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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구형 배농관 관리

환자교육
4-Northeast

질문사항?

폐쇄 구형
배농관 관리

귀하의 질문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퇴원서류에
적혀있는) 담당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잭슨 프랱 배농관(JP) 또는
블레이크 배농관에 관하여

클리닉:

퇴원하실 때 환자분은 아직 배농관을 그대로 지니고

________________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잭슨 프랱(JP)이나 블레이크
자족적 배농장치일 것입니다. 이 책자는 환자분의

전화번호:

담당 의료제공자가 배농관을 빼내기 까지 배농관을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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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구형 배농관 관리

환자분의 폐쇄구형 배농관은 절개 부위로부터 배농액을
제거함으로써 상처의 치유를 돕습니다. 이것은 혈액과
체액이 피부 아래에 고이는 것과 붓는 것을 돕습니다.
배농관은 절개한 부위 근처의 피부를 통과합니다. 봉합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배농관이 들어 있는 동안:

• 하루에 한번씩 관 주위의 드레싱을 갈아주십시오.
• 모음통을 하루 2 번씩 비우십시오.
• 모음통에서 비워지는 배농의 양이 이틀에 걸쳐서 하루에
30cc 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환자분의 의료제공자가
배농기를 제거할 것입니다.

배농관을 비우는 법
배농구는 하루 두번씩 아니면 1/3 에서 1/2 이 찼을 때에
비우십시오. 다음의 순서를 따르십시오:

•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 계량컵과 배농액 기록용지를 꺼내십시오(6 페이지와
7 페이지를 보십시오).

• 배농관 튜브를 옷에 고정해 놓은 옷핀이나 집게를
풀으십시오.

• 마개와 분출구를 요오드 약솜이나 알코올 거즈로
닦아내십시오.

• 배농관의 마개를 여십시오.
• 배농액을 비우기 위하여 계량컵 위에 배농액 흡입기를
거꾸로 향하게 하십시오. 흡입공을 부드럽게 짜서
비우십시오.

폐쇄구형 배농관 관리

배농액 기록표 2
날짜

시간

용량

색깔 r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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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농액 기록표 1
날짜

시간

용량

색깔

냄새

• 마개와 분출구를 요오드 약솜이나 알코올 거즈로 다시
닦으십시오.

• 손으로 배농구가 납작해 지도록 누르십시오. 마개를 다시
분출구에 끼우십시오.

• 계량컵의 측면에서 배농량을 재십시오. 배농액의 양을 배농액
기록표에 적으십시오. 만일 배농관이 한개 이상이면 1 과 2 로
표시하십시오.

• 배농액의 색깔과 냄새를 확인 하십시오. 악취가 나면 담당
클리닉이나 당직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 배농액을 변기에 버리십시오.
• 배농구를 핀이나 집게로 옷에 고정시키십시오.
•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Drainage
배농구
pour spout
옷에 핀으로
고정시키거나

마개
Plug

배농관을 구부려서

잭슨-프랱 (JP) 폐쇄구형배농관

Wound drainage
상처 배농 튜브
tu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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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을 가는 법
배농이 나오는
부위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드레싱을 하루
한 번 바꾸거나
젖을 경우에는
더 자주 바꿔
주십시오.

• 배농관이 부착된 이후 48 시간이 지나면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레싱을 하루에 한번, 또는 젖거나 더러워지면 더

배농관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농관이 헐렁하게 매달려

자주 갈으십시오:

있게 하지 마십시오. 한손으로 잡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는 곳에

• 재료 준비:

놓아 두십시오. 샤워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a) 2 인치 넓이 종이 테이프
b) 2 인치나 4 인치 짜리 사각형 가제

•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 테이프를 띁어내고 배농관 자리에 있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배농관은 제거되었고 상처는 아물었음.
그리고

- 그 부위에서는 더 이상 새는 것이 없음.

드레싱을 제거하십시오. 붉은 기나 악취가

배농관 훑어내기

나는지 살피십시오.

배농관을 훑어내는 것은 막히는 것을 예방할 것입니다. 담당 의사

• 튜브나 피부에 말라붙어 있는 물질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배농관을 훑으라고 했으면 다음의 순서를

닦아내십시오. 담당 의료제공자에게 어떤

따르십시오:

종류의 세제, 젤, 아니면 크림을 써야 하는지

• 한 손으로, 드레싱 가까이에 있는 튜브를 알코올 가제로 감으십시오.

물어보십시오.

• 다른 손으로는, 드레싱과 알코올 가제 사이를 꽉 잡아 튜브를

• 배농자리가 덮이도록 필요한 만큼의 테이프와
가제를 준비하십시오.

• 포장지를 뜯고 가제 3 개를 꺼내십시오. 가제를
가장자리만 만지십시오. 가제를 각각 반으로
접어 배농 튜브(들)의 양쪽 피부 위에
놓으십시오.두개의 접은 가제 위에 세번째
가제를 올려 놓으십시오.

• 테이프로 드레싱을 고정시키십시오. 가제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테이프를 붙이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

• 첫번째 손으로 알코올 가제로 덮힌 부분을 쥐어짜십시오. 배농구에
까지 닿도록 누른 채로 밀어내린 다음 손을 놓으십시오.

클리닉에 전화해야 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십시오:

• 절개부위나 배농자리가 붉거나 부었을 때.
• 절개부위나 배농자리에서 진물이 샐 때.
• 보통 때 보다 더 아프거나 진통제로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 있을 때.

목욕

• 배농구가 압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 배농관이 있는 동안 목욕을 하거나, 자쿠지를

• 배농액이 뿌엿거나 악취가 날 때.

쓰거나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 열이 화씨 101.5 도 (섭씨 38.5 도)보다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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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Closed Bulb
Drain Care

Your questions are
important. Call your
doctor or health
care provider (listed
on your discharge
paperwork)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For a Jackson-Pratt (JP) or
Blake drain

Clinic:
_______________

When you go home, you may have drains still

Phone Number:

in place. You will have a Jackson-Pratt (JP)

________________

or Blake self-contained drainage system.
This handout explains how to care for your

________________

drains at home until your health care

________________

provider takes them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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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closed bulb drain helps your wound heal by
draining fluid away from your incision. This helps
keep blood and body fluids from pooling under your
skin and causing swelling.
The drainage tube goes through your skin near your
surgical incision. It is held in place by a stitch.
While you have the drain:
• Change the dressing around the tube 1 time a day.
• Empty the collection container 2 times a day.
• When the amount of drainage emptied from the
collection container is less than 30 cc in a 24-hour
period for 2 days in a row, your health care
provider will remove the drainage system.
How to Empty Your Drain
Empty your drain 2 times every day, or when it is
⅓ to ½ full. Follow these steps:
•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rm water.
• Get out a measuring cup and your drainage record
sheets (see pages 6 and 7).
• Loosen the safety pin(s) or clip that holds the
drain tubing to your clothing.
• Clean the plug and spout with an iodine swab or
an alcohol wipe.
• Open the plug on the drain.
• Turn the drain collection container upside down
over the measuring cup to empty the drainage.
Gently squeeze the bulb to empty it.
• Clean the plug and spout again with an iodine
swab or an alcohol wipe.

4-Northeast
Closed Bulb Drain Care

Record for Drain 2
Day

Time

Amount

Color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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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for Drain 1
Day

Time

Amount

Color

Smell

• Then squeeze the bulb flat with your hand. Put the
plug back into the spout.
• Look on the side of the measuring cup to see how
much fluid you drained. Write this amount on your
drainage record sheet. If you have more than one
drain, label them 1 and 2.
• Check the drainage for color and smell. If you
notice a foul odor, call your clinic or the doctor on
call if your clinic is closed.
• Empty the drainage into your toilet.
• Pin or clip the drain bulb back onto your clothing.
•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Drainage
pour spout

Plug

Loop to attach
drain to your
belt or to pin to
clothing

Wound
Wound drainage
tubing

drainage tubing

Jackson-Pratt (JP) closed bulb 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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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hange Your Dressing
Keep the area
where your
drain leaves
your body
clean and dry.
Change your
dressing once
a day, or more
often if it gets
wet or dirty.

Change your dressing 1 time every day, or more
often if your dressing gets wet or dirty:
• Gather supplies:
a) 2-inch-wide paper tape
b) Gauze pads, either 4-inch or 2-inch
squares

drain hang loosely. Hold the drain in 1 hand or place it
somewhere near you where it will not fall. You may need
help in the shower.
• You may take a bath after:
- The drain is removed and your skin has healed.
and
- There is no more drainage from the site.

•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How to Strip Your Drain

• Loosen the tape and remove the old dressing
from the drain site. Note any redness or foul
smell.

Stripping your drain will keep it from clogging. If your doctor
or nurse has told you to strip your drain, follow these steps:

• Clean off any dried material that may be
around the tube or your skin. Ask your health
care provider what type of cleaning solution,
gel, or cream to use.
• Prepare the amount of tape and gauze pads
you will need to cover your drain site.
• Remove 3 gauze pads from the package.
Touch only the edges of the gauze. Fold each
of the gauze pads in half and place 2 of them
on your skin, 1 on each side of the drainage
tube(s). Place the third piece of gauze over
the 2 folded gauze pads.
• Tape the dressing in place. Completely cover
the gauze with tape.
Bathing
• Do not take a bath, sit in a hot tub, or go
swimming while you have the drain.
• You may shower after you have had the
drain in place for 48 hours. To prevent the
drainage tube from falling out, do not let the

• With 1 hand, wrap an alcohol wipe around the tubing near
your dressing.
• With your other hand, keep the tubing in place by holding it
firmly between your dressing and the alcohol wipe.
• With your first hand, squeeze the section of the tubing
covered by the alcohol wipe. Keep this pressure while
sliding the wipe down the tubing to the bulb, and then let
go.
When to Call the Clinic
Call the clinic if:
• You have redness or swelling at your incision or drain site.
• You have drainage at the incision or drain site.
• You have more pain than usual, or pain that is not eased by
your pain medicines.
• Your drain bulb will not stay compressed.
• Your drainage is cloudy or foul-smelling.
• You have a fever higher than 101.5°F (38.5°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