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발 사용하기

2014년 6월에 ECI에서 만듦 - 웹사이트 www.ecinsw.com.au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음

병원:

목발 사용이 왜 필요합니까?
손상을 입은 발이나 다리가 체중을 받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므로 목발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상이 
더 생길 수 있므로 다친 다리가 체중을 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발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목발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 나사나 나무 부분이 느슨하지 않도록 한다.

♦ (양말 뿐 아니라) 신발도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는다.

♦ 미끄러운/젖은 바닥을 주의하고 계단을
조심한다.

♦ 다친 다리를 어떤 일정 시간 동안에도
내려놓은 상태로 있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다리가 부을 수 있다.

♦ 어떤 무게도 겨드랑이가 아니라 손으로
가게 한다.

♦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발 뛰기를
하면서 돈다. 발을 비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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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을 사용해서 걷기

목발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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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로 섰을 때 각각의
목발이 겨드랑이에서

5 cm (손가락 2개의 넓이) 
아래에 있어야 한다.

2. 팔꿈치가 살짝 굽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조절한다.

3. 목발을 사용할 때는
체중의 대부분을

겨드랑이가 아니라 팔로 
지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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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의료 안내자료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내자료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치의나 다른 의료진들에게 항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
계단을 오를 때는 손에 체중을 지탱하고 
성한 발이 먼저 윗 계단에 내딛을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갑니다. 성한 발에 체중을 지탱하여 
유지하면서 아픈 다리를 옮긴 후에 목발을 위로 
옮깁니다.

의자에 앉기
 ♦ 양쪽 다리 뒷부분이 의자에 닿을 때까지 
의자를 향해 뒤로 간다.

 ♦ 양쪽 목발의 손잡이를 둘 다 성한 다리 
쪽에 놓고 잡는다.

 ♦ 반대편 손을 뒤로하여 의자를 잡으면서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 성한 다리 쪽의 손으로 두 목발의 손잡이를 
함께 잡는다.

 ♦ 손잡이와 의자의 팔걸이를 사용하여 
일어난다.

 ♦ 일어나고 균형이 잡히면, 목발을 하나씩 
양쪽 팔 아래에 놓는다.

목발을 얼마 동안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기간은 손상 정도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고 후속 진찰 예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진찰시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후속 
진찰을 가정의(GP)가 하는지 혹은 물리치료사나 
전문의가 하는 지에 대해서 정확히 통보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를 경우 가정의 (GP)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지침 사항:

계단 내려가기
계단을 내려갈 때는 목발을 아래 계단에 내려 
놓고 아픈 발을 먼저 내밉니다. 만일 아픈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다리에 체중을 싣지 마십시오. 몸의 균형을 
확실히 유지한 다음에, 목발을 이용해서 체중을 
아래로 내리고 성한 다리를 아래 계단에 
내딛습니다.

도움 요청:

의료 응급 상황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거나 000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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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