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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소변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How to collect a urine sample from Babies
중요

검체를 채취하기 전에 아래의 안내 사항을 모두 읽으십시오.
검체를 올바로 채취하도록 각 단계를 따라주십시오.

제공 물품
- 소변 채취 봉지
- 검체 용기
(사용 준비가 되기 전까지 열지 마십시오)
- 소독 천
검체 채취 방법
1.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라벨에 이미
적혀 있지 않으면 검체 용기에 적습니다.

2.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3. 손을 수건으로 잘 닦아 말립니다.
4. 아기의 기저귀를 벗깁니다.
5. 아기의 음부와 엉덩이를 소독 천으로 닦고
소변 채취 봉지를 부착합니다(자세한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6. 부위가 자연히 마르게 둡니다.
7. 소변 채취 봉지 위에 깨끗한 기저귀를
놓습니다.

8. 소변이 나왔는지 20 분마다 확인합니다.
9. 소변이 10~15mL(2~3 찻숟가락) 정도 나오면
검체를 채취할 준비를 합니다.

10.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11. 검체 용기를 열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용기나 뚜껑의 내부는 언제라도 만지지
마십시오.

필요물
- 깨끗한 기저귀

12. 소변 채취 봉지를 조심스럽게 벗깁니다.
13. 소변 채취 봉지를 검체 용기 입구에
씌웁니다.

14. 봉지 밑의 한 구석을 가위로 자르거나 봉지
밑의 구멍을 덮고 있는 탭을 제거합니다.

15. 소변이 검체 용기로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16. 뚜껑을 돌려서 단단히 닫습니다.
17. 손을 씻습니다.
18. 검체를 가능하면 빨리 검사실로 가져갑니다.
채취 후 30 분 안에 가져가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실 직원에게 소변 채취 봉지에서 검체를
채취했다고 하십시오.
검사실에 30 분 안에 가실 수 없나요?
• 소변 채취 시간을 검체 용기에 적으십시오.
• 검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 가능하면 빨리 가져가십시오.

여아의 경우
1 단계

2 단계

남아의 경우
앞에서 뒤쪽으로 닦고, 각 음순이

1 단계

음경을 위에서 아래로 닦기

접힌 부위를 구석구석 닦습니다.

시작합니다(필요하면 포피를 당겨 귀두가

항문 주위를 닦습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부위가 자연히 마르게 둡니다.

음낭을 닦습니다. 항문 주위를 닦습니다.

소변 채취 봉지의 접착부에서

부위가 자연히 마르게 둡니다.
2 단계

아래쪽 보호대 반 조각을

소변 채취 봉지의 접착부에서 아래쪽 보호대
반 조각을 떼어냅니다.

떼어냅니다.
아기가 움직이면 구멍이 음낭과 음경을 감쌀
때까지 접착제 보호 조각을 그냥 붙여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단계

아기의 다리를 벌리고 사타구니의

3 단계

아기의 다리를 벌리고 사타구니의 접힌 피부를
펼칩니다.

접힌 피부를 펼칩니다.
봉지의 하반부를 아기에게

봉지의 하반부를 아기에게 씌웁니다. 봉지의

씌웁니다. 봉지의 가운데가 항문과

가운데가 항문과 음낭 사이의 좁은 부위에

질 사이의 좁은 부위에 놓이게

놓이게 합니다. 접착 부위를 바깥 쪽으로

합니다. 접착 부위를 바깥 쪽으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음낭 주위의 제자리에

부드럽게 누르면서 제자리에 단단히

단단히 붙게 합니다.

붙게 합니다.

음경을 소변 채취 봉지의 구멍 안으로
넣습니다.

4 단계

접착부 위쪽의 반 조각을

4 단계

접착부 위쪽의 반 조각을 떼어냅니다.

떼어냅니다.

접착 부위를 위쪽과 바깥 쪽으로 부드럽게

접착 부위를 위쪽과 바깥 쪽으로

누르면서 제자리에 단단히 붙게 합니다.

부드럽게 누르면서 제자리에 단단히
붙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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