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의 지카바이러스 관련 답변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 거주
임신부들을 위한 안내문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 지카바이러스는 임산부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어느 시기에 지카바이러스가 태아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

•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특정 선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

•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감염된 숲모기
(이집트 숲모기 및 휜줄숲모기 )에 물렸을 때
이뤄집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아기의 선천적 장애를
유발하는지의 여부

» 실내에 있든지 실외에 있든지
상관 없이 밤낮으로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모기로부터 보호하세요.
• 현재 지카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증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증상은 경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일주
일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눈 충혈

발열

관절통

발진

지카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증상

•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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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는 임신부와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임산부이신가요?

임신을 원하는 여성

임산부와 배우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과 배우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산부는 성관계 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거나, 성관계를
중지해야 합니다.

임신 계획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조언을
받으세요.

지카바이러스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자주 여행하며 감염 증상이 없는 임산부는 임신 3기 중 1기
및 2기에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예방법: 모기 노출 최소화
복장
• 긴팔 셔츠와 긴 바지를 착용하세요.
• 옷과 신발, 모자 등에 퍼메트린을 사용하거나 퍼메트린 처리가 된 제품을 구입하세요.
» 퍼메트린을 사용한 옷은 수차례 세탁을 거친 후에도 예방 효과가 지속됩니다. 제품
정보에서 효과 지속 시간을 확인하세요.
» 직접 퍼메트린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제품 사용법에 유의하세요.
• 퍼메트린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하세요. 퍼메트린은 옷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실내 예방법
• 냉방이 잘 되거나 창문과 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어있는 실내에 머무세요.
• 냉방이나 방충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모기장을 치고 주무세요.

방충제
미국환경보호국(EPA)에 등록된 방충제를 사용하세요. 사용법을 잘 따르면, 모기 퇴치
스프레이나 로션은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항상 제품 사용법에 유의하세요.
• 재사용 시에는 관련 용법을 참조하세요.
• 피부에 직접 방충제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방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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