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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실천한 기쁨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헌
혈을 권유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헌혈을 처음으
로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에는 헌혈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가 판정된다. 혹시 헌혈 후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

그냥 생각 없이 헌혈했다. 헌혈의 집에서 과자도 먹고 헌혈증

이 없도록 하고 헌혈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

서도 받으면서 기뻐했었다.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 육군훈련

고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한다. 헌혈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

소에서 단체로 헌혈했고 그때 역시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고 헌혈을 하였다. 바늘을 찌르거나 뺄 때에만 따끔거리는 느

헌혈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혈액이 부족한 이

낌이 있었지 그 외에는 불편함이 없었고, 헌혈을 도와주시는

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는 공지사항을

분들이 체크해 주셔서 더욱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헌혈을 마

보았다. 이번에는 헌혈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하면서 참

친 후에도 누워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헌

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혈 후 별다른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

♡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 날, 헌혈 장소에 가서 깜짝 놀랐다. 너

헌혈은 우리 몸의 전체 혈액량 중에서 여유분의 범위 내에서

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또

줄을 서서 헌혈을 하는 버스 안에 들어갔더니 또 많은 사람이

한, 혈관 내외의 혈액순환도 헌혈 후 1~2일 정도면 일상생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분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혈하려

활에 지장이 없도록 회복된다고 한다.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고 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먼저 문진

기구는 무균 처리되어 있으며, 한 번 사용 후에는 모두 폐기

표를 작성하였다. 나의 건강상태도 체크해볼 수 있고 헌혈할

처분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위험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건

때의 주의사항도 익힐 수 있었다. 이어서 혈압을 재고 혈액형

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혈

검사, 혈액비중 검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헌혈 적격 여부

을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