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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는 도뇨관을 외부에서 신체안으로 삽입함에 따라 도뇨관관련 요로감염을 포함하여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유치도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도뇨관관련 요

로감염은 대표적인 의료기관 감염으로 병원 재원기간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용을 증

가시키기도 하며, 열이나 오한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불유쾌한 경험을 주기도 한다. 때로 감

염은 패혈성 쇽을 유발함으로써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헐도뇨는 유치도

뇨에 비해 도뇨와 도뇨사이 하부 요로증상(빈뇨, 긴박뇨, 실금), 요로감염이나 폐색 등의 합

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또한, 간헐도뇨는 대상자의 자가간호와 독립성

과 자기존중감을 증진하고, 유치도뇨에 비해 필요한 물품이 적고, 타인과의 관계 또는 성

행위의 장애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즉, 간헐도뇨는 효과적으로 방광을 비워줌으로써 실금

을 줄이며, 방광을 비우는데 도움이 되고, 유치도뇨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신경성 

방광이 있는 대상자의 방광관리프로그램으로 흔히 이용된다. 

본 연구팀은 2014년 병원간호사회의 지원하에 수용개작의 방법을 통해 '유치도뇨 간호

실무지침'을 개발하였으며,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간헐도뇨를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최상

의 도뇨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헐도뇨에 초점을 둔 '간헐도뇨 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

였다. 개발과정에서 수용개작에 활용할만한 양질의 지침이 매우 부족하여 European 

Association Urology Nurse (EAUN) 지침 외에 여러 참고문헌을 활용하고, 간헐도뇨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물품 사진을 첨부하였다. 물품 중 국

내에서 활용되는 것은 해당 물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삽입하였고, 아직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활용이 고려되어 소개할만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

해 물품 그림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지침의 개발과정에는 여러분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큰 도움이 없이는 이 지침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권고안 수용개작에는 방법론 전문가와 내용전문가인 가정전

문간호사, 소아배뇨치료전담간호사, 재활간호사가 참여하였고, 권고안의 타당도와 적용가

능성 평가에는 가정전문간호사, 배뇨전문간호사, 재활간호사가, 권고안의 이해도 평가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개작된 '간헐도뇨 간호실무지

침'은 가정간호사회에서 승인해 주었다. 지침 개발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본 지침을 승

인해 준 가정간호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5년 12월 

                      간헐도뇨 간호실무지침 개발그룹 

｜머리말｜





목  차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1

간헐도뇨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2

간헐도뇨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8

Ⅰ. 간헐도뇨전 사정·········································································································· 8

Ⅰ-1. 대상자/보호자 특성 사정··························································································· 8

Ⅰ-2. 적응증 사정············································································································· 10

Ⅱ. 물품선정···················································································································· 12

Ⅱ-1. 도뇨관····················································································································· 12

1. 도뇨관 유형········································································································· 12

2. 도뇨관 재질········································································································· 16

3. 도뇨관 크기와 길이······························································································ 18

4. 도뇨관 팁··········································································································· 20

Ⅱ-2. 윤활제····················································································································· 21

Ⅲ. 간헐도뇨 실시··········································································································· 22

Ⅲ-1. 간헐도뇨전 준비······································································································ 22

Ⅲ-2. 간헐도뇨 간격········································································································· 24

Ⅲ-3. 간헐도뇨전 회음부 소독··························································································· 25

Ⅲ-4. 간헐도뇨 주의사항··································································································· 26

Ⅳ. 합병증 관리··············································································································· 28

 

Ⅴ. 교육과 상담··············································································································· 31

 

참고문헌························································································································· 34

부록································································································································ 41





1

병원간호사회

간헐도뇨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본 지침은 EAUN 지침(Vahr 등, 2013)을 수용개작하였기에 이 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그

대로 활용하였다. 

근거수준

근거수준 근거

Ⅰa
- Evidence obtained from meta-analysis of randomised trials

(무작위대조연구(RCT)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Ⅰb
-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randomised trial

(적어도 하나의 무작위대조연구(RCT))

Ⅱa
- Evidence obtained from one well-designed controlled study without randomisation

(무작위화가 완전하지 않지만 잘 설계된 무작위대조연구)

Ⅱb
-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other type of well-designed quasi-experimental study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유사실험연구)

Ⅲ

- Evidence obtained from well-designed non-experimental studies, such as comparative studies, 

correlation studies, and case reports

(비교연구, 상관관계연구, 사례보고서 등 잘 설계된 비실험연구)

Ⅳ

- Evidence obtained from expert committee reports or opinions or clinical experience of respected 

authorities

(전문가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

권고등급 

권고등급 근거

A

Based on clinical studies of good quality and consistency addressing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and including at least one randomised trial

(적어도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를 포함하며 양질의 일관성이 있는 임상연구에 기반한 권고)

B
Based on well-conducted clinical studies, but without randomised clinical trials

(무작위대조연구를 포함하지 않으며 잘 수행된 임상연구에 기반한 권고) 

C
Made despite the absence of directly applicable clinical studies of good quality

(양질의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임상연구에 기반하지 못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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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간헐도뇨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Ⅰ. 간헐도뇨전 사정

Ⅰ-1. 대상자/보호자 특성 사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 대상자/보호자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사정한다. IV C

2. 대상자/보호자의 요로계의 해부와 기능에 대한 지식정도를 사정한다. IV C

3. 대상자/보호자의 정보이해능력을 사정한다. Ⅳ B

4. 대상자/보호자의 신체상태(손기능, 움직임 등)를 사정한다. Ⅳ B

5. 대상자/보호자의 심리상태(부끄러움, 두려움 등)를 사정한다. Ⅳ B

6. 대상자/보호자의 간헐도뇨 수행의지를 사정한다. Ⅳ B

7. 대상자/보호자가 간헐도뇨하기에 적절한 공간의 활용가능성을 사정한다. IV C

Ⅰ-2. 적응증 사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8. 간호사는 간헐도뇨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가 간헐도뇨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사정한다. Ⅰb A

9. 간호사는 간헐도뇨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가 간헐도뇨 금기증에 해당하는지 사정한다. Ⅱb C

10. 기관은 간헐도뇨의 적응증/금기증 목록을 개발하고, 간호사에게 교육한다. IV C

11. 기관은 간호사가 간헐도뇨 적응증/금기증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Ⅲ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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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간헐도뇨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Ⅱ. 물품 선정

Ⅱ-1. 도뇨관 

1. 도뇨관 유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2. 대상자/보호자의 특성과 도뇨관 삽입 목적에 맞는 도뇨관을 선정한다. IV C

13. 일회용과 재사용 도뇨관 특성에 따른 장단점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아직 없다. 단,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교차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일회용 멸균 도뇨관 

사용을 권장한다.

IV C

2. 도뇨관 재질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4. 대상자 특성과 도뇨관 삽입목적에 맞는 도뇨관 재질을 선정한다. IV C

15. 폴리염화비닐(PVC) 도뇨관은 플라스틱이며 일회용으로 체온에서 이 물질은 살짝 

부드러워지지만, 뻣뻣하여 때로는 대상자가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다. 
Ⅲ A

16. 라텍스 도뇨관은 라텍스에 민감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IV C

17. 실리콘 도뇨관은 유연하여 삽입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내경이 넓어 

소변배출에 효율적이다.   
IV C

3. 도뇨관 크기와 길이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8. 도뇨관은 요도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은 크기의 

도뇨관을 선택한다.  

1) 아동용: 6-12Fr

2) 성인용: 10-14Fr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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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4. 도뇨관 팁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9. 대상자의 특성과 도뇨관 삽입목적에 맞는 도뇨관 팁(tip)을 선정한다. IV C

20. 일상적인 간헐도뇨를 위해 직선형 도뇨관(straight-tipped catheter)을 사용한다. IV C

21. 티만(Tiemann)/꾸데(Coudé)팁 도뇨관은 도뇨관 삽입이 어려운 남성에 사용한다.

* 티만/꾸데팁 도뇨관

자료원. Coloplast

IV C

22. 티만/꾸데 팁 도뇨관은 팁을 위쪽으로 하여 삽입한다. IV C

Ⅱ-2. 윤활제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3. 도뇨관 삽입시 요도손상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한다. Ⅲ C

24. 대상자의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소마취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소마취제에 대한 과민증 여부를 확인한다.
IV C

25. 요로감염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가 미리 코팅된 도뇨관을 고려할 수 있다. IV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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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간헐도뇨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Ⅲ. 간헐도뇨 실시

Ⅲ-1. 간헐도뇨전 준비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6. 간헐도뇨전 의사 처방을 확인한다. IV C

27. 간헐도뇨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IV C

28.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보조기구(예: 음순벌리기, 거울 등)를 사용한다. IV C

Ⅲ-2. 간헐도뇨 간격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9. 간헐도뇨 간격은 배뇨장애와 삶의 질, 배뇨일지, 기능적 방광용적과 잔뇨량을 확인하고 

개별화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IV C

30. 간헐도뇨 간격은 일반적으로 도뇨량이 300-500ml 이내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도뇨량이 

500ml 초과인 경우 도뇨 횟수, 도뇨 간격, 또는 수분섭취량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IV C

31. 자가 배뇨후 잔뇨가 의심되면 배뇨 후에 간헐도뇨를 시행할 수 있다 IV C

32. 수면 중 배뇨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자기 전에 간헐도뇨를 실시한다.  IV C

Ⅲ-3. 간헐도뇨전 회음부 소독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33. 삽입 전 요도구를 세정(cleansing) 또는 소독(disinfection)한다.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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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간헐도뇨 주의사항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34. 대상자의 사생활보호에 대해 주의한다. IV C

35. 간헐도뇨 시 교차감염의 위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무균법, 교차감염의 위험이 없는 

환경(지역사회, 일반가정 등)에서는 청결법을 적용한다.
IV C

36. 수분섭취와 소변량을 조사하기 위해 배뇨일지를 사용한다. IV C

37. 방광내 소변량을 확인하기 위해 비침습적인 방광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다. IV C

38. 도뇨관의 재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기간, 소독방법, 보관방법 

등은 각 기관의 정책에 따른다.
미해결

Ⅳ. 합병증 관리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39. 요로감염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치료한다. IV C

40. 고환부고환염이 발생하는 경우 항생제로 치료한다. 항생제 선택과 사용기간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IV C

41.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경우 항생제로 치료한다. 항생제 선택과 사용기간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Ⅱa B

42. 간헐도뇨로 인한 요도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친수성(hydrophillic) 또는 젤을 함유한 도뇨관을 

사용한다.
IV C

43. 간헐도뇨시 잘못된 삽입으로 가성통로가 발생하는 경우 항생제로 치료한다. 항생제 선택과 

사용기간, 그리고 유치도뇨관의 삽입 여부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가성통로(false passage): 도뇨관을 반복적으로 잘못 삽입함으로써 생긴 비정상적인 통로

IV C



7

병원간호사회

간헐도뇨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Ⅴ. 교육과 상담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44.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화된 간헐도뇨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IV C

45.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의 간헐도뇨에 대한 기술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관된 방법과 

시범으로 교육한다.
IV C

46.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에게 간헐도뇨술을 교육하기에 앞서 관련된 물품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인다.
IV C

47.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에게 간헐도뇨의 필요성에 대해 말로 설명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정한다. 말로 설명한 후에는 문서로 다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보호자가 간헐도뇨 절차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V C

48.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가 도뇨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IV C

49. 간호사는 장기적인 방광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자/보호자에게 용기를 주고 

치료적 관계를 확립한다.
IV C

50. 간호사는 간헐도뇨가 대상자의 성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심리전문가/성전문가에게 의뢰한다.
IV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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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도뇨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Ⅰ. 간헐도뇨전 사정

Ⅰ-1. 대상자/보호자 특성 사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 대상자/보호자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사정한다. IV C

2. 대상자/보호자의 요로계의 해부와 기능에 대한 지식정도를 사정한다. IV C

3. 대상자/보호자의 정보이해능력을 사정한다. Ⅳ B

4. 대상자/보호자의 신체상태(손기능, 움직임 등)를 사정한다. Ⅳ B

5. 대상자/보호자의 심리상태(부끄러움, 두려움 등)를 사정한다. Ⅳ B

6. 대상자/보호자의 간헐도뇨 수행의지를 사정한다. Ⅳ B

7. 대상자/보호자가 간헐도뇨하기에 적절한 공간의 활용가능성을 사정한다. IV C

배경

1. 일반적 건강상태

간헐적 자가도뇨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 전에 일반적 건강상태를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Vahr 등, 2013).

2. 요로계에 대한 지식

해부학과 증상원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간헐적 자가도뇨의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Van 

Achterberg, 등. 2008), 장기간 동안 간헐도뇨를 이행해야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요로계 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Bagi 등, 2011). 따라서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간헐도뇨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요로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3. 정보이해능력

자가 도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관련 영역으로는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이 있다. 간헐도

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도뇨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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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술기(간헐도뇨 수행의 올바른 순서와 물품 조작)를 기억하는 것은 대상자가 자가도뇨 절

차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위생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하

여 간헐적 자가도뇨술을 학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Vahter 등, 

2009). 따라서, 성공적인 간헐도뇨의 이행을 위하여 교육 초기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이 권유되며, 전화나 대면면접을 통하여 간헐도뇨 이행에 대해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Seth 등, 

2014). 대상자/보호자에게 교육할 때에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면인쇄물이나 그림자료를 활용

하며(Vahr 등 2013), 자가도뇨술에 대해 반복적으로 묻고 답하게 하여 대상자/보호자가 간헐도뇨에 

대해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4. 신체상태 

사지마비나 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운동능력의 부족, 손 기능의 제한, 시력장애, 감각장애 등은 

간헐적 자가도뇨의 이행 또는 배움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요도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뇨관 삽입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활용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구하

도록 한다(Wilde 등, 2010). 

5. 심리상태 

간헐도뇨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심리상태는 치료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교육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심리적, 정서

적, 임상적 요구도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술기, 그리고 

긍정적 태도는 대상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대상자를 성전문가 또는 

심리상담사에게 의뢰하도록 한다(Logan 등, 2008).

6. 도뇨수행의지  

간호사는 간헐도뇨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 대상자가 쇼크와 당황스러운 감정을 겪을 수 있다

는 것을 인지하고 대상자의 요구와 바램을 사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McConville, 2002). 간호사

가 간헐적 자가도뇨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대상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 알아주고 반응해 주는 

것은 대상자의 동기, 수용도, 자존감, 그리고 정신적 안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간헐도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효능감 부족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상자는 간헐도뇨를 하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리라고 인식하면서, 사회생활을 피하거나 처방된 간헐도뇨 횟수를 따르지 않게 된다(Van 

Achterberg 등, 2008). Logan (2008)은 간헐도뇨를 배우는 대상자의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의료인으로부터의 긍정적 지지를 통해 대상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쇼크와 당황스러움이 사

라졌다고 보고하였다.



10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7. 공간의 활용가능성

대상자들은 도뇨를 하는 동안 사생활보호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는 대상자/보호자

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집에서 도뇨하기 위해 좋은 장소를 선택하도록 한다. 간헐도뇨 교육이 

외래에서 이루어진다면, 손위생이 가능하면서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Shaw 등, 2008). 일부 대상자는 비위생적 환경과 이로 인한 요로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 밖에서는 간헐도뇨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Van Achterberg 등, 2008). 

간헐도뇨가 방광관리의 최선의 방법일지라도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와 같이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

지 못한 경우 단기간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선호될 수 있다(Pomfret & Winder, 2007). 

Ⅰ-2. 적응증 사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8. 간호사는 간헐도뇨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가 간헐도뇨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사정한다. Ⅰb A

9. 간호사는 간헐도뇨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가 간헐도뇨 금기증에 해당하는지 사정한다. Ⅱb C

10. 기관은 간헐도뇨의 적응증/금기증 목록을 개발하고, 간호사에게 교육한다. IV C

11. 기관은 간호사가 간헐도뇨 적응증/금기증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Ⅲ A

배경

8. 

간헐도뇨는 일반적으로 방광이 완전하게 비워지지 않아 잔뇨가 있고 잔뇨로 인한 증상이나 합병

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실시한다. 주로 배뇨근 기능장애, 방광출구 폐색, 수술 후 방광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Vahr 등, 2013). 

1) 배뇨근 기능장애(detrusor dysfunction)

배뇨근 과활동성장애(detrusor overactivity), 배뇨근 저활동성장애(underactive detrusor), 배뇨근 

무긴장장애(acontractile detrusor)에서는 배뇨근이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에 충분한 강도와 충분한 

기간동안 수축하지 못하여 잔뇨가 생길 수 있다. 배뇨근 기능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신경성 질환

이나 특발성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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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광출구 폐색(bladder outlet obstruction)

배뇨근 기능이 적절하여도 방광출구에 물리적인 폐색이 있으면 완전히 방광을 비우기가 어렵고 

잔뇨가 생길 수 있다. 방광출구 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남자의 경우 전립선 비대와 높은 방광목

(bladder neck), 여자의 경우 요도협착이다. 남자에서는 요도협착이 또한 방광출구 폐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로 감염이나 경요도전립선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이나 근치적 

전립선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과 같은 시술 후에 발생한다.

3) 수술 후

요실금 수술은 배뇨장애의 위험이 있고, 잔뇨로 인해 증상이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간헐도뇨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수술 후 급성 요정체가 있는 경우 간헐도뇨를 실시할 

수 있다. 

9. 

간헐도뇨에 대한 금기증은 거의 없으나, 높은 방광내압(high intravesical pressure) 등 신장 손상

위험이 있어 지속적으로 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절대 간헐도뇨의 금기증이 된다. 적절히 

훈련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간헐도뇨를 교육받아 수행하기에 손 기술이 부족한 경우 상대적인 

금기증에 해당된다(Vahr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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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품 선정

Ⅱ-1. 도뇨관 

1. 도뇨관 유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2. 대상자/보호자의 특성과 도뇨관 삽입 목적에 맞는 도뇨관을 선정한다. IV C

13. 일회용과 재사용 도뇨관 특성에 따른 장단점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아직 없다. 단,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교차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일회용 멸균 도뇨관 

사용을 권장한다.

IV C

배경

12-13.

1) 일회용 도뇨관(Single-use catheter) 

도뇨관이 의료급여가 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일회용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다. 일회용 도뇨관의 

종류는 재질과 코팅여부, 팁, 크기와 길이에 따라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일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10개 질환(표 2)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자가도뇨관 급여가 시작되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건

강보험공단 www.nhis.or.kr 참조). 

표 1. 자가도뇨관 급여 혜택이 가능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질환

구분 대상 상병코드

1 이분척추(Spina bifida)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Prune belly syndrome) Q79.4

3 기타 복벽의 선천기형(Cloaca extrophy)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Ehlers-Danlos syndrome) Q79.6

5 기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musculoskeletal) Q79.8

6 방광외번(Bladder exstrophy)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Congenital posterior urethral valves)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Congenital bladder neck obstruction) Q64.3

9 기타 명시된 비뇨계통의 선천기형(Other specified congenital malformations of urinary system) Q64.8

10 상세불명의 비뇨계통의 선천기형(Asymptomatic urinary abnormalities) Q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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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활제 코팅이 안 된 일회용 도뇨관(Single-use catheter without coating)

윤활제 코팅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 도뇨관(그림 1)은 윤활제가 필요하다. 이 도뇨관은 요도자극

을 증가시키고, 대상자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며 세균뇨의 증가나 장기적으로 요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9]. 

그림 1. 다양한 제품의 일회용 도뇨관

(2) 윤활제 코팅이 된 일회용 도뇨관(Single-use catheter with coating or gel) 

친수성 윤활제가 코팅되어 있는 윤활제로 요도점막 자극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코팅되지 않은 

제품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Fader 등, 2001),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친수성 

윤활제가 도뇨관에 코팅된 윤활제는 고분자 무게보다 10배 이상의 수분을 도뇨관으로 흡수시켜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결과 미끄러운 표면이 도뇨관 삽입 동안 도뇨관 표면과 요도 점막과의 

마찰을 감소시켜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Medical Devices Agency, 2000). 

특히 남성의 경우 요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도뇨관이 요도를 통과하는데 용이할 수 있으므로 

요도감염이 빈번한 경우에 추천된다(Wyndaele 등, 2000). 그러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Le Breton, 등, 2012).

이러한 유형의 윤활제 코팅된 도뇨관은 물과 결합해야 윤활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포장 안에 

이미 물이 포함된 도뇨관(그림 2) 또는 사용직전에 포장안으로 물을 부어 사용하는 도뇨관(그림 

3) 등이 시판되고 있다. 

그림 2. 제품내에 물이 들어 있는 친수성 윤활제 코팅 도뇨관(SpeediCath, Coloplast,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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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품내에 물을 부어 사용하는 친수성 윤활제 코팅 도뇨관(EasiCath, Coloplast, Denmark)

(3) 무접촉 일회용 도뇨관(Single-use catheter with no-touch technique)  

플라스틱 손잡이 또는 커버가 있는 도뇨관은, 도뇨관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아도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플라스틱 손잡이나 부분 커버가 있는 도뇨관(그림 4)은 부분적으로 도뇨관을 손잡이나 커

버가 싸고 있다. 둘째, 플라스틱 전체 커버가 있는 도뇨관(그림 5)은 전체적으로 도뇨관을 손잡이나 

커버가 싸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는 수입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일부 제품은 아래 사진과 

같이 립스틱 모양의 도뇨관도 있어 휴대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림 4. 플라스틱 손잡이 또는 부분 커버가 있는 도뇨관

미사용 상태 사용직전

남

녀

그림 5. 플라스틱 전체 커버 도뇨관         자료원. Chartier-Kastler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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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체형 도뇨관(catheter systems/complete sets)

일체형 도뇨관은 일반적으로 간헐적 도뇨에 적합한 세트로, 일회용 도뇨관, 소변을 바로 담을 

수 있는 소변주머니, 윤활제나 물 같은 활성제(친수성 도뇨관일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트는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항공기, 시골, 복잡한 빌딩같은 제한된 지역이나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이상적이다. 특히 휠체어를 타거나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도뇨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유용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다.

그림 6. 친수성 윤활제 코팅이 되어 있는 일체형 도뇨관 세트(Coloplast,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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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뇨관 재질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4. 대상자 특성과 도뇨관 삽입목적에 맞는 도뇨관 재질을 선정한다. IV C

15. 폴리염화비닐(PVC) 도뇨관은 플라스틱이며 일회용으로 체온에서 이 물질은 살짝 

부드러워지지만, 뻣뻣하여 때로는 대상자가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다. 
Ⅲ A

16. 라텍스 도뇨관은 라텍스에 민감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IV C

17. 실리콘 도뇨관은 유연하여 삽입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내경이 넓어 

소변배출에 효율적이다.   
IV C

배경

14-17.

도뇨관 재질을 선정할 때는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 대상자의 편안함,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

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프탈레이트(phthalate)가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

하므로 이 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은 2010년 3월부터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프탈레이

트를 대체할 좋은 제품이 아직 많이 개발되지 못했지만, 국내에도 프탈레이트를 포함하지 않은 

일부 제품이 이용 가능하다.

1)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도뇨관 

PVC는 열가소성 수지 고분자로 체온에서 살짝 부드러워지지만, 그 자체가 플라스틱이라 뻣뻣하

여 때로는 대상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좀 더 단단하거나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요도의 감각이 민감한 대상자들에게는 라텍스 도뇨관 보다 더 큰 불편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림 7. 일회용 PVC 도뇨관(Coloplast, Denmark)

 

그림 8. 일회용 PVC 도뇨관(세운메디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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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라텍스 도뇨관(세운메디칼, 대한민국)

2) 라텍스(Latex) 도뇨관

자연 고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제작

이 쉽고 제작시간과 비용이 최소화 되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민감성

이 높고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균막

(biofilm)이 잘 생기는 문제가 있다(Lawrence & 

Turner, 2005). 따라서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일

회용 도뇨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분척추증과 같이 라텍스 알러지 유병률이 높

은 질환의 대상자들은 사용을 금해야 한다

(Blumchen, 등, 2010).

3) 실리콘(Silicone) 도뇨관 

실리콘은 생체 적합성이 가장 우수한 재질로 인체 유해 물질이 적고 조직 염증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실리콘 도뇨관은 내구성은 좋지만 너무 유연하여 삽입 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외부 직경에 비해 상대적 내경이 넓어서 많은 양의 배액이 가능하다(Lawrence & Turner, 

2005). 

그림 10. 실리콘 도뇨관과 보관통

위) 남성용(제이원메디칼, 대한민국)      가운데) 여성용(제이원메디칼, 대한민국)    아래) 여성용(CLINY,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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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뇨관 크기와 길이(diameter size and length)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8. 도뇨관은 요도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은 크기의 

도뇨관을 선택한다.  

1) 아동용: 6-12Fr

2) 성인용: 10-14Fr

Ⅲ C

배경

18.

간헐도뇨관의 외부 직경은 밀리미터(mm)로, 둘레는 French scale (F, Fr 또는 FG)로 나타내며, 

흔히 6에서 24Fr 까지 있다. 성인 여자는 일반적으로 10-14 Fr, 성인 남자는 12-14 Fr를 사용하지만 

요도협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 굵은 크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도뇨관 크기는 소변의 배출이 

충분히 잘 될 수 있기 위해 굵지만 요도의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연결부는 일반적으로 

도뇨관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한 색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국내의 라텍스 도뇨관의 경우 도뇨관 

크기 기준이 다른데, Fr의 1/2이 라텍스 도뇨관의 크기로 환산하면 된다(예, PVC 10Fr = Latex #5).

그림 11. Discreet / compact catheters 간편한 도뇨관

간헐도뇨관의 길이는 성인 남자는 약 40cm가 적합하다.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 최소 20-40cm 길

이의 도뇨관을 이용할 수 있다(Neuman & Willson, 2011). Cochrane Review (2011)에 의하면 일부 

연구에서는 여자는 짧은 도뇨관을 선호하지만 너무 짧은 경우 도뇨관을 통해 나오는 소변을 변기

나 소변기에 버리게 될 때 불편감이 있어 남자용에 대한 선호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에도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된 도뇨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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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양한 길이의 도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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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직선형 도뇨관

그림 14. 티만/꾸데팁 도뇨관

4. 도뇨관 팁(catheter tips)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9. 대상자의 특성과 도뇨관 삽입목적에 맞는 도뇨관 팁(tip)을 선정한다. IV C

20. 일상적인 간헐도뇨를 위해 직선형 도뇨관(straight-tipped catheter)을 사용한다. IV C

21. 티만(Tiemann)/꾸데(Coudé)팁 도뇨관은 도뇨관 삽입이 어려운 남성에 사용한다.

* 티만/꾸데팁 도뇨관

자료원. Coloplast

IV C

22. 티만/꾸데팁 도뇨관은 팁을 위쪽으로 하여 삽입한다. IV C

배경

19-22.

1) 직선형 도뇨관(straight-tipped catheter)

표준 팁(standard round tip)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흔

히 사용되는 도뇨관 팁이다. 끝이 둥근 형태로 흔히 넬

라톤(nelaton) 도뇨관 팁이라고 불리운다. 팁 부분에는 

소변 배출을 위한 두 개의 구멍이 있다.

2) 티만/꾸데팁 도뇨관(Tiemann / Coudé tipped catheter)
Coudé 라고 알려진 Tiemann 도뇨관은 3개까지 배출 

구멍이 있는 도뇨관 팁으로 살짝 굽어 있고 끝이 얇다. 

이러한 종류의 도뇨관은 특히 좁은 요관이나 전립선 폐

색이 있는 대상자에게 유용하다. 각이 져 있는 팁으로 

방향의 안정성이 있고, 폐색이 있는 부위에 삽입되기 

쉽도록 직선형 도뇨관보다 팁이 조금 더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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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윤활제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3. 도뇨관 삽입시 요도손상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한다. Ⅲ C

24. 대상자의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소마취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소마취제에 

대한 과민증 여부를 확인한다.
IV C

25. 요로감염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가 미리 코팅된 도뇨관을 고려할 수 있다. IV C

배경

23-25.

윤활제를 이용하는 목적은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동안에 마찰을 줄이고 민감함 요도점

막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부 도뇨관은 요도점막과 도뇨관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친수성 

코팅이 되어 있다. 친수성 코팅 도뇨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PVC나 실리콘 도뇨관이 있으며 이러한 

도뇨관은 윤활제를 따로 휴대해야 한다.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 1회 10-15ml 정도 필요하며, 도뇨관 

입구에 고르게 묻혀서 방광괄약근이나 방광 목(bladder neck) 부위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멸균 

윤활제는 항상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개봉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윤활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국소마취제(lignocaine/lidocaine) and/or 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되지 않은 윤활제

·국소마취제(lignocaine/lidocaine)가 포함된 윤활제

·클로르헥시딘 윤활제

·국소마취제(lignocaine/lidocaine)와 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된 윤활제

·물과 글리세린이 포함된 윤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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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헐도뇨 실시

Ⅲ-1. 간헐도뇨전 준비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6. 간헐도뇨전 의사 처방을 확인한다. IV C

27. 간헐도뇨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IV C

28.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보조기구(예: 음순벌리기, 거울 등)를 사용한다. IV C

배경

28. 

간헐도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가족 또는 간호제공자가 협조적이고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연령은 간헐적 자가도뇨의 방해요인이 되지는 못하는데, 노인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인지기능, 활동성, 동기, 손기능이 있으면 쉽게 도뇨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간헐도뇨에 필요한 손기능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만한 여자는 회음

부에 손이 닿지 않을 수 있어 자가도뇨가 어려울 수 있으며(Williams, 2005), 마찬가지로, 복부비만

이 심한 남자는 요도구가 잘 보이지 않고 음경을 잡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복부비만이 심한 

남자는 거울앞에 서서 도뇨하도록 교육한다. 

여자의 경우 장소에 따라 간헐적 자가도뇨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도구가 보일 수 있도록 거울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도뇨하도록 교육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거울을 이용하여 회음부의 해부학적 

구조(질, 요도구 등)를 설명하기도 한다. Lapides 등(2002)은 여자의 경우 처음에는 거울을 사용하

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러한 보조기구 없이도 촉지를 통해 요도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여자는 

도뇨관을 잡은 반대 손의 손가락을 질에 대어 요도구를 질구멍에서 분리할 수 있다. 손기능이 제한

된 경우 손보조기구(handle)를 이용하여 도뇨관을 단단히 잡아 도뇨를 실시할 수 있다. 대퇴부의 

경련으로 다리가 잘 벌려지지 않는 여자의 경우 거울이 달린 무릎 신전기(knee spreader)를 이용할 

수 있다.



23

병원간호사회

간헐도뇨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그림 15. 다양한 유형의 도뇨관 집게

자료원.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4; Newman & Willson, 2011

그림 15. 다양한 유형의 도뇨관 집게

자료원.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4; Newman & Willson, 2011

그림 16. 거울 

자료원. Newman & Willson, 2011

 
그림 17. 거울이 달린 다리벌리기(knee spreader with mirror)

자료원. Newman & Will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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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간헐도뇨 간격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9. 간헐도뇨 간격은 배뇨장애와 삶의 질, 배뇨일지, 기능적 방광용적과 잔뇨량을 확인하고 

개별화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IV C

30. 간헐도뇨 간격은 일반적으로 도뇨량이 300-500ml 이내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도뇨량이 500ml 초과인 경우 도뇨 횟수, 도뇨 간격, 또는 수분섭취량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IV C

31. 자가 배뇨후 잔뇨가 의심되면 배뇨 후에 간헐도뇨를 시행할 수 있다 IV C

32. 수면 중 배뇨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자기 전에 간헐도뇨를 실시한다.  IV C

배경

29. 

잔뇨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간헐도뇨를 시행하며 집에

서는 간헐도뇨를 해서 잔뇨량을 확인한다.

30. 

대상자가 자가배뇨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간헐도뇨는 일반적으로 하루 4회, 도뇨량이 

300-500ml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Di Benedetto, 2011; Newmann & Willson, 2011). 과도한 수분섭

취는 방광팽만과 범람요실금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Heard & Buhrer, 2005). 일일 소변량이 

3L보다 많다면 수분섭취량을 조사하거나, 일일 7회 이상의 도뇨가 필요하다. 도뇨 간격은 성인의 

경우 다양한데, 일반적 규칙은 잔뇨량이 500ml이 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이 정책은 방광용적, 

저장기동안의 배뇨근 압력, 방광요관역류 유무, 신기능과 같은 요역동학검사에 의해 더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다(Moore 등 2007).

그림 18. 도뇨량에 따른 도뇨횟수와 간격 조정            자료원. Vahr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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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약 대상자가 소변을 보는 경우 잔뇨가 의심되면 배뇨 후에 간헐도뇨를 실시할 수 있다

(Newmann & Willson, 2011).

Ⅲ-3. 간헐도뇨전 회음부 소독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33. 간헐도뇨관 삽입 전 요도구를 세정(cleansing) 또는 소독(disinfection)한다.  미해결

배경

33. 

회음부 소독방법은 수술실 환경에서의 완전한 멸균법을 제외하고는, 물과 비누가 요도 입구 세정

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변지림이 없다면 물만으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물만으로도 도뇨관 삽입 

전 요도주위를 준비하는데 소독의 역할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연구들은 모두 유치 

도뇨관에서의 삽입과 관련된 소독에 관한 연구이었다(Leaver, 2007; Nasiriani, 2009; Webst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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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간헐도뇨 주의사항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34. 대상자의 사생활보호에 대해 주의한다. IV C

35. 간헐도뇨 시 교차감염의 위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무균법, 교차감염의 위험이 없는 

환경(지역사회, 일반가정 등)에서는 청결법을 적용한다.
IV C

36. 수분섭취와 소변량을 조사하기 위해 배뇨일지를 사용한다. IV C

37. 방광내 소변량을 확인하기 위해 비침습적인 방광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다. IV C

38. 도뇨관의 재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기간, 소독방법, 보관방법 

등은 각 기관의 정책에 따른다.
미해결

배경

35. 

멸균도뇨술은 회음부 소독, 멸균 도뇨관 사용, 도뇨관 삽입키트, 멸균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

다. 병원에서는 멸균적 간헐도뇨가 비멸균적 도뇨에 비해 선호되는데 전자에서 요로감염이나 세균

뇨의 빈도가 적기 때문이다(Prieto-Fingerhut 등, 1997). 역기능저하등과 같은 특수상황에 있는 대상

자는 일회용 도뇨관을 이용하여 멸균 또는 무균적인 간헐도뇨를 해야한다는 데 전문가 사이에서 

거의 이견이 없다.

병원과 요양원에서 도뇨하는 경우 병원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무균적으로 도뇨가 수행되어

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간헐도뇨를 해 주는 경우에도 비상주균이 방광내로 이동하는 것을 

줄이고, 교차감염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멸균물품의 사용이 권장된다.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도

뇨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으나 병원감염의 발생을 고려할 때 무균적인 간헐도뇨가 수행되어야 

한다. 재활시설에서 멸균 또는 청결 간헐도뇨 중 어떤 것을 권고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Kovindha 등, 2004). 지역사회의 경우 멸균방법보다는 청결(clean) 또는 no touch 

technique을 사용한다. 그러나, 코크란 문헌고찰에서는 도뇨술과 도뇨관 유형, 도뇨실시자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는데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Moore 등, 2007). 

36. 

배뇨일지(부록 2)는 섭취량, 배뇨량, 간헐도뇨 빈도, 잔뇨량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뇨일지

는 간헐도뇨의 빈도를 조정(수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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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방광스캐너는 간헐도뇨를 수행하지 않고도 요정체를 진단하는데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도뇨관

삽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간헐도뇨의 횟수를 줄이고 요도감염을 줄이며, 도뇨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Sparks 등, 2004). 그러나, 방광스캐너가 방광용적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소 이견이 있는데, 정확히 측정한다는 연구(Lukasse, Cederkvist, & 

Rosseland, 2007; Slappendel & Weber, 1999)와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Fedorkow, Dore, & Cotton, 

2005)가 있다. 

38. 

코팅되지 않은 재사용 도뇨관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다. 현재, 도뇨관 

제조사에서는 도뇨관 재사용 또는 세척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무

작위대조연구 또한 없는 실정이다(Prieto 등, 2014). 그러나 일회용 라텍스 도뇨관을 재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Newman & Willson, 2011). 국내에서 재사용 도뇨관

으로 실리콘 도뇨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조사에서의 사용 권고 기간은 1개월 이지만 

실제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재사용 도뇨관 세척방법의 효과성 차이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의료인은 

환자에게 비누로 도뇨관을 세척한 후 물로 헹구도록 하였고(Duffy, 1995; King 등, 1992; Sims & 

Ballard, 1993),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도뇨관을 세척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는데(Bogaert 

등, 2004), 이 경우 도뇨관이 녹을 수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해 실용적인 방법은 아니다. 현재, 도뇨관 

제조사에서는 도뇨관 재사용 또는 세척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 않다. 

최선의 실무는 일회용 도뇨관을 재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간호사와 환자에 의해 제안되

는 세척방법으로는 비누와 물로 씻기, 끓이기, 전자레인지 멸균, 방부제(과산화수소, 베타딘) 침적 

등이 있다. 만약 환자가 도뇨관 재사용을 선호한다면 주방용 비누를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경우 항생제가 있는 물없이 사용하는 물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무 도뇨관을 소독하는 경우 최대 전압에서 12분이 권장된다(Bogaert 등, 2004). 그리고, 가피형성

을 줄이고 세균을 씻어내기 위해 수돗물로 도뇨관을 철저하게 씻도록 한다. 이후 도뇨관을 건조시

킨 후 이용이 편한 통에 보관한다. Kovindha 등(2004)은 경제적 이유로 도뇨관이 부족한 저개발국

가에서는 도뇨관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재사용 도뇨관 사용횟수 또는 소독방법 

등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대상자의 선호도와 임상적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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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합병증 관리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39. 요로감염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치료한다. IV C

40. 고환부고환염이 발생하는 경우 항생제로 치료한다. 항생제 선택과 사용기간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IV C

41.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경우 항생제로 치료한다. 항생제 선택과 사용기간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Ⅱa B

42. 간헐도뇨로 인한 요도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친수성(hydrophillic) 또는 젤을 함유한 도뇨관을 

사용한다.
IV C

43. 간헐도뇨시 잘못된 삽입으로 가성통로가 발생하는 경우 항생제로 치료한다. 항생제 선택과 

사용기간, 그리고 유치도뇨관의 삽입 여부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가성통로(false passage): 도뇨관을 반복적으로 잘못 삽입함으로써 생긴 비정상적인 통로

IV C

배경

39. 요로감염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정의가 모호하고, 보고방법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발생률, 유병률 등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간헐도뇨로 인한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이다(Niel-Weise 등, 2005; Wyndaele, 

2002). 간헐도뇨에 의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연간 1인당 2.5건 정도(Raz 등, 2000; 

Woodbury 등, 2008)이며, 대상자의 약 80%에서 5년간 적어도 1회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을 경험한

다(Biering-Sorensen 등, 1999). 최근의 Cochrane review에서는 연구의 질과 대상자 수의 문제가 있

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간헐도뇨술(예: 일회용 vs 재사용 도뇨관, 청결 vs 멸균도뇨술)에 따른 도뇨

관 관련 요로감염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Niel-Weise 등, 2005).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이 신우신염까지 동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약 5%정도로 추정된다(Turi 등, 2006). 

간헐도뇨에서 요로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낮은 빈도의 간헐도뇨(Bakke 등, 1997; Gunter 등, 2001; Sauerwein, 2002; Stohrer 등, 1994; 

Woodbury 등, 2008; Wyndaele, 2002)

·방광의 과도신전(De Ridder 등, 2005)

·여자(Cardenas & Hoffman, 2009; Woodbury 등, 2008)

·수분섭취 부족(Woodbury 등, 2008)

·Non-hydrophilic coating(Cardenas 등, 2011; Woodbury 등, 2008)

·불량한 도뇨술(Wyndaele, 2002)

·교육 부족(Cardenas & Hoffman, 2009; Gunter 등, 2001; Madersbacher 등, 2002; Sauerwein, 

2002; Wyndael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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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감염은 도뇨술이 미숙하거나 도뇨관이 방광에 도달하기 전에 요도의 오염부위에 접촉하여 

발생한다(Moore, Day, & Albers, 2002). 또한, 요로감염은 도뇨관 표면에 있는 세균이 형성하는 생막

(biofilm)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도뇨관 재사용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미생물이 

생막에 접착하고 소변내에서 자유로이 떠돌아 다니다가 증상성 감염을 유발한다(Saint & Chenoweth, 

2003). 

장기간 간헐적 자가도뇨를 하는 많은 대상자에서 반복되는 증상성 요로감염을 경험하고 있으며

(Heard & Buhrer, 2005)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내부 보철물(심박동기, 심장밸브)을 갖고 있는 대

상자인 경우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권장되기도 한다(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2008; Clarke 

등, 2005).

40. 고환부고환염

고환부고환염은 간헐도뇨를 하는 척수손상 남자 환자에서 가장 흔한 성기 감염으로 요도협착이 

있는 남자에서 더 흔하다. 발생율은 단기간 사용시 3-12%에서, 장기간 사용시 40%이상까지 다양하

다(Perrouin-Verbe 등, 1995; Turi 등, 2006; Waites 등, 2004). 치료는 각 의료기관에서 규정되어 있

는 표준 항생제를 사용한다.

41. 전립선염

전립선염은 흔히 발생하며 18-31%의 발생률(Wyndaele, 1985; Wyndaele & Maes, 1990)을 보이며, 

치료는 각 의료기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표준 항생제를 사용한다. 흔히 전립선을 침투하는 항생제

를 4주간 사용하며, 급성기에는 상부치골 도뇨관으로 약물을 주입한다.

42. 요도손상

요도손상은 간헐도뇨중에 흔히 발생(Wyndaele, 1985; Wyndaele & Maes, 1990)하는데, 특히 초기

에 장기간의 요도출혈이 있었던 대상자의 30%에서 발생한다(Perrouin-Verbe 등, 1995; Turi 등, 

2006). 요도손상은 윤활제가 코팅된 도뇨관을 잘못 사용하거나 강압적으로 도뇨관을 삽입할 때 발

생한다(Vapnek 등, 2003).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윤활제가 코팅된 도뇨관을 사용하면 손상의 위험

을 줄일 수 있다[38].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남자는 약 10ml, 여자는 약 5ml를 사용한다(Bardsley, 

2005).



30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43. 가성통로

가성통로(false passage)는 도뇨관을 반복적으로 잘못 삽입함으로써 생긴 비정상적인 통로로 요

도벽의 약한 부분으로 도뇨관을 강하게 삽입할 때 주로 발생한다. 외부 괄약근이나 전립선 원위부

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속적인 요도협착 또는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자에서 흔하다, 만약 가성통로

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의사에게 보고하며(RCN, 2008),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주에 걸쳐 

유치도뇨관을 유지한다(Michielsen & Wyndaele, 1999).

그림 19. 요도 가성통로

한편, 간헐도뇨와 관련한 기타 합병증으로는 요도염, 요도협착(Urethral stricture), 요도구협착

(Meatal stenosis), 방광천공(Bladder perforation), Catheter knotting, 방광결석, 통증/불편감 등이 있

다. 통증 또는 불편감은 요도주변부의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서 도뇨관 삽입과 제거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긴장이나 불안이 있을 때 더 심해진다. 남자에서는 도뇨관에 충분한 양의 윤활제를 

바르고 요도의 위치를 정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여자에서는 골반저근육이 

불충분하게 이완되어 있거나, 에스트로젠 감소 등으로 점막위축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뇨 중 통증이나 불편감은 감소한다(Newman & Will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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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과 상담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44.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화된 간헐도뇨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IV C

45.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의 간헐도뇨에 대한 기술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관된 방법과 

시범으로 교육한다.
IV C

46.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에게 간헐도뇨술을 교육하기에 앞서 관련된 물품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인다.
IV C

47.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에게 간헐도뇨의 필요성에 대해 말로 설명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정한다. 말로 설명한 후에는 문서로 다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보호자가 간헐도뇨 절차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V C

48. 간호사는 대상자/보호자가 도뇨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IV C

49. 간호사는 장기적인 방광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자/보호자에게 용기를 주고 

치료적 관계를 확립한다.
IV C

50. 간호사는 간헐도뇨가 대상자의 성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심리전문가/성전문가에게 의뢰한다.
IV C

배경

44. 

모든 유형의 도뇨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며, 간헐적 자가도뇨 또한 교육과 지지가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간호사는 성공적인 자가도뇨를 교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가간호에 대해 배울 능력이 있는지, 장기간 도뇨를 지속할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도뇨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시력장애, 회음부 감각소실, 진전(tremor), 정신장애, 마비 등과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도뇨를 실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부 대상자/보호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Moore 등, 2007). 대상자/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준

비상태에 따라 다양한 교육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O’Connor (2005)는 장루관리 교육에 있

어 자가간호의 중요성을 기술한 적이 있다. 이것은 간헐도뇨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장소는 

대상자의 집이나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어느 장소에서 실시하던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Logan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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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관된 교육방법은 대상자/보호자의 도뇨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간호사에게 대상자/보

호자가 가정에서도 성공적으로 간헐도뇨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Lemke 등, 2005).  

대상자/보호자가 제공된 정보를 알고 이에 익숙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도 

필요하다(Pomfret 등, 2007). 대상자/보호자의 요구도 고려되어야 한다(Winder 등, 2008). 대상자/

보호자는 불편한 마음으로 도뇨술을 수행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Winder 등, 2008). 대상자/보

호자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Winder 등, 2010).

46. 

교육내용으로는 도뇨관 잡기, 요도구 찾기, 도뇨관 관리하기 등이 있다. 간호사는 지지적 환경하

에서 대상자/보호자로 하여금 이해하고 습득한 기술을 실습해보도록 한다. 장기적인 자가도뇨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부작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손위생, 장갑 및 보호구의 

적절한 사용, 날카로운 물건의 안전한 폐기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결과 개선과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누, 알코올, 수건, 날카로운 물건을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은 사용

하기 쉬운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되어야 한다. 의료인은 대상자/보호자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NICE, 2012).

47.

대상자가 간헐도뇨를 할 수 없을 때는 적절한 보호자에게 도뇨술을 교육하며, 대상자/보호자는 

안전하고 자신감있게 간헐도뇨를 실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많고 이를 위해, 점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점검표(부록 3)는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간헐도뇨에 대해 교육할 때 제공해야 할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보는 책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모든 내용을 

글로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대상자의 경험 등을 활용하여 설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병원, 대상자 관련 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전자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능한 정보는 

쉬운 언어로 서술되어야 한다(McConville 등, 2002). 구두 설명을 한 후에는 대상자/보호자가 간직

할 수 있도록 서면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48.

간헐도뇨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대상자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상자가 매일 직면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Woodbury 등, 2008). 비록 의료인은 간헐도뇨의 합병증

에 대해 우려하지만 환자들은 이로 인한 불편감, 사생활보호, 도뇨에 대한 두려움, 청결하고 적절한 

화장실 찾는데 대한 어려움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터키에서 손상성 척수손상으로 간헐도뇨를 

실시하고 있는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간헐도뇨를 시작할 때 이들이 직면한 두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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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간헐도뇨를 해야 하는 것(50.2%), 잘못하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43.8%), 당황스러움

(43.2%), 요로감염발생(40.2%), 출혈발생(32.7%), 통증(30.2%), 위생문제(24.7%) 등이었다(Yilmaz 

등, 2014). 

49.

교육 목적은 대상자/보호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간호사의 의사소통술과 태

도는 대상자에게 도뇨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자는 부드러

운 태도로 시범을 보이며, 대상자에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Logan 등, 2008). 

50.

간헐도뇨가 성생활과 신체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어

떤 여자는 간헐도뇨로 인해 자신과 남편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성생활이 아내

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젊은 남자는 개인적인 삶이 실제

적으로 멈춰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McConville 등, 2002). 간헐도뇨는 친밀감,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65세 이하 대상자에게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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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헐적 자가도뇨에 대한 교육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준비시킨다. 사전학습은 자가도뇨의 순응도를 높임

2. 대상자의 이름, 등록번호 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필요 시, 입원팔찌와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스스로 하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

정확한 환자 확인은 안전한 의료행위에 필수임.

3. 도뇨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다.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존엄성과 안위감을 높임.

4. 적합한 도뇨관과 물품을 준비한다.

5. 대상자와 함께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다. 침대, 화장실, 휠체어 등 상황에 맞는 장소는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함.

6. 삽입절차에 대해 구두로 다시 설명한다.

7. 첫 번째 연습을 의료인이 할지/ 대상자 스스로 해볼지 대상자와 함께 

결정한다.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대상자가 스스로 

삽입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8.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한다. 감염의 위험을 줄임.

9. 윤활제를 준비한다.

1) 윤활제 코팅된 도뇨관

- 윤활제 활성화 용액이 포함되어 있는 도뇨관일 경우, 포장을 열고 

대상자 옆에 도뇨관 포장을 붙여둔다.

- 윤활제 코팅만 되어 있는 도뇨관의 경우 제조사의 권고대로 포장을 

열고 용액(물)을 넣은 후 대상자 옆에 도뇨관 포장을 붙여둔다. 

2) 윤활제 코팅되지 않은 도뇨관

도뇨관 포장을 열고 윤활제를 도뇨관 포장 안쪽 멸균된 부분에 짠다.

도뇨관의 코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

10. 요도입구를 세정한다.

(남자) 음경을 들고 포피를 살짝 들고 음경귀두를 물티슈로 닦는다. 

음경포피를 먼저 닦고, 요도입구는 마지막에 닦는다. 

(여자) 한 손으로 음순을 벌리고 위쪽으로 올려서 유지한다. 다른 

손으로 물티슈를 이용하여 대음  순을 먼저 닦고, 그 후에 

소음순을 닦은 후 제일 마지막으로 요도입구를 닦는다.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세정할 수도 

있다.

감염 예방하기 위해 보호 영역을 만들기 위함.

회음부와 항문에 있는 세균이 요도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함.

   

부록 1 간헐도뇨 절차(남자와 여자)

<도뇨 준비물품>

1. 도뇨관과 소변 담는 용기

  * 적절한 도뇨관 선택;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르거나 작은 크기의 도뇨관을 여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

3. 수용성 멸균 윤활제 혹은 수용성 멸균 윤활제 주사기 10-20ml

4. 일회용 패드나 수건

5. 친수성 도뇨관의 경우 필요하다면 깨끗한 용액(물) 2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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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결한 손으로 도뇨관을 잡는다. 도뇨관을 요도입구로 삽입하고 방광의 

소변이 나올 때까지 부드럽게 요도를 따라 밀어 넣는다(a, b).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치골결합 부분 위를 부드럽게 눌러본다.

(남자) 전립선이나 괄약근 부위에서 도뇨관이 잘 삽입되지 않는다. 

이때는 대상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완하고 심호흡을 하거나 

가볍게 기침하도록 한다.

a. 남자   

b. 여자

   

자료원. 국립재활원. 

12. 소변이 나오다가 멈추면, 도뇨관을 1cm 간격으로 매우 천천히 뺀다. 

빼는 동안 소변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방광이 확실히 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함.

13. 도뇨관을 제거한다. 도뇨관을 제거할 때는 대상자로 하여금 이완하도록 

하며, 가벼운 기침도 도움이 된다.

14. 요도입구를 닦는다. 소변이 피부자극을 예방하기 위함.

15. 비닐백에 사용한 도구들을 버리고, 소변용기를 사용한 경우 쏟아지지 

않도록 뚜껑을 닫는다.

환경 감염 예방을 위함.

16. 대상자가 도뇨하는 방법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확인한다. 편안하지 않다면 그 이유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

17. 대상자가 스스로 집에서 편안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편안하지 않다면 대상자의 자기 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함.

18. 도뇨 횟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 어려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19. 의무기록지에 다음을 기록한다.

: 도뇨 일시, 도뇨관 유형, 길이 및 크기

도뇨 중 문제점이나 대상자 반응

추후 참고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0. 대상자에게 배뇨일지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간헐적 자가도뇨의 시행을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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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도뇨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부록 2 배뇨일지(예)

배뇨일지

이 름

일 자

도뇨 이유

도뇨 횟수

도뇨관 유형

날짜 시간 소변량(㎖) 잔뇨량(㎖)
도뇨사이 요실금

(Y/N)
문제점

Vahr 등(2013).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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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부록 3 교육점검표

교육점검표는 의료인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간헐도뇨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필수교육내용으로 이러한 교육이 제공되었는지 점검한다.

□ 간헐도뇨의 필요성

□ 비뇨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

□ 간헐도뇨 삽입 절차

□ 간헐도뇨 수행 횟수

□ 간헐도뇨 시행 중 또는 이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 도뇨관의 이름, 크기, 길이

□ 도뇨관 보관 방법

□ 사용 전 유효기간 확인

□ 안전한 도뇨관 관리 방법

□ 도뇨관 구입방법

□ 상황에 따른 간헐도뇨 방법

□ 수분섭취의 중요성

□ 변비 방지를 위한 식단의 중요성

□ 위생관리의 중요성

□ 요로 감염 예방법

□ 요로 감염의 증상이나 징후 확인 방법

   - 배뇨 시 작열감

   - 빈뇨 또는 긴박뇨

   - 통증

   - 불쾌한 냄새가 나는 소변

   - 혼탁뇨(cloudy urine) / 진한 색 소변(dark urine)

   - 발열 또는 오한

   - 피로감

   - 혈뇨

   - 도뇨관 삽입 또는 제거의 어려움

□ 삽입 보조기구의 가용성 (거울, hand grips, leg abductirs, integrated drainage bags, travel kits)

□ 해외 여행 시 주의사항

□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하는 경우

□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 도뇨관 삽입 시 또는 삽입 후 통증

   - 도뇨가 더 힘들어 지는 경우

   - 혈뇨

   - 발열

   - 배변 시 문제점

   - 허리 통증

   - 소변색의 변화 또는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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