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 비상사태 선언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질병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피부 대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원숭이두창의 증상에는 발진, 발열, 근육통 및 호흡기 증상이
포함됩니다. 비록 원숭이두창 사례의 대부분이 몇 주 내로 해결되기는 하지만, 원숭이두창은 심각한
통증, 입원 및 드문 경우, 사망까지 포함한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원숭이두창 집단 감염 사례들이 여러 국가들에서 파악되었으며, 미국(United States,
U.S.)에서 원숭이두창 최초 감염 사례는 2022년 5월 20일 Massachusetts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California주에서 최초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San Diego 카운티에서 최초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3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원숭이두창이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는 것을 최고 경보 수준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두창의 전세계적 발생은 하루 하루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9일 현재, 원숭이두창 사례는 세계적으로 21,148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California주 전역 27개 지역 공중 보건 구역 내의 799건의 확진 또는 유사 사례를 포함해, 미국 내
4,907건의 확진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7월 29일 현재, San Diego 카운티 내에서는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 27건 및 유사 사례 1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일, Newsom 주지사는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California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 Drug Administration)에서 천연두 및 원숭이두창 질병 예방을 위해
승인한 JYNNEOS® 백신의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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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의 전 세계적 확신 및 지역 내 확진 또는 유사 사례와 결합해 제한적인 백신 공급, San
Diego 카운티의 많은 인구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해, San Diego 카운티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원숭이두창의 유입으로 인한 위협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보건 안전 규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01080에 따라, San Diego 카운티 보건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San Diego 카운티 내 원숭이두창 유입은 보건 안전 규정 섹션 101080의 의미 내에서 공중
보건의 위협입니다.
2) 지역 보건 비상사태가 San Diego 카운티에 선언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San Diego 카운티 감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서 비준하여 추가적인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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