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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수술 후 배수관 관리 
Drain Care after Breast Surgery 

배수관이 왜 필요합니까? 

유방 및 겨드랑이 수술 후 한 개 혹은 몇 개의 

배수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배수관은 수술 후 

고이는 묵은 피와 수액을 제거합니다.  

배수관의 수액은 빨간색, 갈색 또는 노란색일 수 

있습니다. 매일 수액이 몇 스푼(30mLs)에서 거의 한 

컵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때로 수액의 양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배수관은 언제 제거합니까? 

2일 연속 24시간 동안 2 스푼(30mLs) 미만의 수액이 

나올 때 배수관을 제거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배수관을 제거합니다. 

집에서 배수관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벌브를 허리 높이로 유지하세요. 

벌브를 옷에 꽂아 튜브와 피부를 당기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가슴띠를 착용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와 배수관 사이에 붕대를 감으세요.  

벌브를 비워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 2시간 마다 

벌브를 확인하세요.  

매일 2회 이상 배수관을 비우세요. 배수관이 반쯤 

차면 바로 비우세요. 

벌브를 비우는 법 

1.손을 씻으세요.

2. 튜브가 나오는 곳이

위로 향하도록 벌브를

잡으세요.

3. 마개를 빼도록

당기세요.

4. 벌브를 돌려 잡고 쥐어짜세요.

5. 수액을 용기 안으로 짜세요.

6. 비운 후에, 튜브가

위에 나오도록

잡으세요.

7. 벌브를 쥐어짠

상태로 동시에

구멍에 마개를

미세요.

8. 벌브를 놓으세요.

벌브는 평평하게

유지 되어야 합니다.

9. 수액의 양을

측정한 후에 매일

기록장에

기입하세요. 다음에 수술 의사를 만날 때 기록장을

갖고 가세요.

튜브에 약간의 흰 조직이나 작은 피 응고된 것을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가끔 이것들이 배수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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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사항을 보게 되면 배수관이 아마 작동하지 

않습니다: 

• 갑자기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

• 유방과 겨드랑이에 삽입된 튜브에서 수액이

밖으로 흐를 때.

• 유방과 겨드랑이가 붓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한 손으로 배수관이 들어 있는 몸 (유방 혹은

겨드랑이)를 잡으세요.

2. 다른 한 손으로 엄지와 손가락 사이에 튜브를

짜거나 꼬집으세요.

3. 튜브를 향하여 손가락들을 옮기세요.

4. 이 행동을 몇 번 반복해서 하세요.

의사나 간호사에게 언제 연락합니까?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연락하세요: 

• 튜브를 여러 번 쥐어짜도 배수가 되지 않을 때.

• 벌브가 평평하게 유지 되지 않을 때.

• 배수관이 선홍색으로 붉을 때.

Illustrations courtesy of Multi-Media Services, BC Cancer Agency,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