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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서 돌아 온 후…
14
일

반드시 이들 지역으로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

여행에서 돌아 온 후 14 일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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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나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찾으려면
2-1-1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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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s to avoid mosquito b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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