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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건

• 4x4 거즈

•쌍둥이 백

•종이 수건

•빨간 클램프 2개

•미니 뚜껑 2개(유효 기간 확인)

•손 세정제

•마스크

용품을 깨끗한 표면에 벌여 놓으십시오

쌍둥이 백 
마스크 

클램프

종이 수건

손 세정제 
Gel



준비하기

1. 부은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힘이 없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차나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2. 쌍둥이 백(Twin Bag)의 농도를 선택합니다.

3. 쌍둥이 백의 유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4. 백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3분 가열합니다.

5.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쌍둥이 백 포장을 엽니다.
•백을 꺼내 수건으로 닦습니다.
•백이 새지 않는지 전체를
확인합니다. 
•백을 걸대에 겁니다.
•튜브를 당겨 분리합니다.



• 4x4 거즈를 개봉합니다.
• 수건을 무릎에 올려 놓습니다.
• 투석관을 꺼냅니다.
• 클램프가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 티타늄 연결부가 단단히 조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마스크를 씁니다.



쌍둥이 백 연결하기

1.세정제로 손을
닦습니다. 

2.쌍둥이 백과 투석관을
손으로 단단히
잡습니다. 

3.당김 고리를
제거합니다. 

4.투석관에서 미니
뚜껑을 제거합니다. 

5.쌍둥이 백을 투석관에
연결합니다. 

6.거즈로 닦습니다.



열기 

배출하기 

•투석관을 열어 용액을 배출합니다.

•20분 정도 걸립니다.



•투석관을 잠급니다.

•배출관에 빨간 클램프를 채웁니다.

잠그기 

채우기 

배출 후 



•녹색 밀봉부를 개봉합니다.
•배출관에 채운 빨간 클램프를 5초간 열어 공기가
빠져나가게 합니다.
•배출관의 빨간 클램프를 잠급니다.
•약을 추가한다면 지금 추가합니다.

개봉 

배출관 

세척



•투석관을 열어 용액을 주입합니다.

• 10분 정도 걸립니다.

열기 

잠금 

주입



•투석관을 잠급니다.

•주입관에 두 번째 클램프를 채웁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잠그기 클램프 채우기

주입 후



쌍둥이 백 연결 해제하기 

5) 새 미니
뚜껑을
투석관에
씌웁니다.

3) 투석관에서
쌍둥이 백을
제거합니다.

4) 투석관을 손에
쥡니다.

1) 미니 뚜껑
포장을
개봉합니다.

2) 세정제로 손을
닦습니다.

6)거즈로 닦습니다.



배출 백 안의 용액이 투명한지 확인합니다. 
• 섬유소가 있는 경우: 투석액 1리터당 헤파린 1ml를
추가합니다

• 용액이 탁한 경우 – 백을 그대로 보관하고 복막 투석실이나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전화번호로 즉시 연락하십시오!

•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과 몸무게를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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