MarylandDHMH

 twitter.com/MDHealthDept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에볼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http://www.cdc.gov/vhf/ebola/ 및 health.maryland.gov/ebola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주 보건·정신위생국(MDH)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
까? 
메릴랜드주 보건·정신위생국(MDH)은 국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
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정신위생국은 질병을 감시하고, 메릴랜드주 내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침을 전달합니다. 메릴랜드주 보건·정신위생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및 지역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에볼라 감
염 가능성이 보고될 경우 신속히 조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