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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바람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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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재평가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은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중인

돌봄

종결

심각한 질병을 가진 소아청소년환아와
가족들의 봄바람이 되어주고,
땀을 닦아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땀을 날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외래진료 ☎ 1588-1511
소아청소년진료센터 완화의학과 이연희 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4시~5시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

• 입원진료 (주임상과 의뢰)
	주임상과에서 완화의학과(소아청소년)로 의뢰를 주시면,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솔솔바람)이 직접 방문합니다.
암성 소아청소년과 : 김성구 교수
비암성 소아청소년과 : 이연희 교수

Information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본관 11층
전담간호사 010-4748-5305
사무실(본관 11층) 02-2258-5305~6
FAX 02-2258-5304
E-mail ppct@cmcnu.or.kr

환아와 가족에게 의료적인 도움과 더불어
따듯한 돌봄을 드리기 위해
함께 합니다.

소아청소년완화의료는 무엇일까요?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중인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아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료과정에서 받는 통증 및
질환에 따른 불편한 증상, 스트레스 등 신체적·심리적·
사회적·영적 고통을 완화시켜 삶의 질 향상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뜻합니다.

기존에 받던 치료는 중단되나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심리사회적지지

	솔솔바람팀은 환아의 통증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아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경제적, 영적 복합적 어려움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 등의 선택은

합니다. 사회복지사 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

진료팀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며 환자와 가족의
선호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치료, 자원봉사자 연계(대학생 놀이시터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 원활한 의사소통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솔솔바람)은 환아의 현 의료

주임상과의 기존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환아와

• 마음상담

가족에게 더 나은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소아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에 대해 진료팀과 긴밀히 논의하고 더 나아가

진료팀과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이 함께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아와 가족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대해 마음상담

환아-가족-진료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및 심리검사를 제공합니다.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

복잡한 의료적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대상 중 마음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뢰를 통해 진행

있도록 돕습니다.

이용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진단명, 병의 진행 단계에 관계없이 완화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은 누구인가요?

합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
• 영적지지

	환아와 가족이 향후 치료와 돌봄 방향에 대한 의사

	영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톨릭, 개신교,

결정을 해야 할 때 또는 어려운 의학적 결정을 앞두고

불교 등 종교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환아와 가족들에게

환아의 현 상태 및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의논이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적인 위안을 제공합니다.

필요할 때 함께 합니다.
	환아와 가족이 놓인 상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
건강의학과 의사, 전담간호사, 전담의료사회복지사,

• 통증 및 증상관리

하고 환아와 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원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증은 치료중인 환아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주요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는 환아

요인 중 하나로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환아와

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족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있습니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솔솔바람 불어와 행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