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볼라란 무엇인가요? 
• 에볼라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 에볼라는 1976년 이후 발병하고 

있습니다.
• 에볼라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 에볼라는 희귀 질병입니다.
•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누가 걸릴 위험이 있나요?
• 다음 사람들이 감염 위험이 가

장 큽니다.
• 친구와 가족 구성원
• 보건 종사자

어떻게 전염되나요? 
에볼라는 공기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에볼라는 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에볼라는 식품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에볼라는 다음으로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에볼라 환자 또는 사망자의 체액. 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토사물

침 정액

땀 소변

배설물(대변/설사) 기타 체액

•  오염 물질(주사침, 의료 물품, 의복, 침구)

•  감염된 동물(혈액, 체액 또는 감염된 육류)

발병 위험이 있는 
경우 하셔야 할 일 
•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나 

병원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 최근에 서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오거나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분은 주치의에게 
알리십시오.

• 다음과 같은 에볼라의 징후와 증상을 21일간 
살피십시오.

• 심한 두통  • 근육통  • 구토  • 설사  • 위통  
• 이상 출혈  • 멍듦

• 의사의 진료소나 응급실로 가기 전에 
연락하십시오. 그래야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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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 예방
•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비누/알코올성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아픈 사람들의 혈액이나 
체액을 만지지 마십시오.

• 환자와 접촉했을 수도 있는 
물품을 다루지 마십시오.

•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을 
만지지 마십시오.

에볼라의 징후는 무엇인가요? 
증상은 감염 후 2일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화씨 

101.5°(섭씨 

38.6°) 초과)

심한 두통

위통

식욕 상실

피로

눈 충혈

발진

구토 

(토혈 가능)

설사 
(혈변 가능)

이상 출혈

초기 단계 이후 단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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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에 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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