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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연속종
Molluscum Contagiosum (Korean)

전염성 연속종이란?
What is Molluscum Contagiosum?
전염성 연속종은 폭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연속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감염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6-24개월 정도 지속되다 저절로 사라지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전염성 연속종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How is it transmitted?
연속종을 일으키는 폭스 바이러스는 감염된 피부와의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폭스
바이러스는 수건, 의복, 장난감 등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된 사람이 발진부위를 면도하거나 긁은 뒤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면 발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사용 중인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또는 기타 다른 습하고 더운 환경에 함께
있을 경우 바이러스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물을 통한 전염보다는
수영장이나 사우나 주변의 수건 등 기타 용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퍼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전염성 연속종은 어떻게 생겼나요?
What does the infection look like?
전염성 연속종의 병변은 대개 통증이 없는 단단하고 둥근 살색 발진으로 나타나며 돌기의 중심부가 꼭지
모양으로 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변은 보통 1년 내에 사라집니다. 병변을
긁거나 상처를 내면 주변 부위로 퍼질. 수 있으며 국소부위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변이 발전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신체 어디에든 병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성인들은
주로 허벅지, 사타구니, 엉덩이, 하복부, 성기부위 등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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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이 생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How long do the lumps take to develop?
발진이 나타나려면 감염시점으로부터 평균 2-3 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르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아예 발진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발진은 대개 저절로 사라지지만
종종 재발합니다.

전염성 연속종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How is Molluscum Contagiosum diagnosed?
전염성 연속증은 주로 특이한 임상증상인 발진(돌기)을 근거로 진단합니다.

전염성 연속종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How is Molluscum Contagiosum treated?
발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해도 많은 환자들은 치료를 원합니다. MSHC 에서는

액체질소로

발진을 냉각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이미퀴모드(알다라) 크림 또는 포도필로톡신 페인트를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치료 중에는 전염을 막기 위해 성기 체모의 면도/왁싱/다듬기 등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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