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지

병원:

Fractured Ribs

갈비뼈 골절
갈비뼈 골절에 대해 알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조언

갈비뼈 골절은 흉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부상입니다. 충격을 받은 지점이나 그 보다 뒤쪽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골절이 발생합니다.



통증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을 다스리지 못하면 숨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기침을 하거나 심호흡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며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갈비뼈에서 만질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진통제를 복용하고
진통제 복용을 지속해야 하는지 지역의사나
약사에게 계속 문의하십시오. 진통제는
효과적이어야 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처음 3-4주 간은 격렬한 활동을 피해야 하며
그 다음,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육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너무 많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괜찮다고 하지 않은
한, 추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6주
간은 운동을 멀리하십시오.

X레이 상으로 갈비뼈 골절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으나 이는 내부 장기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X레이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비뼈 골절 시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나 보건 종사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할 것입니다.

알아 두어야 할 사실


통증이 1주일 간 심해질 수 있고 8주 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응급 부서에서 퇴원했다면
의사가 진통제에 대해 알려준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과 흡연자,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여러 개의 갈비뼈가 골절된 사람들에게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

열이 난다거나 걷잡을 수 없이 기침이 나고, 복통이 발생하거나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기침을 할 때 탁하거나 변색된 가래가
나온다면 - 즉시 의사나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뉴사우스웨일즈주 응급 부서 물리치료 네트워크 그룹(NSW Emergency Department Physiotherapy Network Group) 정보를
바탕으로 2012년 2월, ECI에서 작성.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cins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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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
해 볼만한 운동
여기서
시작!
___ 심호흡
3초 간 숨 참기

___ 숨고르기

___ 숨고르기



헛기침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쿠션을
아픈 쪽에 꼭 대고 있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고
무리가 없는 한 많이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폐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___ 헛기침

___ 기침

____ 회 반복
매 시간

지시사항:

추후 조치


응급 부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 물리치료를
받으십시오.



통증이 통제되지 않거나 심해지고, 숨쉬기에
문제가 있거나 기침에 가래가 나온다면
지역의사에게 가서 진찰받으십시오.

도움 구하기: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일 경우, 가까운 응급
부서로 가거나 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주의: 본 건강 정보는 일반 교육 목적용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본 정보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보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