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과 원숭이 두창
누구나 원숭이 두창 (MPX)에 걸릴 수 있지만, 현재 대중 간의 전파율은 낮습니다. 임산부는 MPX로 
인해 중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증상과 예방 조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 두창(MPX)란 무엇인가요?
MPX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주로 MPX에 감염된 사람과의 피부 접촉  
(포옹, 키스, 성행위)을 통해 퍼집니다. 또한 MPX에 감염된 사람과 물품 (침구, 수건, 의복, 컵, 기구)
을 공유하여 퍼질 수 있습니다.

MPX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임산부를 포함한 MPX에 감염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여드름이나 물집처럼 보이는 발진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얼굴, 입 안, 그리고 손, 발, 생식기 및 
항문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

발열 온몸 쑤심 부어오른 림프절 두통 오한 피로감

MPX는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MPX는 임신 중 태아에게 또는 분만 중 또는 분만 후에 MPX 발진이나 염증과 접촉하여 신생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MPX는 또한 유산, 조기 분만 (조산) 또는 분만 전 태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PX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 MPX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원인을 모르는 발진이나 염증이 있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세요.

• 성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에게 발진 또는 염증 또는 기타 MPX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증상이 있는 사람과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피하세요.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품은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활동성 발진 또는 기타 증상이 있는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이나 애완 동물과 떨어진 별도의 
방이나 구역에 머무르세요.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예: 어린이 또는 
가족 구성원 돌보기), 염증/발진을 싸매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임산부를 위한 MPX 백신이나 치료법이 있나요?
MPX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감염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도 있습니다.

임산부는MPX로 인해 중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거나 노출이 된 경우 즉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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