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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확산됩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50 대 이상이면서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위험이 더욱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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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피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환경 보호국(EPA)에 등록된 

모기 방지 스프레이, 물티슈, 로션을 

사용하십시오.  

  

모기가 집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문과 창문의 방충망 상태를 

온전히 유지합니다.  

  

 

모기는 고여 있는 물에 알을 낳습니다.   

 물이 담긴 물품들을 점검합니다.  

 물 저장 용기에 덮개를 씌웁니다.  

 고인 물을 비웁니다.  

 꽃병이나 애완동물용 물통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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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calmosquito.org  방문하기를 통하여 

모기와 관련된 문제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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