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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페스트(plague)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이 병은 쥐, 다람쥐, 다른 쥐과의 동물과 그러한 동물에 서식하는 벼룩에서 
때때로 발견되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페스트에는 임파선종 페스트, 폐렴성 페스트, 패혈성 페스트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파선종 페스트(가장 흔함) 

어떻게 이  
병에 걸립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파선종 페스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페스트에 감염된 쥐과의 동물이나 벼룩에 물리는 경우 
• 박테리아가 열린 상처나 벤 상처에 들어가는 경우. 

이 병은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전염됩니까? 아니오. 임파선종 페스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되지 않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첫 증상은 2-6 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 고열 • 두통 
• 오한 • 쇠약 
• 목, 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에 있는 임파선이 붓고 누르면 아픔 
나중에 패혈성 페스트라는 다른 종류의 페스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렴성 페스트 

어떻게 이  
병에 걸립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렴성 페스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가까이 있는 경우, 또는  
•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할 때 살포한 연무나 증기를 흡입하는 경우. 

이 병은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까이 
있던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병은 전염됩니까? 그렇습니다. 폐렴성 페스트는 이 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첫 증상은 1-3 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 고열  • 두통  
• 쇠약  
며칠 후에 폐렴에 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 숨가쁨  
• 가슴 통증과 기침 (때로는 피나 물이 섞인 가래가 나옴) 
나중에 패혈성 페스트라는 다른 종류의 페스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패혈성 페스트에 걸립니까?  
페스트에 감염된 쥐과의 동물이나 벼룩에 물리면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임파선종 페스트나 폐렴성 
페스트의 합병증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증상은 임파선종 페스트와 유사하나,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 복부 통증  
• 충격  
• 피부 아래에 멍이 든 것 같이 피가 몰림. 
 

페스트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 또는 병원에 즉시 전화하십시오.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 
전화하여 영어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800-CDC-INFO (800-232-4636)  
888-232-6348 (TTY) 

또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t.cdc.gov 
 www.dhs.ca.gov/e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