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가 여행하기

당뇨병이 있다고 바깥 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어디로 가든 당뇨병을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거의 어디로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짐에 넣어야 할 것들
어떻게 여행하실 것이든지 다음 사항을 꼭 챙기십시오:
� 당뇨병 약과 용품을 평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십시오.
� 혈당 및 소변 측정에 필요한 물품을 잊지 마십시오(
혈당 측정기에 넣을 여분의 건전지 포함).
�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 인슐린 용기를 개봉한
후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여분의 인슐린을
가져가실 경우, 아이스팩으로 싸서 보온병 안에
넣으십시오. 다른 당뇨병 약도 마찬가지지만 보관
시 지켜야 할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십시오.
� 의료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담당 당뇨병
관리팀의 전화번호도 적어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 미리 면담 예약을 하여 여행을 떠나기 몇 주 전에 담당
당뇨병 관리팀을 만나십시오. 본인의 ABC, 즉 A1C,
혈압(Blood pressure), 콜레스테롤(Cholesterol)
이 건강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예방 주사를 제때 맞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당뇨병 약
처방전을 예비로 더 받아두십시오. 또한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설명하는 문건을 받아 지참하십시오
(여행지에서 의료진에게 보일 수 있도록).
�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나타내는 의료정보
식별밴드를 착용하십시오. 그런 정보는 여행을 가실
국가의 언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여러 국가를
여행하실 경우 각 국가의 언어 모두).
� 시간대의 변화(시차), 일정 변경 및 물갈이(및 현지
음식)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그런 변화를
당뇨병 관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담당 당뇨병
관리팀과 상의하십시오.
� 저혈당 상태일 때 겪었던 증상이나 상태를 담당
당뇨병 관리팀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비행기로 여행을 하실 때에는 다음 사항을 꼭
챙기십시오:
� 당뇨병 약과 당뇨병 관리용 물품은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타는 가방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수하물을
분실하는 사고가 생겨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당뇨병 약은 약국에서 받은, 라벨이 붙어 있는
원래의 용기에 그대로 넣어서 지참하십시오.
� 공항 보안이 허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당뇨병-관련 약과 용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 인슐린 펌프 및 용품
- 다른 주사 가능한 당뇨약병
- 심한 저혈당에 사용되는
응급 키트
- 사용한 주사기를 담는
용도의 단단한 표면의
용기
- 액체 (물이나 주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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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변화를 예방하십시오
여행을 하는 경우, 보통 목표 범위 내에서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혈당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을
때보다는 혈당을 자주 측정하여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질
위험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 당뇨병
관리팀에게 문의하십시오.
저혈당이 될 위험을 낮추려면 다음 사항을 챙기십시오:
� 효과가 빠른 탄수화물과 효과가 느린 탄수화물을
비롯하여 비상시에 먹을 간식을 항상 지니고
다니십시오. 크래커와 치즈, 크래커와 땅콩 버터, 또는
과일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포도당 정제나 빨리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사탕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 비행 중에는, 비상시에 먹을 간식을 좌석에 비치해
놓으십시오. 머리 위의 선반에 넣어두었다가는
비상시에 빨리 꺼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내식을 먹게 되는 경우 항공사에 미리 전화해서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당뇨병 환자용 기내식이 있는지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전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경우, 기내식이 서비스 되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투여하십시오. 기내식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ornerstones4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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