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누스 중독(Botulism)
보툴리누스 중독이란?
■ 보툴리누스 중독은 희귀한 근육마비증으

로, 토양에 자연 서식하는 클로스트리디
움 보툴리눔(C. botulinum)균이 만들
어내는 독소로 인해 발병합니다. 보툴리
누스 중독은 크게 식품매개, 영아, 외상
성 보툴리누스 중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 독소는 호흡
이나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의 감염 경로와 증상
■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상처가 균에

오염될 경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염되지 않
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 증상이 나타나
는 데는 노출된 독소의 양에 따라 몇 시
간에서부터 며칠이 걸립니다.
■ 독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체에 들어오

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질병이 경과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복시(물건이
이중으로 보임) 또는 시야 흐림, 눈꺼풀
이 아래로 쳐짐, 발음 장애, 삼킴 곤란,
구강 건조, 근육 약화(어깨에서 시작하
여 신체의 하부로 진행) 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흡근이 마비되어 호흡보조
장치가 없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식품매개 보툴리누스 중독은 독소를
만드는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발병합니다. 이는 보통 서투른 통조림
제조 기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를 들 수 있습니다. 식품매개 보툴리
누스 중독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식품의 근원지를 최
대한 빨리 찾아내어 발병의 확산을 막
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영아 보툴리누스 중독은 소화관에 클
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있는 소
수의 영아들에게서 매년 발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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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보툴리누스 중독은 상처가 클
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에 감염될
때 발병합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오염된 토양에
상처가 닿으면 상처 부위가 감염됩니
다. 이 균은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만
감염됩니다.

예방 조치
■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보툴리누스 중독에
고의로 노출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에는 즉시 법집행 기관에 연락해야 합
니다.
■ 보툴리누스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은 없습니다. 안전한 식품 처리 및 조리
방식을 따르고 상처나 벤 곳은 깨끗이
관리하여 적절히 붕대를 감아주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 치료법
■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합니

다.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서는 보툴리누스 중독 치료를 위한 해독
제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의사는 보
툴리누스 중독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
우에 한해 보건 당국에서 이 해독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해독제는 발병 초
기에 투여할 경우 증상을 약화시켜줍니
다. 대부분의 환자는 점차적으로 회복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