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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니 예방 및 퇴치법 안내

담당자: 보건 교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유아원 및 초등학교 학생 중 4.1%에서 머릿니가 발견되었
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간혹 머릿니가 있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시키거나, 감염
되는 학생이 관찰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를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
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머릿니’란?
- 곤충의 한 종류로 사람의 두피, 모발, 모공 등에 붙어
우리 몸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빠르게 감염되며,

머릿니
사진

신속히 제거하지 못하면 짧은 시간에 따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 머릿니는 성충인 경우 생존기간이 평균 30일이며 암수 모두 2시간 간격으로
피를 빨고 암컷1마리는 하루에 8~10개의 알을 낳아 번식력이 매우 빠릅니다.

- 머릿니 알은 서캐라고 부르는데 보통 귀 뒤쪽 두피에 가까운 머리카락에 붙어있습니다.

피

해

- 머리에 머릿니가 있으면 가려워서 긁게 되어 상처가 나고, 상처에 의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려움증으로 잠을 방해하고 수면부족으로 공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학교에서 빠르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전

파

1. 머릿니는 함께 생활 (학교생활도 포함) 하거나,
2. 우리 몸에 직접 접촉하는 물건(모자, 머리빗, 수건, 침구, 스카프, 의복, 머리핀
등)을 함께 사용
3. 잠을 같이 자는 가족에게 쉽게 전파합니다.

머릿니 예방
1. 감염은 주로 머리에서 머리로 옮게되므로 머리를 맞대지 않습니다.
2. 친구라도 빗이나 수건, 모자 등은 따로 사용(빌려서 사용하지 않기)
3. 머릿니 감염자의 옷이나 침구는 삶거나 일광 소독을 해야 합니다.
4. 머리를 자주 감고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아동이 집에 돌아오면 잘 씻는 습관을 들여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뒷면에서도 계속 됩니다.

머릿니 확인법
1. 아이가 머리를 자주 긁거나 쥐어뜯는 행동을 보이면
머릿니를 의심해 봅니다.
2. 머리를 자주 살펴서 머릿니나 서캐가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을 합니다.

머릿니 퇴치방법
1.머릿니가 있다면 약국에서 머릿니 약(샴푸, 훈증 타입)을 사서 사용합니다.
( 병원처방 또는 약국 구입 가능 )
2. 머릿니 약은 서캐는 잘 죽이지 못하니 서캐 (알) 은 손이나 참빗으로 제거해 줍니다.
3. 최근 사용한 옷은 끓는 물에 세탁하고, 베개와 이불은 세탁과 일광소독을 합니다.
4.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족들도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가족들도 머릿니 여
부를 확인하고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5. 머리를 감은 후에나 비를 맞고 난후에는 반드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립니다.
6. 완전한 치료법은 서캐 알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7. 머리는 짧게 자릅니다.
8. 쓰던 빗과 솔 등은 뜨거운 물에 10분간 담가 둡니다.
9. 머릿니가 감염된 머리카락이 떨어져있는 가구, 카펫, 자동차 의자 등은 진공청소기로 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머릿니약의 사용방법은 구입한 약제의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약사의 설명을 따르세요.◈

친환경 머릿니
소금물을 10% 정도로 희석하여 머리를 감기고 비닐 머리캡으로 덮어씌워 30분정도 지난 후
맑은 물로 헹궈 참빗·개량빗으로 머리를 빗기면 머릿니와 서캐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
니다. 1주일 정도 반복하면 성충은 죽고 서캐(알)는 모두 떨어져 나가거나 더 이상 부화하지
못하여 친환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머릿니를 제거하는 것은 삼투압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머릿니와 서캐에 소금물이 닿
으면 체액이 빠져 나가 죽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소금물로 머리를 감는 방법은 1주일 정도 치료하면 머릿니가 말끔
히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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