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m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는다. 

     ※ 개미집은 대체로 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야외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야 함  

  m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는 개미에 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죽은 붉은불개미에도 침이 나와 있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함 

  m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고 바지를 양말이나 장화(신발) 속에 집어넣어 붉은
불개미에 물리지 않게 한다. 

  m 야외활동시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한다. 

●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는

  m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낸다. 

  m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다.  

  m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m 붉은불개미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린다.

  m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려움증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  

  m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미에 물린 후 어지러움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는다. 

  

      < 붉은불개미 >

붙임붙임  붉은불개미 대처 관련 질의응답(FAQ)

1.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옷과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

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미집(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음)을 건드리지 않고,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 후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려움증,
발열, 두드러기, 두근거림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되면 어지러움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119를 이용하여 응급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3. 붉은불개미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 물린 직후에는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몸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음을

감싸서 15분 간격으로 냉찜질을 실시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린 부위를

높게 올려주세요.

○ 가려움증 등의 심하지 않은 증상만 있을 경우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려주세요.

○ 특히, 드물지만 과민성 쇼크로 전신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를 이용

하여 응급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