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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보건부 

비상 관리과 

야토병이란?

■ 야토병은 동물과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
는 프란시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균에 의해 전염됩니다. 미
국에서는 사람의 야토병 발병사례가 매
년 약 200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
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야토병은 감
염된 진드기에 물리거나 감염된 토끼를 
만지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
다. 생물 테러에서처럼 고의로 야토병
균을 방출할 경우, 이 균은 공기 중에 
흩어져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토병의 감염 경로와증상

■  감염된 동물을 다루거나, 오염된 식품
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또는 오염된 먼
지나 분무를 흡입할 경우 야토병에 걸
릴 수 있습니다. 야토병은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 야토병은 노출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 폐의 감염(폐렴) - 오염된 먼지나 에
어러졸을 통해 균을 흡입한 후 가장 
흔히 발생

● 목의 임파선 확장 및 인후염 - 오염
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한 후 가장 흔
히 발생

● 피부궤양을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는 
임파샘 부종 - 오염된 물질을 만지거
나 감염된 파리 또는 진드기에 물릴 
경우에 발생 

■ 어떤 형태의 야토병이든 발열, 오한, 두
통, 몸살, 쇠약 증세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동반하며, 보통 이러한 증상은 
균에 노출된 후 3-5일 후에 나타납니
다. 폐렴 환자의 경우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호흡 부전증으로 발전될 수 있습
니다.

예방 조치

■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의사의 진
찰을 받으십시오. 야토병균에 고의로 노
출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즉시 
법집행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 야토병에 노출된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토병의 치료

■ 야토병은 적절한 항생제를 이용하여 조기
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토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
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지역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야토병(Tular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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