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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Ｑ１．과부거미류의 특징은?
Ａ１． 과부거미류는 배 부분에 빨간 모래시계형 또는 사각형의 특징적인
무늬가 있습니다.
Ｑ２．붉은등과부거미의 특징은?
Ａ２． 독을 가진 암컷의 몸길이는 몸통 부분이 약 1cm(다리 부분을
포함하면 3~4cm), 전체적으로 검고 배 부분에 빨간 무늬가 있으며
등에도 빨간 띠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Ｑ３．회색과부거미의 특징은?
Ａ３． 독을 가진 암컷의 몸길이는 몸통 부분이 약 1cm(다리 부분을
포함하면 3~4cm)로 등은 회색 및 검은색 바탕에 반점이 있습니다.
배 부분에는 빨간 무늬가 있습니다.
Ｑ４．과부거미류의 둥지의 특징은?
Ａ４． 땅 바닥에 가까운 곳에 있는 틈새나 구조물 구석에 불규칙적인
모양의 거미줄을 칩니다. 겨울철에는 낙엽이나 마른 풀, 곤충의 시체
등에 거미줄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식장소
Ｑ１．과부거미류는 어떤 곳에 있나요?
Ａ１．①야외의 비교적 볕이 잘 들고 따뜻한 곳
②먹이가 될 만한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이 많은 곳
③둥지를 틀 만한 적당한 틈새가 있고 그늘지고 좁은 곳
①～③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있는 측구나 자전거의 흙받이 안쪽
혹은 안장 안쪽, 벤치 밑, 미끄럼틀 밑, 공원 화단 및 블럭, 화분,
플랜터의 밑바닥이나 움푹 패인 곳, 야외에 계속 방치해둔 신발 안
등에 서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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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을 때의 대처법
Ｑ１．과부거미류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Ａ１． 과부거미류를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발견하더라도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과부거미류는
꼼짝않고 않고 죽은 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용 스프레이 살충제 혹은 발로 밟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은 거미를 처리할 때도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장갑을
착용하거나 나무젓가락 혹은 정원용 빗자루 등을 사용하세요.
등이나 배에 특징적인 무늬를 발견하면 만약을 위해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생활환경과에 연락하세요.
Ｑ２．과부거미류 구제 방법은?
Ａ２．가정용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시거나 발로 밟아서 죽이세요.
Ｑ３．과부거미류의 알주머니를 없애는 방법은?
Ａ３． 알주머니를 나무젓가락 등으로 집어서 비닐 봉투에 넣은 다음
발로 밟거나 알주머니를 직접 라이터 등으로 태워버리세요.
Ｑ４．거미를 발견하면 어떤 거미든 죽이는 것이 좋은가요?
Ａ４． 대부분의 거미류는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으로 유해한 과부거미류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합시다.

평상시 주의사항
Ｑ１．과부거미류에 대해 평상시에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Ａ１． 정원 가꾸기와 같은 야외 작업을 할 때는 두꺼운 장갑(목장갑이나
가죽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세요.
야외에 방치해둔 신발을 신을 때는 안에 거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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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렸을 때의 대처법
Ｑ１．과부거미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Ａ１． 물린 부분을 온수나 비눗물로 잘 씻은 다음 가급적 빨리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치료를 받을 때는 거미를 살충제로 죽인 다음 가지고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로 완전히 밟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어떤
거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Ｑ２．무엇에 물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Ａ２． 만약을 위해 물린 부분을 온수나 비눗물로 잘 씻으세요.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을 경우
과부거미류에 물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황을 보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Ｑ３．물렸을 때의 증상은?
Ａ３．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린 직후 바늘로 찔린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물린 부위가 뜨겁게 느껴지거나 빨갛게 붓거나
국소적으로 땀이 납니다.
물린 지 5 분 정도 지나면 강한 국소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며 그
정도와 범위가 증대하여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물린 사지 전체로 퍼져 림프절의 붓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복통이 일어나 사람에 따라서는 메슥거림, 구토, 발열,
이상발한, 권태, 어지러움, 두통, 전신발진, 고혈압, 설사, 피 토하기,
호흡곤란, 배뇨곤란, 중증 개구장애, 식욕부진, 안검부종(눈꺼풀이
붓는 증상), 전신 관절통, 전신 떨림, 유루증(눈물이 흐르는 증상),
정신이상, 서맥(심박수가 느려지는 부정맥)이나 빈맥(심박수가
빨라지는 부정맥)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무거울 때는
119 번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부르세요.
Ｑ４．물리면 사망하나요?
Ａ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망한 예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붉은등과부거미 교상환자에게 항독소혈청이 사용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956 년, 항독소혈청이 도입된 이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Ｑ５．붉은등과부거미의 항독소혈청은 어디에 비축되어 있나요?
Ａ５． 후쿠오카 시내에서는 후쿠오카시민병원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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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 홍보・계발・상담에 관하여
거미에 관한 상담은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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