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 백신 팩트 시트

원숭이두창은 발열, 두통, 림프부종, 피로에 이어 두드러기 및 수포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매우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백신 정보 요약

Imvamune® 백신은:
y
y
y

y
y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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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호 효과가 인증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러스에 노출되기 전(노출 전 예방 요법 - PrEP) 혹은 노출 후 14일 이내 (노출 후 요법 - PEP) 사용할 수
바
있습니다.
과거에 천연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팔 상부 근육 위쪽 지방층에 주사합니다.

과거 천연두 백신과는 달리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면역체계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변형된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어 접종 후 아프지 않습니다.

이 백신은 접종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분증이나 OHIP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대상자

온타리오주 보건부 지침에 따라, 백신은 다음 접종대상자에게 1인당 1회씩 제공됩니다:
y

노출 전 예방 요법 (PrEP):

a) 투
 스피릿,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남성 및 여성 혹은 시스젠더이면서 게이, 바이섹슈얼, 혹은 기타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gbMSM)이거나 해당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며,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
y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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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달간 클라미디아, 임질 혹은 매독과 같은 성병이 있었던 사람
최근 2명 이상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사람

 근에 목욕탕이나 섹스 클럽과 같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 방문한 사람, 혹은 해당 장소에서
최
근무하거나 봉사하는 사람
 근 온라인 데이팅이나 어플 만남을 포함한 익명에 의한 혹은 캐주얼한 성관계를 가진 사람, 혹은
최
그럴 계획이 있는 사람
성매매업 종사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람

b) 현재 성매매업 종사자이거나 성매매업에 종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

c)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동거인, 혹은 성적 파트너이며 중증도 내지 중증 면역 저하자인
사람 혹은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동거인, 혹은 성적 파트너이며 임신한 사람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 후 PrEP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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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노출 후 요법 (PEP):
y

 숭이두창에 노출되었음을 알게 된 사람은 4일 이내에 PEP백신 접종받아야 하지만, 마지막 노출 후
원
14일까지 접종 가능합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혹은 토론토 공공 보건국에 연락하여 PrEP 또는 PEP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부작용과 위험성

다른 백신처럼 이 백신 또한 몇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그 정도가 경미하며,
7 일 이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흔한 부작용 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y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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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부위 붉어짐, 통증, 혹은 부어오름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하십시오:
y
y
y
y

두드러기

얼굴 혹은 입이 부어오름

숨이 차거나 숨쉬기 어려움

흉통 혹은 빠르게 뛰는 심장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백신 접종 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y

y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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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같은 백신 성분 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사람: 트리스/트로메타민, 브로모부틸, 벤조네이즈,
다
닭 단백성분, 달걀, 젠타미신, 시프로플록사신
다른 천연두 혹은 원숭이두창 백신에 심각한 반응이 있었던 사람

 른 백신 접종 뒤 4주가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Imvamune 백신 접종 뒤 4주 이내에 다른 백신 접종
다
예정인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임신/수유 중인 사람

면역저하자(장기기증 및 CD4 치수가 낮거나 미확인인 HIV 보유자 포함)

COVID-19 증상이 있거나 격리 중인 경우 백신을 추후에 접종받으십시오.

본인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격리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현재로서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적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거나 toronto.ca/Monkeypox 방문하십시오.

2022년 8월 29일

2

416.338.7600 toronto.ca/monkeyp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