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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에게는 다음 용기가 하나 이상 제공되었습니다.       
       Stool Culture Transport Medium, Cary Blair(분홍색 액체)   
액체를 버리지 마십시오.     Fixative SAF, Stool Transport Medium for Ova & Parasites(투명 액체) 
받은 모든 용기를 채워야 합니다.   Clean Vial(액체 없음)  

 

 
 

1 필요한 경우 변기에 소변을 봅니다. 
 

  
2 변기 시트를 올립니다. 비닐 랩(예: Saran  
Wrap™)을 가운데 부분을 내려가게 하여 변기 내부에 

위치시킵니다. 변기 시트를 내립니다. 비닐 랩 위에 대변을 
봅니다. 
 
 
 
 
 
 
 
 

3 또는 깨끗한 용기나 멸균된 요강을 사용합니다. 
소변이나 물이 대변 검체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4 뚜껑에 부착된 스푼을 사용하여 대변에서 피가 묻은 

부분이나 점액/흰색 부분(있는 경우)을 용기에 넣습니다.  
        용기가 넘치도록 하지 마십시오. 

 

 
5 액체가 담긴 용기: 액체가 “FILL LINE”에 닿을 때까지 2-

3 스푼의 대변을 용기에 넣고 뚜껑을 꽉 닫습니다. 빈 

CLEAN 용기(제공된 경우): 대변을 “FILL LINE”까지 

채우고 뚜껑을 닫습니다. 

 
 

6 내용물이 혼합되도록 액체가 든 용기를 흔듭니다. 
 

 
7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각 용기에 이름, 생년월일 

또는 보건 카드 번호 및 채취 날짜와 시간을 기입합니다. 
용기를 비닐 봉지에 넣고 밀봉합니다.  

 

 
8 24시간 이내에 대변을 채취한 용기를 검사실에 

가져옵니다. 늦어지는 경우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체를 검사실에 가져올 때까지 다음과 같이 

보관하십시오. 
CULTURE(분홍색 액체) – 냉장고 
SAF(투명 액체) – 실온 
CLEAN(액체 없음) – 냉장고 
 

비닐 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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