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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는 실밥 제거 후 다음날부터 가볍게 가
능하고 더마본드 사용시 상처 부위 이상 없
을 경우 3~4일 뒤부터 가볍게 샤워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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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피부에 따라서 멍의 
크기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멍은 대략 2~3
주 뒤 사라집니다.  붓기는 안쪽에 공간을 만
들어 진피를 이식하고, 그 공간으로 몸 속에 
순환되는 체액과 함께 물이 차서 부을 수 있
습니다. 보통 한 달이 지나면 붓기는 많이 
빠집니다. 개인 차이에 따라 붓기가 더 지속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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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는 진피가 생착 될 수 있게 하여 붓기가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술 후 한 달까지는 붕대를 감
아야 합니다.
(개인  차이에 따라 붕대를 감고 있는 기간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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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과 통증은 2~3주 뒤 완화되고 지방을 
뽑은 자리에 몽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량의 지방을 뽑을 시 1~2일 후 붓기가 
사라지면 복대를 제거하며, 대량의 지방을 
뽑을 시 3~4일 후 붓기가 사라지면 복대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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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통증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고 평균 1달~1달 반정도 지
나면 많이 완화됩니다. 2개월~3개월까지 
드물게 발기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신경통증은 한 번씩 음경이 찌릿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까지 지속
되며 오래가는 경우 6개월까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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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골 복합수술

포경 복합수술

몸통 지방주입

조루수술

정관수술

귀두/소대

가로봉합 진행 시 
수술 후 7일 뒤 실밥제거

세로봉합 진행 시 
수술 후 10 - 14일 뒤 실밥제거

수술 후 14일 뒤 실밥제거

수술 후 10일 뒤 실밥제거

수술 후 10 - 14일 뒤 실밥제거 

수술 후 7일 뒤 실밥제거

녹는 실 사용, 녹는 시기는 
1달-1달 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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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수술 후 2주 뒤부터 가능하지만 과
음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관계, 사
우나, 운동은 1개월 후 내원하여 최종점검 
후 가능 유무를 설명 드리며, 내원이 힘드실 
경우 통화 또는 사진을 확인하고 안내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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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생착기간은 3개월~6개월, 길게
는 1년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생착이 되면 진피가 자기 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이물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반신욕, 사우나 등 혈
액순환을 잘되게끔 해주면 빠른 생착에 도
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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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흡수율은 30~70% 정도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흡수
는 거의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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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피를 이식하면 녹는 실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발기가 되고 싶어도 녹는 실이 
붙잡고 있으며, 진피가 딱딱하기 때문에 
길이도 짧고 완전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녹는 실이 녹고 진피가 부드러워지면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진피를 삽입하고 
이물감 때문에 발기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성관계를 자주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 시면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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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있지 않으면 다 아물었기 때문에 
소독은 중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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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입을 하다 보면 귀두가 붓거나 멍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완화
됩니다. 다만 피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쓸리거나 
딱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상처가 생기면바로 병원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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