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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의 지카바이러스 관련 답변

임산부이신가요? 여행  
전에 반드시 읽어보세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  지카바이러스는 임산부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특정 선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감염된 이집트 

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 물렸을 때 

발생합니다.

 »  이러한 모기는 밤낮으로 사람을 

뭅니다.

•  현재 지카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  임신 중에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한 시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임산부가 감염된 경우 지카바이러스가 태아를 

감염시킬 가능성과 태아가 감염으로 인해 선척적 

장애를 가질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행 주의보

 CDC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 주의보(2단계-예방 조치 

강화)를 발령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의 최신 목록은 

http://wwwnc.cdc.gov/travel/page/
zika-travel-information을 참고하세요.

•  이 주의보는 브라질에서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소두증 보고 사례에 

따른 조치입니다.지카바이러스의 증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증상은 경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일주일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증상

•  발열

•  발진

•  관절통

•  눈 충혈

http://www.cdc.gov/zika
http://www.cdc.gov/zika


CDC는 임산부와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임산부

임산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산부와 섹스 파트너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을 
여행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 임신 기간 동안에는 
성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착용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임신을 원하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과 배우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카바이러스 발생 지역의 방문을 삼가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절차를 따르세요.

임신 계획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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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메트린

퍼메트린

방충제
의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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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 성분에 디트(DEET), 피카리딘(picaridin), IR3535,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 파라멘탈디올(para-menthane-
diol), 천연 언디카논(2-undecanone) 중 하나가 포함되어있는 방충제를 사용하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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