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섹스와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MPX)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여기에는 성적 접촉과 키스, 포옹 또는 껴안기와 
같은 기타 형태의 피부 접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방 조치를 취하면 백신을 1차 또는 2차 접종했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퍼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적 또는 친밀한 접촉을 하기 전에 증상에 대해 파트너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귀하 또는 귀하의 파트너가 새로운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발진/물집 또는 기타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단을 받거나 발진이 치유될 때까지 피부와 피부 또는 
성적 접촉을 피하세요.

새로운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발진/
물집 이 생기거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z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합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나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z 성적(구강, 항문, 질) 및 친밀한 
접촉(키스, 포옹, 껴안기)과 
공개 모임 참석을 중단합니다.

z 함께 살고 있는 다름 
사람들로부터 격리합니다.

z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진 
부위를 가립니다.

귀하의 건강 상태가 좋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포함해 MPX에 감염되어 전파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z 수건, 페티쉬 기어 및 섹스 토이와 같은 물품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또는 친밀한 접촉 후에는 손, 페티쉬 
기어, 섹스 토이 및 모든 천(침구, 수건, 옷)을 씻으세요.

 z 노출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 수를 제한합니다.

 z 새로운 증상이나 노출에 대해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파트너와 연락 상태를 유지합니다.

 z 항문, 입, 음경 또는 질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콘돔
(라텍스 또는 폴리우레탄) 사용을 고려합니다. 발진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콘돔만으로는 
모든 노출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z 서로를 만지거나 가상 섹스를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함께 자위 행위를 하세요.

 z 피부와 피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옷을 입은채 또는
발진이 있는 부분을 가리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z 비밀방, 사우나, 섹스 클럽 또는 모르는 사람과의 성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비공개 및 공개 섹스 파티와 같은 
장소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백신 및 치료 옵션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역 보건부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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