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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장루(Stoma)”는 질병이 아닙니다. 

단지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배변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복벽에 외과적 수술을 통하

여 만들어지는 대변이나 소변의 배설구 입니다.

장루나 요루가 만들어지면 대변이나 소변의 배설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자신의 장루에 대해 이해하고 적합한  보조제품를 통해 선택, 관리하

면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는 장루·요루 보유자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

록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나 일상생활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장루 관리를 하시면서 제품 사용법이나 다른 제품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콜로플라스트 장루·요루 케어프로그램으로 전화 주십시오.

전문 상담 간호사가 친절하게 사용법을 설명해드리고 도움이 되는 제품들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또한 사용하시는 제품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본 안내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콜로플라스트 장루 요루 케어프로그램 

문의 및 신청 1588-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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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소화기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긴 관으로 음식물을 소화하여 인체에 수분 및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을 합니다.

입을 통해 섭취된 음식물이 식도를 경유하여 위에 도착하면 위에서 음식물이 잘  부서지고 

분비된 위액과 혼합되어 액체상태로 소장으로 배출됩니다. 소장은 장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7 ~ 8m)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소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대장의 길이는 90 ~ 150cm 정도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과 S자결장으로 연결되

며 장 내용물 중 수분과 영양분, 광물질 등은 대부분 상행결장에서 흡수되고 나머지 노폐물

은 직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변이 직장에 도달되면 변의를 느끼게 되며 항문으로 이 욕구를 조절합니다.

【소화기계 구조】

위장
십이지장

횡행결장

공장

회장
하행결장

상행결장

S자결장

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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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루 (Ileostomy)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으로 만들어져 우측 하복

부에 장루가 위치하게 됩니다. 소화효소가 함유

된 묽은 변이 하루에 500~1,000CC 배출되기 

때문에 특히  피부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설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식후 20분에서 수시

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상행결장루 
   (Ascending colostomy)

장루가 우측 하복부에 위치하며 회장과 가까이 

있어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고 상행결장 일부

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묽거나 반 유동상태로 변

이 나오므로 특히 피부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

다. 피부보호제 (피부보호필름: 12010 틈막는 

연고: 2650, 2655 몰더블링 : 12042 장루용 파

우더: 1907)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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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행결장루  
    (Transverse colostomy   
    & Loop Colostomy)

횡행결장루는 보통 상복부 중간에 위치하게 

되며 횡행 결장을 들어올려 로드(Rod)로 장을 

수일간 고정시킵니다. 

로드(Rod)는 보통 수술 후 1주 ~ 2주 뒤

에 제거되며 변은 묽은 변 또는 반 유동상태

로 배출되며 개인차가 있으므로 피부보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하행 결장루, S 자형 결장루
    (Descending colostomy,
   Sigmoid colostomy) 

하행 결장 말단을 이용한 장루로 좌 하복부에 위

치하며 대장의 대부분이 정상활동을 하므로 굳

은 대변이 배출되며 개인에 따라 장 세척법 또는 

식이요법으로 배변조절이 용이한 장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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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

1.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

비뇨기계는 두 개의 신장과 요관, 한 개의 방광과 요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으로부터 물과 노폐물을 여과하여 소변으로 만듭니다. 

요관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이동시키는 배수관의 역할을 하며. 방광은 소변을 임시로 

저장하며, 요도는 소변을 신체 밖으로 이동시키는 관 역할을 합니다.

신장

요도

방광

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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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루 (Urostomy) 란?

요루는 방광의 질환으로 인해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때 방광을 제거하고 장의 일부분

을 요관에 연결하여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 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입니다. 요루 형

성이 되면 배뇨 조절 능력이 없어 소변이 수시로 배출 되므로 소변주머니 착용이 필요합니

다. 대부분의 경우 회장의 말단부를 이용하여 만들고 우측하복부에 위치하며 회장도관 요

루술이라 합니다.

3. 요루 관리

요루는 배뇨조절 능력이 없으므로 수시로 소변이 배출되는데 이러한 소변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여러 가지 피부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리 요령을 익혀두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제품 착용방법은 장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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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루 제품교환 및 관리요령

●  제품을 교환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아침에 공복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편하면 수분

섭취 후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교환하면, 교환하는 동안 소변이 피부에 흘러내리는 양이 

줄어듭니다. 항상 여분의 제품을 가지고 다니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  장루용 벨트(제품 번호: 421)는 주머니가 소변으로 많이 차서 무겁게 될 때 받침대 역할

을 해줍니다. 그러나 장루용 벨트를 너무 조여 주게 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알맞

게 착용하십시오. 

●  밤에는 취침용 소변백(제품번호: 5171)을 연결하여 소변을 모을 수 있게 하십시오.  

(소변이 중력에 의해 소변백에 모아지며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  냄새조절은 제품을 규칙적으로 교환해주고 주머니를 자주 비워주며, 수분을 충분히 섭

취해주면 됩니다. 혹시 심한 냄새가 나면 염증의 증상일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요루식이 : 소화기능에 있어서는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식사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

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하루 1,000CC 이상) 배뇨기관의 세균 감

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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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간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대중교통, 회의 등에 장시간 소변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소변주머니에 레그백(제품번호: 

5171)을 연결하여 다리에 고정시킵니다.

●  다리 고정용 주머니(컨빈 레그백 용량: 600ml)는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습니다.

●  취침시에는 용량이 많은 취침용 소변주머니를  침대의 아래에 놓고, 이불의 경우에는 요

의 높이를 높게 해 주십시오.

●  접속 튜브를 양발 사이에 끼워 두면 자다가 뒤척거리며 옮겨도 벗겨질 걱정이 없습니다.

[레그백 제품번호 : 5171]

레그백 (제품번호: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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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루의 관리요령

1) 장루주위 피부 관리 

장루·요루 주위 피부 손상의 원인 

●   피부 보호판을 너무 크게 오려 대변이나 소변에 노출이 되었을 때

●   장루·요루가 주위 피부보다 들어간 상태(함몰)이거나 주위 피부에 주름이나 흉터가      

있어 피부 보호판의 부착이 어려울 때

●   보조제품 제거시의 물리적 자극

●   틈 막는 연고, 피부보호제에 대한 알러지

피부의 짓무름이나 손상 예방법

●   피부 보호판을 부착하기 전 장루주위의 털을 면도하면 모낭염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면도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   미지근한 물이나 피부산도를 중화시켜주는 클린져(제품번호: 4710)로 사용해 분비물로 

계속 자극 되는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이 닦습니다.(베타딘 등의 소독약은  피부를 건조

하게 하거나 피부 방어막을 파괴해 오히려 피부자극 및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루 주위 피부 세척 후 잠시 공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드라이어의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린 후 새 제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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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루 주위 피부 손상 시 관리방법

●  장루 주위 피부가 손상된 경우

① 장루·요루 주위를 깨끗이 닦고 말린 후

②  장루용 파우더(그림1)를 뿌린 후 여분의 가루

를 털어내고

③  피부 보호 필름 스프레이(그림2)를 뿌린 후

④  피부보호판 뒷면에 틈막는연고(그림 3)를 바르

고 피부에 부착합니다.

● 장루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①②③ 을 시행한 후

④   몰더블링(그림4)으로 장루 모양에 맞게 늘려서 

먼저 피부에 붙여주고 피부 보호판을 그 위에 

부착합니다.

●  피부손상이 심해서 진물이 많이 나는 경우

①②③ 을 시행한 후

④  피부보호 시트(그림5)를 손상부위보다 크게 잘

라서 붙이고

⑤  피부 보호판 뒷면에 틈막는 연고(그림3)을 바르

고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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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장루용 파우더

그림4 몰더블 링 그림5 피부보호시트 그림6 베리어크림

그림3 틈막는 연고그림2 피부보호필름스프레이

피부 보호제품들

●  장루 주위의 피부가 자극되어 붉거나 건조해  
가려운 경우

① 장루 주위를 깨끗이 닦고 말린 후

②  베리어 크림(그림6)을 장루 주변에 발라 주시고

③  피부보호필름스프레이(그림2)를 피부에 뿌려

주시고

④  피부보호판 뒷면에 틈막는 연고(그림 3)를 바

르고 피부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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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상관리

1) 식사 관리

(1)  수분섭취 : 회장루를 가진 분들은 수분 섭취가 적으면 탈수 되기 쉽고, 소변   양이 

적어지므로 비뇨기계 결석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10잔 이상의 수분 섭

취를 권장 합니다.

 

(2)  변비 혹은 장 폐색 예방 : 결장루 환자의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소를  섭취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잘게 잘라서 먹는 것이 도

움이 됩니다. 음식물에 따라 과잉 섭취시 장 폐색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하므로 섭

취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비 유발 식품 : 바나나, 감, 밤, 인절미,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떡, 육류 등

장 폐색 유발 식품 :  옥수수, 땅콩, 파인애플, 샐러리, 생선회, 피자, 감, 떡, 섬유질

이 많은 음식

(3)  가스 배출 : 가스를 발생시키기 쉬운 음식을 절제하고 물을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공기를 삼키지 않도록 입을 

닫고 좋은 기분으로 합니다. 소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가스가 나온다고 생각 될 때 

장루 위에 손을 대고 허리를 약간 구부리면 소리를 줄인 수 있습니다.

가스유발 식품 :  양배추, 양파, 콩류, 튀긴 음식, 맥주, 유제품, 탄산음료, 생선, 계란, 튀

김류 등

(4)  냄새 관리 : 결장루를 가지신 경우 더 많이 문제가 되는데 방취기능이 있는   주머

니(센슈라)를 사용하거나 방취용 필터(제품 번호: 0509)를 주머니에 부착하면 냄새 

없이 자연스럽게 가스가 처리 됩니다. 

냄새 유발 식품 : 달걀, 생선, 치즈, 파, 마늘, 양파, 양배추, 콩류, 맥주, 비타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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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사 관리 : 장내 염증, 약물, 스트레스, 변이 연해지는 음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면 수분, 염분, 무기질을 흡수 못해 위험할 수 있습

니다.

설사 유발 식품 :  파인애플, 찬 우유, 맥주, 생 야채, 땅콩, 날 과일, 호두, 술, 아이스크림, 

자극적인 양념, 자두 등

2) 항문주위 불편 감(단단함)

장루 수술 후 항문을 통한 배변감이나 항문주위의 불편 감을 느낄 수 있으며, 수술 후 수년

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거나 피부보호 크림(제품번호: 12000)을 발라

주면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스폰지로 만든 방석을 이용하거나 장시간 앉은 

자세를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샤워나 목욕

수술 전과 같이 목욕을 할 수 있으며, 장루판을 제거하고 목욕을 하는 경우 장루 속으로 물

이 들어가지도 않고 물이나 비누가 장루에 닿아도 안전 합니다.  목욕이나 사우나, 수영시에

는 장루판을 그대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 목욕시에는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장

루 주머니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4) 운동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대부분 즐길 수 있으며 운동시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이나 신체적 

접촉이 심한 운동(레슬링, 역도, 노젖기 운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부

족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고 비만으로 함몰형 장루가 될 수도 있어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됩

니다. 운동할때에는 장루용벨트(제품번호: 421)를 착용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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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

모든 형태의 여행이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사항만 주의 하십시오.

 • 출발 전 응급상황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해 정보를 얻으십시오.

 • 비행기 안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 필히 여분의 제품을 가지고 타십시오.

 • 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제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에는 자동차 여행시 트렁크 내에 제품을 넣어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장기여행의 경우 국내라면 장루 협회나 구입처를 알아두시고 해외인 경우에는 IOA 

(국제장루협회)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십시오.

6) 의복과 속옷

수술 전 착용했던 거의 대부분의 옷을 수술 후에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장루를  위한 특별한 

의복이 필요 없으며, 탄력성이 있는 거들 정도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벨트는 너무 조이지 

않도록 하고 어깨 끈(멜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7) 직업

기력이 회복되는 대로, 큰 어려움이 없이 종전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일이나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성생활과 임신

성기능은 연령, 신체 상태, 수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게 됩니다. 

파트너와 함께 서로 이해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의 하면서, 체위변경과 작은 

주머니나 장루용 캡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물

론 여성은 의사와 상담 후에 임신, 출산도 가능합니다. 남성은 비뇨기과의사와 상담하는 것

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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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루 합병증

1) 소화효소에 의한 손상

소화효소를 포함한 배설물(주로 회장루)이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것으로, 증상은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오고 통증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12페이지의 장루주위 피부 관리편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알러지에 의한 손상

장루판, 피부보호필름 또는 피부청결제 등 사용하는 제품에 대

한 과민 반응으로, 제품이 닿았던 부위의 홍반이나 가려움이 특

징입니다. 관리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제품이 무엇인지 파

악하고 그 제품의 사용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탈장

복직근이 약한 경우, 지속적인 기침, 장시간 서있는 경우,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장루 주위 피부가 불룩해 

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를 탈장이라고 합니다. 예방하는 방

법은 체중을 조절하여 배가 나오지 않게 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

아 있는 자세를 피하며 배에 힘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 주치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4) 장 탈출

복직근의 지지가 약해진 경우나 복수 등으로 복압이 상승된 경우 또는 지방층이  많은 경

우에 장이 이전 크기보다 크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장 탈출이라고 합니다. 대게 똑바

로 누워 손으로 부드럽게 누르면 다시 장으로 들어가며, 급한 경우  설탕을 장루에 뿌려두

면 일시적으로 장루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10cm 이상 장이 나오고 위의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보호판을 제거하고 깨끗한 수건에 물을 적셔 장루를 덮고 가까운 병원

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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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루 제품 관리 방법 및 교환 방법 

1) 장루 제품 보관 방법

습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상온(10-25C)에 보관 합니다.

피부 보호판은 박스에 담은 채로 눕혀서 보관 합니다.

특히 피부 보호판은 무거운 것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2) 제품 교환 시기

피부 보호판을 얼마나 자주 교환하는가는 배출되는 배출물에 따라 각자가 다릅니다. 묽은 변

이나 소변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좀더 자주 교환을 합니다. 퇴원 후에는 차차 교환간격을 늘

려서 최적의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부가 손상이 되어 분비물이 피부로부터 배출되는 경우에는 좀더 자주 교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보호판에 새는 증상(가려움, 따가움, 냄새, 보호판이 녹아내림)이 나타나

면 즉시 교환합니다. 주머니는 배설양에 따라 수시로 비우고 교환합니다.

3) 제품 교환 방법 및 주의 사항

제품 교환은 장 활동이 적은 시간인 식전이나 식후 2시간, 잠자기 전,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좋습니다. 교환을 하기 전 준비 물품을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교환 후 바로 일어나 활동을 하시지 마시고 잠시 누워 장루 부위를 지지

해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품 : 

 따뜻한 물, 부드러운 거즈나 물 티슈, 곡가위, 장

루용자, 볼펜, 피부보호용품(틈 막는 연고, 피부보

호 파우더, 피부보호용 필름, 피부 세척제, 피부보

호 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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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 장루 주변 피부가 벗겨지고  따갑고 아파요.  
    그리고 보호판도 금방 떨어져요.

보호판이 잘 떨어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루의 높이가 피부보다 낮은 경

우나 퇴원 후 체중 증가로 인해 복부에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장루 주위 살이 앞으로 밀

려나오면서 장루가 함몰 되게 되면 수분이나 분비물이 판 사이로 스며들어 피부를 자극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벗겨진 상처에서 삼출물이 많이 나오게 되

어 보호판이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2 페이지의 피부손상시 관리 방법

을 참조해 주십시오.

장루가 함몰이 되거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함몰형 피부보호판을 밸트와 함께 피부에 

부착하면 변이 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상처의 치유가 방해 받지 않도록 보호 할 수 

있습니다.

2. 목욕할 때 장루 속으로 물이 들어갈까 걱정이 되요. 
   탕안에 들어가면 안되나요? 

탕안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복압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물 안에 들어가셔

도 물이 장루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물속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 온도로 인해 

장운동이 촉진되어 배변활동이 시작 될 수 있으므로 미니 주머니를 착용하고 들어가시

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3. 장루에서 피가 나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장루에는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치거나 심하게 부딪치면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있는 부위를 압박을 해주면 대개 금방 멈추게 됩니다. 피부 보호판을 부

착할 때 가위로 자른 부분이 날카로워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른 후 가위의 몸통

을 이용해 자른 부분이 부드러워 지도록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나도 계속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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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4. 장루와 항문에서 코 같은 것이 나와요. 괜찮을 까요?

장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분비되는 것 입니다. 정상적인 일로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장루를 가지고 계시지만 남아 있는 대

장부분의 장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모여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것 입니다. 때로는 분비되는 분비물로 인해 항문 주변의 피부 

헐거나 가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좌욕을 하고 베리어 크림을 항문 

주변에 발라주면 증상이 완화 됩니다.

5.  장루 주머니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일 결장루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장세척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세척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전문 간호사에게 사용 방법을 충분히 교육

을 받은 후 하셔야 합니다. 장세척 이란 인위적으로 1-2일에 한번씩 대장내에 저장된 변

을 배출 시키는 것입니다. 장세척으로 장이 훈련이 되면 장세척 후에는 간단한 플러그를 

착용하거나 가스 배출시 냄새 방지를 위해 밀폐형 미니 원피스 등을 착용해 편리하게 지

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세척 방법은 장세척기 세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6. 장루판을 교환할 때 장루 주위 피부를 소독 해야 하나요?

장루 주위 피부를 소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독제 사용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뜨겁지 않은 

식염수나 수돗물이나 물티슈를 이용하시면 충분 합니다. 그리고 세척 후에는 피부를 완

전히 건조시킨 후 부착판을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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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7.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하나요?

2~3시간 이상 지속되는 복통이 있거나 심한 피부자극, 혹은 심한 궤양이 있을때, 장루

의 색깔 변화 및 장루 크기와 모양의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장루에서 과다한 출혈이 있

을 때에는 병원을 방문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8.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8시간 동안 전혀 나오지 않아요.

평소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하루에 8-10잔씩 섭취를 하고 야채와 과일도 적정량 

섭취해야 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있으나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시계방향으로 배를 쓸어 줍니다. 그래도 가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는 손에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새끼 손가락에 식용유를 바르고 장루에 살짝 집어 넣어 

돌려 줍니다. 그렇게 해도 가스가 나오지 않고 변이 나오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시는 것

이 좋습니다.

9. 아이스크림이나 생선회, 탄산음료를 먹으면 안되나요?

수술 초기에 찬 음식이나 날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익힌 음식이나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

니다. 탄산음료를 드시면 가스가 많이 차게 되므로 삼가하시거나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피부가 건조하고 붉고 가렵습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 피부가 더 건조한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또는 테이프나 접척성분으

로 인해 피부가 자극이 된 경우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루 주위 피부 세척

에 도움이 되는 클린져를 물티슈에 적셔서 장루 주위를 닦아 주고 말려준 후 베리어 크

림을 발라 주십시오. 베리어 크림의 보습효과와 보호막 형성에 의해 가려움이 감소하고 

자극이 가라 앉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베리어 크림(제품번호: 12000)은 피부에 도포

한 직후에 보호판을 부착해도 부착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 편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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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슈라 투피스 사용법

①  부착된 주머니와 판을 피부에서 부드럽게 제거 합니

다. 제거 할때에는 한손으로 피부

를 눌러주어 피부 손상을 적게 합

니다. 보호판이 잘 제거가 되지 않

는 경우에는 보호판 제거 스프레이

를 뿌려주면 자극 없이 쉽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②  장루 주변을 클린져를 물티슈에 적셔 닦아내거나 물

티슈로 깨끗이 닦은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 줍니다. 

클린져는 배설물을 깨끗이 제거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배설물로 자극된 피부의 산도를 중화 시켜 손

상을 방지하고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도와 줍니다. 

③  장루의 크기를 장루용 자를 이용해 상하, 좌우로 측

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 보호판 뒤에 장루의 크기

를 표시하고 크기대로 피부보호판을 자릅니다. 장

루가 함몰인 경우에는 함몰용 제품을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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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루 크기에 맞춰 보호판을 자르고 뒷면의 비닐을 

제거 합니다. 오려낸 구멍 주변에 틈막는 연고를 적

정량 바르고 공기 중에 잠시 둡니다.

⑤  장루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많이 묽거나 상처가 있

는 경우에는 장루용 파우더를 장루 주변에 얇게 뿌

려줍니다.

⑥  장루 주변에 피부보호필름 스프레이를 뿌려 줍

니다. 필요에 따라 피부보호시트를 이용해 주위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장루용 파우더

틈막는 연고

피부보호시트피부보호필름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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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루 모양이 불규칙 하거나 틈막는 연고 사용이 불

편한 경우 몰더블 링을 장루 크기만큼 늘려서 장루

를 감싸주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⑧  피부보호판을 피부 위에 얹고 보호판 장루 주변 가

운데서 보호판 가장자리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

니다.

⑨  주머니 끝을 먼저 잠근 후 잠금 장치가 열린것을 확

인하고 보호판의 아래 틀에 주머니를 먼저 고정하고 

링을 따라 위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판과 주머니가 

결합이 됩니다. 배출구를 접어 고정하는 방법은 25

페이지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몰더블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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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머니 방향을 편리하게 조정한 다음 엄지와 검지

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주머니가 잘 부

착되었는지 아래로 살짝  당겨 봅니다. 교환 후 부

착이 잘되도록 5분 정도 따뜻한 손으로 살짝 눌러 

줍니다.

⑪  주머니를 분리시킬 때는 잠금 장치의 가운데를 손

톱 끝으로 눌러 엽니다. 잠금장치를 연 상태에서 센

슈라 장루주머니는 360도 회전이 되므로 원하는 방

향으로 주머니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⑫  주머니의 고리를 함께 잡고 다른 손으로 부착판을 

누르면서 약간 위로 잡아 당기면 분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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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슈라 주머니 사용 방법

[ 주머니를 비우는 방법 ]

[ 배출구 잠그는 방법 ]

※제품의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588-7866 으로 연락 주십시오.

밸크로 날개를 열고 밑부분을 잡고　벌립니다.　 티슈로 배출구 부분을 닦아 줍니다.

주머니 끝부분을 선이 그려져 있는　쪽으로 
접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두번 더 접습니다.

　　

밸크로가 있는 날개를 접어서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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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슈라 원피스 10개/박스
● 투명해서 장루를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   수분 흡수가 뛰어나고 얇고 유연해 착용감이 

    뛰어 납니다.

●   배출구가 넓고 밸크로로 처리되어 위생적이고    

처리가 간편합니다.

●  가스필터가 있어 냄새없이 착용이 편리합니다.

●  미리 재단된 형과 잘라쓰는 형이 있습니다.

10-70mm 15521 (투명)

25mm 15523 (투명)

30mm 15532 (불투명)

센슈라
함몰형 원피스

15 ~ 33mm

10개/박스

15605
(투명)

●   3mm의 함몰 구조로 회장루 같이 묽은 변에 잘 부

식되지 않고 착용감이 뛰어나며 수분 흡수와 피부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   부착판에 밸트 고리가 있고 배출구가 넓고 밸크로

로 처리되어 위생적이고 처리가 간편합니다.

밀폐형
원피스

25mm

10개/박스

15452 (불투명)

●   부착판이 이중판 구조로 수분 흡수력과 접착력이 

뛰어나고 유연해 착용감이 뛰어나고 미리 재단이 

되어 사용이 편리 합니다.

●  불투명 제품으로 내용물이 비치지 않습니다.

센슈라
함몰형 

요루 원피스

15 ~ 33mm

10개/박스

 

●   3mm 함몰 구조로 부식에 강하고 착용감이 뛰어 

납니다.

●   주머니가 2개의 챔버로 분리되어 소변의 출렁임이 

없고 꼬임을 방지 합니다.

●   밸트 고리가 달려 있어 벨트로 착용하면 사용기간

이 연장 됩니다.

알터나
소아용
원피스

10-35mm

30개/박스

8002 (투명)

●   피부친화성이 우수한 부착판으로 피부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   민감한 아기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9. 장루제품 안내

원피스제품(One - Piece)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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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슈라 평판 5개/박스 ●   이중판 구조로 수분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배출물

에 잘 녹지 않습니다. 

● 부착력도 뛰어나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  타원형으로 몸을 굽힐때 편안감을 제공 합니다.

●   얇고 특수한 패턴으로 유연성이 뛰어나 편안함을 

제공 합니다.   

●   밸트고리가 부드럽고 구멍이 커서 밸트 착용이   

쉽습니다. 

40mm
(10-35mm) 10011

50mm
(10-45mm) 10021

60mm
(10-55mm) 10031

70mm
(10-65mm) 10041

센슈라 함몰판 5개/박스
●   함몰형이지만 타원형으로 불편감이 거의 없습

니다.

●   함몰형 장루, 요루, 회장루, 너무 복부가 부드러운 

경우 등에 사용 됩니다.  

●   장루 크기나 모양에 따라 잘라 쓸수 있어 장루에 

꼭 맞게 자를 수 있습니다.

●   깊이가 5mm로 적절한 압력으로 눌러줍니다.

40mm
 (15~23mm) 11011

50mm
 (15~33mm) 11021

60mm
 (15~43mm) 11031

70mm
(15~53mm) 11041

알터나 평판 5개/박스 ●   뛰어난 흡수력으로 피부와 장루의 수분을 흡수하

고 정상적인 피부상태와 산성도를 유지시켜 피부

호흡을 가능하게 하며, 제거시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   나선형의 접착층이 서서히 녹아 부착기간을  연장

시켜 줍니다.

●   벨트고리가 달려 있어 필요시 벨트 적용이 가능

합니다.

40mm
(10-35mm) 1771

50mm
(10-45mm) 1776

60mm
(10-55mm) 1779

소아용40mm 1790

알터나 함몰판 5개/박스

●   함몰형 장루 또는 분비물이 묽게 나오는 회장루나 

요루등에 사용됩니다.

●   장루 크기에 따라 18~38mm까지 오려져 있는   

것과 일반 부착판처럼 크기에 맞게 오려 쓸 수 있

는 제품이 있습니다.

   (46759, 46769)

40/18mm 46746

50/25 mm 46755

50/28 mm 46756

50/15-33mm 46759

60/35 mm 46765

60/38 mm 46766

60/15-43 mm 46769

투피스제품(Two - Piece system)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피부 보호판은 장루와 요루에 모두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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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요루주머니

센슈라 장루주머니 10개/박스

●  배출구가 밸크로 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조작이    

간편하고 클램프가 필요 없습니다.

●  배출구 부위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배출이 쉽고 위생적입니다.

● 효과적인 가스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부직포가 더 두꺼워져 잘 찢어지지 않고 더 많은 

땀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잠금장치로 배를 누르지 않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부착된 상태서 주머니의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40mm(투명, 소아용) 10371

40mm(투명) 10384

50mm(투명) 10385

60mm(투명) 10386

70mm(투명) 10387

40mm(불투명) 10364

50mm(불투명) 10365

60mm(불투명) 10366

70mm(불투명) 10367

알터나 장루 주머니 15개/박스
●   특수필름 소재로 부드럽고 소리나지 않으며, 방

취처리가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와 편안감을 제공

합니다.

●  부드러운 뒷면 처리로 피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  잠금장치로 주머니가 분리될 염려가 없으며  부착

된 상태에서 주머니의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  이중 잠금장치로 배를 누르지 않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40mm(투명, 소아용) 1782

40mm(투명) 1696

50mm(투명) 1697

60mm(투명) 1698

40mm(불투명) 1691

50mm(불투명) 1692

60mm(불투명) 1693

센슈라 요루주머니 10개/박스 ●   주머니가 2개의 챔버로 분리되어 소변의 출렁임이 

없고 꼬임을 방지 합니다,

●  역류방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역류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등의 부작용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배출구를 접어 올려 착용시 간편하게 착용을 할 수 

있어 편리 합니다.

●   배출구가 가장 낮게 위치해 소변을 다 비울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40mm(투명) 11854

50mm(투명) 11855

60mm(투명) 11856

알터나 요루주머니 10개/박스
●  소음이 적습니다.

●   배출구가 가장 낮게 위치해 소변을 다 비울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   역류 방지 장치가 있어 안전합니다.

40mm(투명) 1757

50mm(투명) 1758

60mm(투명) 1759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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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용 액세서리제품

샘 방지용 제품

장루, 요루 보유자들 중 약 60%의 환자분들이 장루, 요루 주변 피부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 손상의 가장 큰 이유는 배출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장루 주위에 밀폐를 잘 하게 되면 배출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 피부 손상도 예방할 수 있고 보호판의 

착용 시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브라바

몰더블 링

(4.2mm)

10개/박스

12042

●  분비물에 잘 녹지 않고 오래 동안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  무알콜 제품으로 상처 있는 피부에 사용해도 통증이    

없습니다.

●  부드러워 장루 모양과 크기에 맞춰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 제거시 잔유물이 남지 않습니다.

브라바

틈막는 연고

(튜브형)

60g/개

12050

●  피부와 보호판 사이를 잘 막아 배출물이 새는 것을      

막아 줍니다.

●  무알콜 제품으로 상처 있는 피부에 사용해도 통증이    

없습니다

● 튜브형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  피부보호필름을 피부에 뿌린 후 보호판의 장루 구멍    

주위에 적당량을 바른 후 피부에 부착합니다

틈막는 연고

(막대형)

10개/박스

2655

●  무알콜 제품으로 상처 있는 피부에 사용해도 통증이    

없습니다.

●  필요한 양만큼 잘라서 보호판 구멍 주변에 붙이고 피부

에 부착 합니다.

틈막는 연고

(튜브형)

60g/개

2650

●  장액과 배설물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루 주위의 

틈을 막아 줍니다.

●  장루·요루 주위의 주름이나 상처등을 메우고 덮어줌

으로써 부착판이 잘 붙도록 해 주는    피부에 무해한      

제품입니다.

9804
장루전용
테이프

30/팩

9804

●  장루 고정에 사용하는 테이프로 피부 자극이 없고 물에 

젖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샤워시에 사용

하면 좋습니다.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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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용 밸트 421
●  안정감과 부착판의 사용연장을 위해 사용 합니다.

●  배가 나오거나 함몰형 장루·요루인 경우, 활동이

나 외출시 착용합니다.

장루용 복대 1개

●  장루 수술 후 복부 지지에 도움이 되고 탈장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

원피스용 소형 S1

원피스용 대형 L1

투피스용 소형 S2

투피스용 대형 L2

피부 보호제품

샘 방지용 제품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로 피부보호판이나 배출물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어 손상이 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상처가 있을 때 상처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 입니다.

피부보호제품을 사용하므로 보호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바

피부보호필름

스프레이

50ml/캔

12020

●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분비물이 피부에   

닿는 것을 막아주고 접착성분으로 인한 자극을   

방지해 줍니다.

●  스프레이 타입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잔유량 없이 

끝까지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 입니다.

●  알코올이 없어 상처있는 피부에 사용해도 좋습

니다．

●  캔을 흔들어 장루 주위에 뿌려줍니다.

컨빈

피부보호필름

(1회용)

54개/박스

62042

●  피부보호필름의 일회용 포장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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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보호제품

브라바

보호판 제거

스프레이

50ml/캔

12010

●  제품 교환시 보호판 가장자리에 뿌려주면 통증없

이 쉽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 성분을 들어있어 자극이 적고 부드럽습

니다.

●  피부보호판 이외에 피부에 부착한 테이프 제거시

에도 사용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 알콜 성분이 없어 아기에게도 안전 합니다.

클린져

180ml/병

4710

●  티슈나 거즈에 적셔서 장루나 요루 주변을 닦아 

줍니다.

●  피부의 산도 유지를 도와주며 끈적이는 접착제   

성분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 피부를 닦은 후에도 촉촉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브라바

베리어크림

60g

12000

●  분비물로 자극된 피부와 건조해 가려운 장루 주변 

피부에 도포시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어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  피부 보습효과가 뛰어나고 크림을 바른 후 보호판

을 부착해도 부착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브라바

피부보호시트

10x10cm

3210

●  수분 흡수력과 접착력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제품

으로 피부 손상이 심하여 삼출물 분비가 많거나  

누공으로 인한 피부 손상부위에 부착하면 탁월한 

수분 흡수력으로 부착력이 더 오래 지속되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상처가 없어도 회장루나 아기 장루의 경우 상처  

예방을 위해 사용 하여도 좋습니다

브라바

장루용 파우더

25g/병

1907

●  수분을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에

서 분비되는 삼출물을 흡수하여 젤 형태로 변화되

어 상처를 보호하고 치유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

이 됩니다.

●  통이 부드러워지고 입구가 개선되어 사용량 조절

이 쉬워져 더 편리해 졌습니다．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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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생활을 위한 제품

장루나 요루 보유자분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제품들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욕이나 물놀이를 

갈 때, 여행 등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면 좀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장세척기 전제품 1510

●  전제품 (1510)은 장세척에 필요한 장세척용 배변

주머니 (1560), 장세척용 물통 (1511), 장세척용       

콘 (1110)이 포함된 세트입니다.

●  영구 장루를 가지신 분들 중 의사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척기 세트 안에 자세한 사용법이 들어 있습니다.

알터나 장세척용 주머니 12835

장세척용 주머니 1560

장세척용 물통 1511

알터나 함몰판 1110

센슈라 밀폐주머니 10개/박스
●  주머니 아래에 배출구가 없는 주머니로 결장루  

보유자처럼 대변 배출 시간이 규칙적인 경우 사용

하면 편리 합니다.

●  여행이나 외출시도 착용을 하면 배변 처리가     

편리 합니다.

●  주머니가 차면 주머니 안의 배출물을 변기에     

버리고 주머니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40 mm 10154

50 mm 10155

60mm 10156

알터나 목욕용

미니캡(50mm)

5개/박스

1742

●  �조작이 간편한 이중 잠금 장치로 구성 되었으며, 

가스필터가 내장되어 샤워나 운동할 때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필터

가스필터

509

●  주머니에 부착하여 주머니 안의 가스를 냄새 없이 

밖으로 배출 하도록 도와 줍니다.

●  주머니 상단부에 포장안에 있는 바늘을 이용해  

구멍을 7-10개를 낸 후 그 위에 부착합니다

레그백

600 ml

레그백 5171

밸트 5050

●  다리에 착용하는 소변 주머니로 장시간 외출이나 

여행시 착용하면 편리합니다.

●  역류 방지 장치가 있어 안전합니다.

●  여러개의 방으로 나워 있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장루용 곡가위 1개
●  장루 전용 가위로  끝이 구부러져 있어 보호판을 

자르기에 편리 합니다.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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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필 플러스

투명드레싱

10　X10cm

3533

●  목욕이나 물놀이 등을 갈 때 보호판 가장자리에   

부착해 방수가 되어 판의 떨어짐을 방지 합니다.

●  제거시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유연하여 착용시  

편리하고 제거시 끈적임이 남지 않습니다．

이지케스 25개/박스
●  장루 수술 후 자연 도뇨가 어려운 경우 방광에    

직접 도뇨관을 삽입해 규칙적으로 배뇨를 해 줄때 

사용하는 도뇨관 입니다.

●  수용성 윤활제가 도포되어 있어 윤활제를 사용하

지 않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용성 윤활제가 코팅 되어 있어 삽입시 요도의  

자극을 최소화 하여 요도 협착을 방지 합니다.

●  포장을 뜯고 물을 부어 30초 동안 기다렸다 사용

하여 편리 합니다.

● 적절하게 힘이 있어 삽입이 쉽습니다.

남성용 10Fr 5350

남성용 12FR 5352

여성용 10FR 5370

여성용 12FR 5372

각 지역별 제품 구매상담

    모   양   제품명       제품번호                       특   징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애스큠 케어 02-748-8744

부산, 경남 지역 메디마스터 031-765-9750

충청남도, 북도 지역 대전킴스메디택 042-223-0843

전라북도 지역 전주킴스메디택 063-224-0004

전라남도 지역 코넬메디칼 070-8803-2008

경상북도 지역 세윤양행 053-292-5683

편리한 생활을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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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플라스트 케어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장루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 제품들

장루관리를 할 때 피부손상 없이 잘 관리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액세서리 제품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품별로 자세한 사용법이나 샘플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구매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있는 콜로플라스트 장루요루 케어프로그램으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라바 보호판제거
스프레이

브라바 피부보호필름
스프레이

브라바 베리어크림브라바 피부보호시트

브라바 밸트 틈막는 연고 장루용 파우더브라바 몰더블 링

장루·요루 제품 사용 관련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샘플을 원하시는 분은 

콜로플라스트 케어프로그램  1588-7866으로 연락 주십시오.

[케어 프로그램 1588-7866］



콜로플라스트 장루·요루 케어 프로그램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도와드립니다.

콜로플라스트 장루 요루 케어프로그램은 콜로플라스트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제품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콜로플라스트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사용과 관련해 궁금하시거나 다른 제품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1588-7866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제품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7층
FAX : (02) 722-6002
www.coloplast.com

상담전화 : 1588-7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