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 간다

반시뱀에 물리면

도움을 요청한다

?

반시뱀
주의

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의 육지에는 24종의 뱀이 서식하고 

있으며 독사는 8종류지만, 그 중 위험한 뱀은 

반시뱀, 애기 반시뱀, 사키시마 반시뱀, 대만 

반시뱀 이렇게 4종류 뿐입니다.

반시뱀은 지역과 개체, 탈피 상태에 따라

색과 무늬가 다릅니다.

혹시 물렸다면?
❶일단 침착하게 반시뱀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뱀의 종류를 모르더라도, 반시뱀의 경우 보통 이빨자국이 2개
(1개 또는 3, 4개인 경우도 있음)이고 5분도 지나지 않아 부어오르며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❷반시뱀에 물린 것이 맞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달리면 독이 빨리 퍼지므로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❸병원까지 오래 걸릴 경우,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느슨하게 묶습니다.

붕대나 넥타이 등 끈 형태의 폭이 넓은 
천으로 천으로, 물린 부위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을 피가 잘 통하지 않을 
정도로만 느슨하게 묶습니다. 15분에 
한 번씩 헐겁게 해 줍니다. 절대 가는 
끈 등으로 세게 묶으면 안 됩니다. 독이 
퍼질까 무서워 세게 묶으면 혈액순환이 
멈춰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의료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 등에서는 가급적 
여럿이 모여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가 사용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십시오.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반시뱀 종류 공통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느슨하게 묶는다.

반시뱀 관련 문의처

오키나와현 보건의료부 위생약무과

TEL.098-866-2055
오키나와현 위생환경연구소

TEL.098-987-8223



오키나와 산호뱀
오렌지색과 검은 세로줄무늬에 흰 가로줄무늬. 
온순한 편이라 잘 물지 않는다. 40～55㎝

반시뱀은 야행성이라 낮에는 
굴 속 등에 숨어 있으며, 
주변이 어둑해질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반시뱀의 활동

반시뱀 피해 중 산림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5%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산 속에서 
물리면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산 속 레저활동 시 주의

반시뱀은 주로 수풀이나 초지에 
서식하지만 작은 공원 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신처와 먹이(쥐 
종류)가 있으면 반시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시뱀이 있는 곳

반시뱀은 공격할 때 
상 반 신을  S 자 로  
움츠렸다가 빠르게 
펴면서  목표물을  
뭅니다 .  점프는  하지  
않습니다. 공격 가능한 최대 거리는 몸 길이의 2/3
이므로 그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전합니다. 

반시뱀은 나무를 잘 
타 고  헤 엄도  잘  
칩니다.  나무 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시뱀의 행동

반시뱀의 생태

사키시마 반시뱀
갈색 바탕에 검은 얼룩무늬.
80～120㎝

아카마타
빨간색과 검은색 줄무늬 모양.
130～180㎝

류큐 유혈목이
검은 바탕에 흰 반점이 있다.
80～110㎝

대만 반시뱀
사키시마 반시뱀과 생김새가 비슷함.
(특정외래생물)　　　　　80～130㎝

애기 반시뱀
회색 또는 갈색 바탕에 
검은 얼룩무늬.

40～80㎝
반시뱀
노란색 또는 흰색 바탕에 검은 
얼룩무늬. 130～240㎝

류큐 초록뱀
등은 녹색이고 배는 노란색 70～90㎝

브라미니 장님뱀
전신에 광택을 띤 회색. 
땅 속에 있으며 지렁이와 흡사하다.
10～20㎝

대만 줄꼬리뱀
대만에서 유입된 대형 뱀. 오키나와 
중부에 서식하고 있다. 180～270㎝

아마미 다카치호뱀
등은 갈색이고 배는 노란색.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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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길이는 표준~최대 몸길이

뱀의

특징
위험성은
낮은 뱀

독이 없는
뱀

독사지만

위험한
독사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