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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VINE 에서 광견병양성 반응을 보인 박쥐 발견 

(Santa Ana, CA) – Kaiser Permanente Medical Building #1의 메인 로비 밖에서 발견된 박

쥐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Irvine의 Alton Parkway에서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위치와 상황에 따라 OC Health Care Agency(HCA)는 주민들에게 경계하고 박쥐와

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광견병 박쥐는 매년 오렌지 카운티와 그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확

인됩니다. 이 나라. 박쥐와의 접촉을 피하고 잠재적인 박쥐에 물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 

이 박쥐와 신체 접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박쥐와 접촉하는 것을 본 사람은 박쥐는 

(714) 834-8180으로 HCA 전염병 통제과에 전화하여 광견병 위험. 이 박쥐와 접촉했을 

수 있는 애완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동물의 타액에서 발견되며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려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매우 드물지만 광견병 동물의 타액에 의한 눈, 입 또는 열린 상처의 오염 

광견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인간 광견병 

사례는 광견병의 박쥐 계통에서; 박쥐는 매우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물린 경우 눈

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광견병의 징후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질병은 거의 항상 치명적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 광견병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치료는 다음과 같

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광견병에 노출되었습니다. 노출 후 즉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

므로 상처를 청소하고 예방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입

니다 

HCA 및 OC Animal Care는 광견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권장합니다. 

보도 자료 

ORANGE 카운티 – 보건 기관 



• 야생 동물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십시오. 

• 모든 고양이와 개에게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십시오. 

• 차폐되지 않은 창문이나 문을 열고 잠을 자지 마십시오. 

• 집이나 기타 구조물 내부에서 박쥐가 보이면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동물 통제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박쥐가 제거되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차단합니다. 

• 애완동물 사료를 야생 동물이 유인할 수 있는 밖에 두지 마십시오. 

• 동물에 물린 모든 것을 비누와 물로 즉시 씻어내고 상처를 잘 씻어낸 다음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모든 동물에게 물린 경우 OC Animal Care에 신고하십시오. 

• 길 잃은 동물을 OC Animal Care에 보고하십시오. 

박쥐 또는 기타 야생 동물에 대한 잠재적 노출은 HCA 전염병에 보고해야 합니다. (714) 

834-8180로 제어 부서. 집에 있는 박쥐, 동물에게 물린 동물, 길 잃은 동물을 신고하려

면 (714) 935-6848로 OC Animal Care에 문의하십시오. 

광견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 (http://www.cdc.gov/rabies)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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