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지

병원:

Diarrhoea and Vomiting

설사와 구토
가장 흔한 원인

치료

설사와 구토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성
위장염이나 식중독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위장염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손실된
체액을 보충하는 것과 탈수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설사나 위경련을 치료하고
메스꺼움과 구토를 완화시켜 줄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성 위장염은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로터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가 그 원인입니다. 증상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묽은 설사, 위경련 등이
나타납니다. 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바이러스성
감염 증세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위장염은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환자의 구토물이나 대변으로 전염이 되며 직접
접촉(예.
악수)이나
오염된
물건(예.
주방기구)으로 전염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보통
사흘 이내로 지속되나 일부 로터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은 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에 비해 덜 흔하지만 박테리아와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위장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중독은 상한 음식에 있는 박테리아성 독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증상은 종종 음식물 섭취 후
4 시간 이내에 나타나지만, 12 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구토와/나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보통 갑자기 나타나며 24 시간
이내에 없어집니다. 열과 다른 바이러스성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염성은 없습니다.

체액 보충
대부분의 경우 탈수증이 일어나지 않거나
경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입으로 섭취하는
음료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물이나 희석한(1:4)
쥬스를 마시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분
보충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나 대부분의
경미한 경우, 필요없습니다.
희석하지 않은 과일 쥬스와 청량 음료는 설사를
악화시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위장을 자극하여 구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토가 지속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소량의 수분을 섭취해서, 탈수를 막아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권장 섭취량
구토를 할 때

검사
실험실 변 검사(대변 배양균)는 보통 필요치
않으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창궐하여 공공
보건상의 이유로 필요할 때나 혈변이나 설사가
오래 지속될 때는 실시됩니다. 심한 탈수증이나
기타 의학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혈액
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4 컵 매 5 분

구토를 하지 않을 때
1 - 2 컵(300-600ml)
시간 당

수분 섭취가 설사를 악화시키지 않으며 입을 통해
섭취하는 음료가 "곧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가득 차면 설사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탈수증의 징후로는 심한 갈증과 어지러움, 졸도,
짙은 색의 소변 등이 있습니다. 탈수 증상이
완화되면, 소변 색이 맑거나 옅은 황색을 띠게
되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심한 탈수 환자는 혈관을 통해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하며 입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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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와 구토
음식

추후 조치

일단 수분 섭취가 가능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하는 성인이나 아동은 계속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유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유를 해야 합니다. 특별식이라고 해서 일반
음식보다 더 낫다고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일부
유산균이 증상 지속 기간과 설사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부서를 다시
찾아 가거나 일반의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카페인과
고당도
음식, 초콜릿, 알콜은
피하십시오. 유제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구토를 계속하고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수
없을 때



탈수 증상이 계속될 때



증상이 악화되거나 48 시간 이내에 호전되지
않을 때



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지시사항:
청결
물과 비누로 손을 잘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환 후



식사나 음식 조리 전

이러한 예방조치는 구토나 설사가 멈춘 후에도
48 시간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구토물이나 변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더러워진 물건이나 표면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씻고 잘 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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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약들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약

브랜드 이름

용량

용도

메토클로프라미데

“맥사론”

메스꺼움, 구토

온단세트론

"조프란"

메스꺼움, 구토

파라세타몰

"파나돌"

통증, 열

로페라미데

"이모디움"

설사,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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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