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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베임 및 긁힘
심각하게 베인 상처
출혈이 많은 베인 상처 (깊은 상처)는 직접
압박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베인 상처
주위의 의복을 제거하고 깨끗한 붕대
(깨끗한 천 혹은 타월도 가능)를 베인
상처 위에 놓고 눌러 줍니다. 가능하다면
접착력이 없는 패드를 붕대 밑 상처 위에
놓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면 상처
부위를 심장 위쪽으로 올립니다. 붕대가
피로 적셔지면, 붕대를 제거하지 말고 다른
붕대를 그 위에 놓도록 합니다. 훈련된 임상
혹은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깊은 상처가 생기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앰뷸런스를 부르십시오:
♦♦현기증, 숨가쁨 혹은 흉통.
♦♦출혈이 천천히 흐르는 것 이상으로
지속되며 멈출 수 없음.
♦♦뼈 골절도 새로 생긴 것으로 생각됨.
♦♦상처가 안구 내로 들어감.
♦♦혈액 희석제를 복용.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을 경우, 모든 깊은
상처는 2시간 이내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처치가 필요한 기타 베인 상처
아래 중 어느 것이든 발생할 경우 2 – 6 시간
내에 의사나 간호사를 보아야 합니다:
♦♦출혈을 멈추지 못하는 상처, 베임 혹은
긁힘 (찰과상).
♦♦몇 밀리미터 이상의 상처나 베임 그리고
베인 면이 서로 잘 붙지 않음 (즉, 상처가
“열린 상태”). 이러한 상태는 봉합 (꿰맴),
조직 접착제 혹은 스테이플로 붙일 수도
있음.
♦♦눈꺼풀에 얕은 찰과상 이상으로 깊게
베인 상처.

♦♦인간 혹은 동물이 깨물은 상처, 혹은
무언가를 내리 치다가 손에 생긴 베인
상처.
♦♦베인 상처의 밑 부분을 볼 수 없는 경우,
특히 관절 (예: 손가락 관절 혹은 마디)
혹은 무릎 위의 상처.
♦♦오염된 물에서 생긴 베인 상처 혹은
찰과상.
♦♦약 한 시간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베인 상처.
의사나 간호사를 만나기 이전에:
♦♦상처에 출혈이 계속될 경우, 깊은
상처에는 붕대와 직접 압박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처 부위를 들어 올림.
♦♦상처에서 출혈이 없을 경우:
1. 다량의 깨끗한 수돗물로 씻고 오염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이물질 (깨진
조각 등)을 제거.
2. 베인 상처 위에 깨끗한 붕대 (혹은
깨끗한 천이나 타월)를 올려 놓음.
접착력이 없는 패드를 베인 상처 바로
위에 놓는 것이 권장됨.

경미한 베인 상처 및 찰과상 (긁힘)
경미한 베인 상처 및 찰과상은 많은 경우
대체로 가정에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베인 상처를 완전하게 세척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오염 물질이나 이물질
(깨어진 조각 등)을 상처에서 씻어 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대체로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거즈나 깨끗한
와셔를 사용합니다. 소독제나 비누 혹은
세척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척 효과를
주지 않고 이미 상처가 난 조직에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오염 물질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경우 2-6 시간 이내에
의사나 간호사를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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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인 상처나 찰과상 부위에 깨끗한
붕대를 감습니다. 작은 상처에는
종종 Band-Aid® 혹은 유사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넓은 부위 및 손가락과
같은 불규칙적 형태의 신체에는 약국에서
적절한 붕대를 구하도록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눈 부위 등 까다로운
곳에는 붕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대체로 붕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하지만 대신에 해당
부위를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건조시키도록 합니다.
3. 소독 크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염된
베인 상처의 대체적인 요인은 베인 상처
내의 오염물이므로 소독 크림은 이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4. 매일 씻을 때를 제외하고 (샤워나 목욕을
할 때), 붕대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며 매일 갈아 줍니다. 샤워나
목욕 후에 붕대를 제거하고 베인 상처나
찰과상 부위를 가볍게 세척한 후에
새로운 붕대를 사용합니다.
5.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를 지속적으로 건조시킵니다. 경미한
찰과상을 보다 심한 모든 베인 상처가
있을 때는 수영을 피합니다.
6. 통증이 증가하거나 베인 상처 주위에
발진이 있을 경우 혹은 고름이 나올 경우,
의사를 보도록 합니다.

지침:
당신은 ________________에 상처를 입었으며
______________________ 로 관리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붕대가
사용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 일 후에 이
붕대를 착용하고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 일 후에____ 를 보도록 하십시오.

파상풍
파상풍은 심각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감염으로서 베인 상처 내의 오염 물질을
통해 전염되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파상풍 주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예방주사 일정에 따라 생후 첫 6
개월 내에 3번의 파상풍 주사가 실시되며, 4
세 및 7학년 때 촉진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과거에는 일정이 달랐습니다.
베인 상처 혹은 찰과상이 생겼고 아래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될 경우 하루 내에
파상풍 주사를 맞기 위해 의사나 간호사를
보아야 합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은 지 10년 이상이
되었거나 마지막 예방주사가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을 경우.
♦♦지금까지 3번 미만의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거나 몇 번 맞았는지 잘 모를 경우.
♦♦마지막 파상풍 주사를 맞은 지 5년
이상이 되었고 베인 상처에 오염 물질이
있었거나 베인 상처가 깊을 경우.

기억할 사항:
♦♦베인 상처에 출혈이 심할 경우, 직접
압박을 하고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립니다.
♦♦깊이 베인 상처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미하게 베인 상처 및 찰과상은 대체로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세척할 수 없는 베인 상처, 동물이나
인간이 깨물은 상처, 무엇인가를
내리치다가 손에 생긴 베인 상처,
눈꺼풀이나 관절에 생긴 베인 상처 혹은
오염된 물에서 생긴 베인 상처 등은 의료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파상풍 예방주사 일정을 따라 주사를
맞도록 하십시오.

도움 요청:
의료 응급 상황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거나 000으로
연락하십시오.
면책 조항: 이 의료 안내자료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내자료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치의나 다른 의료진들에게 항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