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전화하세요

메르스 바로 알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➊ Signs and Symptoms 증상 및 징후

2~14일 정도로 추정

➋  Incubation Period 잠복기

Please contact the Korea CDC Call Center at 1339 before you see a 
doctor when you develop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MERS

메르스란?What Is MERS?

➊  Contact with a camel  낙타와 접촉

➋  Raw camel milk intake  생 낙타유 섭취

➌   Having direct or close contact with a MERS  
  patient  메르스 환자와 직접 또는 긴밀한 접촉

감염경로How Does MERS Spread?

MERS, or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s an acute respiratory illness 
caused by a newly discovered strain of 
coronavirus, MERS-CoV.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설사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Sore throat Vomiting/

Diarrhea

From 2 to 14 days

감염 증상 신고Who Should Report?
➊  Who is suspected of having MERS-CoV infection?    

  메르스 의심환자란?

1.  Those who develop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cough, shortness of breath, and others associated 
with pneumonia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with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있으면서

-  a history of travel from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ithin 14 days before symptom onset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close contact with a suspected MERS patient showing  
 symptoms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Those who develop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cough, shortness of breath, etc.) who was in close  
contact with a confirmed MERS patient showing  
symptoms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자국 내 메르스 발생국가는?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2016. 5. 18 기준)

Countries that have been affected by MERS 
outbreaks 메르스 발생국가는?

➋

*  Countries reported of MERS outbreak cases include
Iran, Jordan, Kuwait, Lebanon, Oman, Qatar, Saudi Arabia, 
UAE, Yemen (as of May 18, 2016)

감염 예방 수칙What to Do to Prevent Infection?

Frequently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Maintain good personal hygiene - Wash your 
hands before touching your eyes, nose, or mouth.
개인 위생 철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When coughing or sneezing, cover your mouth 
with a tissue and dispose it afterward.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Avoid contact with sick persons especially 
with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Avoid contact with camels while traveling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낙타와 접촉을 피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