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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니 관리 및 대처방법

머릿니는 옛날에는 후진국 전염병이라고 불렸으나 요즘은 선진국에서도
머릿니에 감염되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머릿니는 일종의 기생충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 발생되며 머릿니는 한번 감염되면 쉽게 옮기며
감염사실을 다른 아이들이 알게 되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오니, 자녀
의 머리를 자주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머릿니로 고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를 부탁드립니다.
머릿니란?
머릿니는 머리카락에 붙어살면서 두피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흔히 말하는 서캐는 암컷 머릿니가 낳은 알로, 머리카락에 붙어서 일주일가량 지나면 애벌
레로 부화하고, 더 자라면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른벌레가 됩니다.
머릿니는 성충인 경우 생존기간이 평균 30일이며 암수 모두 2시간 간격으로 피를 빨고 암컷
1마리는 하루에 8~10개의 알을 낳아 번식력이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니에 감염되면, 머릿니 자체도 없애야 하지만, 알인 서캐까지 완벽하게 제
거가 되지 않으면 재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염되고 있나요?
머릿니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옮길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빗이나 머리핀, 모자 등을 서로 빌려 쓰거나, 침구류를
같이 사용 시 옮기기 쉬어 함께 잠을 자는 가족에게 쉽게
전파가 됩니다. 이로 인해 머릿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머릿니로 인한 질병도 생길 수 있나요?
머릿니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상처가 나고 상처에 의해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릿니 감염이 반복되면 콧물, 코막힘,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놀림 받아 왕따를 당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생기고 가려움증은 수업집중을 방해
하고 수면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릿니,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머리를 아침, 저녁으로 잘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는 옷을 꼭 세탁합니다.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옷은 끓는 물에 넣어 세탁하고, 베개와 이불도
세탁과 일광소독으로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집안 가구와 바닥의 머리카락을 꼼꼼히 청소하고 진공청소기로 미세한 부분까지 청소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머릿니 제거 샴푸 사용 방법
- 건조한 머리에 두피와 머리카락까지 충분히 적셔지도록 충분한 양을 사용해서 마사지 하듯
이 발라줍니다.
- 10분간 방치하며 10분 후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하고 헹궈줍니다.
- 남아있는 알, 서캐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참빗을 이용하여 촘촘히 두피로부터
머리끝까지 빗어내어 남아있는 서캐를 제거해 줍니다.(1일 30분 이상 빗질)
- 만약, 아이가 머릿니에 감염되었다면, 가족들에게도 옮겼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 머릿니 샴푸와 참빗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머릿니 샴푸와 참빗을 사용했는데도 서캐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면 10일 후에 같은 과
정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머릿니로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는 괜찮은지 잘 살펴보시고 초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릿니에 감염되었다면 단체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철저
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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