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카(ZIKA):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지카에 대해 알려진 점 

• 지카는 대부분 지카에 전염된 모기에 의해 퍼지는 

바이러스성 질병이예요. 황열병 모기(학명으로는 Aedes 

aegypti)에 의해 주로 퍼집니다. 우리가 사는 

북버지니아에도 흔한 흰줄숲모기(학명으로는 Aedes 

albopictus)도 지카를 퍼뜨릴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모기는 

모두 낮에도 사람을 무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모기랍니다. 

• 지카는 버지니아주로 들여와 져서 버지니아에 원래 사는 

모기에 의해 퍼질 위험이 있어요. 

•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자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지카 보균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지카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을 때 옮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 지카는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배 안에 있는 태아로 옮을 수도 있어요. 

•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소두증(아기의 머리가 일반 크기에 비해 작은 

상태)을 비롯한 선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으로 여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카에 대한 예방접종(백신)이나 약은 없답니다. 

• 유사 감염 관련 정보에 기반할 때, 한 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이후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에서는 지역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전염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카의 증상 
지카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지카에 걸렸는지도 모른답니다. 지카의 증상은 보통 약하게 나타나고 

며칠에서 1주일 정도까지 지속할 수 있어요. 

지카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발진, 관절 통증 및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거예요. 지카 감연이 의심되면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특히 임산부면 빨리해야 해요. 아픈 거 같지 않더라도 약 3주 동안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실내에만 있거나 피부를 보호하는 옷을 입거나 방충제를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흰줄숲모기는 북버지니아에 흔합니다. 

[Korean] 



처음부터 지켜야 할 사항: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제하세요! 

마당의 모기를 없애세요. 
• 숲모기는 빈 공간 안에 알을 낳습니다. 집 주변에 모기가 

모여들지 않게 하려면 고여 있는 물 웅덩이를 매주 

제거하십시오. 타이어, 양동이, 화분, 배수관, 텐트, 새 

물통, 장난감 등의 빈 공간에 고여 있는 물을 모두 쏟아 

버리고, 빈 공간의 내부를 문지른 뒤, 폐기 처분하거나 

실내에 배치하십시오. 

• 저장용기로부터 물을 쏟아낼 수 없으면 바실루스 

투린지엔시스균 바 비티아이 균(Bacillus thuringiensis var. 

israelensis)같은 유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물에 

사용하세요(살충제 사용법을 따르세요). 

• 모기에게 물린 경우에는 집 마당에 살충제를 뿌려 모기를 잡으십시오. 잎이 많은 녹색 식물들, 담쟁이덩굴, 

대나무 등 모기들이 숨어 있는 곳곳에 살충제를 뿌리십시오(라벨 지침을 따르십시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세요. 
• DEET, 피카리딘,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 또는 IR3535 가 포함되어 있는 EPA 등록 방충제를 

사용하십시오(라벨 지침을 따르십시오). 

•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밝은색의 긴 팔 셔츠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 퍼메트린(permethrin)으로 옷에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옷을 여러번 빨아도 보호 효과가 지속한답니다. 

다만, 퍼메트린을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기피제 사용법을 따르세요.) 

• 창문과 현관의 방충 문을 필요하면 고쳐서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세요. 

모기가 지카 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도 옮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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