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의 지카바이러스 관련 답변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 거주 임신부들을 위한 안내문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u

u

u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지카바이러스는 임신부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u

임신 중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아기의 선천적
장애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u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은 대부분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때 발생합니다.

u

» 해당 종류의 모기는
낮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밤에도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u

u

지카바이러스의 감염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카바이러스가 임신부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카바이러스가 태아의 선척적
장애와 얼마만큼 연관되어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성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증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깨닫지 못 합니다.
증상은 경미하며 일반적으로 2 - 7일간 지속됩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증상
u

발열

u

발진

u

관절통

u

눈 충혈

상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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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는 임신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임신부이신가요?
임신부와 배우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남성과의 성접촉을 통해 여성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기간 동안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최고의 예방법: 모기 노출 최소화
복장
u

긴팔 셔츠, 긴 바지, 신발을 착용하세요.

u

옷에 퍼메트린을 뿌리세요.
» 이 방법으로 모기에게 물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옷에 뿌린 퍼메트린은 6주 또는 옷을 6번 세탁할 때까지 효과가 유지됩니
다.제품 사용법에 유의하여 사용하세요.

u

퍼메트린은 피부에 직접 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옷 위에 뿌려 사용하세요.

실내 예방법
u

u

냉방이 잘 되거나 창문과 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어있는 실내에 머무세요.
잠을 잘 때는 냉방이 잘 되거나 방충망이 있는 방을 이용하세요. 냉방이나 방충망이 갖추어지지 않
은곳에서는 모기장을 이용하여 주무세요.

모기 퇴치 스프레이 및 로션
u

u

u

u

모기 퇴치 스프레이 또는 로션을 사용하여 모기에 물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디트(DEET) 등의 모기
퇴치 스프레이나 로션은 임신부 및 수유 중인 여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항상 병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 사용법을 따르세요.
확실한 효과를 위해 사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
사용법을 통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며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하는가를 확인하세요.
피부에 제품이 직접 닿지 않게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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