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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면 정확한 진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채혈한다. 이때 채혈은 주로 임상병리사가 시

행하는데 채혈 시 실수가 발생하면 감염으로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채혈에 따른 주삿바늘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와 임상병리사의 안전을 위한 올인원 채혈기를 고안했다. 올인원 채혈기는 가장 굵은 

정맥혈관을 찾기 위해 ‘AccuVein’의 기능을 이용했다. 이에 본 올인원 채혈기는 자동화 채혈 장비로써 혈관 

판독부터 시작하여 혈액 튜브에 혈액을 담는 과정까지 설계되어있다. 올인원 채혈기를 사용하면 자동화 기구

로 채혈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주삿바늘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들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채혈

기 내에서 정맥을 식별해 정확한 채혈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채혈 시간의 감축으로 인해 환자의 대기시간

을 감소시킬 수 있다. 

키워드: 올인원 채혈기(All-in-One Blood Collector), 

아큐베인(AccuVein), 감염 예방(Prevention of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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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면 정확한 진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채혈, 

즉 혈액 검사를 많이 하게 된다. 채혈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임상병리

사가 주로 시행하며, 채혈 시 실수가 발생하면 환자와 임상병리사 

모두 감염으로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1]. 또한, 대형병원의 경우 채혈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의 증가로 인해 채혈 대기시간이 늘어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채혈에 따른 주삿바늘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와 임상병리사의 안전을 위한 올인원 채혈기를 고안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2020년 D 광역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192

명 중 63.5%가 자상을 경험해본 적이 있고, 그 중 2회 이상 경험한 

경우가 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주삿바

늘의 분리 및 폐기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검사 

준비 중일 때가 25.4%, 혈액을 튜브 등에 옮겨 담는 중일 때가 

13.9%의 순서로 높았다. 자상 사고 주삿바늘의 종류는 일회용 주사기

가 58.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나비침이 31.1%, 진공관

바늘이 6.6% 순서로 많아 주삿바늘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2].

국외에서도 EPINet(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보고서에서도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종사자들

에게서 일회용 주사기로 인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아 주삿바늘

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3].

이에 본 올인원 채혈기는 임상병리사가 직접 바늘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채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1.2 Features of All-in-One Blood Collector 

정확한 혈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안한 본 올인원 채혈기는 

가장 굵은 정맥혈관을 찾기 위해 ‘AccuVein’의 기능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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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Vein’은 적외선을 비추어 혈관의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적외선

을 흡수하여 피부 표면에 혈관의 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로 특정한 말초 혈관을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장비이다

[4][Fig. 1].

현재 개발되어있는 채혈장치[5]가 있으나 그 채혈장치는 팔을 압박

하는 기능밖에 없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외 개발되어 있는 

채혈장치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채혈침과 같은 장치와 

한의원에서 부항을 뜰 때 쓰이는 전동 사혈침이 주로 개발되어 있다

[6][7][8].

이에 본 올인원 채혈기는 자동화 채혈 장비로써 혈관 판독부터 

시작하여 혈액 튜브에 혈액을 담는 과정까지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채혈기는 단순 혈액 검사, 생화학검사, 면역 혈청검사 등을 위한 

채혈 시에 사용한다.

Fig. 1. ‘AccuVein’ scanning blood vessels

III. Proposed Scheme

1. Design of All-in-One Blood Collector

1.1 Configuration of All-in-One Blood Collector

본 올인원 채혈기는 [Fig. 2]의 환자의 팔을 넣는 구멍, 바코드 

인식 부위, 카드 인식 부위, 튜브를 밀어주는 판, 주입구 좌우 운동틀과 

[Fig. 3]의 주삿바늘, 주삿바늘 좌우 이동틀, 주삿바늘 상하 이동틀, 

혈관 판독기, ‘AccuVein’, 압박밴드로 구성되어있다.

Fig. 2. Model Plot 1

Fig. 3. Model Plot 2

1.2 How to use of All-in-One Blood Collector

본 올인원 채혈기를 이용하여 채혈을 하는 순서는 [Fig. 4]와 같다. 

먼저 [Fig. 2]의 바코드 인식 부위와 카드 인식 부위에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 튜브를 올인원 채혈기가 준비한다. 

이후 환자의 팔을 구멍에 넣으면 [Fig. 3] 압박밴드가 환자의 팔을 

압박해 혈액을 모으고 ‘AccuVein’이 정맥을 비추면 혈관 판독기가 

가장 굵은 정맥을 찾아 준다. 가장 굵은 정맥을 찾은 후, 정맥혈을 

뽑기 위해 주삿바늘이 정맥혈관이 있는 자리로 이동해 채혈한다. 

혈액이 관을 통해 튜브에 다 채워지면 [Fig. 2] 튜브를 밀어주는 

판으로 튜브들을 밀어 채혈기 밖으로 내보낸다. 밖으로 나온 튜브에 

임상병리사가 환자 바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채혈을 끝낸 후 검사실로 

옮긴다[Fig. 4].

Fig. 4. Blood collection flowchart

IV. Conclusions

본 올인원 채혈기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자동화 기구로 채혈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주삿바늘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들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기구 내에서 정맥을 식별해 정확한 

채혈을 할 수 있으므로 채혈 실수를 감소시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채혈 시간의 감축으로 인해 환자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357

수 있다.

또한, 본 올인원 채혈기의 주삿바늘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채혈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보완한다면 보다 완벽하게 임상에서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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