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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무엇입니까?  
지카(Zika)란 바이러스(세균)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이 바이러스는 

대개 모기에 물려 전파됩니다. 이것은 주로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및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중앙아메리카를 여행한 사람에게서 

2016년 1월에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 질병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지카는 실내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밤낮 없이 언제든지 사람을 물 

수 있는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이러한 모기는 LA 카운티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여행 중에 

그리고 LA 카운티로 돌아올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관련 최신 정보는 http://wwwnc.cdc.gov/travel 을 

방문하십시오. 

 

3.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에는 발열, 관절통, 발진, 눈 충혈 및 

근육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시작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증상은 대개 경미하며 

일주일 가량 지속됩니다.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귀하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4.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선천적 결손증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CDC 에서는 임신부에게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의사에게 연락하여 여행 사실을 알리십시오. 또한, 현재 임신 

중이며 배우자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을 여행한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알리십시오.  

 

5. 이 질병의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질병은 치료약이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습니다. 열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 있을 뿐입니다. 

 

6. 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국(EPA)에서 승인한 모기 퇴치 제품을 사용하고 소매가 긴 

옷과 긴 바지 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옷을 

착용합니다. 

 
                 

핵심 사항: 

 지카는 대개 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주로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및 멕시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이 질병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는 
선천적 결손증을 가진 아기를 출산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치료제도 백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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