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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진검센터 검사나 채혈에 대해 궁금하세요?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진검센터 모바일앱으로 

들어오세요.

▶ IOS 앱 스토어

▶ 구글플레이스토어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종양진단검사센터 검색 시 확인가능

▶ 안드로이드 용 QR코드 ▶ 아이폰 용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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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 시 통증과 불편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긴장감을 느끼면 스트레스 수치와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정맥이 수축되어 

채혈이 더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호흡조절과 근육 

이완 만으로도 긴장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❶ 이완 요법

  간단한 근육 이완만으로도 검사 전 긴장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도 긴장을 풀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명상과 호흡 조절을 통해 불안감을 떨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예기 불안에 시달린다면, 집에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❷ 호흡

  깊은 호흡은 체내의 이완반응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숨을 3초가량 천천히, 코를 통해 크게 들이마시고, 

5초가량 입을 통해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손으로 복부를 지그시 눌러, 더욱 깊게 숨을 쉽니다.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위의 과정을 천천히 

시행합니다.

❸ 근육 이완

  의식적으로 근육 긴장을 풉니다.

❹ 집중 :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떠올리고, 집중합니다.

❺ 숫자세기: 조용하고 천천히, 10까지 숫자를 셉니다.

❻ 대화

  주변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화제의 전환은 

검사 전 긴장을 낮출 수 있습니다.

❼ 불안감을 받아들이기

  불안감도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제력을 갖고 

임하면 감정통제가 가능합니다. 불안한 감정을 인정하면 

감정통제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❽ 긍정적인 혼잣말

  본인이 강하고, 잘 견뎌낼 수 있으며 나쁜 일이 일어 

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되새기면 불안감의 감정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검사 전 위의 방법들로도 완화가 되지 않고, 

불안이 참기 힘들 정도로 반복 된다면,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채혈 후에 왜 멍이 들거나 붓나요?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바늘로 혈관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누르지 않으시면, 그 구멍을 통해 혈액이 

새어나와 멍이 들거나 붓게 됩니다. 채혈 직후 

채혈부위를 문지르지 마시고 5분 정도 꼭 눌러주세요. 

멍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피를 너무 많이(혹은 자주) 뽑는데 괜찮나요?

     일반 헌혈을 하시는 경우, 한 팩이 400cc입니다.

일반 채혈 용기는 한 개당 약 3~5cc입니다. 채혈 

용기로 10개를 하셨더라도 약 50cc 정도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양입니다. 간혹 채혈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지만 심리적인 

영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장을 푸시고 채혈에 

임해주세요.

  항암 치료 후 혈관 및 혈관 바로 위 피부가 

까맣게 되고 경화됩니다. 손상된 혈관이 치료 후 

회복 되나요? 또, 이 혈관에 채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색이 변하거나 딱딱해진 혈관은 대부분 항암 치료 

종료 몇 달 후 회복 됩니다. 평균적으로 변색은 두어 

달, 경화는 반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람마다 다릅니다. 채혈이 어렵기는 하나 주변에 

급성 염증 반응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암병원 채혈실에서 직접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