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소판 감소증: 혈조판의 수가 낮을 때

혈조판은 혈액의 응결을 돕는 혈액세포입니다. 혈조판 감소증은 키모데라피 또는
방사능 치료를 받은 후에 일시 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키모데라피 치료을
받은 후 7-14 일 사이가 혈조판의 수가 가장 많이 내려 갑니다.  혈조판의 수가
일정한 수준이하로 내려가면 출혈이나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
시력이 흐린 경우
입, 코, 여자의 음부, 항문, 요도에서 새로 피가 나거나   출혈이 멎지
않을 때
소변이 빨갛거나  분홍 빛일 때
대변이 검거나  피가 섞여 나올 때
새로 상처가 날 때
피부에 새로운 빨간 반점이 생길 때 (점상)

코피를 멎게 하려면:   코의 위 부분을 10분이상 잡습니다. 얼음을 사용해도 됩니다.
출혈이 지속되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출혈을 멎게 하려면: 깨끗한  천으로 피나는 곳을 최소 10분 이상 막습니다. 출혈이
지속되면, 응급실로 가야합니다.

지켜야 할 사항:

• 전기 면도기만 사용 합니다.

• 침대에서 일어나면, 단단한 신발이나 스리퍼를 신어야 합니다.

• 목욕 시  분무기등을 사용하며, 가볍게 몸을 말리고 항문 주변을 잘 관리합니다.

• 해빛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 수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 변비를 예방합니다.

• 성교 시에는 물에 용해되는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혈조판의 수가 극히 낮을 때는
성교를 피합니다.

• 코를 부드럽게 풉니다.

• 기저기를 바꿀 때, 집안 일을 할 때, 또는 정원일을 할 때, 장갑을 사용합니다.

• 요리를 할 때는 두꺼운 오븐 장갑을 사용 합니다.

• 필요할 때, 타이나놀 만을 사용합니다.

• 당신의 모든 의사들에게 당신이 혈조판 결핍증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알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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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될 사항:

• 접촉 스포츠 운동의 금지

• 상처나 화상으로부터 보호

• 항문 관장, 좌약사용, 항문 온도기 등의 사용 금지.

• 치과치료나  선택적 수술을 하지 말것.

• 술을 마시지 말 것

• 꼭 끼는 옷을 입지 말 것

• 여자인 경우 음부의 듀슈 또는 템폰의 사용 금지 (위생대를 사용해야 함.)

• 아스피린 또는 모틴, 애드빌, 알이브, 인도신, 나프로신등과  항염증 약을 사용하지
말 것.

• 매니큐어 나 페디큐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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