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 중 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거나 비뇨기계 문제로 인

한 방광제거로 요루 조성술을 시행받은 영구적 장루 및 요루 보유자는 2016년을 기준으

로 총 14,40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약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종류의 장

애 현황 중 소수 장애 유형으로 그 분포가 타 장애인에 비하여 많지 않지만, 질환으로 인

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대상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한 실정입니다. 

장루나 요루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합병증에 대한 인지와 치료에 대한 

정보제공은 수술 전부터 수술 후와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매우 중요

한 내용으로, 이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입니

다. 이에 발 맞춰 2017년 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정책이 확대되면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급여화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하여 질환 관리 이외에도 장루, 요루 환자의 영양교

육 등의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상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각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 및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어, 대상자

와 가족을 위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대상자와 가족 뿐 아니라 의료진을 위해서도 근거기반의 지식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

니다.

이에 대상자와 가족, 의료진의 장루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장루 간호에 

대한 근거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술 전 후 관리, 합병증 예방과 관리, 대상자와 보호

자, 의료진 교육,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추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료 현장과 대

상자 개개인이 처해있는 상황,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장루간호 임상실무지침서를 수

용개작을 통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거 기반의 장루 관리에 대한 핵심 지식을 임상 실무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간호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중재를 위한 의료진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회장 김정윤 

｜머리말｜





총  괄       

이윤진 (세브란스병원 파트장)  

권고안 수용개작팀

김민경 (삼성서울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박현숙 (세브란스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서희원 (고대안암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이미주 (서울아산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원은애 (강남세브란스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조가나 (한양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권고안 내용타당도 검토팀

김미진 (인하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김정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김정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루간호사)

김정희 (여의도성모병원, 파트장)

김진하 (조선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김희정 (아주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나영선 (인하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박옥경 (고대안산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신지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이혜란 (건양대학교병원, 외과전담간호사)

조현진 (부산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주명진 (고신대학교병원,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김임경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전담전문의)

장창은 (세브란스병원, 외과전담전문의)

정은주 (세브란스병원, 외과전담전문의)

권고안 이해도 검토팀 

공지연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박경희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신선영 (세브란스병원, 외과전담간호사)

오지희 (세브란스병원, 외과전담간호사)

이은미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이지예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

장현진 (세브란스병원, 교육간호사)

정난영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하수연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황지예 (세브란스병원, 외과전담간호사)

승인기관

대한대장항문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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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간호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2

장루간호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11

Ⅰ. 기관의 정책 ··········································································································· 11

Ⅱ. 수술 전 간호··········································································································· 13

2.1. 교육······················································································································ 13

2.2. 장루 위치 선정 ····································································································· 18

Ⅲ. 장루요루 조성술 ···································································································· 21

Ⅳ. 수술 후 간호·········································································································· 22

4.1. 수술 후 교육········································································································· 22

4.2. 수술 후 장루 사정································································································· 26

4.3. 고용량배출 장루···································································································· 30

Ⅴ. 제품 선택··············································································································· 31

Ⅵ. 장세척 ·················································································································· 37

Ⅶ.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 38

7.1. 장루합병증············································································································ 38

7.2.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 43

7.3. 장루주위 피부 기계적 손상···················································································· 46

Ⅷ. 퇴원 후 관리·········································································································· 50

참고문헌······················································································································ 54

부록 ·························································································································· 63





1

병원간호사회

장루간호 (Ostomy Care)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근거수준 정 의 

I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II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비무작위대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다기관 연구 선호), 

다수의 시계열 연구, 특징적 결과를 보이는 비대조연구에 의한 근거

III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기술연구, 전문서적에 의한 근거

권고등급 정 의

A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B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C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출처: 구미옥 등(2012).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 및 간호분야 실무지침의 수용개작 방법 표준화 

-정맥주입요법 중심으로-. 병원간호사회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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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장루간호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I. 기관의 정책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 장루간호를 위한 정책 개발과 의료진, 환자와 가족 구성원,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루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전문간호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을 활용한다.

III B

2.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장루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III B

3. 대상자를 위해 장루간호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체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III C

4. 장루간호의 질적 관리를 위해 숙련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접근한다. III B

5. 근거기반 간호실무 지침서가 조직 및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과 

자원을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지역 환경을 고려한 실행 상의 장애 요인 및 기관의 현황 평가

∙ 수행 과정에 기여할 모든 구성원(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 기능 포함)의 참여 

∙ 근거기반 간호 실무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교육의 기회 제공 

∙ 교육 및 프로세스 구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구성원의 노력

∙ 실무지침서 이행에 개인적, 조직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III B

6. 임상 실무 현장의 의료진을 위한 장루관리 교육은 체계적이면서, 환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구축한다.
I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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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간호 (Ostomy Care)

II. 수술 전 간호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1. 교육

7. 전문간호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은 장루조성술이 예정된 대상자와 가족에게 

수술 전 교육을 제공한다.
I A

8. 대상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수술 전 교육에 장루에 대한 설명, 장루 위치 선정, 수술 절차 및 

수술 후 장루 관리 내용을 포함한다.
II A

9. 수술 전 교육 시, 수술이 대상자의 신체상, 성 생활 등의 건강관련 삶의 질(HRQoL)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키고, 수술 후에도 이를 평가한다.
III A

10. 모든 대상자가 염려하는 사항이 국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정한다. 성별, 역할, 경제적 요인, 종교 및 질병, 질병과 손상에 대한 신념의 차이,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장루 제품 등이 교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II B

2.2. 장루위치 선정 

11. 전문간호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은 장루조성술이 예정된 모든 대상자에게 

수술 후 자가관리 증진과 일상 생활로의 정상적인 복귀, 수술 후 합병증 감소를 위해 수술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루 위치를 선정한다.

∙ 복부 흉터, 피부 주름과 접히는 부위, 벨트 라인을 피하여 복직근 내에 위치

∙ 복부 굴곡 부위의 정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환자가 눈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위치

II A

III. 장루요루 조성술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12. 장루 주변 피부로의 배설물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장루와 요루는 적어도 피부 표면에서 2cm 

정도 돌출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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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술 후 간호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4-1. 수술 후 교육 

13. 수술 후 교육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 장루주위 피부 평가 및 관리, 주머니 비우기, 파우칭 시스템(피부보호판과 주머니) 교체하기, 

요루주머니 관리, 가스 및 냄새관리, 일반적인 합병증, 의복, 올바른 식이와 충분한 수분 섭취, 

투약, 장루 제품 구입 방법

II A

14.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화된 장루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III A

4.2. 수술 후 장루사정

15. 수술 직후와 매 파우칭 교환 시 합병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장루와 장루주위 피부 상태를 사정한다.
III B

16. 장루와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III A

17. 장루 유형에 따라 대상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효능과 최대 흡수량 도달 정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검토한다.
III B

18. 장루조성술 후 최적의 삶의 질 증진과 심리적 고통 경감, 합병증 예방을 위한 추후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전문의료인력(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의사 등)을 활용한다.
II B

19. 요루에서 소변 배양 검사를 위한 검체물 채취 시에는 도뇨관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III B

4.3. 고용량배출 장루(high output stoma) 

20. 고용량배출 회장루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개별화된 치료 계획에 따라 다음의 적절한 중재법을 교육한다.

 수분섭취 형태

· 저장성과 고장성 수분 섭취 줄이기

· 고나트륨과 복합성 전분(complex starches) 포함시키기

· 쥬스를 포함한 단 음료(sugary drinks) 섭취 금지

 회장루를 통한 배설량과 소변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체중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한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지사제(예: loperamide)를 투약한다.

 회장루를 통한 다량의 배설 및 탈수의 징후와 증상 발현 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 고용량배출 회장루 환자는 배설물로 인하여 피부보호판 하방의 피부 침식(eroding) 및 

누출로 인한 장루주위 피부 손상이 야기되므로, 파우칭 부착이 유지되는 기간을 평가하고, 

피부보호제(skin barrier)가 있는 제품 사용을 고려한다.

∙ 고용량배출 회장루 관리를 위한 간호 계획이나 지침 개발을 고려한다.

III B

21. 영양장애 위험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영양사에게 의뢰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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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품 선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2. 배설물 누출 없이 안정적으로 복부 부착 시간이 유지되면서, 장루주위 피부를 보호하는 

파우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III A

23. 효과적인 파우칭 시스템을 선택하는데 전문 간호 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III A

24. 파우칭 시스템 결정 시 장루의 유형, 위치, 복부 모양, 생활 양식, 개인적인 선호도, 시력 및 

손놀림 등을 고려한다.
III A

25. 장루 크기를 측정하고, 장루 모양에 알맞게 피부보호판을 오려낸 후 파우칭 시스템을 적용한다. III A

26. 피부보호판 부착이 유지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함몰형 제품 사용을 고려한다.

∙ 복부 주름이나 피부 접힘(skin fold), 함몰인 경우 및/또는 편평한 경우 

∙ 장루 개구부 위치가 피부 높이와 같고/또는 피부 하방에 위치한 경우 및/또는 장루 주변 

피부가 축 늘어져 있는 경우

III A

27. 배설물로부터의 장루 주변 피부 보호 및/또는 효과적인 파우칭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면, 

액세서리 제품 사용을 고려한다.
III A

28. 개인의 선호도와 필요에 따라 파우칭 시스템(원피스 또는 투피스) 형태를 결정한다. III A

VI. 장세척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29. S상결장루 또는 하행결장루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장세척을 시행한다. I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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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일반적 권고사항

30. 대상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의료진(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의사)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장루합병증과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며 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II B

7.1. 장루합병증 

7.1.1. 초기 장루합병증

31. 피부점막접합부 분리

∙ 결손 범위와 깊이에 따라 피부점막 접합부위를 치료한다.

∙ 만약 분리된 부위가 얕다면, 피부보호판 부착과 삼출물 흡수를 위해 장루 파우더 제공을 

고려한다. 만약 분리된 부위가 깊다면, 알지네이트나 하이드로바이버의 흡수성 드레싱 제제를 

제공하고, 하이드로콜로이드나 피부보호제(skin barrier)를 해당부위에 적용한다.

∙ 만약 감염의 위험이 있다면, 전신 치료 외에도 항균드레싱 제제 사용을 고려한다.

III C

32. 장루 괴사

∙ 비만환자의 경우, 장간막의 외과적 절개 부위를 감소시키고, 장루로 가는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에 장루 위치 선정을 고려한다.

∙ 허혈과 괴사 정도에 따라 장루를 관리한다.

∙ 표재성 괴사인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장루 상단의 괴사된 조직은 부육조직으로 

변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락이 진행되면서, 붉은색의 정상색이 드러날 수도 있다. 

∙ 만약 장루의 허혈 및 괴사 정도가 깊다면, 괴사된 부분의 조직제거술(debridement) 필요성을 

확인한다.

∙ 만약 합병증이 지속되고, 파우칭 시스템이 기대하는 부착 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과적 중재로 장루 재조성술 필요성 대해 외과에 의뢰를 진행한다.

III C

33. 장루 함몰 (초기 또는 후기합병증)

∙ 장루 높이가 피부층보다 낮거나 피부 하방으로 함몰되었을 경우, 피부 상방으로 돌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함몰형 제품 및/또는 장루 벨트 사용을 고려한다.

 함몰형 제품 사용의 위험성과 이익을 고려한다. 장루조성술 후 함몰형 제품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 

∙ 만약 합병증이 지속되고, 파우칭 시스템이 예상했던 부착 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과적 중재로 장루 재조성술 필요성에 대해 외과에 의뢰를 진행한다.

III C

7.1.2. 후기 장루합병증 

34. 장루 협착

∙ 장루 협착 정도가 경한 경우, 불용성 섬유질 섭취(insoluble fiber)를 줄이고, 대변 완화제 

사용과 수분 섭취를 증가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교육한다.

∙ 장루 확장술은 대변 제거를 위한 일시적인 방법이다. 이를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만성적 시행은 장루 협착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장루 협착 교정을 위해 수술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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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35. 장루 탈출

∙ 아래의 중재를 고려한다.

 장루의 손상을 막기 위해 피부보호판 개구부(opening)와 장루 주머니 크기를 조절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장루 탈장 벨트(hernia support belt)를 사용한다.

 탈출된 장루의 길이 정도에 따라 원피스 파우치(주머니) 사용이 장루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지 확인한다.

∙ 탈출된 장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과 장루의 색 변화를 확인하도록 교육한다. 만약 장루가 

검은색이나 허혈성으로 변화 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함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만약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탈출된 장루를 원상복귀시키기 위한 수기법(manual 

reduction)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과에 의뢰하여 응급 수술여부를 확인한다. 

III C

36. 장루주위 탈장

∙ 탈장 시 수술 필요 여부를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결정한다. 고령이 되면서 수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탈장을 교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중재를 고려한다. 

 탈장 지지 벨트를 사용한다.

 만약 장세척 시 물과 대변이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면 중단하도록 한다.

 장루 주변 피부의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부드러운 장루 제품을 사용한다.

∙ 다음의 증상 시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육한다: 장루가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장루에서의 가스나 대변 배출이 없으며 요루에서 소변 배출이 없을 때; 

더부룩하고, 오심, 구토, 식욕감퇴가 나타날 때

∙ 탈장의 감돈(incarcerates) 및/또는 장루 색 변화 시 즉시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외과적 중재 

필요성 여부를 문의한다. 

III A

37. 장루 외상 (초기 또는 후기)

∙ 장루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제품을 사용하고, 파우칭 교환시 장루 손상 여부를 

사정한다.

∙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때 장루를 보호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고려하고, 주의하도록 교육한다.

∙ 장루 내부로부터의 출혈 또는 장루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경우,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III A

38. 장루 누공 (Stomal fistula)

∙ 파우칭 시스템이 잘 맞고 적절하게 주변 피부를 보호하는지 확인한다.

∙ 누공이 발생 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한다(예: Crohn’s disease).

∙ 파우칭 시스템을 변경하여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교정하거나 장루 위치 변경이 

필요한지를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확인한다.

III A

7-2.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7.2.1.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을 위한 일반적 권고사항 

39. 일반적 권고사항

∙ 장루 관리 시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한다.

∙ 장루주위 피부를 평가한다.

∙ 파우칭 시스템을 제거하고. 피부보호판 하방으로 배설물 누출 여부와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 장루주위 피부 보호와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치료 동안 파우칭 시스템이 잘 맞는지 

확인한다.

∙ 피부가 치유되는 동안 필요하다면 장루 제품 교체와 파우칭 시스템 교환 빈도를 변경한다.

I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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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40. 장루주위 피부 상태의 평가와 이에 대한 표준화된 의사소통을 위해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 

(peristomal skin assessment tool)를 사용한다.
II A

7.2.2. 유형별 피부합병증 

41. 장루주위 피부 습기 손상(Peristomal moisture-associated skin damage, MASD)

∙ 요루 환자의 경우, 소변으로 인한 피부보호판 손상과 누출을 막기 위해 야간에는 소변 배액 

주머니를 연결하도록 교육한다.

∙ 손상된 피부는 장루 파우더와 피부보호필름(no-sting barrier film) 혹은 피부보호제(solid 

skin barrier)를 적용한다.

∙ 위사마귀성 병변(wart-like lesions)은 다음과 같은 국소적 치료법을 고려한다.

 질산은(Silver nitrate)을 이용하여 소작한다.

 장루 제품을 제거 후 주변 피부를 식초와 물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병변이 낫지 않을 경우, 악성종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변을 평가한다.

III A

42. 장루주위 진균/칸디다 감염(Peristomal fungal/candidiasis infection)

∙ 피부보호판을 부착하기 전에 해당 부위에 국소적 항진균 파우더 (크림이 아닌)를 도포하고, 

감염이 심하고 지속될 경우 필요 시 구강 또는 정맥 내로 항균제를 투여한다.

∙ 해당 부위의 습기를 제거한다. 피부보호판 하방에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파우칭시스템을 

교체하도록 교육한다.

III A

43. 장루주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Peristomal allergic contact dermatitis)

∙ 알레르기의 원인을 확인하여 사용을 중단한다. 패치 테스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염증 관리와 증상 완화를 위해 국소적 코티코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장루 

피부보호판의 접착력을 방해하는 크림과 연고 사용을 피한다.

∙ 필요한 경우 파우칭 시스템 교환 빈도를 조정한다. 피부 자극이 해결될 때까지 파우칭 시스템의 

교체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III A

7.3. 장루주위 피부 기계적 손상(Peristomal mechanical skin damage) 

44. 의료용 접착제 관련 피부 손상(Medical adhesive–related skin injury, MARSI)
∙ 피부 손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파우칭 시스템과 사용 방법을 교정한다.

∙ 피부 보호판을 부착하기 전에 장루 파우더 또는 흡수성 드레싱 제품을 사용하여 손상된 피부 

부위를 치료한다.

∙ 테이프가 붙어있는 피부보호판 사용으로 피부 손상이 야기된 경우 테이프가 없는 장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피부보호판 교환 시에는 접착제 제거제(adhesive remover)를 사용한다.

∙ 정상 피부 유지와 손상되기 쉬운 피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부보호필름 사용을 고려한다.

III A

45. 의료기기 관련 욕창(Medical device-related pressure injury, MDRPI)

∙ 압력을 주는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한다. 상처를 치료하고 현재 파우칭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한다(제품 변경 및 기타 치료 방법).

∙ 상처에서의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하기 위해 장루용 파우더, 알지네이트 드레싱, 폴리우레탄폼 

등의 흡수성 제품을 사용한다.

∙ 피부보호판 하방에 삼출물이 고이지 않도록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파우칭 시스템을 자주 

교체하도록 교육한다. 

I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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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46. 장루주위 정맥류(Peristomal varices)

∙ 급성 출혈의 경우 직접적인 국소적 압박을 제공한다. 심한 경우 소작, 지혈제 혹은 젤 폼이 

필요할 수 있다.

∙ 출혈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응급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의뢰한다. 

∙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피부 보호판을 적용하고, 가능하면 접착제 제거제를 사용한다.

∙ 단단한 장루 제품은 장루주위에 손상을 유발하므로 사용을 피한다.

∙ 정맥류의 원인과 검사 및 가능한 치료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를 해당 임상과에 의뢰한다.

III A

47. 장루주위 모낭염(Peristomal folliculitis)

∙ 병변 부위에 항균제, 피부 세척제를 사용한다.

∙ 심한 경우 국소적으로 항생제 분말을 적용한다.

∙ 면도는 자주하지 않는다.

∙ 대상자에게 현재 상태와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 문제가 있거나 모낭염이 지속되는 경우, 영구 장루 환자의 경우 영구적 제모를 고려한다.

III B

48. 장루주위 괴저성 농피증(Peristomal pyoderma gangrenosum)

∙ 궤양과 관련된 통증을 관리한다.

∙ 2차 감염 여부를 평가하고 염증 과정을 감소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한다.

∙ 다음의 국소적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피부보호판 접착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한다.

 병변 부위에 알지네이트 혹은 하이드로파이버와 같은 흡수성 드레싱을 제공하여 

장루 피부보호판 접착이 유지되도록 한다. 

 정상 피부에 삼출물이 고이지 않도록 파우칭시스템의 교체 빈도를 조절한다.

 소수의 경미한 괴저성 농피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소적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타크로리무스(tacrolimus)의 사용을 고려한다. 

∙ 국소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심한 괴저성 농피증의 경우 전신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임상과에 의뢰한다. 

∙ 괴저성 농피증의 치료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괴저성 농피증의 내과적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요법임) : 경구 프레드니손(prednisone) 치료, 답손(dapsone)과 

미노사이클린(minocycline)의 병용투여,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6-메르캅토푸린(mercaptopurine),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콜히친(colchicine), 클로파지민(clofazimine), 클로람부칠(chlorambucil) 투여

III B

49. Infliximab과 같은 종양괴사인자차단제(anti-TNF)의 사용을 고려한다. II B

50. 장루주위 봉합 부위 육아종(Peristomal suture granulomas)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피부보호제(skin barrier)는 장루주위에 되도록 맞추어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 병변 부위를 부드럽게 사정하여 가능하다면 남아있는 봉합사를 찾아 제거한다.

∙ 필요한 경우 조직의 융기된 부분(elevated areas)에 질산 은(silver nitrate)을 적용한다.

∙ 파우칭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부위에 장루용 파우더를 제공하여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시킨다. 

III B



10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VIII. 퇴원 후 관리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51. 일반적 권고 사항 

∙ 전문의료진(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의사)은 외래 장루 클리닉, 가정간호서비스 

및/또는 전화 상담의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퇴원 후에도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추후 관리와 

지원을 제공한다.

III C

52. 장루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술 후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제공한다. III A

53. 장루조성술을 새롭게 시행 받은 대상자 중 건강관련 삶의 질이 심하게 낮거나 기간이 경과함에도 

감소하는 경우 전문의료진에게 의뢰한다.
III A

54. 장루조성술을 새롭게 시행 받은 대상자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동료 그룹, 방문 지원 체계

(예: ostomy visitors), 온라인 장루 지지 그룹(예: 인터넷 카페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II A

55. 보호자/가족이 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한다.
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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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간호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I. 기관의 정책 

권고
근거

수준

권고

강도

1. 장루간호를 위한 정책 개발과 의료진, 환자와 가족 구성원,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루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전문간호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을 활용한다.

III B

2.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장루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III B

3. 대상자를 위해 장루간호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체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III C

4. 장루간호의 질적 관리를 위해 숙련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접근한다. III B

5. 근거기반 간호실무 지침서가 조직 및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과 

자원을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지역 환경을 고려한 실행 상의 장애 요인 및 기관의 현황 평가

∙ 수행과정에 기여할 모든 구성원(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 기능 포함)의 참여 

∙ 근거기반 간호 실무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교육의 기회 제공 

∙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장루관리 구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구성원의 노력

∙ 실무지침서 이행에 개인적, 조직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III B

6. 임상 실무 현장의 의료진을 위한 장루관리 교육은 체계적이면서, 환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구축한다.
III B

1.

대상자 및 가족 의료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자문자 역할로서 임상적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대상자와 돌봄제공자에게 교육과 연구, 관련 정책 개발 및 관리에 자격에 있는 전문간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장루간호 전문교육프로그램은 225시간의 임상교과과정으로 온라인 교육

이 포함되어 있으며, 18개월 간의 이론 교육을 마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수료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캐나다 간호협회가 인증하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2. 

대상자가 장루조성술 이후 변화된 생활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료진으로부터 장루관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대상자를 위한 장루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개발 및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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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에서 연속성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자가 관리와 합병증에 대한 인지 

및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RNAO, 2009).

3. 

수술 후 대상자는 신체적, 정서적 고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급성기부터 퇴원 후에 이르기 까지 

장루 관리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수술 후 경과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병원과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 자원 활용,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지체계와 관련 보건시스템을 제공해주어야 한다(RNAO, 2009).  

4. 5.

근거기반의 최상의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여 모범적인 임상 실무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조직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절차의 제정, 권고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구조화된 기획과정,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리더쉽이 필수적이다. 

캐나다의 경우, 장루간호사는 학사를 취득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사들로 대상자에게 

양질의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매우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장루간호에 전문화된 이들은 모든 

연령층의 장루환자와 전체 발달 단계별 대상자에게 적절한 장루관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

며, 대상자의 직접적 관리뿐만 아니라 타 직종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교육자와 자문가로서 활동하

고 있다(RNAO, 2009).

6. 

Redman(2004)은 만성적 증상의 자가관리를 위한 준비를 “만성적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약물 복용 

및 치료 유지, 직업 유지 및 가족과 같은 일상 생활 영위, 질병으로 인한 삶의 변화, 좌절감, 분노, 우울 

등의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표현했다. 장루는 일반적으로 만성적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장루조성술을 시행받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자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적절한 의사

결정을 돕고, 효과적인 자가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장루 관련 교육과 기술 등의 임상적 지원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장루교육은 대부분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간호사로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 교육이 이론과 실무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지

만, 대부분이 사례 연구와 토론, 해부학과 생리학 등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병원 환경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기 전에는 장루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United Ostomy 

Association of Canada, 2008). 따라서 임상에서의 학술 목적의 장루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된 이론과 

간호사의 역량 개발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장루간호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이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해부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 뿐 아니라, 질병 발생과 

과정, 수술로 인해 변화된 생활 방식, 변화된 상황에서의 필요한 정보 등의 실제로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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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수집과 보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실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로 

되는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예: 의료소

모품, 필요한 정보 및 문헌, 지원 그룹) 접근에 대한 용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장루간호사와 같은 전문가

로부터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해야 한다.

II. 수술 전 간호

2.1. 교육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7. 전문간호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은 장루 조성술이 예정된 대상자와 

가족에게 수술 전 교육을 제공한다.
I A

8. 대상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수술 전 교육에 장루에 대한 설명, 장루 위치 선정, 수술 절차 및 

수술 후 장루 관리 내용을 포함한다.
II A

9. 수술 전 교육 시, 수술이 대상자의 신체상, 성 생활등의 건강관련 삶의 질(HRQoL)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키고, 수술 후에도 이를 평가한다.
III A

10. 모든 대상자가 염려하는 사항이 국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정한다. 성별, 역할, 경제적 요인, 종교 및 질병, 질병과 손상에 대한 신념의 차이,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장루 제품, 등이 교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II B

7. 

장루조성술 시행 전 대상자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술 전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 준비가 

된 경우에는 수술 후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WOCN, 2010). 수술 전에 제공하는 교육은 

대상자가 수술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수술 후 회복에

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자가간호를 위한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입원 기간을 감소시킨다(WCET, 2014). 

세계상처장루실금간호학회에 따르면, 수술 전 교육에는 수술 절차와 장루위치 선정,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장루협회(United Ostomy Associations of America)(UOAA, 

1977)와 국제장루협회(International Ostomy Association)(IOA, 2007)에서도 장루조성술이 예정된 대상자

에게는 수술 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장루조성술 후 변화된 신체상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술 전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상처장루실금간호사가 제공하는 수술 전 교육이었다

고 보고하였다(Haugen, Bliss과 Savik, 2006). 

Colwell과 Gray(2007)가 시행한 문헌고찰에 따르면, 상처장루실금간호사가 제공한 수술 전 교육이 수

술 후 대상자 상태와 장루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적응 기간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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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Chauduri 등(2005)은 결장루나 회장루를 시행받는 대상자(42명)에게 지역 사회에서 구조화된 수술 전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전통적 교육을 시행받은 대상자에 비하여 파우치 교환과 수술 후 재원기간 감소, 

그리고 예상치 않은 병원 입원율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수술 전과 후에 장루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장루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Pittman 등(2008)은 239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루관리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수술 전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과 배설물 누출 문제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장루 조성술 후 재원일수가 감소되면서 수술전 장루교육 제공에 제한이 생겼고, 각 병원바

다 상이한 교육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장루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부재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의 교육 제공이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반 간호사들에 의해 수술 

후 1-2회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다(WOCN, 2017). 이처럼 재원 기간 감소에 따라 장루교육 및 

장루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숙련성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장루교육은 수술 후 초기보다는 회복기에 접어드는 후반에 시작되

기 때문에 교육 전달에 더욱 제한적인 상황이다. 

  

8.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후 회복을 증진시키고 재원일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fast track’이나 ‘enhanced 

recover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술 후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술 전 환자 교육, 선택적 장 준비(no routine bowel preparation), 수술 전 금식기간 최소화, 

새로운 마취제와 진통제, 수술 기법 사용, 영양과 조기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수술 후 회복 증진 프로그램

(enhanced recovery after sugery, ERAS)이라고 알려져 있다(Abraham과 Albayati, 2011; Bryan과 Dukes, 

2010).

Bryan과 Dukes(2010)도 장루 관리를 위한 자가간호를 촉진시키기 위해 영국의 ERAS 프로그램을 적용

한 결과, 재원 일수 감소와 함께, 독립적인 장루 관리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보다 성공적인 ERAS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교육의 제공과 동의서 취득 등의 준비 과정이 수술 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그 밖에도 ERAS 프로그램을 

대장암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여(n= 111명)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에 비하여, 수술 후 회복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재원기간 단축과 정상 기능으로의 조기 복귀가 증진되었다고 하였다(Abraham과 

Albayati, 2011).

하지만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재원 기간의 단축은 퇴원 후 가정에서의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가 퇴원 시 스스로 장루관리가 가능하기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Burch(2013)는 퇴원 후 지역사회 간호사를 통하여 장루관리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ERAS 

프로토콜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면서 대상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와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 간호사가 가장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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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 Hyman, Viscomi와 Osler(2013)는 전통적인 치료를 받은 87명의 환자와 계획된 장절제 수술에 fast 

track 프로토콜(수술 전 비마약성 진통제, 정맥 내 또는 경막 외 리도카인, 비위관 제거,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수액제한, 조기이상, 조기 식이 진행 및 수술 후 계획된 비마약성 진통제)을 적용받은 80명의 환자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3 가지

만 부분적으로 구현되면서 프로그램 순응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음

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fast track 프로토콜 상의 특정 요소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프로토콜 

수행과 관련한 순응도에 의한 결과인지 분석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장루조성술을 받는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수술 전 교육 내용은 소화기 및 비뇨기계에 대한 해부 

생리, 수술 절차, 수술 후 변화하게 될 생활 습관에 대한 간단한 개요, 수술 후 사용하게 될 파우칭 시스템

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도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장루조성술 후 심리사회적 적응은 대상자의 독립적인 자가간호 수행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명의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 중 56.5%에서 장루는 정상적인 개인적, 가족 및 사회생활

을 영위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Bazaliński, Sałacińska, Więch과 Kóz-ka, 2014). 자가간호 

수행 여부가 수술 후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Cheng, Meng, Yang과 Zhang, 

2013). 

이러한 환자의 적응 능력은 배우자와 같은 돌봄제공자의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장암으로 인하여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질적 연구에서 남편이나 파트너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어(Altschuler 등, 2009), 교육과정에 남편/파트너를 

포함시키는 것이 장루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대상자를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여요인이라고 제

언하였다. 

9.

Danielsen, Burcharth과 Rosenberg 등(2013)은 장루 교육과 삶의 질 분석에 대한 비용 효율성 측면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 장루 교육이 삶의 질 향상과 장루 관리 및 장루관련 지식 증진에 효과적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비용 감소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나, 이는 최근 수술 후 재원기간 감소

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Cheng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장루 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

이 높고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사회심리적 적응이 더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을 함께 참여시킨 장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후에 삶의 

질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대상자와 가족을 포함시킨 참여형 교육과 전통식 강의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조하였다(Altuntas, Kement, Gezen 등, 2012).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루, 즉 장루 보유 기간과 관련 없이 장루조성술 자체는 친밀감과 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성의 성기능 변화는 대장암이나 방광암 수술 중 직장에 가까운 전립선 신경총 

및 자율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감각상실 및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성에서는 성교통, 질 손상, 

질 윤활 변화, 울혈문제, 질 공간 감소, 질벽이나 방광 탈출의 가능성이 있는 신경, 혈관 및 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다(RNA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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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2012)의 문헌고찰과 8개의 연구(Ang, Chen, Siah, He와 Klainin-Yobas, 2013)에 대해 시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성적 취향과 사회 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즉, 변형된 신체 이미지/자아상, 신체 기능에 대한 통제의 변화 또는 상실, 

자신감의 결여, 자존심의 변화)들을 퇴원 후에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장루조성술로 인하여 발생하

는 해부학적 변화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성교 곤란(성교 동통)은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성기능 장애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발기부전, 역사정 또는 오르가즘이 없어지고 불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Williams, 2012). 간호사는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성적 친밀감과 성생활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신체적 안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Ang 등, 2013). 또한, 대상자와 상처장루실금

간호사 측면 모두에게 이같은 성기능 문제에 대한 논의는 때때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상자의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 상담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신뢰와 공감의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Williams, 2012). Werth 등(2014)은 성적 친밀감에 

대한 교육은 수술 후 교육에서 중요하며, 성별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10.

현재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새롭게 장루 조성술을 받은 대상자의 정신적 

사회적 적응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Carmel과 Scardillo, 2016).

문화적 가치, 종교적 신념과 관행, 그 밖의 개인의 가치(예: 식품/식습관, 의류, 위생, 언어, 의사소통)는 

장루 조성술을 처음 시행받은 대상자의 치료와 심리사회적 적응, 그리고 대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Iqbal, Batool, Varma, Bowley과 Vaizey, 2014). 의료진은 교육 및 치료 계획을 대상자의 특정 요구에 

맞추어 조정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Carmel과 Scardillo, 2016; 

Iqbal 등, 2014).

개인의 종교적 관습은 장루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슬람교

(Muslim faith)에서는 기도나 단식을 방해하는 것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슬람교도들

에게 있어, 몸과 체액(bodily fluids)의 관리는 영적, 육체적 청결과 순결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성적 

관계, 소변, 배변 후에 정해진 패턴에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Ablutions(cleansing))을 해야 하며, 

기도하기 전에 하루에 5차례의 목욕을 해야 한다(WCET, 2014). 

장루조성술을 받은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전에 목욕을 해야 하지만, 장루주머니가 사원

(mosque)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청결상태(cleanliness)에 대

해 걱정하며 자신이 ‘가치(worhty)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슬람 교도들은 또한 오른손은 먹는 것과 

인사와 같은 “깨끗한” 활동을 위한 것이고, 왼손은 씻기와 같은 “더러운”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파우칭 교체에 왼손 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왼손 만으로 파우칭을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적인 배변활동이나 배뇨 시처럼 손을 씻도록 권장할 수 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단식

이 요구된다. 이것은 장루 환자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과 관리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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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ltuntas 등(2013)은 금식이 prealbumin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영양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금식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개인에게 해로울 수 있다면, 

그들은 금식을 건너뛰거나, 매일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을 대신하여 돈이나 음식을 종교적 기부로 제공하는 

‘‘fidyah (religious donation of money or food)”로 대체할 수 있다(WCET, 2014).

종교적 상징은 시크교(Sikh faith)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카라(kara)는 심지어 수술할 때에도 제거하지 

않는 금속 밴드이다. 독실한 남녀들은 심지어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도 속옷을 벗지 않는다. 수술을 받을 

때는 속옷은 필요한 만큼만 제거하여 안심시켜야 한다. 

힌두교인은 또한 손목에 보석과 성스러운 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머리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허락 없이 만져서는 안 된다. 많은 힌두교도들은 또한 기도하기 전에 흐르는 

물로 씻기를 원할 것이다(WCET, 2014). 

 

유대교는 인간의 삶과 치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사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제한하는 식품이 동물

(돼지) 제품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대인 환자들은 특별 코셔 식단

(Kosher diet)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종교법에 따라 식단이 준비되어야 하고 특정 음식들(돼지 또는 

젤라틴)과 이러한 음식들 조합을 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CET, 2014).

일부 유대인 환자들은 야물 케(yarmul ke: skull cap)를 착용할 수도 있고, 이를 항상 착용하고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 여성은 집 밖에 있을 때마다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금지되

어 있다. 환자나 가족들 또한 기도 숄(prayer shawls)을 착용하고 성구함(phylacteries, 성경의 시와 가죽 

끈이 달린 두 개의 작은 상자, 기도하는 동안 이마 및 팔뚝에 착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신체

적 노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안식일에는 파우칭 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루 관리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WCET, 2014).

어떤 사람들은 음식, 약, 질병이 뜨겁거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음식은 병을 

조절하는데 필요하며, 뜨거운 음식은 감기 등에 쓰이기 때문에 식이 계획이나 영양 상의 조언에 고려되어

야 한다. 전통적인 한의학은 신체, 정신을 통합된 전체로 보고 음과 양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인간과 환경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노인들은 신체의 음과 양의 균형을 위해 전통적인 중국 허브를 이용한 약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는데 이는 서양의학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하였다. 캐나다에서 보낸 시간, 이주 시기

(중국 또는 홍콩에서), 그리고 캐나다의 어느 장소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집단의 다양성의 차이가 매우 

큰데 비하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중 대다수(78%)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 몸이 너무 뜨겁거

나 차갑다고 느꼈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중국 약의 사용 시에는 허브와 약 사이에 심각한 상호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고,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WCE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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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루 위치 선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11. 전문간호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은 장루조성술이 예정된 모든 대상자에게 

수술 후 자가 관리 증진과 일상생활로의 정상적인 복귀, 수술 후 합병증 감소를 위해 수술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루 위치를 선정한다.

∙ 복부 흉터, 피부 주름과 접히는 부위, 벨트 라인을 피하여 복직근 내에 위치

∙ 복부 굴곡 부위의 정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환자가 눈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위치

II A

11. 

장루조성술이 예정된 대상자에게 수술 전 장루 위치 선정은 수술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파우칭 시스

템의 부착 기간을 유지하여 삶의 질 증진과 자가 간호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장루 

조성 시 적합한 위치는 복직근 내에 있어야 하며 피부가 접히는 부위나, 주름, 흉터, 뼈 돌출 부위와 벨트 

라인(가능한 경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부적절한 장루 위치의 선정은 장루 주변의 피부 합병증, 파우

칭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Cronin, 2014; Rust 등, 2011), 수술 전 적절한 장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Bass 등(1997)은 응급 장루조성술을 시행한 593명의 대상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전 상처장

루실금간호사로부터 장루 위치 선정을 시행받은 경우(n= 292)가 그렇지 않은 경우(n=301)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고, 초기 장루 주변 피부 합병증이 적었다고 하였다(p<.0008). 그러나 장기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에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다. Arumugan 등(2003)의 전향적 연구결과에서도 수술 후 

1년간 97명의 대상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수술 전 장루 위치 선정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고 하였다. 

Gulbiniene 등(2004)은 리투아니아 병원 두 곳에서 수술 전 교육 및 장루 위치 선정을 시행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심리적인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적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유용성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Millan 등(2010)이 스페인의 12개 대장직장암 병동에서 장루 수술을 받은 2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에 따르면, 수술 전 장루 위치 선정과 상처장루실금전문간호사로부터 교육을 시행받은 환자는 45.6%였으

며, 이들은 초기 장루주위 접촉성 피부염 발생과 불안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면서, 수술 전 위치 선정과 

교육 제공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Person 등(2012)은 105명의 수술 환자 중 수술 전에 장루 위치를 선정한 경우가 52명(49.5%), 그렇지 

않은 경우는 53명(50.5%)으로 두 군을 비교한 결과, 전자의 경우에서 높은 삶의 질을 나타냈고, 장루에 

대한 독립적인 자가 관리와 적응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배설물 누출과 피부 손상, 파우칭 

적용 시 문제와 같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낮았다고 하였다.  

Nakagawa 등(2013)은 장루 위치가 수술 부위 감염(SSI)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n=25명 대장암 환자) 

전향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9명의 환자(36%)에서 SSI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본 

결과 장루 위치와 중앙 복부 절개 사이의 거리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Baykara 등(2014)이 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n=287)에 따르면, 수술 전 장루 위치의 선정은 장루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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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장루 위치를 선정한 군에서의 합병증 발생률은 현저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였으며(46% vs 22%),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장루주변 피부 문제와 피부점막접합부 분리, 장루 

함몰이었다.   

Cronin(2012)은 장루 위치 선정은 수술 전 준비의 매우 중요한 절차로, 수술 전 장루 위치 선정의 필요성

과 장루조성술이 대상자의 삶에 미칠 영향,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1) 장루 위치 선정 시 고려 사항 

장루 위치 선정은 보통 수술 전 방문을 통해 시행되는데, 대상자가 통증이나 복부 팽만이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위치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장루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장루 위치 선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수술 전 장루 부위 선정은 대장항문외과, 비뇨기과 의사와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임상의와 같이 장루 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수술 전 장루 

위치 선정은 오랫동안 상처장루실금간호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왔다. 미국 대장항문외과

협회와 비뇨기과협회, 상처장루실금간호협회는 공동으로 결장루(colost omy)나 회장루(ileostomy)조성술

이 예정된 대상자와(Salvadalena 등, 2015a; WOCN, 2014b) 요루조성술이 예정된 경우 장루 위치를 선정하

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 협회에서는 수술 전에 장루 위치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외과

의(즉, 대장·직장 외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와 자격을 갖춘 상처장루실금간호사가 최적의 장루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만약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환자 상태를 미리 평가해보

는 것이 중요하다. Rozen (1997년) 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나 비만인 경우, 대상자의 직업 및 정형외

과적 보조기구의 사용 유무와 같은 요인들이 장루조성술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장루조성술을 시행

받는 대상자가 시력이 좋지 않거나 다른 신체적 장애(예: 팔다리 또는 손가락 절단,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 관절염)가 있는 경우, 스스로 장루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 결과를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예: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 장루 위치는 대상자의 평소 자세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술 전 대상자의 평상 시 자세와 그들의 

직업 및/또는 취미 시 신체 활동 수준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장루 위치 선정과정

최적의 장루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복직근(rectus abdominis muscle)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 복부 윤곽, 복부 돌출 여부와 피부가 늘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부가 접히거나, 주름이 있는 

지와 흉터 및 탈장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비만 유무 및 마른 체형인지를 확인한다.

∙ 신체적 제한: 자세 유지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지, 의료기기 사용 유무(예: Brace, 보철, 휠체어 등),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와 손 움직임의 민첩성, 장루 부위를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환자 고려사항: 일반적인 벨트 라인과 옷의 종류, 직업, 스포츠, 취미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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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될 장루 형태를 확인하여, 표시해야 할 장루 위치가 복부 사분면 중 어느 부위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상자가 눕고, 앉고, 서 있거나 구부린 자세(가능한 경우)에서 선정 부위를 평가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이때 각각의 자세에서, 복부 윤곽이나 주름 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가 누워있던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로 변경할 경우, 복부 윤곽이 변화될 수 있고 복부의 

접힘과 주름은 앉은 자세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직근 확인은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

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복직근에 장루가 위치한 경우에는 탈장(peristomal hernia), 장 탈출(prolapse) 발생

률을 감소시킨다(Salvadalena 등, 2015a, 2015b; WOCN, 2014b).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위치는 앉은 자세에서 배꼽 하부로 볼록하게 올라오는 둥근 굴곡부위 

중 가장 높은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다(Blackley, 1998; Carmel과 Goldberg, 2004). 배꼽 하부의 위치는 

주로 위 아래로 잡혀진 주름(일반적으로 배꼽 근처)으로 인하여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부위를 확인하게 

된다. 피부 접힘으로 인하여 형성된 굴곡의 정점은 예상되는 장루 위치로 간주될 수 있다(Blackley, 1998; 

Salvadalena 등, 2015a, 2015b; WOCN, 2014b, 2014c). 이는 가장 이상적인 장루 위치로 배꼽 아래이면서 

복직근 내에 위치하게 되며, 흉터, 주름, 뼈의 돌출부, 배꼽 및 벨트 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가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상자가 장루를 잘 볼 수 있도록 장루 부위를 복부에서 예상보다 높은 부위에 

위치시켜야 할 수도 있다. 복부가 돌출된 경우, 복부 윤곽의 정점을 선호할 수 있으며, 환자가 비만인 

경우 복부 상단 사분면에 부위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Cronin, 2014).

이상적인 장루 위치는 오른쪽, 왼쪽 복부 사분면에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과의는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만약 해부학적으로 위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루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위치가 선택된 경우, 선호도에 따라 위치를 표시하

고 번호를 적어 표시해둘 수 있다. 때로는 대상자가 두 개의 장루, 즉 배뇨과 배변을 위한 요루와 장루조성

술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장루 위치 선정이 두 군데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위치는 각각의 파우칭 

시스템을 복부에 유지할 때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각에서 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부의 각각 

다른 높이에 표시되어야 한다(Mahoney, 2016).  

수술이 계획된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처장루실금간호사로부터 장루 위치 선정을 시행받은 군과 

수술장에서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경험이 없는 의료진으로부터 장루 위치 선정이 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와 배꼽으로부터의 측 방향 거리(r=.476, p=.037)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처장루실금간호사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장루 위치 선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Pengelly 등(2014)이 시행한 연구로, 장루가 대상자

의 시야에서 잘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산식을 개발한 것이다. 대상자의 BMI에 따라 

배꼽으로부터의 측 방향 거리를 계산한 다음 피부 주름을 피하여 예상되는 위치를 선정하고, 선택된 부위

에서 위 또는 아래로 이동시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차이도 장루 위치 선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일부 무슬림들은 장루 위치 

선정 시 특별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무슬림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 5회의 기도를 위해 바닥에 엎드려야 

한다. 만약 장루가 허리선이나 배꼽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배설물 누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꼽 상부에 장루가 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루가 배꼽 위에 위치한 경우, 장루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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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 속의 깨끗한 음식물과 동일시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 배꼽 아래에 위치한 장루의 배설

물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배설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장루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 환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모든 상처장루실금간호사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신념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기 전에 

간단히 장루주머니를 비우거나 필요한 경우 주머니를 바꿀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경우 벤치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WCET, 2014)

III. 장루요루 조성술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12. 장루 주변 피부로의 배설물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장루와 요루는 적어도 피부 표면에서 

2cm 정도 돌출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A

12.

일반적으로 장루는 피부 표면 위로 적어도 2c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벽이 두꺼운 환자나 

비만, 크론병, 신경내분비 종양(carcinoid tumor), 유건종(desmoid tumors) 질환처럼 장간막이 짧은 대상자

들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과의는 가능하다면 되도록 장루가 피부 높이에 있거나 함몰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WOCN, 2017).  

장루 유형에 따라 피부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결장루와 회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 중

(n=3,970) 1,390명(34%)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Cottam, Richards, Hasted과 Blackman, 2007).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장루는 수술 후 3주 내에 최소 24시간 동안 1개 이상의 액세서리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문제가 있는 장루와 없는 장루가 피부로부터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 그 높이를 비교한 

결과, 평균 높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3 mm vs. 15 mm, p<.001). 장루의 높이는 

수술 후 48시간 이내에 측정된 것으로 피부로부터 장루 입구까지의 거리로 정의하였다. 몇 가지 요소들이 

발생률에 영향을 미쳤지만, 장루의 높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하였다. 피부 표면으로부터 

장루의 돌출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하였다. 수술 후 48시간 이내

에 장루 높이가 10mm 미만이라면 장루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35%라고 결론지었다.

192명의 장루 환자를 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52명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Parmar, 

Zammit, Smith, Kenyon과 Lees, 2011). 문제성 장루에 대한 용어는 Cottam 등이 2007년 연구에서 사용되었

던 동일한 용어 정의를 사용하였는데, 평균적으로 피부 표면에서부터 돌출된 높이 정도가 문제가 없는 

장루에 비해 매우 낮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10.6 mm ± 14.9 

mm vs. 17.7 mm±14.2 mm, p=.006). 하지만, 문제가 있는 장루를 가진 대상자 대부분이 수술 후 처음 

3주 동안 장루 관리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없는 장루를 가진 대상자에 비하여 병원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7/52 [32.7%] vs. 3/140 [2.1%], p<.001). 이에 장루에 문제가 

없었던 대상자에 비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가정 방문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3.3% vs 51.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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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술 후 간호

4.1 수술 후 교육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13. 수술 후 교육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 장루주위 피부 평가 및 관리, 주머니 비우기, 파우칭 시스템 (피부보호판과 주머니) 교체하기, 

요루주머니 관리, 가스 및 냄새관리, 일반적인 합병증, 의복, 올바른 식이와 충분한 수분 섭취, 

투약, 장루 제품 구입 방법

II A

14.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화된 장루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III A

13.

장루, 장루주변 피부, 장루 배설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장루 

∙ 색깔: 장루의 색깔은 빨갛고 촉촉해야 한다.

∙ 돌출의 정도: 이상적으로 장루의 돌출 정도는 최소 2cm이상이다.

∙ 크기와 모양: 초기 장루는 윤기가 있으며, 부종이 존재하며,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수술 후 처음 

4∼6 주 동안 점차적으로 크기가 감소하고 모양이 변화한다.

∙ 복부 위치: 일반적으로 장루는 오른쪽 위 또는 왼쪽 위 또는 사분면 아래에 위치한다.

∙ 장루 개구부의 위치: 개구부는 장루의 중심에 있다.

2) 장루주변 피부 

피부는 염증, 궤양 또는 발진 등의 손상된 부위가 없다.

3) 장루유형에 따른 배설물의 양상

∙ 회장루: 대변은 일반적으로 묽은변이다.

∙ 결장루: 대변은 부드러운 고형이다.

∙ 요루/회장도관: 소변에는 최소한의 점액이 존재한다.

∙ 요루 스텐트: 스텐트는 각 요관에 배치되고 장 문합부위를 보호한다. 스텐트는 일반적으로 5∼14 

일 또는 그 이후 제거된다. 대상자는 스텐트를 가지고 퇴원할 수 있으며, 스텐트는 세척하지 않는다.

∙ 대상자/보호자에게 스텐트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파우칭 시스템 교환 시 주의가 필요함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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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우칭 교체 방법

∙ 대상자와 보호자는 퇴원하기 전 장루주머니를 비울 수 있어야 한다. 주머니의 1/3에서 1/2정도 배설물

이 차면 비워야 한다.

∙ 장루 유형과 배설물 양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3∼5일마다 교체한다. 피부보호판이 장루에 적절하게 

맞도록 부종이 해결될 때까지 4∼8주 동안 장루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5) 요루의 경우 야간 배액주머니를 사용

∙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요루주머니에 배액주머니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배액주머니는 하루 혹은 이틀마다 식초와 물의 비율 1:3 용액에 세척한다(WOCN, 2014d).

∙ 부드러운 배액주머니는 매달 두 번, 단단한 플라스틱 배액주머니는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WOCN, 

2014d).

6) 가스와 냄새관리

∙ 식이요법과 탈취 용품들을 포함하여, 냄새 및 가스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 장루주머니는 냄새 및 가스를 제거하는 필터를 가지고 있다.

∙ 모든 주머니는 냄새를 차단하지만, 만약 냄새가 난다면 밀폐 검사를 통해 필터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징후: 대상자와 보호자는 합병증의 예방, 중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야 하는 증상과 징후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루 또는 요루합병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7) 회장루 합병증

회장루의 경우, 대장의 흡수 기능 상실로 인하여 탈수가 발생 할 수 있다(Carmel, 2016). 배설물의 양이 

24시간 동안 1,200ml를 초과하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WOCN, 2014e). 탈수의 증상과 징후는 갈증이 

심하고, 근육 경련과 무기력, 소변량 감소 증상을 포함한다(Carmel, 2016). 탈수는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식이를 통해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스포츠 활동이나 더운 날씨에

는 수분섭취를 증가시키도록 하고(Carmel, 2016), 지사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154명의 회장루 환자의 기록을 검토한 Hayden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퇴원 후 수분과 전해질 불균

형으로 인한 재입원율은 20.1%였고, 전체 재입원률 중 탈수로 진단된 경우는 40.1%였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암의 선행화학요법(p<.028)과 지사제의 사용(p<.033)이 재입원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 지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는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에서의 모니터링이 엄격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 퇴원 후 구강섭취량과 장루 배설량을 모니터링하여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에 따른 탈수로 재입원하는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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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식 막힘 

음식물 섭취는 부분 혹은 완전하게 장관내를 폐쇄시킬 수 있다. 이는 고섬유질 식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폐색의 증상과 징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액성 배설물 (혹은 완전한 폐색인 경우 장루에서의 배설물이 전혀 없음), 오심, 구토, 복부팽만, 경련, 

복통, 그리고 장루 부종(Carmel, 2016; Goldberg, 2016)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 2∼3 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복통, 5∼6 시간 이상 심한 액체 배설물, 오심 및 구토, 또는 4∼6 

시간 동안 장루를 통한 배설물 배출이 전혀 없고 복통과 오심이 동반된 경우(Goldberg, 2016)

9) 결장루 합병증 (Carmel, 2016)

∙ 변비는 일부 진통제(예: opiate, codeine) 또는 움직임이 없어 생기는 결과로 섬유질 섭취와 수분 섭취 

증가,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대변 완화제나 자극성 하제와 같이 다른 부가적인 방법 또한 고려될 

수 있다.

∙ 설사는 약물, 화학요법, 음식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식이요법과 지사제 사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설사는 의료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0) 요루합병증

∙ 요로전환술로 인하여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요루 보유자들은 소변의 색 변화, 점액의 증가, 

냄새의 증가와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 요로감염의 증상은 의료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발열, 오한, 정신상태의 변화 및 요통

∙ 하루동안 적절한 수분섭취가 권장된다.

11) 의복 

일반적으로 장루 수술 전 입었던 의복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직업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12) 식사와 수분지침

장루보유자들은 식이습관과 기본적인 건강 상태, 장루의 기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장루, 요루 환자에 대한 특정한 식이 변화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한적이다.

∙ 수술 직후 동안에는 저 잔사 식이를 권장할 수 있다.

∙ 균형잡힌 식사는 장루의 규칙적인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된다.

∙ 결장루 환자에게는 특별한 식이제한이 없다.

∙ 회장루 환자에게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먹고, 고섬유질 음식을 피하여 음식 막힘의 위험을 예방하도

록 교육해야 한다(Carmel, 2016; WOCN, 2014e).

∙ 요루보유자는 특별히 제한해야 할 식이가 없다. 그러나 적절한 수분 섭취가 권장된다.



25

병원간호사회

장루간호 (Ostomy Care)

13) 투약

∙ 회장루 환자의 경우 약물흡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배설량이 많은 회장루 환자는 장용피(enteric- 

coated) 및 지속성(sustained-released) 약물의 복용은 피해야 한다(Carmel, 2016). 일반적으로 현탄액, 

젤라틴 캡슐 및 코팅되지 않은 정제는 잘 흡수된다.

∙ 하제를 복용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회장루, 횡행결장루 환자는 하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Goldberg, 2016).

∙ 일부 약물에 따라 대변이나 소변의 색깔이 변할 수 있다(Carmel, 2016; WOCN, 2014e).

14) 의료용 팔찌 

대상자들에게 의료용 팔찌 착용을 권유한다.

15) 장루용품 공급방법 

퇴원 전 대상자에게 장루용품 목록, 공급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공급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WOCN, 2014e).

14.  

대부분, 성인의 경우, 바람직한 치료 목표는 장루의 독립적인 자가 관리이다. 이는 전문가 의견에서도 

일치되는 내용이다. 장루 관리의 목표는 배설물 누출과 냄새 및 합병증이 없는 장루를 의미한다. Wu, 

Chau와 Twinn(2007)는 96명의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96명에서 자기 효능감을 평가한 결과, 자기 효능감

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이, 낮은 교육 수준, 타인에 의해 파우칭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기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루제품의 단순성 즉 사용의 용이성과 파우칭 부착 유지 시간, 배설물 누출 빈도 또는 합병증 발생률과

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제품 선택에 있어서 대상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용이 쉽고 단순한 장루 제품이라고 하였다. Bourke과 Davis(2002)

는 무료로 장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60명에게 제공한 결과, 여성(59.9%)과 남성(53.7%)

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루제품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그 이유는 사용의 편의성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특정 요구도와 선호도를 반영한 최선의 제품 선택이 매우 중요

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상처장루실금간호사 또는 장루전문간호사는 대상자 또는 가족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적합한 제품을 가

장 잘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장루제품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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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술 후 장루 사정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15. 수술 직후와 매 파우칭 교환 시 합병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장루와 장루주위 피부 상태를 사정한다.
III B

16. 장루와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III A

17. 장루 유형에 따라 대상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효능과 최대 흡수량 도달 정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검토한다.
III B

18. 장루조성술 후 최적의 삶의 질 증진과 심리적 고통 경감, 합병증 예방을 위한 추후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전문의료인력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의사 등)을 활용한다.
II B

19. 요루에서 소변 배양 검사를 위한 검체물 채취 시에는 도뇨관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III B

15.

장루와 장루주위 피부 상태는 수술 즉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합병증 발생 시 치유 정도를 모니

터링 하는데 도움을 준다. 

Salvadalena(2008)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장루 합병증으로 보고된 관련 용어의 조작적 정의와 

보고에 사용된 용어가 일관되지 않았고,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자료의 누락으로 인하여 장루합병증 

발생률와 유병률이 정확하지 않고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방어요인들에 대한 근거 지식에도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Colwell과 Beitz(2007)는 686명의 상처장루실금간호사가 보고한 장루관련 합병증의 정의에 대해 내용타

당도를 확인한 결과, 장루와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의 2가지 범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장루 합병증은 장루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을 의미하며,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은 장루 주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라고 하였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장루 합병증으로는 장루주위 탈장, 탈출, 괴사 

및 피부점막접합부 분리, 협착, 누공, 외상, 함몰이었으며,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으로는 정맥류, 칸디다증, 

모낭염, 점막 이식, 위사마귀(pseudo-verrucous) 병변, 괴저성 농피증, 봉합부위 육아종,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외상이었다.

많은 연구에서 수술 후 초기와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도 장루와 장루주위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 Salvadalena(2008)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장루조성술 후 발생한 합병증을 연구한 논문은 

13개로, 총 합병증 발생률은 12%∼72%라고 보고하였으며, 이 중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장루 함몰과, 장루주

위 탈장, 탈출, 괴사와 장루주위 피부 문제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루합병증 발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술 직후부터 적어도 1년 까지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상태 평가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하

였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표준화된 평가도구 사용은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추후 표준화된 도구 개발을 통해 장루주위 피부와 장루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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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러 연구에서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보고하고 있다. 

상대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 제시를 위한 요인들 간의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교정이 가능한 잠재적 요인들이 꾸준히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응급수술 

Duchesne 등(2002)이 391명의 결장루와 회장루 환자에 대한 횡단적 연구와 의무기록을 통해 330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Mahjoubi 등, 2005), 두 연구 모두에서 응급수술과 장루합병증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1999)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1,072명의 응급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가 포함된 1,616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루나 장루주위 피부합병증 발생

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Cottam(2007)이 응급수술과 계획된 수술을 시

행받은 3,970명을 비교한 결과, 장루 위치 선정 여부가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하였고, 

Arumugam 등(2003)도 회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97명을 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응급수술인 경우에서 

피부 문제 발생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 수술이 장루나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증가에 

관련성이 있으며, 부적절한 장루 위치 선정 또한 파우치 관련 문제 발생을 증가시킬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피부 표면으로부터의 장루 높이, 위치, 성별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2) 성별

Duchesne 등(2002)과 Park 등(1999), Pittman 등(2008)은 성별이 장루나 장루주위 합병증의 위험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Cottam 등(2007)은 여성이 남성보다 합병증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았고(38% vs 30%),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 성별이 BMI 및 장루유형을 포함한 여러 다른 요인과 상호 작용하여 합병증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3) 나이

나이가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혼재되어 있다. 

수술 후 처음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초기 합병증으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나이는 수술 초기

에 장루와 주위 피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지만(Mahjoubi 등, 2005; Park 등, 

1999), Park 등(1999)의 연구에서 후기 합병증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ahjoubil 등(2005)의 연구에서는 피부합병증이 발생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57.49세였으며, Park 등

(1999)의 연구에 참여된 대상자의 경우 다양한 연령군을 제시하였지만(신생아부터 고령까지) 정확한 연

령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Pittman 등(2008)은 239명을 대상으로 장루주위 피부 문제를 포함하여 장루조성술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피부문제 발생률을 확인하였는데 발생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68.8세(범위 28-92세)였는데, 

Cottam(2007)의 연구팀의 결과에서는 대상자가 고령이 될수록 주변 피부 문제의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rumugam 등(2003)의 연구에서는 평균 나이 65 세(범위 16-99세)의 성인 97명을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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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이는 장루나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발생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연령대와 장루조성술을 받은 원인들, 기저질환, 합병증 발생 시의 지원체계와 같은 다양한 요인

들이 변수로써 분석되었지만, 나이를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감각 인지 기능 저하와 미세 운동 능력 감소와 같은 노화와 관련

한 요인들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해 왔는데(Mahjoubi 등, 2005; Park 등, 1999; Tseng 

등, 2004), 이같은 추측은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경우 장루 관리 및 합병증을 인지하고 이를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고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하였다.

4) 신생아 피부

신생아 피부는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생아

의 미성숙한 피부 상태인 진피와 표피 사이의 응집력 감소와 함께 전신 독성에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ses, 2008). 

5) 비만

비만(BMI 25kg/m2)은 장루 함몰과 장 탈출, 괴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장루주위 피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rgumugam 등, 2003; Cottam 등, 2007; Duchesne 

등, 2002; Mahjoubi 등, 2005; Richbourg 등, 2007, Park 등, 2011). 

6) 기저질환과 질병 상태

이는 여러 연구에서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Arumugam 등, 

2003; Cottam 등, 2007; Pittman 등, 2008). 합병증 증가와 관련된 위장 질환으로는 염증성 장 질환 및 

게실염이 포함되었으며(Arumugam 등, 2003; Cottam 등, 2007; Duchesne 등, 2002; Pittman 등, 2008), 

당뇨병과 염증성 장 질환은 높은 장루주위 피부 문제의 발생률을 나타냈다(Arumugam 등, 2003; Pittman 

등, 2008).

7) 결장루, 회장루, 요루

장루 유형과 합병증 발생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보고가 없어, 이와 관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유형에 따른 합병증 발생에 대하여 밝혀진 근거는 아래와 같다.

∙ 회장루의 경우 장루주위 피부 문제 발생률이 결장루보다 높다(Duchesene 등, 2002; Herlufsen 등, 

2006; Pittman 등, 2008). 

∙ Cottam 등(2007) 및 Park 등(1999)은 환상형 회장루조성술을 시행 받은 경우는 말단형 회장루나 결장

루조성술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했다.

∙ 요루조성술의 경우 결장루조성술보다 장루주위 피부 문제 발병률이 높다(Herlufsen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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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장루나 결장루를 보유한 대상자의 경우, 장 길이가 짧아져 약물 흡수에 변화를 야기한다. 대부분의 

약물이 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회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의 경우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투약 후, 장루주머니에 잔여 약물이 있는지 관찰하고, 치료를 위한 약물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코팅이 

되지 않는 정제, 젤라틴 캡슐, 액상 형태의 약물과 같은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대체해야 한다

고 알려져 있다. 투약은 대변의 냄새나 색, 묽기 정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약물 처방 시마다 환자는 

복용하는 약물이 수술 후 신체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요루의 경우, 소변색의 변화는 약물 부작용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약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받아 자가 관리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특히 신생아

나 소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약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18.

1번과 4번 참조

 

19.

소변 배양 검사를 위한 검체물의 정확한 채취 방법에 대해 보고된 문헌에 따르면, 그 출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요루에 직접 멸균된 카테터(double lumen sterile catheter)를 직접 삽입하여 검체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WOCN, 2012). 요루주머니나 소변 배액주머니에서의 채취는 금해야 하며, 만약 Double lumen 

멸균 카테터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멸균카테터가 사용될 수도 있으며, 카테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멸균된 검체 컵을 요루 아래에 위치시켜 소변을 채취하도록 설명하고 있다(WOC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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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용량배출 장루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20. 고용량배출 회장루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개별화된 치료 계획에 따라 다음의 적절한 중재법을 교육한다.

 수분섭취 형태

· 저장성과 고장성 수분 섭취 줄이기

· 고나트륨과 복합성 전분(complex starches) 포함시키기

· 쥬스를 포함한 단 음료(sugary drinks) 섭취 금지

 회장루를 통한 배설량과 소변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체중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한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지사제(예:loperamide)를 투약한다.

 회장루를 통한 다량의 배설 및 탈수의 징후와 증세 발현 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 고용량배출 회장루 환자는 배설물로 인한 피부보호판 하방의 피부 침식(eroding) 및 누출로 

장루주위 피부 손상이 야기되므로 파우칭 부착이 유지되는 기간을 평가하고 피부보호제(skin 

barrier)가 있는 제품 사용을 고려한다.

• 고용량배출 회장루 관리를 위한 간호 계획이나 지침 개발을 고려한다.

III B

21. 영양장애 위험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영양사에게 의뢰한다. II B

20. 21.

문헌에 따르면, 하루 회장루를 통해 배설되는 배설물의 양은 평균 500∼750mL/day (Carmel, 2016)에서 

800∼1,000mL/day (UOAA, 2011)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만약 장루를 통한 배설물 배출이 하루 

1,200∼2,000mL 또는 1,500∼2,000mL인 경우에는 고용량배출 장루라고 정의된다(Hayden 등, 2013). 발생 

원인으로는 근위부에 위치한 장루와 종양, 다발성 장 절제술, 복강 내 패혈증, 장염, 약물 및 소장 폐쇄와 

관련된 단장 증후군(Hayden 등, 2013)으로 알려져 있다.

환상형 회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603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Messaris 등(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0일 동안의 재입원율은 16.9%(n=102)였으며, 재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은 탈수(n =44/43.1%)였다고 하였

다. 수술 후 이뇨제 사용은 탈수로 인한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독립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p=.0001). Hayden 등(2013)의 연구에서도 체액 및 전해질 이상이 20.1%였으며, 탈수로 인한 재입원은 

40.7%를 차지했다.

많은 연구들에서, 고용량배출 장루는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응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회장루조성술을 시행받는 환자의 경우 수술 초기 탈수의 증상 유무를 모니터

링해야 하며, 정확한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과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증상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치료는 원인 교정(예: 패혈증, 장폐색, 세균감염, 마약제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복용을 빠

르게 감소시킨 경우, 짧아진 소장 길이) 후 개별화된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 단장증후군의경우에는 체액

과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장 길이와 대상자의 상태, 장루 위치와 같은 해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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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생리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가정에서도 섭취량과 배설물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회장루조성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대상자의 탈수 예방과 이로 인한 재입원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Nagle 등(2012)은 ‘ileostomy pathway’를 개발하여 수술 전과 후에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에는 161명 중 25명(15.5%)이 재입원하였지만, 프로토콜 적용 후에는 0%(0/42, p=.02)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재원일수 또한 실험군에서 짧게 나타났다(7.5일 vs 6.6일).

고용량배출 장루의 경우, 묽은 변으로 인하여 파우칭 부착 시간이 유지되지 않고 장루주위 피부에 미란

을 발생시킬 수 있어(Colwell 등, 2016), 피부보호제를 장루주위 피부에 넓게 적용해야 한다. 

체중감소와 다량의 배설물 배출, 장 폐색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트륨과 

칼륨의 주요 흡수 영역이 결장임을 감안할 때, 고용량배출 장루의 경우 전해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나트륨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도록 교육하여 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과량의 수분 섭취(하

루 4리터 이상)는 전해질 수치를 낮추고, 수분으로 인한 체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수분 섭취 증가가 회장루를 통한 배설물 양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V. 제품 선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22. 배설물 누출이 없이 안정적으로 복부 부착 시간이 유지되면서, 장루주위 피부를 보호하는 

파우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III A

23. 효과적인 파우칭 시스템을 선택하는데 전문 간호 인력(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III A

24. 파우칭 시스템 결정 시 장루의 유형, 위치, 복부 모양, 생활 양식, 개인적인 선호도, 시력 및 

손놀림 등을 고려한다.
III A

25. 장루 크기를 측정하고, 장루 모양에 알맞게 피부보호판을 오려낸 후 파우칭 시스템을 적용한다. III A

26. 피부보호판 부착이 유지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함몰형 제품 사용을 고려한다.

• 복부 주름이나 피부 접힘(skin fold), 함몰인 경우/또는 편평한 경우

• 장루 개구부 위치가 피부 높이와 같고/또는 피부 하방에 위치한 경우, 그리고/또는 장루 주변 

피부가 축 늘어져 있는 경우

III A

27. 배설물로부터의 장루 주변 피부 보호 및/또는 효과적인 파우칭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면, 

액세서리 제품 사용을 고려한다.
III A

28. 개인의 선호도와 필요에 따라 파우칭 시스템(원피스 또는 투피스) 형태를 결정한다. I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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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파우칭 시스템은 장루로부터 배설되는 배액물을 수집하고 이를 안전하게 밀봉시켜 장루주위 피부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Colwell 등, 2016). 따라서 장루주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완벽한 파우칭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배설물 누출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문제점을 교정해야 한다. 

잘 부착된 파우칭 시스템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 가능하도록 해주며, 

신체적 활동뿐 아니라 직장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이는 또한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파우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

한 제품 선택을 위해 상처장루실금간호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의 선택 시 대상자의 선호도와 비용은 장루제품 선택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

며, 선택된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대상자가 가장 적합한 파우칭 시스템을 선택

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데,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인

인 상처장루실금간호사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WOCN, 2017).

24. 25.

파우칭 시스템을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파우칭 시스템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파우칭을 적용한 시기부터 제거 시까지 누출이 없어

야 함을 의미한다.

∙ 장루주위 피부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예: 파우칭 시스템 제거 시 장루주위 피부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파우칭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파우

칭 시스템 교환 시기를 최소 3일로 간주하며, 7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고(Colwell 등, 2011; 

Colwell, Kupsick과 McNichol, 2016), Richbourg 등(2007)의 연구에서, 장루와 요루환자(n=34)을 조사한 

결과, 평균 유지 기간은 4일이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4.8일로 보고되었다(n=551)(Richbourg, Fellows과 

Arroyave, 2008).

따라서, 파우칭 시스템의 적합성, 착용 시간 및 사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부 모양이 변할 수 있는데(예: 체중감소 또는 증가, 복부 수술, 노화로 인한 복부 모양 변화 등), 이는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필요 시 파우칭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한다.

26. 

고형의 피부보호제는 피부와 파우치 사이에 위치하면서 장루주위 피부로 배설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WOCN 2013, 2014d). 장루 주변을 감싸듯이 맞추어 적용하여 장루주위 피부에 배설물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한다. 고형의 피부보호제는 접착면이 편평하거나 볼록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접착면이 편평

한 경우는 피부에 접착되는 면의 높이가 균일하며, 함몰형의 경우에는 볼록한 곡선 형태를 띄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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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주름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Colwell, 2016; Hoeflok, Kittshca과 Purnell, 2013; WOCN, 

2013, 2017). 

피부보호판은 장루 크기에 맞추어 잘라내어 사용하는 컷투핏(cut-to-fit)과 보호판이 장루 크기에 맞도록 

일정한 크기로 잘라져 있는 프리컷(pre-cut) 또는 몰더블(moldable) 제품이 있다. 장루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면 컷투핏(cut-to-fit) 제품을 사용하고 장루가 둥근 모양일 때는 프리컷(pre-cut)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형 피부보호판은 편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함몰형 제품은 피부 접착면 부위가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다. 

볼록한 형태로 제작되어진 함몰형 제품의 피부 접착면은 피부보호판과 피부 사이에서 지속적인 접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접촉면이 복부의 윤곽과 동일한 형태를 띄는데, 이는 접혀진 피부 주름 사이에 볼록한 

접착면을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복부 주름 사이에서 곡선형으로 드러난 피부 표면에 함몰형 제품을 

적용한 경우, 제품의 입체적 형태만으로도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름 부위나 복벽이 불규칙한 경우 이를 

편평하게 하고 피부 사이를 채우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Hoeflok 등, 2013).

1) 함몰형 제품 적응증은 아래와 같다(Colwell, 2016; Hoeflok 등, 2013; WOCN, 2017).

∙ 주름 및 흉터로 인해 장루주위 피부가 고르지 못할 때, 부드럽게 늘어진 복부의 피부에 잔주름이 

많을 때

∙ 장루 높이가 낮을 때(예: 함몰 또는 피부 높이와 같을 때), 특히 액체 형태의 변 양상을 보일 때

∙ 장루 개구부의 높이가 부적절한 경우(예: 개구부가 하방에 있어나 피부 높이에 위치해 있을 때)

∙ 장루의 길이/높이는 적절하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 환상형 장루

∙ 탈출된(telescoping) 장루

∙ 잦은 파우칭 교환이 필요할 때

2) 함몰형 제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Colwell, 2016; Hoeflok 등, 2013).

∙ 깊이: 얕은(light), 보통(moderate), 깊음(deep)

∙ 압력 또는 강도(pressure or tension): 복벽에 밀착되어 부착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피부 

부위와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됨.

∙ 유연성(flexibility): 부드러움 또는 견고함

∙ 함몰판의 근접성(Proximity of the convexity): 함몰형 제품은 볼록한 피부보호판의 접착면이 장루 

개구부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착된 복부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상대적으로 장루 높이

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준다.

함몰형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중감

소 또는 증가, 노화로 인하여 장루 및 복부 모양이 변경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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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액세서리 장루 제품은 파우칭 시스템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주며, 장루주위 피부를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액세서리 사용은 파우칭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장루주위 피부 문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Black, 2013). 액세서리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피부보호제품(예: 연고, 파우더, 피부 보호

링, 탄성 스트립(elastic strip), 막대 형태의 연고, 액체 형태의 피부보호제(liquid skin barriers), 접착제

(adjesoves), 잔여물 제거제(adhesive removes), 장루벨트 그리고 요루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 피부보호제품(Colwell, 2016; WOCN, 2013, 2014d)

∙ 장루페이스트 (Skin barrier paste)

  하이드로콜로이드/펙틴을 기본으로 한 튜브 형태의 접착제로, 피부보호판 밑으로 배설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복부에 수술 자국이나 상처 등으로 생긴 흉터로 복벽이 고르지 못하거나 

복부 비만으로 인하여 주름이 깊게 형성된 경우, 파우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때 사용된다. 

피부 사이를 메워 피부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줌으로써 피부보호판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요루의 

경우 소변에 의해 용해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품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손상된 피부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카라야 파우더는 산성 제품(acid gum/sap-based)으로 건강하지 않는 피부에 적용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 피부보호 파우더(Skin barrier powder)

  피부보호파우더는 뿌린 후 가볍게 문지르거나 적용 부위를 가볍게 두들겨 준다. 파우더는 피부의 

삼출물을 흡수하고 주머니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해준다.

∙ 피부보호 링(Skin barrier ring)

  추가적으로 피부 장벽을 제공하고 주름이 있는 곳을 채워 피부 표면을 고르게 하여 피부보호판을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해준다. 장루주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드로콜로이드 또는 실리콘 접착제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크기, 모양(타원형, 원형) 그리고 두께가 있는 제품도 있다. 피부보호링은 평평한 

모양(flat) 함몰형 또는 일정한 크기로 잘려져 있거나 모양에 맞추어 오려서 사용해야하는 제품 등이 다양

하게 시판되고 있다.

∙ 막대 형태의 피부 페이스트(Skin barrier strip paste)

  파우칭이 잘 유지되도록 장루주위에 사용되는 접착성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이다. 장루주위 피부의 

주름 또는 틈을 메워 편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잘라내어 사용하거나,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molding, reshape) 형태가 있다. 

∙ 탄력 피부보호 테이프(Elastic skin barrier strip)

  장루주위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피부보호판이 잘 부착되도록 피부보호판 가장자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어 파우칭이 잘 유지 되도록 한다. 제품의 신축성 때문에 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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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 형태의 피부보호제(Liquid skin barrier)

  배설물로 인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장루주위 피부에 적용하는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copolymer) 

또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 투명 필름이다. 일부 액체 피부보호필름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벗겨진 피부에 적용 시 자극적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시아노아

크릴레이트는 벗겨진 피부에 직접 사용하여 파우칭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

하도록 한다(Milne, Saucier, Trevellini과 Smith, 2011). 

  Milen 등은 급성기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주름 부위에 제공 후 피부보호판

을 부착한 결과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고, 파우칭 시스템 유지 시간이 효과적으로 연장되고 

손상된 장루주위 피부가 7∼10일 이내에 치유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부를 건조시키고 제공 할 때에 

약간의 응용 기술이 필요하며, 5∼2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가인 제품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2) 접착 제제(Adhesive products)(Colwell, 2016; WOCN, 2013, 2014d)

접착 제품은 파우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재사용이 가능하며(비접착성), 시스

템에 접착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접착제는 실리콘 또는 라텍스로 만들어졌으며 일부는 인화성이다. 제품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파우칭 시스템 적용 시 밀봉(seal)/피부 보호(skin barrier)목적으로 적용되는 접착 스프레이(Adhesive 

sprays)

∙ 파우칭 시스템 및 장루주위 피부를 밀봉(seal)/피부보호판 뒷면에 적용하는 연고 형태의 접착제

(Cement adhesives)

접착제 사용 시에는 피부의 화학적 자극을 예방하기 위해(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파우칭 시스템

을 적용하기 전 얼마동안 기다려 건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접착제 제거제(Adhesive removers)(WOCN, 2013, 2014d)

접착제 제거제는 피부보호판 제거 시 노인의 피부와 같이 얇고 부서지기 쉬운 피부 상태나 통증이 

있는 경우 사용하면 좋다. 접착제 제거제는 와이프(wipe), 스프레이, 그리고 액체 형태가 있다. 일부 제품

은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실리콘 기반의 제품 및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하여 접착제 제거제는 다양한 화학적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에 따라 파우칭 시스템을 적용 

하기 전, 접착제 제거제의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내야 할 수도 있다(제조업체가 

명시한 경우).

4) 장루 벨트 

일부 파우칭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벨트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에 벨트 탭/루프가 있다. 

장루 벨트는 복부 쪽으로 압력을 가하여 파우칭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부착력을 높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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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벨트는 길이와 크기가 다르며,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다. 일부 제품은 라텍스가 함유되어 있어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 한다

5) 요루주머니 액세서리(Urostomy pouch accessories)

요루주머니 액세서리는 소변 배액주머니와 요루주머니를 연결하는 연결관(adapter)이 포함된다. 연결

관(adapter)은 요루주머니와 소변 배액주머니를 연결하기 위한 제품으로 연결관은 제조사마다 상이하여 

상호 호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8. 

주머니는 장루로부터 배출되는 배설물을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우치는 누출이 없어야 하고, 

필터를 통해 냄새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파우치 형태는 장루 기능 및 배액량 그리고 개인 선호도에 

따라 선택한다.

파우치는 옵션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Burch, 2011; Colwell, 2016; WOCN, 2013, 2014d).

1) 부착형태에 따른 분류

원피스(One piece) 투피스(Two piece)

피부보호판과 주머니가 붙어있는 일체형으로, 유연성

이 높다. 원피스제품의 장점은 두께가 얇아 착용 시 편

리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복부 주름에도 잘 부착되기 때

문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부보호판과 주머니가 분리된 형태로, 피부보호판에 

부유 플랜지(floating) 또는 잠금 장치가 있있어 주머니

와 피부보호판을 잠금형태로 연결하거나, 접착식 형태

로 붙여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의 장점은 장루

를 보면서 피부보호판을 붙이는게 용이하다는 점과 장

루주머니만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거나, 밤 동안 소변 

배액주머니와 연결하기 위해 장루주머니 각도를 변경

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주머니 개방 유무에 따른 분류

개방형(Drainable) 밀폐형(Nondrainable)

주머니를 비우기 위해 주머니 끝이 개방되어 있어 클램

프 또는 통합 폐쇄 장치 또는 추가 폐쇄 장치를 이용하

여 막는다.

주머니 끝이 밀폐되어 있어 주머니를 열어 배설물을 비

우지 않고 주머니 채 제거한다.

3) 요루주머니(urosotmy pouch)

소변을 비우거나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머니 끝에 탭(tap)과 밸브(valve) 또는 플러그(plug)가 있다. 

대부분의 주머니가 소변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길이와 크기가 있으며 투명 및 불투명 제품이 있다. 일부 주머니는 가스 배출을 위해 필터나 

환기구(vent)가 장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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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장세척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29. S상결장루 또는 하행결장루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장세척을 시행한다. III B

29.

장세척은 하행 또는 S상 결장을 가진 대상자가 배설물 배출 조절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선택적 

방법으로(Cobb 등, 2015), 결장의 왼쪽 부분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대변이 저장되기 때문에 하행 

또는 S상 결장루 환자에게 적용이 적합하다(Kent 등, 2015).

장세척은 장루를 통해서 일정량의 물을 대장 내에 주입하여 대장의 연동운동과 수축을 자극하여 대변 

배출을 유도한다(Cobb 등, 2015). 장세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냄새 및 배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장세척용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이를 수행하게 되면 장루를 통해 배출되는 

배설물이 전혀 없거나 거의 배출되는 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파우칭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다(Kent 등, 2015). 하지만 소아의 경우, 장세척은 권유되지 않는다(RNAO, 2009).

일반적으로 매일 또는 2일 간격으로 수행하며, 세척과 세척 사이에 변 배출이 없거나 거의 없어야 한다

(Carmel, 2016). 하지만 가스나 점액 배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루 캡 또는 밀폐형 주머니를 착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Carlsson 등(2010)은 장세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39명에게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7%에서 

배설물의 누출이 없기 때문에 안전감을 느끼며, 주머니가 비워져 있어 자유로우며, 배변 조절에 자신감이 

생기고 청결하다는 긍정적 효과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Carlsson 등이 61명의 상처장루실금간호사에게 

장세척 교육 제공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명은 장세척을 교육 시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8명

(13%)은 장루관리 부분에 장세척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Cheng 등(2013)은 영구 장루를 가진 5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장세척이 효과적인 사회 생활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r=.497, p<.01). 대상자에게 장루 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를 14개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장세척 항목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상처장루실금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장세척

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루 관리에 장세척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Kent 등(2015)은 영구 장루를 가진 대상자들의 장세척 시행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규칙적인 장세척

과 자연배출법이 결장루 관리(비우는 횟수, 가스, 냄새)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4개의 

연구), 장세척이 비우는 횟수와 주머니 사용을 감소시켰고, 장세척을 시행하는 경우 장루를 통한 변 배출

이 없고 냄새와 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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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장루 및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일반적 권고사항

30. 대상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의료진(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의사)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장루합병증과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II B

30.

장루합병증은 10%에서 82%로 보고되고 있는 주요 합병증 중 하나이다(Colwell, Goldberg과 Carmel, 

2001; Persson, Gustavsson, Hellström, Lappas과 Hultén, 2005; Pittman, Bakas, Ellett, Sloan과 Rawl, 2014; 

Ratliff, Scarano, Donovan과 Colwell, 2005). 장루 합병증은 크게 장루자체의 합병증과 장루주변 피부에 

발생하는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으로 나뉠 수 있다. 

장루합병증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라 분류된다. 초기 합병증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

한 경우를 말하며, 30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후기 합병증으로 분류된다(Kwiatt과 Kawata, 2013; Pittman, 

2016; Shabbir과 Britton, 2010). 하지만, 일부 합병증은 초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7.1 장루합병증

7.1.1 초기 장루 합병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31. 피부점막접합부 분리

∙ 결손 범위와 깊이에 따라 피부점막 접합부위를 치료한다.

∙ 만약 분리된 부위가 얕다면, 피부보호판 부착과 삼출물 흡수를 위해 장루 파우더 제공을 

고려한다. 만약 분리된 부위가 깊다면, 알지네이트나 하이드로바이버의 흡수성 드레싱 제제를 

제공하고, 하이드로콜로이드나 피부보호제(skin barrier)를 해당부위에 적용한다.

∙ 만약 감염의 위험이 있다면, 전신 치료 외에도 항균드레싱 제제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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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루 괴사

∙ 비만환자의 경우, 장간막의 외과적 절개 부위를 감소시키고, 장루로 가는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에 장루 위치 선정을 고려한다.

∙ 허혈과 괴사 정도에 따라 장루를 관리한다.

∙ 표재성 괴사인 경우, 모니터링을 유지하면서 관찰하라. 장루 상단의 괴사된 조직은 부육조직으로 

변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락이 진행되면서, 붉은색의 정상색이 드러날 수도 있다.

∙ 만약 장루의 허혈 및 괴사 정도가 깊다면, 괴사된 부분의 조직제거술(debridement) 필요성을 

확인한다.

∙ 만약 합병증이 지속되고, 파우칭 시스템이 기대하는 부착 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장루 재조성술의 외과적 중재 필요성 여부를 문의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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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피부점막접합부 분리

장루조직이 주위 피부로부터 분리된 상태(Colwell과 Beitz, 2007)로 4%에서 24%(Pittman, 2016)의 발생

률을 보인다. 감염, 봉합부위 긴장(tension) 또는 불량한 상처치유(poor healing potential)를 위험요인으로 

들 수 있다. 주변 피부로부터 장루 점막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처 깊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장루 주변 

일부에 제한되거나 주변 피부 전체를 포함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WOCN, 2017).

32. 장루 괴사

장루괴사는 혈류장애로 인하여 조직이 사멸된 상태로(death)로 정의된다(Colwell과 Beitz, 2007). 복부 

피부나 근막 절개 부위에서 장루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수축되는 장루 협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후 

배설물 배출에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WOCN, 2014). 2%∼20%의 발생률을 보이는데(Kwiatt과 Kawata, 

2013),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저혈압, 저혈량증(hypovolema), 장 부종, 색전(embolus), 장 간막의 과도한 

신장 및/또는 광범위한 박리, 너무 근접하거나 심하게 조인 봉합을 들 수 있다(WOCN, 2014). 어두운 

적갈색 또는 검은색의 장루가 관찰되며, 장루의 괴사 정도와 허혈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빠른 사정이 

필요하며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장루의 괴사 범위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한다.

∙ 허혈 및 괴사 범위는 윤활제를 바른 투명한 튜브 내에 펜 라이트를 넣어 장루 내에 삽입하여 시각적 

감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Kwiatt과 Kawata, 2013; WOCN, 2010, 2014).

∙ 점막의 온도와 탄력성(turgor)을 확인하기 위해 장루를 촉진해본다(WOCN, 2014).

33. 장루 함몰

함몰장루는 장루 높이가 피부 높이와 같거나 장루가 피부 하방으로 위치하여 장루 높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Colwell과 Beitz, 2007; Pittman, 2016). 함몰 장루는 보통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루에 

긴장이 가해진 경우 발생하게 된다. 짧은 장간막, 두꺼운 복벽, 과도한 유착이나 흉터 형성, 체질량 지수

(BMI) 증가, 장루조성술 당시 부적절한 장관 길이, 부적절한 피부 절개, 장루 괴사, 피부점막점합부 분리를 

원인으로 들수 있다(Colwell, 2004; Kwiatt과 Kawata, 2013; Pittman, 2016). 장루의 높이는 주변 피부 상태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33. 장루 함몰 (초기 또는 후기합병증)

∙ 장루 높이가 피부층보다 낮거나 피부 하방으로 함몰되었을 경우, 피부 상방으로 돌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함몰형 제품 및/또는 장루 벨트 사용을 고려한다. 

 함몰형 제품 사용의 위험성과 이익을 고려한다. 장루조성술 후 함몰형 제품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  

∙ 만약 합병증이 지속되고, 파우칭 시스템이 기대하는 부착 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과적 중재로, 장루 재조성술의 필요성에 대해 외과에 의뢰를 진행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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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관련성이 있으며, 수술 후 회복 기간 이후에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장루주위 탈장이 발생

하거나 체중증가로 인한 복벽의 상태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 발생률은 1.4%∼40%(Kwiatt과 Kawata, 2013)

로 높은 체질량지수, 두꺼운 복벽, 피부점막접합부 분리, 장루괴사(Colwell, 2004; Pittman, 2016; Shabbir과 

Britton, 2010)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장루의 함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세에서 

장루 주변 피부 변화에 따라 장루 높이가 변화 하는지(예: 앉기, 눕기, 서있기) 확인해야 한다. 장루 파우칭

을 제거한 상태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장루가 피부 주름이나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장의 연동 운동 및/또는 자세변화에 따라 장루가 함몰되면서 피부 높이와 같아져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Pittman, 2016).

7.1.2. 후기 장루 합병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34. 장루 협착

• 장루협착 정도가 경한 경우, 불용성 섬유질 섭취(insoluble fiber)를 줄이고, 대변 완화제 

사용과 수분 섭취를 증가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교육한다.

• 장루 확장술은 대변 제거를 위한 일시적인 방법이다. 이를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만성적 시행은 장루 협착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장루 협착 교정을 위해 수술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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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루 탈출

• 아래의 중재를 고려한다.

 장루의 손상을 막기 위해 피부보호판 개구부(opening)와 장루주머니 크기를 조절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장루 탈장 벨트(hernia support belt)를 사용한다.

 탈출된 장루의 길이 정도에 따라 원피스 파우치(주머니) 사용이 장루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지 확인한다.

• 탈출된 장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과 장루의 색 변화를 확인하도록 교육한다. 만약 장루가 

검은색이나 허혈성으로 변화 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함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만약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탈출된 장루를 원상복귀시키기 위한 수기법(manual 

reduction)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응급 수술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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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루주위 탈장

• 탈장 시 수술 필요 여부를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결정한다. 고령이 되면서, 수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탈장을 교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중재를 고려한다. 

 탈장 지지 벨트를 사용한다.

 만약 장세척 시 물과 대변이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면, 중단하도록 한다.

 장루 주변 피부의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부드러운 장루 제품을 사용한다.

• 다음의 증상 시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육한다: 장루가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장루에서의 가스나 대변 배출이 없으며, 요루에서 소변 배출이 없을 때; 

더부룩하고, 오심, 구토, 식욕감퇴가 나타날 때.

• 탈장의 감돈(incarcerates)및/또는 장루 색 변화 시 즉시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외과적 중재 

필요성 여부를 문의한다. 

I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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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루 협착

장루협착은 피부 또는 근막 수준에서 장루가 좁아지거나 수축되어 대변이나 소변 배출에 장애를 일으키

는 것을 말한다(Colwell과 Beitz, 2007; Pittman, 2016). 2%∼23%의 발생률을 보이며(Pittman, 2016), 다양

한 위험 요인 중 피부와 근막수준에서의 과도한 흉터 형성이 원인이 되며, 발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반복적인 피부 손상 현상, 팽창된 장루(stomal dilatation)

∙ 장루 괴사, 피부점막접합부 분리, 조직의 과형성(hyperplasia), 장루조성술 시 부적합한 피부 절개, 

부적절한 근막 봉합, 장루주위 패혈증, 수술 전 장의 방사선치료 노출

∙ 크론병이나 종양의 재발(Pittman, 2016; WOCN, 2014f)

장루 협착은 장갑을 착용하고 윤활제를 바른 손가락을 장루에 삽입해 보면, 피부 또는 근막 수준에서 

장루의 내강(lumen)이 좁아진 상태을 확인할 수 있다(Pittman, 2016; WOCN, 2014f). 요루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날 수도 있다: 옆구리 통증(flank pain), 소변배출량 감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

나 분출하는(projectile) 양상을 나타낸다. 장루환자의 경우 대변 통과 시 폭발하듯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과도한 가스가 배출되고, 설사,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stool caliber) 복부 경련이 나타난다(cramping) 

(WOCN, 2014).

35. 장루 탈출 

장루 탈출은 장루를 통해 복강내 장의 일부분이 나와 포개진 상태로, 망원경처럼 장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이다(Colwell과 Beitz, 2007; Pittman, 2016). 이는 배변전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특히 환상형 장루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난다(Kwiatt과 Kwata, 2013; Pittman, 2016; Shabbir과 

Britton, 2010). 요루환자의 경우 유병률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장루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2%∼22% (Kwiatt과 Kawata, 2013)이며, 발생 위험 요인으로는 환상형 횡행결장루 조성, 수술 당시 확장된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37. 장루 외상 (초기 또는 후기)

• 장루의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제품을 사용하고, 파우칭 교환시 장루 손상 

여부를 사정한다.

•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장루를 보호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고려하고, 주의하도록 교육한다.

• 장루 내부로부터의 출혈 또는 장루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경우,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III A

38. 장루 누공 (Stomal fistula)

• 파우칭 시스템이 잘 맞고 적절하게 주변 피부를 보호하는지 확인한다.

• 누공이 발생 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한다(예: Crohn’s disease).

• 파우칭 시스템을 변경하여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교정하거나 장루 위치 변경 필요 

여부를 외과의사에게 의뢰하여 확인한다.

I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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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태(dilatated bowel), 장과 복벽의 부적절한 고정, 넓게 복벽을 절개한 경우, 종양 또는 기침으로 인한 

수술 후 복압 증가, 비만, 임신, 약한 복부 근육, 반복된 수술로 인한 근막 지지가 결여된 경우이다. 장루가 

길어지거나 종종 부어올라, 장루에 혈류공급 장애를 일으키거나,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하는 활동은 장루 

탈출을 일으킬 수 있다.

36. 장루주위 탈장

장루주위 탈장은 복부의 근막 결함으로 인하여, 장이 결손 부위를 통해 나와 장루주변 영역이  불룩하게 

돌출되는 것을 말한다(Colwell과 Beitz, 2007). 발생률은 14%∼50%로, 5년 후 80%까지 보고된다(Pittman, 

2016). 장루 수지 검사(digital exam)를 통해 근막 절개 부위의 결함 정도를 평가하고 장루 주변 피부의 

돌출 여부는 시진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발생 위험요인으로는 복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예: 과도한 기침, 구토, 복강내 종양의 성장, 임신), 고령, 

복부 근육 약화, 비만, 상처감염, 흡연, 스테로이드이며,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장루 주변의 근막을 

크게 절개한 경우 또는 장루가 복직근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Pittman, 2016; WOCN, 2014f)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장루 유형을(n=100)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복부운동 프로그램 적용,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

는 것을 피하기, 수술 후 첫 6개월∼12개월 동안에 복부 바인더(복대)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인 면이 

있지만 장루주위 탈장 발생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였다(North, 2014). 추가로,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해 

장루주위 탈장 교정술(n = 135)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물(mesh)과 3차원 

그물(3 dimentional mesh)을 사용한 경우 장루주위 탈장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37. 장루 외상

장루 점막의 손상으로, 종종 압력이나 마찰 또는 기타 물리적 힘, 즉 안전벨트 착용이나 숙련되지 못한 

파우칭 기술(poor fitting pouching system)등의 물리적 원인과 관련되어 나타난다(Colwell과 Beitz, 2007; 

Pittman, 2016). 탈출된 장루 또는 장루 자체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손상(예: 압력, 마찰, 또는 물리적 자극)

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장루 외상은 외상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진한 붉은색, 흰색, 노란

색의 선형이 나타나면서 장루색이 변화한 경우(yellow linear discolorations) 및/또는 장루가 융기된 형태

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장루 외상을 기술한 2건의 보고에 의하면, 장루환자의 4.4%∼32%에서 장루 또는 점막 출혈이 있었다고 

하였다(Pittman 등, 2014; Sung, Kwon, Jo과 Park, 2010). 1,170명의 말단형 결장루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4%에서 장루 출혈을 보고하였으나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였다

(Sung 등, 2010). Pittman 등(2014)이 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32%에서 장루출혈을 보고하였지

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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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장루 누공

장루 누공은 장루와 주위 조직 또는 장루가 조성된 장관 이외의 장루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Colwell과 Beitz, 2007). 대변이나 소변이 정상적인 장루나 요루의 내부(lumen)에서 배출되지 

않고 장루나 주위 조직에 형성된 비정상적인 개구부에서 배출되는 것이 관찰된다. 정확한 발생률은 알려

져 있지 않지만 위험요인으로는 크론병, 불량한 상처치유(poor healing), 물리적인 외상으로 알려져 있다. 

7.2.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39. 일반적 권고사항

• 장루 관리 시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한다.

• 장루주위 피부를 평가한다.

• 파우칭 시스템을 제거하고. 피부보호판 하방으로 배설물 누출 여부와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 장루주위 피부 보호와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장루주위 피부 전체에 부착되어 예상되는 

시간 동안 누출 없이 유지) 치료 동안 파우칭 시스템이 잘 맞는지 확인한다. 

• 피부가 치유되는 동안 필요하다면 장루 제품 교체와 파우칭 시스템 교환 빈도를 변경한다.

III A

40. 장루주위 피부 상태의 평가와 이에 대한 표준화된 의사소통을 위해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 

(peristomal skin assessment tool)를 사용한다.
II A

39.

정상적인 장루주위 피부는 발적, 국소적 열감, 발진, 간지러움, 통증 혹은 표피 소실 등이 없이 피부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Colwell과 Beitz, 2007; Herlufsen 등, 2006; Salvadalena, 2016; Whiteley과 

Sinclair, 2010).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은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로, 대상자가 살아가는 동안 일반

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이다. 장루조성술 후 첫 6개월 동안 특히 흔하게 보고되는 합병증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발표된 장루주위 합병증 발생률은 29%∼63%로 알려져 있다(Arumugam 등, 2003; Formijne 

Jonkers 등, 2012; Lindholm 등, 2013; Persson, Berndtsson, Carlsson, Hallén과 Lindholm, 2010; Ratliff, 

2010; Salvadalena, 2013).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물리적, 화학적, 감염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 건강 상태(예: 염증성 장 질환, 건선 등)는 장루주위 피부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ybaek과 

Jemec, 2010). 비록 다양한 기여요인이 있지만 장루주위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피부에 소변 또는 대변의 누출에 의한 자극이다. 장루 제품이 습하고 벗겨진 피부에는 잘 붙지 않기 때문

에 피부 자극 자체만으로도 누출을 유발할 수 있다. 배설물 누출을 예방하고 장루주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파우칭의 효과적인 부착이 필요하다(WCET, 2014). 피부를 보호하려면 피부보호판의 개구부가 장루

주위에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Salvadalena, 2016).

배설물 누출은 최대 30%까지 보고되는데, 35%에서 장루주위 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다(n=599) 

(Krouse 등, 2007). Richbourg 등(2007)은 퇴원한 환자의 76%에서 장루주위 피부 자극이 있었고, 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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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누출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다(n=43). Lynch 등(2008)은 대장암으로 인하여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n=332) 수술 5개월 후에 인터뷰한 결과, 40.1%는 통증 또는 장루주위 피부 문제가 있다고 하였

고 29.8%에서 누출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다.

장루주위 피부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할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으로, 피부 문제를 식별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합적인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을 가진 대상자를 정확히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40.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평가를 위해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면 의사

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Haugen과 Ratliff, 2013). 현재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는 없지만, 장루주위 피부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다. 일부 도구는 임상의와 제품 회사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Herlufsen 등(2006)은 덴마크의 지역사회에서 장루주위 피부 질환을 조사하여 경미하거나, 보통이거나, 

심각한 정도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Williams과 동료들은(2010)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을 Ostomy 

Research Index를 사용하여 경미한 상태에서 중증까지 점수를 기록하였다. 장루주위 피부 문제를 분류하

는 다른 방법으로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진단명을 화학적, 물리적, 감염성, 박테리아 면역 또는 질병 관련 

합병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Agarwal과 Ehrlich, 2010).

장루주위 피부 사정 도구는 장루 제품 회사와 장루 간호사가 함께 개발한 Ostomy Skin Tool(OST)이 

있다(Claessens 등, 2008). 이 도구는 피부 변색, 미란, 조직 과증식을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피부 변색에 

대해 3종류의 표준화된 설명문을 기술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장루주위 피부 부위(접착면 

아래 피부 비율)의 비율과 발생한 문제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점수화시키도록 구성하였다. 총 점수를 계산

하여 중증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치료 방법은 각각의 문제별로 시행되어야 한다(Jemec 등, 2011). Jemec 

등(2011)은 간호사들의 도구 사용 후 그 결과를 평가한 결과 관찰자 간 신뢰도가 매우 높았고, 관찰자 

내 신뢰도는 양호한 상태였다고 보고하였다. OST는 18개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피

부 상태를 평가하는데 일부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 43%의 대상자가 경미한 장루주위 피부 문제가 있었고, 

42%에서는 중간정도, 15%에서 심각한 장루주위 피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배설물의 

누출되는 양은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Martin 등, 2010), 간호사들에서 

높은 수준의 관찰자 간 신뢰도를 보여 OST 사용의 유효성 확립에 기여했다고 하였다(Martins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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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유형별 피부합병증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41. 장루주위 피부 습기 손상(Peristomal moisture-associated skin damage, MASD)

• 요루 환자의 경우, 소변으로 인한 피부보호판 손상과 누출을 막기 위해 야간에는 소변 배액 

주머니를 연결하도록 교육한다.

• 손상된 피부는 장루 파우더와 피부보호필름(no-sting barrier film) 혹은 피부보호제(solid 

skin barrier)를 적용한다.

• 위사마귀성 병변(wart-like lesions)은 다음과 같은 국소적 치료법을 고려한다.

 질산은(Silver nitrate)을 이용하여 소작한다.

 장루 제품을 제거 후 주변 피부를 식초와 물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병변이 낫지 않을 경우, 악성종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변을 평가한다.

III A

42. 장루주위 진균/칸디다 감염(Peristomal fungal/candidiasis infection)

• 피부보호판을 부착하기 전에 해당 부위에 국소적 항진균 파우더(크림이 아닌)를 도포하고, 

감염이 심하고 지속될 경우 필요 시 구강 또는 정맥 내로 항균제를 투여한다.

• 해당 부위의 습기를 제거한다. 피부보호판 하방에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파우칭 시스템을 

교체하도록 교육한다.

III A

43. 장루주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Peristomal allergic contact dermatitis )

• 알레르기의 원인을 확인하여 사용을 중단한다. 패치 테스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염증 관리와 증상 완화를 위해 국소적 코티코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장루 피부보호판의 접착력을 방해하는 크림과 연고 사용을 피한다.

• 필요한 경우 파우칭 시스템 교환 빈도를 조정하라; 피부 자극이 해결될 때까지 파우칭 시스템의 

교체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III A

41. 장루주위 피부 습기 손상

장루주위 피부 습기 손상은 가장 일반적인 피부 문제이며 자극성 접촉 피부염, 침윤, 위사마귀병변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Salvadalena, 2016). 장루주위 피부 습기 손상은 장루주위의 피부에 소변이나 

대변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 미란과 염증으로 정의된다(Colwell 등, 2011; Gray 등, 2013; Salvadalena, 

2016). 주요 위험 및 원인 요인으로는 장루주위 피부에 소변 혹은 대변이 노출되는 것으로, 발적, 얕은 

피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타는 듯한 느낌을 흔하게 호소하며 때때로 가려움증을 보고하기도 한다. 임상 

양상으로는 습기 노출이 만성적인 경우 결절이나 두꺼워진 표피가 관찰되는데 흰색, 회색 또는 적갈색 

변색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요루가 있는 경우, 장루주위에 양성, 사마귀 같은 구진이 과도하게 

자랄 수 있다. 이 구진들은 위사마귀 병변, 만성 유두종, 피부염, 혹은 장루주위 상피종 과형성 등의 다양

한 용어로 언급된다(Salvadalena, 2016; Szymanski, St-Cyr, Alam과 Kassouf, 2010; Williams과 Lyon, 2010). 

침윤된 피부는 부드러우며 습기가 과도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요루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종종 주변 피부색보다 더 밝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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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루주위 진균/칸디다 감염 

장루주위 피부 감염은 칸디다와 같은 진균의 과성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Colwell과 Beitz, 2007; 

Salvadalena, 2016). 칸디다 알비칸은 모든 칸디다 피부 감염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발생 위험 요인으로

는 항생제 또는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해당 부위가 지속적인 습기에 노출된 경우이다(Nybaek과 Jemec, 

2010; Salvadalena, 2016). 습기 또는 장 내용물이 축적될 수 있는 장루 피부보호판, 테잎 혹은 주머니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장루 제품 교체 시 농포를 동반한 홍반성 발진과 위성 결절이 있을 수 있으며 

침윤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려움과 타는 듯한 느낌을 종종 호소한다.

43. 장루주위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장루주위 피부와 접촉하는 화학요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염증성 피부 반응으로 정의되

며(Colwell과 Beitz, 2007),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Al-Niaimi 등, 2012; Martin, 

Hughes과 Stone, 2005). 위험 요인으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염료, 향수, 접착제, 비누, 로션 및 방부제 

노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Salvadalena, 2016; Szymanski 등, 2010). 발생 초기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제품에 노출된 장루주위 피부에 홍반과 수포가 나타날 수 있으며, 나중에 자극이나 수포가 파열

되면서 피부와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타는 듯한 통증 호소는 알레르기원

에 노출된 부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다.

7.3. 장루주위 피부 기계적 손상(Peristomal mechanical skin damage)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44. 의료용 접착제 관련 피부 손상 

• 피부 손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파우칭 시스템과 사용 방법을 교정한다.

• 피부보호판을 부착하기 전에 장루 파우더 또는 흡수성 드레싱 제품을 사용하여 손상된 피부 

부위를 치료한다.

• 피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테이프가 붙어 있는 피부보호판 사용으로 피부 손상이 야기된 경우 

테이프가 없는 장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피부보호판 교환 시에는 접착제 제거제(adhesive 

remover)를 사용한다.

• 정상 피부 유지와 손상되기 쉬운 피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부보호 필름 사용을 

고려한다.

III A

45. 의료기기 관련 욕창

• 압력을 주는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한다. 상처를 치료하고 현재 파우칭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한다(제품 변경 및 기타 치료 방법).

• 상처에서의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하기 위해 장루용 파우더, 알지네이트 드레싱, 폴리우레탄폼 

등의 흡수성 제품을 사용한다.

• 피부보호판 하방에 삼출물이 고이지 않도록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파우칭 시스템을 자주 

교체하도록 교육한다. 

III A



47

병원간호사회

장루간호 (Ostomy Care)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46. 장루주위 정맥류

• 급성 출혈의 경우 직접적인 국소적 압박을 제공한다. 심한 경우 소작, 지혈제 혹은 젤 폼이 

필요할 수 있다.

• 출혈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응급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의뢰한다. 

•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피부보호판을 적용하고, 가능하면 접착제 제거제를 사용한다.

• 단단한 장루 제품은 장루주위에 손상을 유발하므로 사용을 피한다.

• 정맥류의 원인과 검사 및 가능한 치료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를 해당 임상과에 

의뢰한다.

III A

47. 장루주위 모낭염

• 병변 부위에 항균제, 피부 세척제를 사용한다.

• 심한 경우 국소적으로 항생제 분말을 적용한다.

• 면도는 자주하지 않는다.

• 대상자에게 현재 상태와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 문제가 있거나 모낭염이 지속되는 경우, 영구 장루 환자의 경우 영구적 제모 방법에 대해 

고려한다.

III B

48. 장루주위 괴저성 농피증

• 궤양과 관련된 통증을 관리한다.

• 2차 감염 여부를 평가하고 염증과정을 감소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한다.

• 다음의 국소적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피부보호판 접착을 유지하기 위해과도한 삼출물을 흡수한다

 병변 부위에 알지네이트 혹은 하이드로파이버와 같은 흡수성 드레싱을 제공하여 장루 피부

보호판 접착이 유지되도록 한다. 

 정상 피부에 삼출물이 고이지 않도록 파우칭 시스템의 교체 빈도를 조절한다.

 소수의 경미한 괴저성 농피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소적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타크로리무스(tacrolimus)의 사용을 고려한다.

• 국소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심한 괴저성 농피증의 경우 전신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임상과에 의뢰한다. 

• 괴저성 농피증의 치료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괴저정 농피증의 내과적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요법임) : 경구 프레드니손(prednisone) 치료, 답손(dapsone)과 

미노사이클린(minocycline)의 병용투여,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6-메르캅토푸린(mercaptopurine),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콜히친(colchicine), 클로파지민(clofazimine), 클로람부칠(chlorambucil) 투여

III B

49. Infliximab과 같은 종양괴사인자차단제(anti-TNF)의 사용을 고려한다. II B

50. 장루주위 봉합 부위 육아종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피부보호제(skin barrier)는 장루주위에 되도록 맞추어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 병변 부위를 부드럽게 사정하여 가능하다면, 남아있는 봉합사를 찾아 제거한다.

• 필요한 경우 조직의 융기된 부분(elevated areas)에 질산 은(silver nitrate)을 적용한다.

• 파우칭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부위에 장루용 파우더를 제공하여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시킨다. 

I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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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계적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의료용 접착

제 관련 피부 손상과 의료기기 관련 욕창이다. 장루주위 피부에 발생하는 기계적 손상의 흔한 원인은 

접착제를 부적절하게 제거하거나 배설물 누출로 인하여 장루 제품을 빈번하게 제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피부 손상으로 인해 발적, 수포, 상처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Colwell과 Beitz, 2007; McNichol, Lund, Rosen

과 Gray, 2013).

44. 의료용 접착제 관련 피부 손상(Medical adhesive–related skin injury, MARSI)
의료용 접착제 관련 피부 손상은 접착제 제거 후 홍반 및/또는 기타 피부 이상 징후(소수포, 대수포, 

미란 혹은 피부 벗겨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정의함)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McNichol 등, 2013). 많은 내·외부적 요인들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나이, 인종/민족, 피부 상태, 

의학적 상태, 영양실조, 탈수, 약물, 건조한 피부, 장기간 동안의 습기 노출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cNichol 등, 2013). 장루 제품 접착 부분 아래가 피부 손상이 발생하는 부위로 대개 장루 가장자리

로부터 떨어진 부위에 나타나며 종종 통증을 호소한다.

45. 의료기기 관련 욕창(Medical device-related pressure injury, MDRPI)

의료기기 관련 욕창은 단단한 의료기기 제품이나, 사용하는 제품의 매우 견고한 부분의 일부가 피부에 

압력을 가하여 피부 하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킨 것을 의미한다(Black 등, 2010). 벨트 또는 장루 함몰형 

피부보호판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만약 장루주위 탈장이 있는 경우, 피부에 더욱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Alvey과 Beck, 2008; Salvadalena, 2016). 임상 증상으로는 부분층 혹은 전층 

피부손상이 장루 제품의 압력 또는 마찰을 원인으로 해당 제품을 적용받은 피부에 나타날 수 있다(Alvey

과 Beck, 2008; Salvadalena, 2016). 흔히 통증을 호소하며, 상처 삼출물 발생으로 인하여 피부보호판의 

접착력이 방해받을 수 있다.

46. 장루주위 정맥류

장루주위 정맥류(또는 caput medusa 라고도 함)는 간문맥 고혈압으로 장루주위로 측부 순환 경로가 

발생하여 나타난다(Pennick과 Artioukh, 2013). 간문맥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간경화와 1차 경화성 

담관염이다(Pennick과 Artioukh, 2013; Salvadalena, 2016). 식도 정맥류, 비장 비대, 빌리루빈 증가, 혈청 

알부민 감소, 혈소판 감소 등이 발생 위험요인에 포함된다(Farquharson, Bannister과 Yates, 2006). 장루주

위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며, 확장된 형태의 밀집되어 있는 정맥 혈관들이 피부 표면에서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접착 제품 제거 시 피부 손상을 야기하여 다량의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도플러 혹은 

혈관 조영술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Spier 등, 2008).

47. 장루주위 모낭염

모낭염은 감염이나 손상으로 인하여 장루주위 피부의 모낭에 발생한 염증이다(Colwell과 Beitz, 2007; 

Salvadalena, 2016). 모낭염을 일으키는 균은 주로 황색포도구균(Staphylococcus aureus), 연쇄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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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이다(Colwell과 Beitz, 2007; Salvadalena, 2016; WOCN, 

2016). 면도, 마찰, 피부보호판 제거와 같은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까지 위험 요인에 포함된다

(WOCN, 2016). 이는 모낭 주위에 홍반 양상의 농포 혹은 구진 형태로 관찰되며(Salvadalena, 2016; 

Szymanski 등, 2010), 개방된 상처에서 생성된 삼출물로 인해 딱지가 형성될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이 

보고되기도 한다(WOCN, 2016).

48. 장루주위 괴저성 농피증

장루주위 괴저성 농피증은 염증성 궤양 증상으로 하지와 장루주위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Patel 등, 2015; Yeo, Abir와 Longo, 2006). 장루주위 괴저성 농피증은 염증성 장 질환이나 기타 면역억제 

질환, 관절염, 혈액학적 질환과의 연관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생 원인이나 기여 요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Ahronowitz, Harp과 Shinkai, 2012; Hughes, Jackson과 Callen, 2000; 

Kiran, O’Brien-Ermlich, Achkar, Fazio와 Delaney, 2005; Kwiatt과 Kawata, 2013; Salvadalena, 2016; 

Syzmanski 등, 2010). 괴저성 농피증의 피부 병변은 초기 농포가 융기된 형태로 관찰된다. 병변이 개방되

면서 전층 피부 손상인 궤양으로 진행되면서, 피부 잠식이 발생하게 된다. 병변의 가장자리는 불규칙하고 

병변부위는 검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띤다고 알려져 있다(Salvadalena, 2016). 병변부위는 통증이 심하고, 

빠르게 진행되며 종종 과도한 삼출물을 보인다. 괴저성 농피증을 가진 환자의 30%에서는 미세한 상처를 

시작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이상 과민 반응으로 발생된다고 보고된다(Moschella과 Davis, 2015).

49. 

Brooklyn 등(2006)은 괴저성 농피증 치료를 위해 infliximab 주입(5mg/kg)과 위약을 비교한 무작위 대

조군 연구(n=30)를 통해 2주차에 실험군에서 높은 개선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46% vs 6%, p=.025). 

2주 후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오픈 라벨 (open-label) 형태로 infliximab을 제공한 결과 

69%(20/29)가 개선되었고, 21%(6/29)가 6주째에 완치되었다.

50. 장루주위 봉합 부위 육아종(Peristomal suture granulomas)

육아종은 이물질(봉합사와 같은)이 조직 내에 남아있다가 체내 면역 반응으로 인하여 장루 인접해 있는 

피부 부위에서 과도하게 자라서 융기된 조직을 의미한다(Colwell과 Beitz, 2007; Norton, 2008). 붉게 융기

된 부분이 관찰되고 출혈이 쉽게 발생하며, 만질 때 조직이 쉽게 부서질 수 있다. 삼출물에 의한 습기로 

인하여 파우칭 시스템이 방해받을 수 있다(Salvadalen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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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퇴원 후 관리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강도

51. 일반적 권고 사항 

• 전문의료진(예: 상처장루실금간호사, 전문간호사, 의사)은 외래 장루 클리닉, 가정간호서비스 

및/또는 전화 상담의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퇴원 후에도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추후 관리와 

지원을 제공한다.

III C

52. 장루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술 후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제공한다. III A

53. 장루조성술을 새롭게 시행 받은 대상자 중 건강관련 삶의 질이 심하게 낮거나, 기간이 

경과함에도 감소하는 경우, 전문의료진에게 의뢰한다.
III A

54. 장루조성술을 새롭게 시행 받은 대상자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동료 그룹, 방문 지원 체계 

(예: ostomy visitors), 온라인 장루 지지 그룹(예: 인터넷 카페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II A

55. 보호자/가족이 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한다.
II A

51. 52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퇴원 후에 장기적 또는 평생동안 장루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간호를 요구하게 된다. 

상처장루실금간호사는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 전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

여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의료인들과 의료서비스 제공자(healthcare providers)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과 같은 적절한 후속 조치 또한 대상자를 위해 마련해주어야 한다.

암으로 인하여 요루조성술을 시행 받은 경우, 75% 이상이 소변 누출 문제를 포함해 요루 적응에 어려움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Gemmill, Sun, Ferrell, Krouse과 Grant, 2010). 3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연구는 

수술을 시행 받은 지 평균 9.5년이 된 대상자들로 요루 관리와 식이 섭취에 적응하는데 몇 달이 소요되었

으며 몇몇 문제들은 수술 후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처장루실금간호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들이 이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서도 대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수술 전, 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Sun 등(2013)의 질적 연구에 의하면, 장루를 가진 5년 이상의 대장암 생존자들(n=163)을 대상으로 장루

와 관련하여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장루 위치와 일반적인 관리, 장루 파우칭 시스템의 

부착와 유지, 누출 문제, 냄새, 피부 자극, 식이, 의복, 장루의 수용과 가족들의 인식 그리고 활동 제한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전략

의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상처장루실금간호사를 통한 정기적인 검진과(check-ups) 추후 관리가 이에 포함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015년 미국 대장직장외과의사협회(American Society of Colon and Rectal Surgeons)에서 발표한 장루 

수술에 대한 임상적 실무 지침에 따르면(Hendren 등, 2015), ‘장루를 가진 모든 대상자들의 추후 관리를 

위해 상처장루실금간호사의 활용’을 제언하였으며, 대상자가 ‘치료가 필요 할 때마다 이들을 통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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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퇴원 후 대상자들은 장루전문간호사(Ostomy Nurse Specialist)와 

같은 전문인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격을 갖춘(certified) 상처장루실금간호

사를 활용한 장기적인 관리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Gemmill 등, 2010; 

Sun 등, 2013).

53.

Ito 등(2012)은 일본에서 직장암으로 영구 장루를 가진 직장암 환자(n=16)를 대상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2, 6, 12개월에 걸쳐 건강관련 삶의 질(예, 신체적 기능, 역할-신체적, 육체적 통증, 일반적인 건강, 

활력(vitality), 사회적 기능, 역할-감정, 정신 건강)을 측정한 결과 각 영역에서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보였다

고 하였다. 수술 2개월 후에는 수술 전보다 점수가 낮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일반인 대상의 대조군 점수보

다도 낮았다. 하지만, 수술 6개월 후에는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12개월 후에는 사회 기능 영역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영역이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통증, 활력(vitality), 정신 건강 관련 점수

는 수술 전보다 수술 후 6개월과 12개월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직장암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을 통한 관리가 수술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정서사회적 

지지 또한 함께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Krouse 등(2009)은 직장암 생존자(n=491)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연구를 통해 

장루가 남녀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장루보유자 n= 246, 장루가 없는 

대상자 n=245).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사회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미만에서 장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75세 이상의 여성에 비해 신체적 안녕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p<.001). 장루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남녀 모두 여행 시 프라이버시 유지와 냄새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장루가 있는 

경우 장루가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p<.003)과 자살 충동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기술하였다. 전반적으로 

장루를 가진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인 문제 뿐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정서적인 문제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심리상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추후 관리를 권고하였다.

54.

Danielsen 등(2013)은 영구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들에게(n=15) 일상 생활에 장루가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암으로 인한 경우(대장 직장암)와  염증성 장 질환, 만성 변비 같은 양성 질환을 

원인으로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질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첫째는 다른 느낌의 문제(issues with feeling different), 둘째는 대상자가 수술 

전후 교육과 훈련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었다. 이 그룹들 사이에서 발견된 주제들 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진 

못했지만, 대상자들은 낙인이 찍힌 느낌, 자기 정체성의 변화, 장루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 

정한 한계와 고립, 장루 관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삶이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장루와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장루를 보유한 

채 살아있는 동안에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일상 생활에서 장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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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기여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퇴원 후 자신들과 동일하게 장루를 가진 동료들

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그룹 기반의 교육을 제언하였다.

Furukawa 등(2013)은 요루를 가진 대상자 60명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4년 이내의 수술을 받은 대상

자의 경우 4년 이상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

로는 기저 질환, 고용 상태, 가정 내 돌봄제공자의 필요 유무, 동료 지지 그룹 참여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하여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의 경우 다른 대상자에 비하여 활력과 사회 기능 영역에서 삶의 

질 점수가 더 높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대상자보다 신체 영역 점수가 더 높았다. 시각 장애의 

경우 장애가 있지만 가정 내에 지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각 장애가 없거나 가정 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보다 정신 건강 영역 점수가 더 낮다고 보고되었다.

Gomez 등(2014)은 37명의 요루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스페인의 Stoma-Quality of Life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수술 6개월 후에 측정한 결과, 35명에서는 삶의 질 점수가 양호하였으나 2명은 중간 정도의 

삶의 질 점수를 보고했다. 

Pazar 등(2015)은 4∼18개월 전 요루조성술을 받은 2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신체 이미

지의 변화와 성적 기능장애는 생활방식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옷 입는 

습관(83.4%), 수면 패턴(91.7%), 가족 생활(91.7%), 사회 활동(91.7%), 직업(75%) 등 다양한 면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수술 후에 심리적 안녕과 성 생활에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55.

De Souza 등(2013)은 연구를 통해 대상자 스스로가 아닌 돌봄제공자가 장루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이들

의 요구도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 저하와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육체적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 긴장감 또는 부담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돌봄으로부

터 오는 신체적 긴장감은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기여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돌봄제공

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령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장루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을 돌보는데 어려

움이 있다고 하였다.

Palma 등(2012)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144명의 가족 구성원을 평가해 본 결과, 간호를 

제공하는 가족은 대부분이 결혼한 상태였고(92%), 여성이 대다수였으며(97%), 평균 연령은 55세였다고 

하였다.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 점수는 그들이 느끼는 부담감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p<.01). 대상자를 돌보는데서 오는 부담감은 젊은 미혼일 경우에 더 높았고 나이가 있는 경우

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걱정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De Souza 등(2013)의 질적 연구결과에서는 종종 

가족구성원들은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했고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보고했다.

Fitzell과 Pakenham(2010)은 대장직장암으로 인하여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환자 622명의 보호자를 대

상으로 스트레스와 이를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들과 장루에 대한 적응 정도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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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장루에 대한 적응 정도가 좋은 돌봄제공자는 높은 수준의 사회 지원, 낮은 스트레스, 높은 

도전 의지와 낮은 회피 의지, 높은 수준의 대처기전 사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트레스 

수준은 전반적인 적응 결과를 예측하는데 가장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2012년에 대만에서 시행된 보호자 부담감에 대해 조사한 횡단적 연구에 따르면 대장직장암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100명의 가족구성원들의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영향 요인 중 사회적 지원은 전체 

영향요인의 33%를 차지했다고 하였다(Shieh, Tung과 Li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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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어정리

 

용어 정의

복회음절제술 

Abdominoperineal Resection (APR)

직장암 절제를 위한 복부 및 회음부 접근법,

수술은 직장, 항문 및 직장주위 림프절 제거를 포함한다.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Allergic contact dermatitis

피부에 닿는 파우치, 장벽 또는 액세서리 제품 구성 요소 중 알레르기로 

인한 발진으로 나타남

역류 방지 밸브 

Anti-Reflux Valve

요루주머니에 적용되어 있는 밸브,

이 밸브는 주머니로 배출된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대장절제술 Colectomy 대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

결장루 Colostomy 결장의 일부가 복벽을 통해 피부표면으로 개구부를 만드는 외과수술 

결장루 세척  

Colostomy irrigation
장 운동을 자극하기 위해 장(결장루) 속으로 물을 넣어 배변을 조절하는 것

볼록면 Convexity

바깥쪽으로 구부러지거나 둥근 표면,

피부의 장력을 제공하고 장루가 더 잘 돌출되도록 하여 장루주변피부의 

주름을 편평하게 한다.

크론병 Crohn’s Disease 회장 및/또는 소장의 말단 부위의 염증 및 궤양

열 개 Dehiscence -
이전에 결합된 조직의 분리, 

장루를 언급할 때 장점막과 피부의 접합이 분리되는 것

피부 벗겨짐 Denudement
붉고, 상처 난 피부,

기계적, 화학적으로 생성된 표재성 침식 및 궤양

전환술 Diversion
위장관 또는 요로의 배출물에 대한 경로의 전환을 위한 수술적 치료로 

실금형 또는 비실금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배출물 Effluent 배출-소변 또는 대변

말단형 장루 End Ostomy 근위 결장의 끝이 장루로 만들어지고 원위 결장이 절제되거나 폐쇄되는 것

내장탈출 Evisceration 열개된 상처를 통해 복부 내용물이 돌출되는 합병증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10대 때 많은 용종이 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전성 위장질환, 

FAP 환자는 결장암 발병 위험이 높다. 선택적인 치료는 결장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누공 Fistula

기관, 혈관 또는 장 사이의 비정상적인 연결과 일반적으로 부상 또는 수술의 

결과, 이것은 또한 다른 구조물에 감염되어 발생할 수 있다. 

누공은 염증이다.

회장루(말단형) Ileostomy (end)
회장의 끝 부분을 피부로 끌어와 장루를 만든다. 결장루와 회장루 모두는 

말단형 장루일 수 있다.

염증성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소화관의 만성 염증,

염증성 장 질환의 형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다.

육아종 Granuloma

일반적으로 점막피부경계에 산란된 작은 원형모양으로 나타나는 작은 

조직으로, 보존 또는 반응성 봉합 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막피부경계에 작은 원형의 융기된 모양으로 나타나는 

조직으로 사용된 봉합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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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과형성 Hyperplasia 장기의 정상적인 조직 배열에서 정상 세포의 과도한 증식

회장루 leostomy
회장의 한 부분이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복벽을 통하는 수술적 통로, 말단형 

장루 또는 환상형 장루로 만들 수 있다.

점막피부경계

Mucocutaneous Junction (MCJ)
장루와 같은 점막층과 피부 사이의 경계

일시적 장루

Ostomy – Temporary 일반적인 수술계획은 장을 다시 연결하고 장루를 복원하는 것이다.

영구적 장루

Ostomy – Permanent 장루를 복원할 수 없는 장루

장루주변 피부

Peristomal Skin
복부 장루 주변 피부 표면의 3∼4인치 (10x10cm)

주머니 Pouch 배설물 (즉, 소변 또는 대변)을 수집하는 방수 용기

파우칭 시스템

Pouching Systems 

배설물을 수집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피부 보호판과 수집 장치로 

구성된다. 파우칭 시스템은 원피스 또는 투피스 제품이다. 

주머니는 복부에 붙어있는 피부 보호판에 부착되고 장루 위와 주위에 

장착되어 대변이나 소변을 수집한다. 

단장증후군 

Short bowel syndrome

소장 조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으로 섭취한 영양소와 수분의 흡수를 

소장이 충분히 하지 않는 질환으로 어떤 사람들은 매우 짧은 소장을 가져 

평생 정맥 영양제를 맞아야 한다.

스텐트 Stent

혈관의 개방성 유지 또는 이식이나 문합에 의한 치유과정을 돕기 위해 

조직을 적절한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또는 장치

예를 들어, 회장도관 조성 후 회장에 문합된 요관의 부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쇄를 방지하고 문합 부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피부보호제 Skin barrier
장루 배설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물질로 파우치 시스템의 웨이퍼, 장루 

파우더, 장루 연고, 피부보호 와이프나 스프레이 형태일 수 있다.

상처장루실금간호사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 

WOCN)

장루, 상처 및 실금 관리에 대한 전문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사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임상기술을 갖춘 간호사

웨이퍼 Wafer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우치의 피부보호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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