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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니는 싫어요!
자녀가 두피가 가렵다고 짜증을 내거나 머리를 자주 긁지는 않나요? 어린이의 

두피를 자세히 살펴보고 상처나 머리카락에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귀하의 자녀는 머릿니에 감염되었습니다.

머릿니란?
머릿니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작은 곤충입니다. 위험하거나 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두피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머릿니는 어떻게 감염될까요?
이는 감염된 옷, 침구류, 수건, 빗, 모자 등을 통한 접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이불, 인형, 카펫, 모자 등을 함께 쓰면서 쉽게 감엽됩니다.

머릿니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머릿니에 감염되었다고 청결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방법으로 감염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염된 어린이와의 근접 접촉을 피합니다.

•	 자녀가 빗, 모자, 스카프, 머리띠 등 개인 물품을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머릿니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	 의료진에 머릿니 치료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약물로 치료할 때는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머릿니 치료제 사용을 

피합니다. 의료진은 머릿니 치료제 사용을 선호하지 않거나 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대안적인 치료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침구류와 옷을 높은 온도의 물(화씨: 128.3도, 섭씨: 53.5도)로 세탁하거나 10
일간 밀폐된 봉투에 넣어두세요. 빗, 브러시, 머리띠 등의 물건을 뜨거운 물이나 이 

제거용 약물에 잠기도록 담그세요(폐기해도 좋습니다). 바닥, 특히 소파와 같은 가구,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간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합니다. 진공 청소기의 먼지봉투를 

즉시 폐기합니다.

•	 다른 가족이 이에 감염된 경우 어린이 치료 방법과 동일하게 제거합니다.

•	 의료진의 추천 대로 7~10일 뒤에 치료제 사용을 반복합니다. 머릿니의 알은 첫 치료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를 죽이려면 반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시 등원하면 될까요?
일리노이주 어린이 보육 센터 면허 기준에 따르면 머릿니에 감염된 어린이는 첫 치료 

후 이튿날 오전까지 보육시설 등원을 금지해야 합니다. 담당 교사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규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