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광주석산고등학교
제2018-4-20호

2018학년도 2·3학년 소변검사 안내

교훈

성실, 협동, 봉사
보건실 650-7619
행정실 676-1475
팩 스 671-9029

◈ 목적: 성장기 학생들의 신장질환 및 소아 당뇨병 등의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성인기 질환으로 이환 되는 것을 예방
◈ 검사일 : 2018. 5. 04.(금) 오전 수업 중 (1교시부터 실시 예정)

◈ 검사대상 : 2, 3학년 전원

◈ 검사종목 및 결과의 의미
1) 요당: 당뇨병을 조기에 검진하기 위함이며 신장은 혈액 속의 당(혈당)을 소변으로 내보
내지 않도록 작용하지만, 혈당이 한도(170mg/dl 전후)를 넘게 되면 소변으로 나온다.

2) 단백: 신장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법이며 양성일 때는 신장이나 방광, 요도의 병을 생각
할 수 있다. 만성 신염이나 신증후군, 당뇨병성 신증에서는 병이 심할수록 소변 속의 단백량이 증가한다.

3) 잠혈: 혈뇨는 전신성의 출혈경향, 신, 요도, 비뇨기계의 종양, 염증, 이물 등 원인이다. 대량으로
섞여 있으면 소변은 붉은 포도주색이 되며 이는 출혈성 방광염이나 요로결석 등의 경우에 볼 수 있다.

4) PH: 산성뇨-당뇨병, 통풍, 신염, 탈수, 발열
알카리성뇨- 요로감염증(특히 변형균), 제산제의 장기투여, 계속적인 과호흡, 빈번한 구토

◈ 검사방법: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임상병리사가 학교출장 검사실시. 검사상
유소견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개별 2차 정밀검사 후 학교에 검사결과 제출요함.

◈ 검사 시 유의사항
1) 검사 전일 과격한 운동이나 지나친 채식, 비타민 C섭취를 제한한다.
2) 소변검사 종이를 소변의 중간 뇨에 묻힌 후 바로 검사요원에게 결과를 보인다.
3) 진단용 색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 물질, 물 등이 닿지 않도록 할 것
4) 반드시 본인의 뇨를 채취하고 처음 뇨 보다는 중간 뇨가 보다 정확함
5)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재 정밀 검사함

◈ 신장!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듭니다.
만성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집단 소변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형성,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매년 신장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신부전증 환자의 평생 치료비가 대략 2억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신장관련 질환의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당일 결석하는 학생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8. 4. 30.

광 주 석 산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