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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병
Psittacosis
앵무병이란?
앵무병은 일반적으로 조류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되는 흔치 않은 질병입니다.
앵무병은 Chlamydia psittaci 라고 하는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
앵무병의 전파경로는?
• 앵무병의 감염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균을 흡입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된 새의 마른똥으로부터). 그리고 감염된 새와 입-부리 접촉
(입맞춤)을 하거나 감염된 새의 깃털이나 세포조직을 취급함으로써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앵무병이 인체 간에 직접 전파되는 것으로 입증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 모든 조류가 감염되기 쉬우나, 감염을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가장 자주
관계되는 조류는 애완용조류 (예; 앵무새, 잉꼬새, 왕관앵무새)와 식용조류
(칠면조와 오리)입니다.
• 앵무병에 감염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은 직업이나 취미로 새와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새주인, 애완동물점 직원, 수의사, 또는 식용조류
가공처리자).
앵무병의 증상은?
• 사람이 세균에 접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기는 약 4-15 일입니다.
• 앵무병에 걸린 사람은 갑자기 시작되는 발열, 오한, 두통, 원기소실, 근육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른기침, 흉통,
호흡곤란도 발증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폐렴으로 진전됩니다.
앵무병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은?
• 의사가 앵무병을 의심할 경우엔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흉곽 엑스레이로도 폐렴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앵무병은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항생제는 2 주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 감염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감염된 새에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감염 증상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새들에게 감염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된 새를 치료하고
새장을 살균제로 청소해야 합니다.
새가 감염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 새의 경우엔 감염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부터 치명적인 경우에
이르기까지 정도가 다양합니다. 증상이 있는 새의 경우는 설사, 원기소실,
곤두 선 깃털, 먹이 거부, 눈물이나 콧물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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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을 경우엔 수의사에게 진찰받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된 새는
격리시켜서 항생제로 치료하고 새장은 살균해야 합니다.
새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애완용 조류를 다룰 경우엔
손씻기를 비롯하여 엄격하게 위생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애완용 조류와
입맞춤 (입-부리 접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새는 크고 깨끗한 새장에 신문을 깔고 신문을 자주 갈아줘가며 키워야
합니다. 새똥이 쌓이고 마르도록 놔둬서는 안되며 감염된 똥가루가 바람에
날리게 놔둬서도 안됩니다. 새장을 청소할 때는 먼저 새똥이나 새장에 물을
뿌린 후에 하십시오.
새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인가받은 애완동물점이나 조류사육장으로부터
구입해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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