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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X 백신 자료표 
MPOX 
MPOX(원숭이두창)는 발열, 두통, 임파절 부어오름, 피로감 등에 이어 피부에 발진 및 물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일반적으로 MPOX 감염자와의 매우 밀접한 접촉에 의해 전염됩니다. 

백신 개요 
임바뮨(Imvamune®) 백신은: 

•  캐나다에서 MPOX 예방 백신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바이러스 노출 전(노출 전 예방접종) 또는 노출 후 14일 이내(노출 후 예방접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완전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 2회 접종이 최선의 예방 효과를 내므로  
두 번 다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투여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위팔 근육 상부의 지방층에 주사합니다. 

•  구식 천연두 예방접종처럼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MPOX 바이러스를 인식하여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  예방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주 걸립니다. 

•  변형된 바이러스가 들어 있으며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2차 접종도 1차 접종과 똑같이 완전한 분량의 접종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적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분증 또는 OHIP가 필요 없습니다. 시영 예방접종 클리닉
(Immunization Clinic)은 예약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자격 
온타리오주 보건부(Ontario Ministry of Health)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격자에게 1회 투여됩니다: 

1. 노출 전 예방접종: 

a) 투스피리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간성, 또는 자신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기타 남성(gbMSM) 공동체에 속한다고 여기거나, 자신이 동 공동체에 속한다고 여기는 성관계 상대가 있는 
젠더퀴어로서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지난 1년 이내에 성병(STI)에 걸린 적이 있을 경우 
•  현재 2명 이상의 성관계 상대가 있거나, 그럴 예정이거나,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다른 성관계 상대가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대중 목욕탕, 섹스 클럽 등)에 간 적이 있거나, 그럴 예정이거나,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자원 봉사할 경우 
•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거나(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 등) 그럴 예정일 경우 
•  성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관계 상대일 경우 

b)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과 상관 없이 성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럴 예정인 사람 

https://reservation.frontdesksuite.ca/tph/monkeypoxclinics/Home/Index?Culture=en&PageId=57cb59b0-298e-4193-b69b-6269ba964751&ButtonI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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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진성두창바이러스 복제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연구 실험실 근무자 

위의 (a) 및 (b)에 명시된 노출 전 예방접종 대상자의 가구 구성원 또는 성관계 상대로서 중등도 내지 중증 면역력 
저하자이거나 임신부일 경우, MPOX에 감염되면 중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출 전 예방접종 대상일 
수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토론토 공중보건국(Toronto Public Health)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노출 후 예방접종: 

•  MPOX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이거나, MPOX가 퍼지고 있는 환경에서 노출된 사람은 토론토 공중보건국에 연락하여 
평가를 받고 접종 권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출 후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마지막 노출 시점으로부터 4일 이내에 맞아야 하지만 길게는 14일 
후까지도 맞을 수 있습니다. 

•  노출 후 예방접종으로 접종을 맞은 사람은 28일 이내에 2차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자는 2차 접종을 맞기 전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미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았을 경우: 

노출 전/후 예방접종으로 임바뮨을 맞을 자격이 있고 과거에 이미 천연두 예방접종(구세대 복제 천연두 생백신 또는 임바뮨)
을 맞았을 경우에도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MPOX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부작용 및 위험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백신도 몇몇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증 내지 중등도이며 7일 이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사 부위의 발적, 동통 또는 부어오름 

•  피로감 

•  두통 

•  근육통

•  구역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    두드러기 

•    얼굴 또는 입 부어오름 

•   호흡 곤란 또는 숨참

•  가슴 통증 또는 두근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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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기 전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이 있을 경우: 트리스/트로메타민, 브로모부틸, 벤조나아제, 

닭 단백질, 달걀, 겐타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  다른 종류의 천연두/MPOX 백신에 대하여 중증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을 경우 

•  다른 백신의 투여 시점과의 간격이 4주 미만인 시점에 임바뮨 백신을 접종할 경우 

•  만 18세 미만일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일 경우 

•  면역 체계가 약할 경우(장기 이식 환자, 또는CD4 수치가 낮거나 알려지지 않은 HIV 감염자)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예방접종을 맞으십시오. 

자신이 MPOX에 감염된 것 같다고 생각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현재 MPOX에 감염되었거나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거나 웹사이트toronto.ca/mpx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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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ronto.ca/community-people/health-wellness-care/health-programs-advice/monkeypox/?accordion=how-to-prevent-the-spread-of-monkeyp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