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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서비스 Emergency Services

모소농양 Pilonidal Abscess
모소낭은 엉덩이 위에 꼬리뼈
부근에 생기는 피부
주머니입니다. 이 낭종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 자라는 모발이
성장하면서 모발 말단의 피부
안쪽이나 아래쪽으로 깊숙이
박혀 형성됩니다. 이 낭종이
감염되면 농양으로 바뀝니다.

집에서 어떻게 요양합니까?
 드레징은 항상 깨끗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모소농양은 보통 피부를
절개하고 고름을 빼내어
치료합니다. 고름이 잘 빠지도록 상처는 열린
무봉합 상태로 둡니다. 고름과 액체를 빼내도록
특수 거즈로 상처를 감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치유됩니다. 고름과 액체를
흡수하고 성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드레싱(붕대)로 상처를 덮습니다.



드레싱에 변이 묻으면 바꿔 줘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 항상 손을 씻으십시오.
 드레싱을 갈기 전과 후



하루에 적어도 3번씩 드레싱을 갈아야 합니다.
드레싱이 고름과 액체로 젖어지면 더 자주
갈아줍니다.
드레싱을 갈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쓰고 난 붕대를 취급 후


쓰고 난 붕대는 비닐 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목욕 Bathing:
(다음 중 체크된 지시만 따르십시오.) (Do only what is

상처가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적어도 한달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나아지면서 배농이
감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checked off)

___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대로 수건으로 닦으십시오.
Do not bath or shower. Wash as much as you can
with a washcloth.

농양 부위에 감염이 재발되면 의사가 낭종을
제거하기 위한 간단한 수술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7 일 내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예약하십시오. 상처를 붕대로 감았다면 이때
붕대를 제거합니다.

___ 샤워해도 됩니다. 목욕하지 마십시오.
You can shower. Do not bath.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면 지시대로
복용하십시오. 처방된 항생제를 복용 도중
중단하지 말고 모두 복용 하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이나 스토어 브랜드
제품) 또는 이부프로펜(애드빌, 모트린이나
스토어 브랜드 제품) 등 약을 복용하면
통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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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소농양 –계속 Pilonidal Abscess - continued
다음과 같은 정상을 보인다면 가정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가정의에게 문의하시거나,

 38.5C (101.3F) 이상 고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



 상처의 부기, 배농이 악화되는 경우,

HealthLinkBC 문의전화 8-1-1(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인 경우에는 7-1-1)로
전화하시거나 www.HealthLinkBC.ca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에 출혈이 있는 경우,
 통증이 심해지거나 진통제를 복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
 구역이나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
 설사를 하는 경우.

예방 조치


상처가 다 나은 후에 매일 글리세린 비누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말리십시오.



상처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십시오.



면 속옷과 면옷을 입으십시오.



상처 부위의 모발 제거가 권유될 때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밴쿠버 코스탈 헬스(Vancouver Coastal Health) FB.723.D73 ‘모소동 배농이나 제거’(2011 년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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