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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표본 수집 

흰 종이를 변기 내부의 물 위에 펼쳐 놓습니다. 

 

변을 봅니다. 변은 종이 위에 놓이게 됩니다. 
녹색 캡을 비틀어 엽니다. 그런 다음 스틱을 뽑아 
냅니다. 

 

종이가 가라 않아 변이 물에 닿기 전에 변 
표본을 수집합니다. 스틱으로 변을 문질러 
스틱에 변을 묻힙니다. 

 

스틱의 홈이 파인 부분이 변 표본으로 완전히 
덮이게 해 주십시오. 

 

스틱을 병에 넣은 다음 녹색 캡을 단단히 
잠급니다.  다시 열지 마십시오. 
변기 물을 내립니다. 흰 종이는 하수도를 막히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병과 시험실 요청서를 비닐 봉투에 넣어 시험실에 
돌려 주십시오. 

 
 

    변 

변  표본 

의료검사에는 많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시험들은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검사들은 단식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검사들은 단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맞은 검사 준비에 

하여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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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ol Sample Collection 
 
 
Unfold white paper. Put inside toilet bowl on top 
of the water. 

 

 
Have a bowel movement. Stool will be on top of 
the paper. Twist and lift off the green cap. Pull 
out the stick. 

 
 
Take stool sample before paper falls and stool 
touches water. Scrape stool with the stick. 

 

 
Make sure the grooved part of the stick is 
covered with stool sample. 

 
 
 
Put stick back in bottle. 
Screw the green cap on tight. Do not reopen. 
Flush toilet. White paper will not harm plumbing. 

 
 
Put bottle and lab requisition in plastic bag and 
return to lab.  
 

 
 

  STOOL 

 STOOL SAMPLE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medical tests and they require different kinds of preparation.  For 
example, some tests require fasting while other tests do not.  Talk to your doctor about the test 
preparation that is right for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