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거스 대학교-뉴 브런즈윅의 모든 학부생께:
최근 두 명의 학부생에게 생긴 혈청군 B 수막구균 감염에 대응해 뉴저지 보건부(NJDOH)와
러트거스 대학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원을 받아 교내 기숙사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편입생, 입학생, 복학생을 포함해 모든 러트거스 대학교-뉴브런즈윅 학부생과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된 기타 일부 대상자들에게 올 여름, 혈청군 B 수막구균(MenB) 백신인

Trumenba®(Pfizer)를 접종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2016/2017년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Trumenba® 백신의 첫 2회 투여량을 접종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첫 투약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두 번째 투여가 이뤄지며 세 번째
투약은 첫 번째 투약 후 6개월만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MenB 백신은 학교 기숙사의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막구균 백신과는 다릅니다. 기숙사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막염 백신은 두 학생에게서 검출되었던 박테리아의 B 변종을 막지
못합니다. 교내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학부생은 Trumenba®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Trumenba® 접종은 평소 이용하는 의료 제공자 또는 지역 약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신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CDC 인터넷 주소
http://www.vaccines.gov/getting/where/index.html를 통해 백신 로케이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Trumenba® 백신 로케이터 서비스 전화 1-800-683-857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곳은 전염병
발생 장소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많은 보험사에서 백신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관련 보험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막구균성 질환은 드물지만, 독감과 유사한 초기 증상이 있고 잠재적으로 치명적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막구균성 박테리아는 타액(침) 교환이나 기침 및
재채기를 통해 대인간에 전파됩니다. 감염자의 분비물과 직접(근접)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접촉해 노출되어야 합니다(예. 키스, 식기 공유, 물병 공유, 담배와 같은 연기 물질과 불연성 연기
공유). 수막구균성 감염은 함께 강의실에 있었다거나 감염자와 버스를 타는 것처럼 단순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수막구균성 질환의 증상(고열, 심한 두통, 구토, 자주색 피부 발진)을 경험한다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수막구균성 질환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2016/2017년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Trumenba® 백신을 1-2달 간격으로 세
번의 투여 중 반드시 두 번을 접종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모든 러트거스 대학-뉴 브런즈윅 학부생은 일련의 백신을 접종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수막구균성 질환의 예방과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의향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확인서와 기타 양식은 www.health.rutgers.edu/meningitis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양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vaccine@rci.rutgers.edu

우편:

Rutgers University
Attention: Immunizations
57 US Highway 1
New Brunswick, NJ 08901

모든 러트거스 대학-뉴 브런즈윅 학부생 외에도 다음의 대상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

•

수막구균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의료상 문제가 있는 러트거스 대학-뉴 브런즈윅
커뮤니티 구성원. 이러한 의료상 문제에는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겸상적혈구병
포함), 지속적 보체 성분 결핍(C3, C5-C9, 프로퍼딘, H 인자, D 인자)이 포함되며 비정형
용혈성-요독성증후군(aHUS) 또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의 치료를 위해 Soliris®
복용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막구균성 질환을 야기하는 박테리아 Neisseria meningitidis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미생물학자.

혈청군 B 수막구균성 질환, 백신 접종 및 예방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health.rutgers.edu/meningitis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질환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을
알아두고 싶으시면 본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십시오.
러트거스 대학교는 혈청군 B 수막구균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교는 주 정부, 지역 당국과 현지의 공중보건당국과
연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로 새로운 소식을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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