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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a operations are one of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operation by the colorectal surgeon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stoma operation of the patients are well known. However, most colorectal surgeons who performed stoma operation were not aware of the problems that are part of the rehabilitation of the ostomates. In order to elucid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stoma studies in Korea, literature reviews were performed by using the Korean medical literature database. Most of the Korean literatures written by the colorectal surgeons are related with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f stoma surgeries. Very few papers are concerned with rehabilitation issues including postoperative adaptation of ostomates, quality of life, and stoma nursing care. Recently, more and more papers concerning the stoma rehabilitation issues were published and the interests in the patient's adjustment to a change in body function are growing. Stoma rehabilitation program should be the part of the nations' welfare program which would be successfu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lorectal surgeons, enterostomal therapists and ostomates. We, colorectal surgeons, and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should do the major role in stoma-related researches and cooperate with the enterostomal therapists and ostomates organizations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stoma rehabilitation program in Korea. J Korean Soc Coloproctol 2005;21: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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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장루보유자의 수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

지는 않지만 대략 3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2000년 11

월 기준으로 한국 장루 협회 등록회원의 수가 3,000여

명이며 1,500 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고 한다.
1 

  최근 들어 우리나라 대장암의 발생률은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이며, 서구와는 달리 직장암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수술 술기의 발달과 술전 

방사선화학요법의 도입, 자동문합기의 발전에 힘입어 

직장암 수술에서 복회음절제술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직장암 환자의 30%정도는 복회

음절제술을 받아야 하며 필연적으로 구적인 장루를 

지니게 된다. 또한 직장암의 수적 증가 및 수술 전 방

사선 치료로 인한 수술 후 일시적 회장루 또는 결장루

를 조성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장루수술의 

빈도는 과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장루조성 및 복원은 대장항문 외과의에게는 매우 빈

번히 시행되는 수술이며, 수술의 결과가 환자들의 신

체상에 변화를 초래하여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대

장항문외과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루

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대장항문외과의

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에도 1950

년대 전까지는 장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Sutherland 등의 1952년 “Adaptation 

to the dry colostomy”라는 연구의 발표 이후 장루 환자

들의 수술 후 적응 과장에서의 정신 사회학적 문제점

을 인식하게 된 후 장루 보유자들의 정신사회학적 적

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6 

  건강 및 치료의 결과에 대한 측정은 과거에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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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Korean literatures concerning 
stoma research according to the aims of the stud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ims of study N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toma-related complications 19 47.5

Quality of life issue 5 12.5

Stoma irrigation 4 10.0

Adaptation issue 3 7.5

Sexual function 2 5.0

Surgical technique including 2 5.0

 case report

Diversion 2 5.0

Stoma nursing including stoma 
2 5.0

 site marking

Education material 1 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40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Review of the Korean literatures according to the causes of stoma cre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genital
Authors Publication year N Malignancy (%) Trauma (%)

anomaly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ee, et, al.10 1981 143 0.0 88.8 11.2 

Noh, et, al.
13 1984 141 53.2 14.2 12.8 

Lim, et, al.21 1985 158 64.7 0.0 N/A

Jun, et, al.
22

1987 155 67.1 11.6 8.4 

Rhee, et, al.18 1988 146 63.0 10.3 11.7 

Choi, et, al.23 1989 243 67.1 18.1 7.4 

Seo, et, al.
14 1990 186 84.5 1.7 1.7 

Lee, et, al.19 1992 40 72.5 12.5 5.0 

Yu, et, al.16 1996 146 94.5 0.0 1.4 

Lee, et, al.17 1997 145 75.9 2.1 10.3 

Kim, et, al.12 1998 105 73.4 0.9 20.1 

Jun, et, al.11 1998 37 0.0 56.8 0.0　

Lee, et, al.20 2001 74 32.4 24.3 40.5 

Song, et, al.
15 2003 103 52.4 N/A 19.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verage (%) - - 57.2 18.6 1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 = not available.

Table 4. Review of Korean literatures concerning complications related with stoma cre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ublication Complication Peristomal Wound Stoma Stoma Stoma
  Authors  N

year rate (%) dermatitis (%) infection (%) stenosis (%) prolapse (%) retraction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ee, et, al.10 1981 143 23.1 23.4  7.0  4.8  5.6  2.4

Noh, et, al.
13 1984 141 20.6 44.8 N/A 10.3 24.1 N/A

Lim, et, al.21 1985 158 51.3 10.2 28.8 N/A N/A  5.9

Jun, et, al.
22

1987 155 24.5 N/A N/A  5.2  5.8 N/A

Rhee, et, al.18 1988 146 15.1 N/A 22.7 13.6 18.2 13.6

Choi, et, al.23 1989 243 18.1 N/A N/A  6.6  2.5  5.0

Seo, et, al.
14 1990 186 17.2 14.0  3.2  3.8  8.6  1.1

Lee, et, al.19 1992  40  5.0  0.0 N/A N/A N/A N/A

Yu, et, al.16 1996 146 15.1  0.0  0.0  0.0  0.0  0.0

Lee, et, al.17 1997 145 31.0 11.3 30.1  5.7  9.4 N/A

Kim, et, al.12 1998 105 23.8 N/A N/A 12.0 12.0  4.0

Jun, et, al.11 1998  37 32.4 N/A N/A  8.1 21.6  2.7

Lee, et, al.20 2001  74 20.3 58.9 N/A  5.9 23.5  5.9

Song, et, al.
15 2003 103 16.5 47.1 17.6 N/A 11.8  5.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verage (%) - - 22.4 30.0 18.2  7.6 13.0  5.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 = not available.

후 합병증이나 수술 사망률 또는 암환자의 생존율과 

같은 양적 자료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치료 후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의학적인 치료효과

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고 있다.
7 특히 

장루 수술과 연관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문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표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루 연구의 현황과 한국 장루협

회, 대한 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사회 및 대한대장항

문학회 장루연구회의 활동을 정리하여 장루 연구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      문

    1) 우리나라 장루 관련 연구 현황

  우리나라 장루 연구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

여 대한외과학회(www.surgery.or.kr), 대한대장항문학

회(www.colon.or.kr) 홈페이지의 학회지 검색 및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주관의 KoreaMed (www. 

koreamed.org) 와 의학연구 정보센터의 국내의학학술

지 초록검색 홈페이지인 KMBase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medric.or.kr)에서 ‘colostomy’, ‘ileo-

stomy’, ‘quality of life’, ‘abdominoperineal resection’ 및 

‘장루', ‘결장루’, ‘회장루’, ‘삶의 질’, ‘복회음절제술' 

의 중심단어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논문과 해당 논

문에서 인용된 국내 발표 논문들을 검색한 결과 총 40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1) 연구 논문의 형태: 거의 모든 연구논문들이 후향

적 분석 또는 조사 연구 다. 검색된 논문들은 1970년

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논문들로 32편(80.0%)의 논문

은 외과의사 혹은 비뇨기과의사들이 작성하 으며, 8

편(20.0%)은 장루 전문 간호사들의 연구논문이었다. 

일부의 연구들은 외과의사와 장루 전문 간호사가 공

동 저자로 작성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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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view of the Korean literatures according to the causes of stoma take-dow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genital
Authors Publication year N Malignancy (%) Trauma (%)

anomaly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hung, et, al.25 1970 45 0.0 0.0 100.0

Lim, et, al.21 1985 62 N/A N/A N/A

Moon, et, al.24 1986 50 16.0 24.0 50.0

Jun, et, al.
22 1987 45 17.7 22.2 28.8

Hwang, et, al.28 1994 38 21.1 5.3 36.8

Joo, et, al.26 1994 45 0.0 80.0 17.8

Yu, et, al.16 1996 12 33.3 0.0 16.6

Jun, et, al.
11 1998 18 0.0 72.2 0.0

Cha, et, al.27 2000 28 46.4 32.2

Lee, et, al.20 2001 74 32.4 24.3 4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verage (%) - - 18.5 28.5 35.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5. Review of Korean literatures concerning complications related with stoma take-dow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ublication Complication Wound SBO*/
      Authors N Leakage (%)

year rate (%) infection (%) adhesion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hung, et, al.25 1970 45 19.6  6.6  6.6  8.8

  Lim, et, al.21 1985 62 30.6  8.1 N/A 17.7

  Moon, et, al.
24 1986 50 36.0 14.0 10.0  8.0

  Jun, et, al.22 1987 45 46.6 40.0  4.4  2.2

  Hwang, et, al.28 1994 38 31.6 10.5 15.8  5.3

  Joo, et, al.26 1994 45 26.6 13.3  4.4  0.0

  Yu, et, al.16 1996 12 16.7  8.3 0.0  0.0

  Jun, et, al.11 1998 18 33.3 22.2 N/A 11.1

  Cha, et, al.27 2000 28 25.2 57.1  7.1  3.6

  Lee, et, al.
20 2001 74 20.3 60.0 N/A 13.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verage (%) - - 28.7 24.0  6.9  7.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BO = Small bowel obstruction; N/A = not available.

  연구 주제별로는 장루 관련 합병증 논문이 19편

(4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장루조성술과 관

련된 수술 수기에 관한 논문이 2편이었으며,8,9 삶의 질

을 포함한 장루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가 5편

(12.5%)이었다(Table 1).

  (2) 장루 형성술 및 복원술의 원인질환: 장루 형성술의 

원인 질환은 대상 환자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유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외상의 순

이었으며,
10,11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악성종양, 

외상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악성종양이 원인인 경

우가 57.2%로 가장 많았다(Table 2).
12-23

  장루 복원술의 원인 질환 역시 대상 환자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시적 장루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 

외상(35.9%), 선천성 질환(28.5%)의 순이며, 악성종양

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Table 3).
11,16,20-22,24-28

  (3) 장루 수술 관련 합병증: 장루 관련 합병증은 장루

조성술 및 장루 복원술시의 합병증과 구적 장루 및 

일시적 장루에 의한 합병증의 구분이 없이 조사된 연

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장루에 

관한 연구 으며, 회장루가 연구에 포함된 경우는 총 

4편이었으며,
11, 14, 20, 21 회장루 조성술식의 합병증만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
15 

  장루 합병증은 초기합병증과 후기 합병증으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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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초기 합병증으로는 장루 부종, 장루 괴

사, 괴사에 따른 장루 퇴축, 장루 출혈 및 혈종 과 장루 

주위 농양 및 누공이 있으며, 후기 합병증으로는 장루

주위 피부염, 장루주위 탈장, 장루 탈출, 장루 협착 및 

장루 퇴축 등으로 구별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에서 장루 형성 초기 합병증과 후기합병증에 대한 구

분을 하지 않아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단지 

두 편의 논문에서만 초기 합병증과 후기 합병증을 구

분하 다.
10,14 이와 같은 경향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빈

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장루 관

련 합병증은 10.0∼67.0%이다.29-34 국내의 장루 조성술 

관련 합병증의 빈도는 5.0∼51.3% 이며 평균 22.4%로 

보고되고 있다(Table 4). 장루 주위 피부염의 경우, 장

기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 등
35의 연구에 의하면 

34%에서 장루 주위의 피부자극 및 손상이 있다고 한

다. 즉, 장루주위 피부염과 같은 후기 합병증의 발생률

을 제외한다면, 초기 합병증의 빈도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수술이 계획수술에 비해 합병증의 빈도가 높다

는 연구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으나, 증례 수가 적

고 원인 질환이나 대상 환자군이 서로 달라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16,17,22,23

  장루 형성술 관련 사망률은 2.7∼17.1%이며, 평균 

7.1% 다.
10-14,17-19,21 사망원인은 대부분이 원인 질환과 

관련된 패혈증이었으나 최근 들어 항생제의 발달, 수

술 중 대장세척법이나 폐쇄성 대장암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 등으로 응급수술의 빈도 감소와 함께 수술 사

망률 역시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장루 관련 합병증은 삶의 질에도 향을 미

치는데 Gooszen 등
36
은 71%의 환자들이 한 가지 이상

의 장루 관리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 으며, 이러한 장

루 관리의 문제는 사회생활의 제약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저자가 장루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장루 수술 전 장루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환자가 전체 환자의 21%에 달했으며, 수술 후에

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환자가 전

체의 23% 로(unpublished result), 외국의 보고에서도 장

루 보유자들은 많은 수에서 현재 자신의 장루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 다. 

  장루 복원술 관련 합병증은 16.7∼46.7%이며, 평균 

28.7% 으며, 창상감염(24.0%), 문합부 누출(7.0%)의 

순이었다(Table 5). 장루 복원까지 기간은 유 등
16은 3.5

개월, 전 등
11
은 9.2개월로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원인질환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12주를 기준으로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하 으나, 복원

까지의 기간과 합병증 발생률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구적 장루가 환자의 삶에 미치는 향은 잘 알려

져 있으며, 일시적 장루 역시 환자의 삶에 질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Leary 등
37은 전

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과 저위전방절제술과 일시적 

회장루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시적 회장루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후 12주째 

신체기능지수(physical function score)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회장루 복원술 후 6주째에 상승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신건강 지수 역시 회장

루 복원술 이후 수술 전에 비해 의미있게 상승하는 것

으로 보고하 다(수술 전 67, 수술 후 81, P＜0.01). 휴

직기간 역시 전방절제술 환자의 평균 6주에 비해 11주

로 긴 것으로 보고하면서 일시적 회장루의 복원을 가

능한 한 빨리 할 것을 권유하 다.

  (4) 장루수술과 삶의 질 및 성기능 장애: 장루 조성술

이 심각한 신체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며 비록 환자들이 장루에 잘 적응을 한다고 할지

라도 많은 수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배변을 원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Kohler 등
38
은 만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와 가족성 용

종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술 후 performance status

에 대한 조사에서 Brooke ileostomy를 시행받은 환자나 

ileal-pouch anal anastomosis (IPAA)를 시행 받은 환자 

모두에서 90% 이상의 환자들이 만족한다고 하 지만, 

33%의 Brooke Ileostomy 환자군에서 비록 환자들이 현

재의 상태에 만족은 하지만 IPAA나 Kock's pouch로의 

술식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을 원했으며 6%의 환자

들은 절실히 원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루 환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

은 대장항문 외과의사들은 주로 수술 술식과 관련된 

성기능 보존에 관심을 보이며,
39-41

 장루 전문 간호사들

은 장루 환자 교육42 및 수술 전후 장루 간호,43,44 수술 

후 장루 적응 및 삶의 질
45-48

 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

는 경향이이었으나, 1990년 대 후반 들어 대장항문 외

과의사들 역시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어 장루보유자들의 만족도나 장세척과 관련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35,49-53

  성기능 장애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발기부전, 

사정장애, 성교통과 같은 기능상의 문제와 성욕의 감

퇴와 성적 만족감의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가 있다. 

특히 성생활의 문제점은 60세 이전의 장년층 남자에

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동서

양을 막론하고 성생활의 문제점을 여자환자들이 적극

적으로 토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서 

등
49은 남자환자의 62%에서 성욕의 감소와 발기 및 사

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 으며, 유 등
41
은 복회음절제

술 후 성기능 역의 신체 증상이 가장 중증도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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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장루 관련 문제점이나 결장루 관리방법(자연배

출 또는 장세척유무)가 수술 후 성기능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박 등40은 장루보유자들의 

성생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27로 매우 낮았다고 하

으며, 장루보유자의 70.2%가 수술 후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장루 환자들이 장루 자체의 불편감으로 인해 많은 

사회생활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다. 장루로 인한 불편

감의 내용에 관한 서 등
49의 연구에 의하면 잦은 배변

이나 냄새 등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 사

항이었으며, 최 등50 이 등53은 잦은 배변이나 냄새 등

으로 인한 불편감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장세척이 

환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다. 또한 이 등
51에 의하면 장세척을 통한 배변관리 형

태의 변화가 삶의 질, 건강지각 및 자신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장루 보유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

들은 대부분 조사연구이며, 각 연구마다 연구자들에 

의해 변형되거나 개발된 삶의 질 측정 도구들을 통하

여 연구를 시행하 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질 측정도

구들은 연구 결과간의 비교 연구에 부적절하며, 객관

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측정 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이 되

면서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이 치료의 결과를 분석하는 

도구로 응용되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

정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SF-36 (Short-Form 36)와 QLQ CR38 (EORTC colo-

rectal cancer-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이

다.
54,55 이들 측정 도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것

으로 현재 국제적인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각 나라의 종교 문화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삶

의 질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6,57

    2) 한국 장루협회, 대한 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사

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장루연구회

  (1) 한국 장루 협회 (Korea Ostomy Association): 한국 

장루협회는 1985년 3월 16일 창립되었으며, 1997년 2

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

으며, 2001년 11월 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복지단체 및 

기업체 등에 공식적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 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 받았다.

  한국 장루 협회의 설립 목적은 ‘장루, 요루 시술을 

받은 분들의 애로와 아픔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과 교

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생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 이며 현재 서울 

본부를 중심으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원주, 

진주 등 8개 지부를 설치 운 하고 있으며, 3,000여명

의 등록 회원이 있으며, 1,500명 정도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국제활동으로는 1976년 창립된 세계오스토미협회

(IOA)에 1985년 6월에 정식 가입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아시아 오스토

미협회(AOA)에는 1994년 창립멤버로 등록하고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대한 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사회(Korean Associa-

tion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s: KAWOCN): 

대한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외는 장루․상처․실

금 전문간호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장루․상처․실금 전문간호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자 2000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약 100

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대장항문학회 산하 장루

연구회와 긴 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루 전문간호사(enterostomal therapist)의 

역사는 1985년 처음으로 해외에서 장루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배출 된 이래 현재까지 20명 이상이 세

계 장루간호사 협회(World Council of Enterostomal Ther-

apist)가 인정하는 국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으며, 국내 전문간호 과정을 통해서도 600여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상처관리, 실금 관리 및 

욕창 등의 만성 상처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8

  (3) 대한대장항문학회 장루 연구회: 2002년 10월 대장

항문학회 학술위원회 산하에 3개의 연구회를 결성하

기로 하고 초대 회장으로 이화의대 박응범교수가 위

촉되었으며, 총 15명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장루 집

담회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9 장루 연구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대한대장항문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스토

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2003년 2월부터 현

재까지 총 9회의 장루 집담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

하여 장루 관련 교육과 합병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

다. 

  향후 장루 연구를 주도하며 장루 관리 지침서 제작 

및 대한 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사회의 활동을 지원

하여 장루 간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장루 환자들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법령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결      론

  장루보유자들은 수술 후 변화된 신체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들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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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장루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 미흡하지만 2003년 7월부

터 장루장애가 법률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장항

문외과의들의 장루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장루 재활의학 수준 역시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대만, 싱가폴에 비교하여도 낙후되어 있

는 실정이며,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장루 재활에 관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장루 관

련 연구와 전문적인 장루재활의학 발전을 위해 법률

적 제도 보완과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할 것

이다. 장루 관련 문제의 해결은 대장항문 외과의사들

만으로의 노력으로는 부족함이 많으므로, 장루 전문간

호사 및 장루보유자들과의 긴 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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