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고려 사항일반적인 고려 사항*
• 오일 프리, 항균 비누로 피부를 깨끗이 닦고 완전히 말리십시오1,2

• 지성 피부에 가벼운 각질 제거가 권장됩니다2

• 필요한 경우 물기가 없는 면도기로 털을 다듬습니다3

• 센서를 삽입하는 곳에 로션이나 보습제가 함유된 오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샤워/목욕 직후 또는 증기가 많은 욕실에 센서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헤어 드라이어 또는 건조한 환경에서 
적용으로 습도를 최소화하십시오2

• 고체 또는 스프레이 발한억제제(무향)는 땀이 나는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한억제제로 피부에 빈 
타원을 만들고 10~15분 동안 기다립니다. 타원형 중앙의 깨끗한 피부에 센서를 삽입합니다.1,2

자극적이거나 민감한 피부자극적이거나 민감한 피부

피부가 자극적이거나 민감한 피부인 경우 의료 전문가(HCP)와 협력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HCP에게 아래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Dexcom과는 독립적인 임상의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한 3개의 임상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들은 Dexcom 제품이 아니며 Dexcom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특정 접근 방식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Dexcom G6 지속적 포도당 모니터링(CGM)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단계별 지침은 G6 가이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센서 부위나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려 사항, 피부 장벽 및 전문적인 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HCP는 
이러한 옵션이 귀하에게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이나 방법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제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필름보호 필름*
• 보호 필름은 접착제로 인한 가벼운 피부 자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 보호 필름으로 피부에 빈 타원을 만들고 타원 중앙의 깨끗한 피부에 센서를 삽입합니다

• 센서를 배치하기 전에 보호 필름을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1,4

• 한 층 또는 한 층 건조 후 두 층으로 도포 가능합니다a

• 보호 필름은 그 자체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알레르겐이 피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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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and Nephew 
IV Prep

- 방수, 통기성 보호 필름

- 소독용 알코올도 포함

- 물티슈 형태로 제공

- 피부에서 완전히 말리십시오

-  접착력이 있는 것으로 판매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접착력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a

SurePrep TM (Medline) - 증기 투과성 보호 필름

- 방부제 포함

- 물티슈 형태로 제공

- 손상된 피부에 보호용으로 사용 가능

Smith and Nephew 
Skin prep/no-sting 
skin prep

- 방수, 통기성 보호 필름

-  적당한 보호와 적당한 접착 특성이 
결합되어 인기있는 선택a

- 물티슈 또는 스프레이 형태로 제공

-  온전한 피부를 위한 피부 준비, 온전하거나 

손상된 피부를 위한 무침성 피부 준비

- 방부제를 포함하지 않음

CavilonTM  No Sting 
Barrier (3MTM )

- 방수, 통기성 보호 필름 - 물티슈 또는 스프레이 형태로 제공

- 방부제를 포함하지 않음

Q. 센서 접착제로 인한 자극이나 민감한 피부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센서 접착제로 인한 자극이나 민감한 피부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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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TacTM  (Torbot) - 라텍스 프리, 저자극성, 무고무

- 장벽 보호 및 접착 특성 제공

- 물티슈 또는 액체 형태로 제공

- Tac Away라는 상호 제거 제품 

-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Secura Barrier 
(Smith + Nephew)b

- 통기성이며 기름기 없음 - 액체 차단 필름 또는 크림 형태로 제공

Sensi-Care Barrier 
(ConvaTec)b

- 실리콘 기반 통기성 장벽 - 물티슈 또는 스프레이 형태로 제공

보호 필름보호 필름 (계속계속)

장벽 패치 및 붕대장벽 패치 및 붕대*†

•  보호 필름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보호 패치 및 붕대 사용

• •    Dexcom은 보호 패치 및 붕대 사용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은 보호 패치 및 붕대 사용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보호 패치 및 붕대 사용에 대해 HCP와 
상의하십시오.

•  장벽으로 사용하는 경우 패치/붕대를 센서 접착 패치 아래에 배치해야 합니다 1,5,6

•  센서 접착제 사용 전에 피부에 붙이십시오

•  패치/붕대에 빈 타원을 자르고 타원 중앙의 깨끗한 피부에 센서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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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일반적인 예:

- DuoDERM®

-  Hansaplast 블리스터 
플라스터

- Cutimed Hydro B

- Stomahesive 

-  Replicare (Smith 
and Nephew)

-  Comfeel Plus 
(Coloplast)

-  BAND-AID® 브랜드 
HYDRO SEAL®b

-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두꺼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방수

-  일부 브랜드에는“초박형”
버전이 있습니다

- 일부 라텍스 무함유

-  IV 3000 또는 Tegaderm과 같은 접착 패치보다 더 
강력한 장벽 보호 제공

- Hansaplast는 좋은 착용감 제공

-  Cutimed는 다른 제품보다 비쌀 수 있지만 
고정력이 좋습니다

-  때때로 2개 또는 3개의 플라스터를 겹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V3000

(Smith & Nephew)

- 투명, 박막, 프리컷

-  센서 접착제보다 자극이 
적습니다

- 물, 발한, 습기로 인해 벗겨지기 쉽습니다a

-  많은 환자들이 Tegaderm에 비해 IV3000에서 피부 
반응이 적다고 보고합니다a

Tegaderm 또는 
Tegaderm HP

- 투명, 박막, 프리컷 -  HP는“Holding Power(유지력)”을 의미하며 표준 
Tegaderm보다 더 강력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물, 발한, 습기로 인해 벗겨지기 쉽습니다a

Opsite/Flexifit  
(Smith & Nephew)

-  얇은 투명 필름 롤은 크기에 
맞게 절단 가능함

-  센서 테이프 위에 놓을 때 접착 강화제로도 사용 
가능

Mefix (Molnlycke)b - 다공성의 유연한 직물 - 원하는 모양과 크기로 쉽게 절단 가능



*Messer, L., & Beatson, C., Preserving Skin Integrity with Chronic Device Use in Diabetes. Technology & Therapeutics Volume 20, Supplement 2, 2018.
† Kamann, S., Heinemann, L., & Oppel, E., Usage of Hydrocolloid-Based Plasters in Patients Who Have Developed Allergic Contact Dermatitis to Isobornyl Acrylate While Using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 
Journal of Diabetes Science and Technology, 2019.
‡ Paret, M., Barash, G. & Rachmiel, M. “Out of the box” solution for skin problems due to glucose-monitoring technology in youth with type 1 diabetes: real-life experience with fluticasone spray. Acta Diabetol 57, 
419–4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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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관 내에서 또는 공개 논평, 온라인 기사, 당뇨병 블로그, 소셜 미디어에서의.
b 대체 장벽 제품

c 항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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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inase fluticasone 프로피오네이트 
비강 스프레이(일반). 일반적인 예:

- Flonase® 알레르기 완화

- Flonase® 어린이 알레르기 완화

-  Clarispray® 비강 알레르기 
스프레이

-  CGM 접착제로 경증, 중등도, 
중증 피부 반응을 예방할  
수도 있음

-  센서 부위에 퍼프 2회를 도포합니다. 
스프레이가 마를 때까지 2분간 
기다리십시오. 평소와 같이 센서를 
삽입합니다.

-  Pirinase는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