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부 및 항문 피부관리
Genital Skin Care (Korean)
피부염, 칸디다(아구창)이나 백선 감염은 음부를 가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와 매독도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이에 대한 진단을 받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1.
자극을 피하세요: 한 제품에 많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자극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품이
발생하는 제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피부의 정상적인 유분기를 제거합니다.
잠재적인 자극제:










비누, 샤워젤, 거품 입욕제 및 “여성용” 제품
클렌징 물티슈 (예: 유아용 물티슈)
팬티라이너를 매일 사용하는 것(패드 및 팬티라이너는 생리기간에만 사용하세요)
향이 첨가된 제품
티트리 오일 및 기타 소독제
약용 크림 (처방된 경우는 예외)
검은색 속옷 (드문 경우)
섬유유연제
질 세정제

권장되는 음부 세척 방법: 음부 및 항문피부는 매우 예민하므로 하루 한 번만 세척하기를 권장합니다.
세척시 물을 사용하거나 예민한 피부에 알맞게 수소이온농도(pH)가 조정된 세정제 (세타필®,
QV®, 더마빈®, 아비노®, 해밀턴® 등의 다양한 브랜드) 또는 향이 첨가되지 않은
수분크림(소볼린 또는 아퀴어스 크림)을 사용하세요.
2.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피부가 장시간 젖은 상태로 있지 않게 유의하고, 건조해지면
보습을 해주세요. 습한 상태가 지속되면 (물, 땀 또는 소변) 피부가 약해지고 자극, 피부염, 감염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권장 사항:

젖은 수영복이나 운동복은 빨리 벗으십시오.

속옷이 젖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는 여벌의 속옷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이킹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고급 메리노나 실크 속옷은 면보다 빨리 수분을 흡수합니다.

아니면 순면 속옷 (염색 알레르기가 의심될 경우 검은색은 피하세요)을 사용하세요.

합성섬유로 된 속옷을 피하세요.

실금이나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 음부 피부를 보호해 줄 보호크림을 사용하고 실금 패드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십시오. 실금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와의 상담도 고려하십시오.

운동하기 전에 피부보호용 크림을 사용하세요.

크림과 달리 연고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자극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연고는
크림보다 습기를 더 잘 막아줍니다.

바셀린®, 더메즈®, 아연연고 등과 같은 보습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세요.

3.

마찰이나 문지르는 횟수를 줄이세요:

긁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 냉장고에 차가운 물을 넣어두고 냉찜질용으로
사용하세요.
마찰과 문지름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면 평소에는 무해한 피부 박테리아나 효모균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긁는 행위는 피부와 신경섬유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이는 더 심한 가려움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밤에, 그리고 건초열이나 천식 등이 있는 있는 경우 가려움-긁음 사이클이 반복됨)
가려움을 완화하는 방법:
 수건이나 종이로 음부를 문지르지 마세요. 가능하면 물을 사용하세요.
 피부를 수건으로 문지르기 보다는 두드려서 건조시키고 차가운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이용해보세요.
 음부 부위의 면도나 왁싱을 피하세요.
 꽉 조이는 옷을 피하세요
 패드나 라이너는 피부와 마찰을 일으킬 뿐 아니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피부를 긁는다면, 손톱을 자르고 느슨한 속옷을 입고 잠자리에 드세요. 긁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 일어나서 피부에 냉찜질을 하세요.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 전기담요, 뜨거운 샤워/목욕을 피하세요.
 긁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거나 긴장완화요법을 사용해보세요.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 항히스타민제를 하루 한 번
복용하되, 밤에 사용할 졸음 유발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성관계에 대한 일반 조언:
 수용성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되지만 건조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가루로
변합니다. 사용 후에는 물로 닦아내고 보습을 해주십시오. 다양한 윤활제를 시도해보십시오. 예:
Sylk, Pjur, KY
콘돔이 필요하지 않다면 식물성 기름이 덜 자극적이며 더 길게 효과가 지속됩니다.
예: 아몬드, 올리브, 코코넛, 크리스코 식물성 기름.
 기름이 콘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돔이 훼손될 경우 7296 시간 이내에 응급 피임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성병 전염 위험도 고려하십시오.
 성교 시간을 짧게 줄이십시오.
 콘돔을 사용중이고 각종 수용성 윤활제가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피하고 싶지만 건조한 것이
문제라면, 이에 대해 파트너와 의논하십시오. 편안하고 충분히 흥분이 된 상태라면 윤활제가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윤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위의 지용성 윤활제들을 고려해보세요. 성교
시간을 3-5 분 이내 (이는 일반적인 성교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로 제한하세요.
염증 및 갈라진 음부피부를 위한 일반 응급처치:
 목욕물에 소금 한 주먹을 넣고 목욕한 다음 (또는 차가운 물 1 리터 당 소금 1 찻술을 넣어 만든
소금물을 천에 적셔서 사용) 수건으로 두드려 건조시키세요. 3-5 일 동안 매일 5-10 분간
시도해보세요.
 1/8000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적신 솜이나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보세요.
소변이나 변을 볼때 통증이 있다면:
손상된 피부에 소변이나 변이 닿으면 아플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여 소변을 묽게 만들고
변비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화장실 가기 10 분 전에 바셀린. 또는 국소마취용 젤이나
연고등을 발라보세요. 음부 피부를 젖히거나, 여성의 경우 소변을 볼 때 몸의 자세를 변경하여
소변이 뒤로 흘러 감염된 피부에 닿는 일이 없게 하세요. 넓게 퍼진 궤양의 경우, 물이 담긴
욕조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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