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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놓칠 수 없는 10 일의 황금 연휴를 위해!  

둘둘코코락락스스가가  제제안안하하는는  ‘‘여여행행  중중  변변비비  해해결결  가가이이드드’’  

- 수분 및 섬유질 섭취, 스트레스 관리, 배변 습관 들이기, 변비 치료제 준비하기 등 5 가지 수칙 제시 

- 여행 중에는 개인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빠르고 안전하게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사진] 세계·국내 판매 1 위 변비 치료제 둘코락스®의 ‘여행 중 변비 해결 가이드’ 

 

2017 년 9 월 28 일 –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10 월 2일 임시공휴일이 맞물리면서, 9 월 30 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 월 9 일 월요일까지 총 10 일의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기간의 항공권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모처럼의 연휴에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긴 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중 여행 상비약을 챙기는 것은 필수. 기본적인 감기약, 소화제 외에도 

변비 치료제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2014 년 둘코락스®가 여행 전문 업체와 진행한 설문조사(25 세 

이상 남녀 886 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 명 중 8 명 이상이 경험한 여행 중 변비는 컨디션을 

저하시키거나, 잦은 가스 배출 및 배변 신호 등을 일으켜1 오랜만의 여행을 망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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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변비,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 

황금 연휴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세계·국내 판매 1 위2 변비 치료제 둘코락스®는 여행에서 겪는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행 중 변비 해결 가이드’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여행 중 갑자기 찾아오는 변비의 원인은 개인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배낭 여행객이라면, 수분 부족형 변비를 

겪을 수 있으므로 여행 중 하루 6~8 잔(1.5L~2L)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3 여행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는 자유 여행객은 보다 여유롭게 스케줄을 조정하여 빡빡한 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4 이외에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면 과일이나 샐러드를 

틈틈이 섭취하거나,5 변의를 느끼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6  

 

둘코락스®가 제안하는 ‘여행 중 변비 해결 가이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총 5 가지 수칙을 제안한다. 

1.5~2L 의 충분한 수분 섭취, 섬유질 음식 먹기, 여행 중 스트레스 관리, 배변 습관 들이기, 변비약 

준비하기 등 여행 중 변비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7을 고려했다. 

 

둘코락스®-에스로 상쾌하게, 둘코락스®좌약으로 빠르게 변비 해결 

한정된 여행 기간에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 안전한 변비 해결이 중요하다.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효과가 검증된 변비 치료제를 복용하여 스마트하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 변비 치료제 둘코락스®는 최대 34 년까지 복용하고도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8 믿을 수 있는 변비약이다. 물과 함께 섭취하는 알약 타입의 둘코락스®-에스 장용정은 복용 8 시간 

후9, 10에 배변 효과가 나타난다. 때문에 취침 전 또는 여행 스케줄에 맞춰 미리 복용하면 여행 중에도 

쉽게 배변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타입의 둘코락스®좌약은 체내 투여 후 15 분에서 60 분 이내 작용11하므로, 알약 복용이 어려운 

6 세 이상의 어린이12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 중 빠른 배변이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본 보도자료는 의약학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사 작성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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