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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서비스 Emergency Services 

도뇨관 관리 Urinary Catheter Care 
비뇨기과 전문의(소변 문제 전문 의사)를 
만나시도록 주선해 드렸습니다. 
We have arranged for you to see an urologist. 

의사/Doctor: 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약/Appointment: _______________ 

도뇨관은 무균(또는 살균) 
관으로,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갑니다. 이 
관으로 소변을 
방광으로부터 배출합니다. 
관의 한쪽 끝에 작은 풍선이 
있어 관이 방광 안에서 
고정됩니다. 

도뇨관은 수집 배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소변 
주머니로 이어집니다. 

낮에는 다리 주머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언제나 다리 주머니를 끈으로 
다리에 고정하세요. 그러면 더 
쉽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밤에는 도뇨관을 야간 
주머니라고 하는 더 큰 소변 
주머니에 연결하세요.  
 
 
 
 

다음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소변 주머니로 흘러 들어오는 소변이 
4시간이 지나도 아주 적거나 전혀 없고 또한 
방광이 가득 찬 느낌이 듦 

 소변 색이 변했거나 흐려 보임 

 소변에 피가 섞인 것 같거나 큰 핏덩이가 
있음 

 소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남 

 도뇨관이 몸에 들어가는 곳의 주변 부위가 
빨갛거나, 붓거나, 만지면 아픔 

 도뇨관이 몸에 들어가는 곳의 주변 부위에서 
고름이 나옴 

 도뇨관이 몸에 들어가는 곳의 주변 부위에서 
소변이 샘 

 속이 메슥거리거나(메스꺼움) 토함(구토) 

 오한이 나거나 38.5°C(101.3°F) 이상의 열이 남 

방광 건강 유지 방법 

매일 8~10컵(2~2.5리터)의 음료를 
마시세요(담당 의사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 물은 최상의 음료에 속하지만, 우유, 주스, 
수프, 소량의 커피와 차 등 다른 음료도 
괜찮습니다. 

도뇨관이나 배관, 주머니를 다루기 전과 후에는 
항상 손을 비누와 물로 씻으세요.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높이보다 아래에 
두세요. 그래야 소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도뇨관 

야간 주머니 

테이프 

수집 배관 

테이프 

다리 

주머니 

요도(sounds like yer-ee-thra)  
소변을 방광에서 몸 밖으로 
운반하는 작고 짧은 관. 

방광(sounds like blah-der)  
소변을 수집하여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저장하는 빈 기관. 

소변(sounds like yer-in) 
콩팥에서 걸러낸 노폐물 
액체로 '오줌'이라고도 함.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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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기호 은 손 씻기 알림입니다. 

도뇨관 관리 방법 

대변을 본 후에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다리 사이와 도뇨관 
주위를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항상 앞에서 뒤로 
씻습니다. 

도뇨관을 단 채 샤워합니다. 욕조 목욕은 하지 
마세요. 도뇨관을 달고 목욕하면 감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씻는 것을 기억하세요. 

샤워 시에는 야간 주머니를 착용합니다. 다리 
주머니를 찬 채 샤워하지 마세요. 끈이 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샤워하면 야간 
주머니를 취침 시간 전까지 말릴 시간이 
있습니다. 

도뇨관을 잡아당기거나 뽑지 마세요. 도뇨관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소변 주머니가 질질 
끌리거나 도뇨관을 잡아당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도뇨관의 관을 항상 넓적다리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그러면 당김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집 배관에 꼬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배관에 꼬인 부분이 있으면 소변이 방광에서 
배출되지 못합니다.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야간 주머니가 새면 깨끗한 플라스틱 통 안에 
넣습니다. 

소변 주머니 비우기* 

• 마개를 엽니다. 

• 소변을 변기에 전부 부어 냅니다. 

• 배출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배출구를 실수로 
만지면 알코올 면봉으로 세척합니다. 

• 마개를 닫습니다. 

• *다리 주머니는 3~4시간마다 또는 반쯤 차면 
비웁니다. 

소변 주머니 갈기 

다리 주머니를 야간 소변 주머니로 바꾸려면 
• 용품(야간 주머니, 테이프, 알코올 면봉)을 
한데 모읍니다. 

• 다리 주머니를 비웁니다. 

• 다리 주머니를 도뇨관에서 분리하여 한쪽에 
둡니다. 

• 야간 주머니의 수집 배관에서 보호 뚜껑을 
제거합니다. 이 뚜껑을 다리 주머니에 
부착하도록 보관합니다. 

• 도뇨관이나 수집 배관의 열린 끝부분을 
만지지 않은 채 야간 주머니용 배관을 
부착합니다. 

• 배관을 침대 옆면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될 
때까지 야간 주머니를 허리띠나 실내복 
허리띠에 매답니다. 

• 다리 주머니를 세척합니다. 

야간 소변 주머니를 다리 주머니로 바꾸려면 
• 야간 주머니를 비우고 위 단계를 따라 다리 
주머니에 연결합니다. 

• 야간 주머니를 세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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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주머니 세척하기 

• 주머니를 비웁니다. 

• 주머니를 분리한 후 세척합니다. 주머니 
세척에 가장 좋은 곳은 욕조 안입니다. 

• 배관과 주머니를 비눗물로 씻어 냅니다. 
주머니를 물로 헹구고 물기를 뺍니다. 

• 작은 깔때기로 백식초 ¼컵(50mL)과 물 
1컵(250mL)을 배관을 통해 주머니에 
넣습니다. 

• 주머니를 부드럽게 흔듭니다. 

• 주머니의 물기를 완전히 뺍니다. 

• 주머니를 깨끗한 수건 위에 놓고 자연 
건조시킵니다. 

• 연결부를 알코올 면봉으로 닦습니다. 

• 깨끗한 보호 뚜껑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알코올 면봉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주머니는 의료 용품 판매점과 일부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 가정의 

•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 

• 프레이저 헬스 가상 진료팀 
(Fraser Health Virtual Care) 
1-800-314-0999 또는 실시간 
온라인 채팅: 
fraserhealth.ca/virtualcare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 HealthLinkBC - 전화 8-1-1 
(청각 장애인용 번호는 7-1-1) 또는 웹 
사이트: HealthLinkBC.ca 

 

이미지들은 Providence Health Care의 'Kidney Infection – Going Home'(2010년 7월)과  

Vancouver Coastal Health의 'Going Home with a Urinary Catheter'(2011년 8월)에서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입니다. 

 

  

https://www.fraserhealth.ca/patients-and-visitors/fraser-health-virtual-care
http://www.healthlinkb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