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하나요?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Q

수두란 무엇인가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열과
발진 등이 나타나는 감염병입니다.
수두는 4~6세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연중 4~6월과 11월~이듬해 1월에 많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린이집과 초등학
교 저학년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합
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Q

유행성이하선염이란 무엇인가요?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열과
함께 턱이 부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감염병
으로, 4~6세의 어린이와 13~18세의 중·고등
학생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학기중인 4∼6월
과 10∼12월에 주로 발생하며, 중·고등학교
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취학 전 2회 예방접종은 가장 중요한 예방
법이며, 감염된 중·고등학생은 특히 전염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아 전파를 예방해야 합니다.

Q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모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같은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두는 물집(수포)에 직접 접촉해서도 전파됩니다.

Q

아이의 같은 반 친구가 수두(또는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대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의 개인위생 실천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생후 12~15개월: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1차, 만 4~6세: 유
행성이하선염 2차)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하도록 합니다.

Q

우리 아이가 수두(또는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의심증상을 보이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
도록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으로 의심되었다면, 집단발생을 막기 위해 아이를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
도록 합니다. 수두에 걸렸다면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피)가 생길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다면 턱이 붓는 이하
선염의 증상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학원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야 합니다.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은 어른보다 형제자매에게 더 잘 감염될 수 있으니, 집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 (특히 식사
시) 을 최소한으로 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았거나 이전에 같은 감염병을 앓았던
보호자가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엄마가 임신부라면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함께 대비해요!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1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