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카 바이러스에 

관해 알기 

 지카 바이러스에 

관해 알기 

 지카 바이러스에 

관해 알기 

중남미, 카리브해, 멕시코 

및 일부 아시아 지역 및 

미국에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들이 있습니다.   

 

임산부,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배우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발생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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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들 지역으로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 
 

 바깥에 있을 때는 

환경보호국(EPA)에서 승인한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소매가 긴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합니다. 

 방충망/모기장 또는 에어컨디션을 

켜 놓은 실내에 있거나 방에서 잠을 

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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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서 돌아 온 후… 

 여행에서 돌아 온 후 14일동안은 

질병의 징후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여행을 다녀 온 후 발열, 관절통, 

근육통, 발진 또는 결막염 증세가 

나타나면 의사에게 연락하여 여행 

사실을 알립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귀하 또는 

배우자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의사에게 

연락하여 여행 사실을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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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나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찾으려면  

2-1-1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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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about Zika.  Learn about Zika.  Learn about Zika. 

Area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Caribbean, 
Mexico, and parts of Asia 
and the U.S. have 
mosquitoes that are 
spreading Zika.  
 

Pregnant women, women 
likely to become pregnant, 
and their sexual partners 
should avoid traveling to areas  
where Zika is sp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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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must travel to these areas… 
 

 Us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pproved 
mosquito spray when outside.  

 Wear long sleeve shirts and 
pants to avoid mosquito bites. 

 Stay or sleep in screened-in  
or air conditioned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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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return… 

 Check for signs of illness up 
to 14 days after you travel and 
continue to use mosquito spray. 

  If you have fever, joint or muscle 
pain, rash or red eyes, call your 
doctor and talk about your travel. 

 If you’re pregnant, call your 
doctor and talk about your travel, 
or your partner’s travel, even if  
you don’t have symptoms. 

 When you return… 

 Check for signs of illness up 
to 14 days after you travel and 
continue to use mosquito spray. 

  If you have fever, joint or muscle 
pain, rash or red eyes, call your 
doctor and talk about your travel. 

 If you’re pregnant, call your 
doctor and talk about your travel, 
or your partner’s travel, even if  
you don’t have symptoms. 

 When you return… 

 Check for signs of illness up 
to 14 days after you travel and 
continue to use mosquito spray. 

  If you have fever, joint or muscle 
pain, rash or red eyes, call your 
doctor and talk about your travel. 

 If you’re pregnant, call your 
doctor and talk about your travel, 
or your partner’s travel, even if  
you don’t have symptoms. 

For more information, or to find  
medical and social services, call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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