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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관리 펌프 떼어내기

당신의 통증 관리 펌프가 작동하는지
알수있는 방법

통증 관리 펌프는 수술후
국소 마취제를 수술받은
자리에 직접 투입해서 통증을
줄여주기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으로 2-4일에 거쳐 약을
받게됩니다.
수술 절개 부위의 피부밑으로
연결된 작은 튜브를 통해
마취제가 계속해서 아주
천천히 통증 관리 펌프에서
배출됩니다.
펌프가 다 비게되면 당신이
직접 튜브를 빼내고 펌프와
관을 버리시면 됩니다.

일상 생활을
하기위해
펌프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 몸에
메실 수도
있습니다.

통증 관리 펌프의 구성
펌프가 마취제를 수술 의사가
주문한 만큼씩 당신의 몸에
주입합니다. 펌프에 정해진
약의 량은 바꿀 수 없습니다.
카테터라고 하는 작은 튜브가
펌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임쇠와 필터가 그
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수술 부위가 무감각한 느낌이 들고
약이 당신의 통증을 감화시킬때.
• 공이 점점 더 작아지고 펌프에
달려있는 공의 외장 필름이 느슨해지고
주름이 지기 시작할때.
• 공이 납작해져서 공안에 있는 딱딱한
튜브가 만져지면 펌프가 비게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보통 48-72시간
걸립니다.

펌프 관리법
• 조임쇠가 열려있고 위아래로 잘
움직이는지, 필터를 막는것은
없는지, 튜브가 뒤틀렸거나
구부러지지 않았는지
알아보기위해 하루에 몇번씩 통증
관리 펌프를 관찰하세요.
• 당신의 펌프, 필터와 튜브를
물에 닿지않게 잘 보관하십시오.
샤워에 대해서는 수술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 밤에 잘때는 펌프를 작은
주머니안에 넣어서 당신의 몸옆의
이불위에 두십시오.

다음의 경우,
조임쇠를 조이고
수술의사에게
연락하세요:
• 펌프나 튜브가 셀때
• 펌프에서 튜브가
떨어져 나왔을때.
다시 연결하지
마십시오.
• 튜브가 당신의
피부에서
빠져나왔을때. 다시
넣지 마십시오.

하지마십시오:
• 욕조에서 목욕하거나 펌프를 물에 담그는것.
• 펌프를 이불밑, 방 바닥에 놓거나 아무데나 메달아
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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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떼어내기

다음날 튜브가 꽂혀있던 자리를 확인합니다.

통증 관리 펌프를 떼어내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단계
손을 물과 비누로 닦고 말립니다.

필요한 물품:
• 접착 밴드.
• 쓰레기통.

2 단계
• 다음날 접착 밴드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관찰합니다.
• 그 자리가 발갛고 통증이 있거나
따뜻하다면 수술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1 단계
손을 물과 비누로 씻고 말립니다.
2 단계
• 튜브가 꽂혀있는 자리의 피부
주변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느슨하게 합니다.
• 테이프를 천천히 벗겨서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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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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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튜브를 피부에 고정시키기위해
붙혀놓은 테이프도 떼어냅니다.
4 단계
• 튜브를 피부에 닿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90도 각도로
튜브를 잡아당겨 빼냅니다.
• 혹시 튜브가 잘 안빠져나오거나
늘어질때는 중단하고 수술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5 단계
튜브를 빼내고 나서, 튜브 끝의
검은색 부분을 찾아서 튜브 전체가
다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잡아당기지 마세요.
튜브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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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접착 밴드를 튜브가 꽂혀있던
자리에 붙입니다.
7 단계
튜브, 펌프, 테이프들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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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수술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다음의 경우, 튜브의 조임쇠를 조이고
수술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 귀가 울리거나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날때
• 시야가 흐려질때
• 입에서 쇳내가 날때
• 손가락, 발가락 또는 입 주위에 감각이
없거나 간질간질 할때
• 나른하거나 혼돈이 올때
• 통증이 증가할때
• 열, 오한, 발한이 있을때
• 숨쉬기 힘들때
• 튜브가 꽂혀있던 피부 주변이
발갛게되거나 붓고 따듯하거나 통증이
있을때
• 튜브가 꽂혀있던 자리에서 피나 분비물이
나올때
• 어지럽거나 머리가 몽롱할때

온라인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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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당신이 의료 전문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조하기위한 것입니다. 본 정보는
절대로 개인적인 의료 자문으로 간주될수 없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항상 당신의 의료
전문인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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