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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카테터란?

요도 카테터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방광으로 

삽입되는 배출 관입니다. 카테터 끝에 있는 작은 

풍선은 방광 내부에 카테터를 유지하여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카테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카테터는 카테터 백에 연결될 것입니다. 

카테터와 백은 이들 중 하나를 교체하는 동안을 

제외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카테터 안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백은 ¾가 차면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경우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비워줄 

것입니다. 

소변 카테터를 사용하면 감염이 
되나요?

카테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테터를 

삽입하면 요도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은 개인 위생과 카테터를 잘 

관리하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든지 카테터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의사나 간호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카테터가 왜 필요한가요?

• 카테터를 삽입하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  여전히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태가 

되나요?

•  얼마나 오랫동안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나요?

•  카테터 혹은 카테터 백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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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삽입 부위의 확대

병원에서 카테터 관련 요도 감염 줄이기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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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조항

이 책자는 정보용입니다. 이는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치료 선택 혹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책자는 Hunter New England LHD 및 Nepean Blue Mountains 
LHD가 제작한 자료에서 채택 및 수정을 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이 프로젝트는 CEC의 의료 관련 감염 (HAI) 프로그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HAI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 및 전문 보건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시스템을 향상하고 HAI 예방 및 관리를 감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책자는 Clinical Excellence Commission의 웹사이트인  
www.cec.health.nsw.gov.au/programs/hai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요도 감염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카테터나 백을 만지기 전과 

후에 손을 씻습니다.

카테터가 신체에 고정시켜 

둔 상태로 유지합니다.

백이 항상 카테터에 연결되어 

있도록 합니다.

굽은 부위나 고리를 확인합니다.

백의 위치를 둔부 아래로 

유지하고 바닥에서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카테터가 

삽입된 곳 주위를 세척합니다.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아래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느끼거나 발견하면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

변비

소변양이 4시간 동안 변하지 않음

소변에 피가 섞임

소변이 흐리거나 냄새가 남

복통 혹은 아랫배 통증

오한이나 발열

어떠한 종류의 통증이나 카테터 주위의 불편함

혼란스럽거나 평상시의 상태가 아님을 느낌

카테터의 위치가 바르지 않거나 빠져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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