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배양과 민감성  충란과 기생충  전해질, pH, 지방, 포르피린

필요 물품 제공 물품 
- 깨끗하고 빈 플라스틱 식품
용기 또는

- 비닐 랩

- 멸균 검체 용기
- SAF 정착액 검체 용기
- FecalSwab(Copan 면봉)
- 나무 막대 한 개
- 생물학적 유해 물질 검체 봉지

검체 채취 방법 
1. 이름과 생년월일을 각 검체 용기에 적습니다.
2. 먼저 소변을 본 다음 대변 검체를 채취할 준비를 합니다.
3. 대변을 보면서 다음 중 한 방법으로 대변을 일부 받습니다.

• 빈 플라스틱 식품 용기를 엉덩이 밑에 댑니다 또는
• 변기 가장자리에 비닐 랩을 걸칩니다.

4. 검체 채취 직후 약간의 대변을 다음 각 검체 용기에 넣습니다.
• 멸균 검체 용기 – 나무 막대로 대변을 약간 채취합니다. 대변

1큰술(또는 호두 크기) 정도를 이 용기에 넣습니다.
• SAF 정착액 검체 용기 – 뚜껑에 달린 스푼을 사용합니다. 이 용기에

대변을 충분히 넣어 액체가 30mL 선(용기에 표시됨)까지 오르게
합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게 하세요. 스푼으로 검체를 액체와 섞이게
합니다.

• FecalSwab(Copan 면봉) – 면봉 끝을 대변으로 밀어 넣습니다. 끝부분
전체에 대변이 묻게 합니다. 면봉 끝이 밑을 향하게 하여 튜브에
넣습니다. 면봉 막대를 돌려 대변과 액체 배지를 섞습니다. 면봉
막대를 튜브에 댄 채 막대를 빨간 선에서 절단합니다.

5. 각 용기의 뚜껑을 꽉 닫습니다.
6. FecalSwab 및 SAF 용기를 살살 흔들어 내용물을 섞습니다.
7. 남은 대변 검체를 변기에 넣습니다. 검체 채취에 사용한 모든 물건을 비닐봉지에

넣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8. 손을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9. 채취 날짜와 시간을 검체 용기들에 적습니다.
10. 검체 용기들을 생물학적 유해 물질 봉지에 넣습니다.
11. 검체를 2시간 안에 검사실로 가져갑니다.

대변 검체를 받으면서 
소변이 섞이지 않게 
하세요. 

대변 검체를 변기에서 
채취하지 마세요. 

검체가 변기 안쪽에 닿지 
않게 하세요. 

SAF 정착액 용기나 
FecalSwab 용기에 있는 
액체가 쏟아져 나오거나 
흘러나오지 않게 하세요. 

검사실에 2시간 안에 가실 
수 없나요? 

검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가능하면 빨리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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