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C(쉬가 독소 생성 대장균)
대장균 및 STEC란?

대장균은 주로 사람과 동물의 내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대부분의 대장균은 무해하지만,
일부 대장균은 쉬가 독소라는 독소를 생성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를
생성하는 박테리아는 쉬가 독소 생성 대장균(“Shiga toxin-producing” E. coli) 또는 STEC라고
합니다.
STEC는 건강한 소, 염소, 사슴 및 기타 동물의 내장에 살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동물의
배설물에 이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가 STEC에 감염될 수 있습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 STEC에 감염될 수 있지만 어린이와 노약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어떻게 전염됩니까?


STEC 감염은 주로 완전히 조리되거나 살균(열 처리)되지 않은 오염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경우 발생합니다. STEC 감염의 사례 및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도살 과정 시 배설물에 오염된 고기를 설익거나 생고기(특히 다진 고기) 상태로
섭취

o

착유 시 배설물에 오염된 미살균(원유) 우유 또는 산양유 섭취

o

땅에 떨어져 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과일로 만든 미살균 주스나 음료 섭취

o

새싹, 시금치 같은 잎 채소를 포함해 밭이나 처리 과정에서 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농산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

o

주방에서 생고기의 육즙에 오염된 식재료(또는 기타 즉석 식품)를 익히지 않고
섭취



STEC에 감염된 사람이 배변 후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타인에게 STEC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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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시장이나 체험 동물원에서 동물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STEC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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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C에 오염된 호수, 개울 및 수영장의 물을 삼키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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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증상은 무엇입니까?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는 경미한 설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심한 설사
위경련
혈변

일반적으로 발열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STEC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박테리아가

침입한 뒤1~8일 사이에(주로 2~3일) 발병합니다.
STEC 감염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많은 경우 STEC 감염은 5~10일 사이에 저절로 낫습니다. 연구 결과, 항생제 복용 시 STEC 감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TEC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나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STEC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STEC 감염자 중 일부에게는 HUS(용혈성 요독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및 기타
기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에는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HUS 환자의 대부분은 몇 주 내에 회복이 되지만 일부의 경우 영구적인 신장
손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소아 및 노약자가 이러한 유형의 감염에 가장 취약합니다.
HUS의 증상으로는 배뇨 횟수 감소, 극심한 피로감, 볼과 눈 밑에 창백한 혈색 등이 있습니다.
감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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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기나 설익은 햄버거 또는 기타 다진 고기로 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다진 고기는
항상 160°F로 조리합니다.
생야채와 같은 즉석 섭취 식품과 생고기를 같이 두지 않습니다.
원유가 아닌 살균 처리된 우유, 유제품 및 과일 주스만 마십니다.
모든 식재료, 주방 도구 및 조리대를 깨끗이 씻습니다.
화장실 이용, 기저귀 갈기, 생고기 처리 또는 가축과의 접촉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따뜻한 비눗물에 손을 20초간 문질러 씻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영장이나 호수에서 수영하거나 타인의 음식을 조리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찬 유아를 수영장이나 호수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호수, 연못, 개울 및 수영장에서 수영하거나 놀 때 물을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