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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치료 서비스 Emergency Services 

봉와직염 Cellulitis 
 

귀하 피부의 피하밑층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와직염(cellulitis, ‘sell-you-light-iss’의 

발음)이라고 합니다. 봉와직염은 보통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봉와직염은 신체의 아무 부위나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발생 부위는 얼굴, 다리, 발, 

손과 팔입니다. 세균은 벤 상처, 긁힌 상처, 

물린 상처 등 피부가 손상된 부위를 통해 

침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고 7~10 일 정도 염증이 

사라집니다.  

 

언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가정의에게 

연락하거나 워크인 클리닉(Walk-in Clinic)에 

가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38.5C (101.3F) 이상 고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 

 오한이 나거나 땀이 나는 경우,  

 구역이나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  

 관절이 뻣뻣한 경우,  

 감염 부위에 붉은 줄이 뻗어나가거나 홍종 

부위가 커지는 경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감염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  

집에서 어떻게 요양합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항상제를 

복용하십시오. 비록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약을 끝까지 다 드십시오.  

정맥주사로 혈액에 항생제를 직접 투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루에 한번 혹은 

두번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If we need to give you antibiotics directly into your 
bloodstream, you must return to the hospital once or 

twice a day for antibiotic treatment.  

치료 받으실 병원/Return to: _______________ 

날짜와 시간/Date & time: __________________ 

 감염 부위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경우 

붓기를 경감하기 위해 팔이나 다리를 

베개에 올려놓고 쉬게 하도록 하십시오.  

 감염 부위에 고름이 나오는 경우 

- 응급실 의사나 간호사의 조언에 따라 

감염 부위를 드레싱으로 감아 주십시오.  

- 감염 부위를 관리할 때 손을 씻도록 

하십시오.  

- 집에서 붕대를 갈 때, 쓰고 난 붕대는 

비닐 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수영이나 온수욕조 (hot tub)를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6~8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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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와직염 예방법 

 비누, 물로 상처 부위를 깨끗히 씻어 

주십시오.  

 피부의 상처 부위(벤 상처, 긁힌 상처나 

허빈 상처)를 청결하게 닦고 봉대로 감아 

주십시오.  

 당노병이 있는 경우 발과 다리에 상처 

부위가 있는지 매일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봉와직염의 증상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봉와직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적 

 부종 

 통증이나 압통 

 피부가 평상시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피부 표면이 팽팽하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갑자기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신속히 

퍼집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열  

 오한  

 구역이나 구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가정의에게 문의하시거나, 

 약사에게 문의하시거나,  

 HealthLinkBC 문의전화 8-1-1(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인 경우에는 7-1-1)로 

전화하시거나 www.HealthLinkBC.ca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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