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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에 관한 사실 
Facts about Chickenpox  

수두란? 

수두는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감염입니다. 수두는 대개 
아동에게서 경미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10 대와 성인,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이 감염되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수두로 인한 합병증에는 폐렴(폐 감염), 

뇌염(뇌부종), 긁어서 생기는 피부 세균 

감염 등이 포함됩니다. 뇌염은 경련이나 

난청,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두를 앓는 성인 3,000 명 중 약 1 명은 이 

감염으로 사망합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수두를 앓으면 아기에게 선천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백신이 있나요? 

예, 수두 백신은 수두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HealthLinkBC File #44b 수두(물마마) 

백신을 참조하십시오. 

수두가 전염되는 방법은?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으로 공기 중에 퍼집니다. 또한, 수두 

물집에서 나오는 액체나 수두 감염자의 

침과 접촉하여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수두에 걸린 임신부는 출산 전에 

아기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수두에 걸린 사람은 발진 발생 5 일 
전부터 5 일 후까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발진 발생 

전날과 발생 후 첫 2~3 일에 가장 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두 전염을 줄이려면 수두에 걸린 

아동은 발진 발생 후 5 일까지 또는 

물집에 딱지가 생겼을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발병까지 대개 
2~3 주가 걸립니다. 수두에 노출된 
아동은 다음 2~3 주간 이 질병의 징후를 
관찰하십시오. 

증상은? 

수두의 증상에는 열, 통증, 피로, 두통, 
식욕 상실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3 일 후 발진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반점이 우선 얼굴과 두피에 나타난 후 

몸과 팔다리로 빠르게 퍼집니다. 이 

반점은 매우 가렵고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차서 물집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액체가 불투명해지면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나으면서 딱지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반점이 나타나고 물집이 

생기며 다시 딱지가 집니다. 수두는 대개 

약 10 일간 지속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면 치료는 

환자의 나이, 개인 건강,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아동은 대부분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임신부, 신생아, 과거에 백신 접종을 안 

받았거나 수두 또는 대상 포진을 앓지 

않은,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은 

수두에 노출되거나 감염되면 즉시 의료 

제공자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발병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려는 예방책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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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頁，或訪問您當地的公共衛生單位。如需在卑詩省內獲取非緊急健康資訊和建議，請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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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們亦可提供130多種語言的翻譯服務。 

예방책에는 항바이러스제, 수두 대상 

포진 면역 글로불린 또는 수두 백신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두는 대개 경미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수두에 걸렸다면 휴식을 

취하되 침대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자신이나 
자녀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물, 주스, 국물 등의 수분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특히 열이 있으면 더 

섭취하십시오. 아기가 모유를 
먹는다면 수유를 더 자주 하십시오. 

 손톱을 짧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장갑이나 양말을 손에 씌워 밤에 긁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부를 시원하게 하면 가려움이 

덜합니다. 옷을 얇게 입고 뜨거운 

목욕이나 샤워를 삼가십시오. 담당 
약사나 의료 제공자에게 가려움을 덜 

수 있는 로션에 관하여 물어보십시오. 

 가정용 세제로 수두 물집에서 나온 

액체가 묻은 옷이나 기타 항목을 

세탁하여 전염을 방지하십시오. 

감염자는 수두에 걸리지 않은 다른 

가족과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라이 증후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ealthLinkBC File #84 Reye Syndrome 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포진이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대상 

포진도 발생합니다.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대상 포진이라는, 

통증이 심한 물집 동반 발진이 

발생합니다. 

대상 포진의 증상에는 두통, 열, 구역, 
오한이 포함됩니다. 며칠 후 발진이 

나타나면 그 부위에 가려움, 저림,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집이 

나으려면 2~4 주가 걸리고 일부 상처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포진에 걸렸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발진을 완전히 가릴 수만 있으면 

일이나 다른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대상 
포진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수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 

포진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수두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상 

포진 물집에서 나온 액체와 직접 

접촉해야만 합니다. 

 

대상 포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ealthLinkBC File #111 대상 포진 백신을 

참조하십시오. 

 

고열 또는 동통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타이레놀®을 쓸 수 있습니다. 라이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므로 만 20 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ASA 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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