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ed this in English?
Visit www.glacvcd.org

모기 침입 경보

신종 모기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
민들의 생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 뎅기열, 황열 및 치쿤구니야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세요. 
• 낮에 무는 흰줄무늬 모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
인해보세요!



세계 여행과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래 모기 침입의 길도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아시아 호랑이 모기(Aedes albopictus), 

황열 모기(Aedes aegypti), 호주 뒤뜰 모기(Aedes notoscriptus) 등 3
종의 신종 모기가 남부 캘리포니아에 새롭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기들은 도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입되면 
우리 주변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질병통제국
(Vector Control District)에서 이런 외래 곤충들을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낮에 무는 이러한 흰줄무늬 
모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아 호랑이 모기(흰줄숲모기)와 황열 모기
(이집트 숲모기)는 우리 몸을 무력하게 하는 
뎅기, 치쿤구니야 및 황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치쿤구니야 및 뎅기 유행병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뒤뜰 모기는 뇌염 유발 바이러스와 
애완동물의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개 
심장사상충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여행자가 이러한 바이러스를 캘리포니아로 유입할 경우 현지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 뎅기열(“파골열”)
• 심한 두통/안구통
• 심한 근육통/관절통
• 고열

» 황열
• 구역 및 구토
• 열 
• 황달, 내출혈 및 쇼크로 발전할 수 있음

» 치쿤구니야
• 관절 약화/근육통(수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음)
• 열

증상은?

뎅기열, 치쿤구니야 및 
황열은 모기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호주 뒤뜰 모기
사진 제공:: Jared Dever, OCVCD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신종 모기



이러한 모기들은 수명 주기의 전 기간 동안 실내 
또는 실외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알은 꽃병, 
식물 화분 받침, 물통, 폐 타이어와 같이 물이 담긴 
용기의 물이 흐르는 관을 따라 낳거나 심지어 대나무, 
브로멜리아드와 같은 식물에도 낳을 수 있습니다. 알은 
수 년 동안 살 수 있고 적당한 조건이 되면 유충으로 
부화합니다.

정원 주변이나 집 또는 사무실 실내에서 모기를 
발견하는 방법

• 모든 식물 화분, 화분 받침, 통, 저장 용기, 폐 
타이어의 바닥에 구멍을 뚫거나 제거하십시오.

• 물통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고 줄기를 자른 
뿌리식물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줄기를 자른 
식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모기 알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통, 장난감 및 재활용 수거함의 뚜껑을 덮고 
불필요한 물품이 비에 젖지 않도록 합니다.

• 빗물저장탱크 안에 모기가 수천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므로 빗물저장탱크를 적절히 봉인하도록 합니다.

• DEET, 피카리딘(Picaridin), IR 3535 또는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이 
함유된 곤충 기피제를 뿌립니다.

모기 퇴치 방법

1/4 Inch

낮에 무는 흰줄무늬 모기를 신고하십시오.
562-944-9656 또는 www.ReportMosquitoes.org

Actual Size

모기 수명 주기(알에서 성충까지 1주)

• 모기 식별 방법:
• 작고 하얀 줄무늬에 검은색을 띄고 있는 모기. 
• 낮에 (심지어 실내에서도) 활동하면서 무는 모기!
• 괴어 있는 물에 서식하는 미성숙 모기(유추 및 번데기).



준비되셨나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새로운 위협
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Greater Los Angeles County Vector Control District

무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모기 문제를 신고하려면 
(562) 944-9656 또는 www.ReportMosquitoes.org로 

연락주십시오.

District Headquarters
(562) 944-9656

12545 Florence Avenue
Santa Fe Springs, CA 90670

Sylmar Branch
(818) 364-9589

16320 Foothill Blvd.
Sylmar, CA 91342

우리는 질병과 모기 개체군을 감시하여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해충 방제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