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 pCO2 pO2 O2 Sat B.E

7.35~7.45 35~45mmHg 83~108mmHg 94~100% -2.0 ~ 2.0

Ⅱ. 혈액검사

1. 혈액가스검사

1) ABGA(Arterial Blood Gas Analysis)

① 목적

호흡기능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② 검사방법 

우선 양쪽 radial artery pulse를 확인(Allen's test)하고 안되면 femoral 

artery를 검지와 중지로 촉지한다. 맥박이 촉지되는 부의를 헤파린 주사기로 

채혈하는데 주사기내에 혈액이 저절로 밀려 나오면서 채혈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때 색깔로도 혈액을 구분할 수 있는데 동맥혈을 제대로 찾았을 경우 

선홍색을 띄며, 정맥혈인 경우 검붉은 색이다. 

③ 주의 사항 

반드시 헤파린 코팅된 3cc 주사기를 사용한다. 채혈량은 2cc 정도면 된다. 채

혈 후 채혈 부위는 출혈이나 혈종이 생기지 않도록 10분간 눌러준다. 주사기

의 바늘은 고무마개를 끼우고 바코드를 붙여 얼음 위에 담은 상태에서(확산 

방지) 즉시 진단검사의학과실로 내린다.  

 ④ 참고치

  

- 3cc주사기에 헤파린을 통과시켜 ABGA용 

    헤파린 주사기를 만든다.   

- 채취한 동맥혈은 얼음 위에 올려 채취 

 직후 바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를 의뢰한

     



WBC

참고치 4.00-10.00k/ul

임상적 의의
상승 백혈병,급성 감염증

저하 재생 불량성 빈혈,과립구 감소증.

RBC

참고치 남:4.20-6.10H/ul,여;3.80-5.40H/ul

임상적 의의
상승 진성 다혈구증,부신부전증,심폐질환

저하 각종빈혈,골수 기능 부전.

Hb

참고치 남;13.5-17.5g/dl, 여;12-16g/이

임상적 의의
상승 적혈구 증다증

저하 빈혈,백혈병

Hct

참고치 남;40.0-52.0%, 여:37.0-47.0%

임상적 의의
상승 탈수,선천성 심질환,다혈구 혈증

저하 빈혈,부종,간경변증

Platelet

참고치 130000-400000k/ul

임상적 의의
상승 만성 백혈병,원발성 혈소판 증가증

저하 급성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

neutrophil
참고치 40.0-72.0%

임상적 의의 상승 감염증,염증,심근경색,골수성 백혈병

Lymphocyte
참고치 20.0-45.0%

임상적 의의 상승 바이러스 감염증,림프성 백혈병

Monocyte
참고치 4.0-12.0%

임상적 의의 상승 세균성 감염,교원병

Eosinophil
참고치 0.0-7.0%

임상적 의의 상승 천식,홍역,기생충증

Basophil
참고치 0.0-2.0%

임상적 의의 상승 만성 골수성 백혈병

2. 혈액학검사

1) CBC &Diff

① 목적 : 감염, 질병 과정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 제공

② 검사방법 : EDTA  tube에 3cc 채혈.

③ 참고치

 

 Diff count.



참고치 남;0-9mm/h, 여:20mm/h

임상적 의의

상승 염증,세균성 감염,류마티스 열,심근 경색증

저하 적혈구 증가증,적혈구 빈혈,악액질

2) ESR

① 목적

 면역질환, 감염 및 염증성 질환 진단 및 추적 평가

② 검사방법

EDTA  tube에 3cc 채혈. 

③ 참고치

   

3) PT/PTT

① 목적

응고 기전 이상 진단.

② 검사방법

 SC tube에 1.8cc 채혈

③ 참고치;11.9-15.3/29.6-45.2

 지연:혈우병,DIC,각종 응고 인자의 결핍 또는 이상증.

 촉진:혈전 형성 전단계,hyperfibrogenemia.

4) D-dimer

① 목적 : DIC 진단에 유용

② 검사방법 : 하늘색 SC tube에 3cc 채혈

③ 참고치

정성:negative.

정량:≤1.00ug/ml

증가 시:DIC,악성 종양,감염증,Shock.

5) fibrinogen

① 목적 : DIC 진단에 유용

② 검사방법 : 하늘색 SC tube에 3cc 채혈

③ 참고치

   194-410mg/이

   상승:감염증,악성 종양,nephrosis증후군

   저하:선천성 fibrinogen 결손증,DIC,간경변,간암



3.혈액은행

1) ABO Typing.

① 혈액형 판별하는 검사,

ABO 불일치 시 혈액이 수혈되면 심한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 일으킴

② 검사방법

EDTA tube 3cc ,plain tube 4cc 채혈.

2) Rh typing

① Rh(D)항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응집이 있으면Rh(D)양성,응집이 없으면 Rh(D)음성.

② 검사방법

EDTA tube 3cc ,plain tube 4cc 채혈.

3) Antibody Screening test(항체 선별 검사)

① 비예기 항체를 선별하는 검사

비예기 항체에 반응할 수 있는 항원이 존재하는 적혈구를 수혈할 경우 

용혈성 부작용을 일으킴.

② 검사절차

 EDTA tube 3cc ,plain tube 4cc 채혈.

4) Red blood cell(pack cell):농축 적혈구

① 설명

   전혈에서 혈장과 항응고제를 제거한 농축 적혈구

② 종류

   320cc / 400cc

③ 적용 대상

   만성 빈혈환자

   수술 또는 외상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

④ 절차

대상자 혈액형 확인 후 투여

1단위 주입은 4시간 이상 초과 하지 않는다.

5) W/B(전혈)

① 적혈구,혈장,혈장 단백으로 구성

항 응고 보존제가 들어 있는 혈액을 채혈하여 냉장 보관

② 적용 대상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



출혈이 지속되어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

③ 절차

대상자 혈액형 확인후 투여

1단위 주입은 4시간 이상 초과 하지 않는다.

6) FFP(Fresh Frozen Plasma);신선 동결 혈장

① 전혈로부터 분리한 혈장을 동결시킨 혈액 성분 제재

② 적용대상

   혈액 응고인자 결핍의 보충을 위해 사용

③ 절차

   대상자 혈액형 확인 후 투여

   1단위당 15-45분을 넘지 않게 주입

7) platelet(혈소판 농축)

 ① 전혈로부터 소량의 혈장에 다량의 혈소판이 포함된 혈액 제재

 ② 적용대상

   지혈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

   혈소판 감소증,혈소판 장애가 있는 경우, 출혈 예방에 적용

 ③ 절차

   대상자 혈액형 확인후 투여, 1단위당 5분이내 주입

4. 임상화학검사

Chemistry 1
OT/PT, LDH, CPK, ALP, GGT, T-protein, Albumin,

T-cholesterol, TG, T-bilirubin, BUN/Cr, Uric acid, IP, T-ca

Chemistry 2 Chemistry 1 +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Chem2A Na, K, T-CO2, Cl,CRP

osmo pannel Glucose, BUN/Cr, Na, K, Cl

EM1 Na, K, T-CO2, Cl,Glucose, BUN/Cr, OT/PT, Albumin

EM2 LDH/CPK, ALP/GGT, T-protein, Uric acid, IP, T-ca



1) EM1

Na

참고치 135-145mmol/L

임상적 의의

상승 탈수증, 당뇨병, 요붕증, 쿠싱 증후군

저하 구토, 설사, 세뇨관성 acidosis.

K

참고치 3.5-5.5mmol/L

임상적 의의

상승 급성 신부전, addison 병,

저하 qlsqjsgks 설사, 구토, 쿠싱 증후군, 탈수, 신기능손상

T-CO2

참고치 22-29mmol/L

임상적 의의 산, 염기 평형관계 검토

CL

참고치 98-110mmol/L

임상적 의의

상승 탈수증, 세뇨관성acidosis,

저하 구토, 급성 신부전, 이뇨제 투여

Glucose

참고치 70-110mg/dl

임상적 의의

상승 당뇨병, 내당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 insulinoma, 간경변, 간암

BUN

참고치 6.0-23.0mg/dl

임상적 의의

상승 신기능 장애, 신부전, 뇨로 폐색, 탈수증

저하 간부전, 임신, 저단백식

Creatinin

참고치 0.5-1.3mg/dl

임상적 의의

상승 신부전, 뇨독증, 울혈성 심부전, 말단 거대증

저하 중증 근 dystrophy증

SGOT

참고치 7-38iu/L

임상적 의의 상승 급만성 간염, 간경변, 지방간, 심근경색

SGPT

참고치 4-43iu/L

임상적 의의 상승 알콜성 간염, 급 만성 간염, 간경변, 지방간

Albumin

참고치 3.10-5.20g/이

임상적 의의

상승 영양과다, 탈수증

저하 영양 불량, 흡수장애, 골수종 신장염,



2) EM2

LDH

참고치  105-260iu/L

임상적 의의 상승 간질환, 심질환, 악성종양, 임신, 과격한 운동 후

CPK

참고치  50-200iu/L

임상적 의의

상승
근 dystrophy증, 다발성 근염, 급성 심근경색,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증

ALP

 참고치 남 : 40-130, 여:35-105iu/L

임상적 의의

상승 급성 간염,간암,담도암,골질환,소아,임신,성장기 청소년

저하 선천성 저ALP 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악성빈혈

GGT

참고치 남:5-61iu/L, 여;5-34iu/L

임상적 의의 상승
담도 폐색, 약제성 간염, 간암, 만성 간염, 

알콜성 간장애

T-P

참고치  5.8-8.1g/이

임상적 의의

상승 탈수, 만성 감염증, 만성 간장애, 간경변, 골수종

저하 nephrosis증후군, 단백 누출성 위장증.

Uric acid

참고치 남:4.0-7.0mg/dl  여;3.0-5.5mg/dl

임상적 의의

상승 통풍, 신부전, 백혈병, 악성종양

저하 세뇨관 재흡수 장애,임신

T-Ca

참고치 8.2-10.8mg/이

임상적 의의

상승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악성 종양,다발성 골수종

저하 vita min D결핍증,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신부전

T-bil

참고치  0.2-1.4mg/dl

임상적 의의 상승 간질환, 용혈성 질환, 폐색성 황달



3) lipid battery

Total-cholesterol

참고치 34-143mg/dl

임상적 의의

상승 가족성 고지혈증, 간세포성 질환, 폐색성 황달

저하 간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영양장애

LDL-cholesterol

참고치 ＜130mg/dl

임상적 의의

상승
가족성, 특발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 LDL콜레스테롤 혈증

저하
무 지단백 혈증, 저 지단백 혈증,

저LDL콜레스테롤 혈증

HDL-cholesterol

참고치 남;30-60mg/dl, 여;38-73mg/dl

임상적 의의

상승 가족성 고 HDL콜레스테롤 혈증, 알코올 섭취.

저하 동맥경화,

Triglyceride

참고치 34-143mg/dl

임상적 의의

상승 가족성 고 lipoprotein혈증,당뇨병,동맥경화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변, 흡수 부전 증후군

4) C3, C4 

① 목적 

  면역계가 관여하는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

② 검사방법 

  plain tube에 4cc 채혈한다.

③ 참고치 

C3

참고치 90-180mg/dl

임상적의의

상승
만성관절 류마티즘, 류마티스열, Bechect's 병,

악성 종양

저하 급성사구체신염, SLE, 자가면역질환

C4

참고치 10-40mg/dl

임상적의의 상승
만성관절 류마티즘, 류마티스열, Bechect's 병,

악성 종양



5. 면역 혈청학

입원  시 routine으로 나가는 선별검사 항목이다. 

1) HBS Ag

① B형 간염Virus의 지속 감염의 확인

HBS Ag이 6개월 이상 지속 시 만성 보균자나 만성 간염을 의미.

② 검사 방법

Plain 정맥혈 4cc 채혈

③ 참고치

negative＜1.00 index

2) HBS Ab

① B형 간염 진단

혈중 존재 시 감염 회복, 면역 상태 의미

② 검사 방법

plain tube에 정맥혈 4cc 채혈

③ 참고치

negative＜1.00 iu/L

3) HCV Ab

① C형 간염 Virus의 감염 진단

② 검사 방법

plain tube에 정맥혈 4cc 채혈

③ 참고치

negative＜1.000 index

4) HIV Ab

① 후천적 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Virus 선별검사

② 검사 방법

plain tube에 정맥혈 4cc 채혈

③ 참고치 negative

5) VDRL

① 매독 선별 검사

② 검사 방법

plan tube에 정맥혈 4cc 채혈

③ 참고치

nonreactive



6) ASO

① A 군 용혈균이 생산하는 균체 외독소 Streptolysin O 에

대한 항체가 평가

② 검사 방법

plaintube에 정맥혈 4cc 채혈

③ 참고치

negative,≤160 u/ml

상승:선홍열,급성 사구체 신염

저하:면역 부전 증후군

7) 종양 표지자(Tumor Marker)

TM1

AFP

참고치 negative

상승
간암종, 간세포암, Yolk sac 종양, 유아간염, 간

경변, 간염, 임신후반

CEA

참고치
비흡연⦤5.00 ng/ml

흡연 ⦤6.50 ng/ml

상승
전이성 간암, 결장 직장암, 췌장암, 담도암, 폐

암, 위암, 유방암

TM2

(TM1+CA19-9)
CA 19-9

참고치 ⦤34.00 u/ml

상승 췌장낭, 담낭, 담관암, 위암, 대장암

TM3

(TM2+PSA)
PSA

참고치 ⦤4.10 ng/ml

상승 전립선암, 전립성 비대증, 전립선염

8) Widal test

① 장티푸스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② 검사방법 

   Plain tube에 정맥혈 4cc 채취한다. 

③ 참고치 

   O⦤1:180, H⦤1:180

9) Mycoplasma Ab

 ① 기관지염, 폐렴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② 검사방법 

    plain tube에 4cc 채혈한다.

 ③ 참고치 Negative<1:40 



전용용기

10) Cold agglutinin test

 ① 목적 : 한랭 응집소의 검출 및 mycoplasma 폐렴의 보조 진단으로 쓰인다. 

참고치 성인 Negative<1:16

임상적 의의 positive
mysoplasma폐렴, 한랭 응집소증, 후천성 용혈성

빈혈, 전염성단핵증 의미.

 검체 채취 후 검체를 손에 쥔 상태

에서 바로 검사실로 내려가 검사실 

직원의 손에 넘겨 준다. 

검체가 체온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1) Quantiferon TB

① 결핵균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② 방법 

   전용 용기는 진단검사 의학실에서 냉장보관 한다.

병동에서는 채혈 1시간 전에 진단검사

의학실로 연락한다. 1시간 후 전용 용기를 가져와 3cc 채혈하여 1cc씩 나누어 

담고 겔이랑 섞이도록 흔들어 준다.

③ 참고치   negative



12) 당화혈색소(HbA1C)

 ① 목적 : 당뇨병 환자의 치료 경과 관찰, 장기간의 혈당 조절의 지표가 된다.

참고치 성인 4.7~6.4%

임상적 의의
상승 당뇨병, 임신, 신부전

저하 용혈성 빈혈

13) OGTT(Oral glucose tolerance test)

  ① 일정량의 포도당을 구강으로 투여 후 당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② 방법 

검사 전날 MN 후 금식한다. 검사 당일 아침 6시에 BST를 체크 한다. 

75g 디아솔 복용 후 30분 간격으로 4번 BST 체크 한다.

디아솔은 검사실에서 수령한다. 검사 후 체크한 BST를 검사실에 알려 준다.

14) C-peptide

① 췌장 β 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참고치 성인 1.10~4.40ng/ml

임상적 의의
상승

insulinoma, 인슐린 자가 면역 증후군,

인슐린 항체 존재

저하 당뇨병(IDDM), 췌장암, 하수체 기능저하증

15) Ammonia

 ① 암모니아 혈증으로 인한 간성 혼수, 간뇌 증후군 등의 진단 및 치료 관찰

참고치
남성 27~102mcg/dl

여성 19~87mcg/dl

임상적 의의
상승 간경변, shock

저하 저단백식, 빈혈

16) ACCR(Amylase creatinine clearance test)

 ① 신장 기능 장애를 진단한다.

 ② 방법 

   자고 일어난 후 아침 첫 소변을 버린다. (보통 아침 6시) 

   이후부터 보는 모든 소변은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4시간 동안 모은다.

   첫 소변 본 후 2시간 후 plain tube 4cc 혈액 채혈하여 직접 라벨링 후 진단검

사의학실로 내린다. 모은 소변의 total volume을 기재한다.

참고치 성인 2.0~5.0%

임상적 의의 저하 급성 신염, 신부전, shock, 세뇨관 혈관압 상승



6. 뇨검사 

 일반 소변 검사

7. 미생물검사

1) 혈액배양검사(Blood C/S)

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을 배양하여 균명을 정확하게 동정하고, 동정된 

균에 대한 감염증 치료에 필요한 항생제를 선택하기 위함이다.

② 검사방법 

검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무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하므로 멸균 소독된 D-Set에 

포타딘, 알콜 ball을 준비한다. 소독된 장갑을 착용하고 채혈 부위를 포타딘으

로 소독한 후 10cc를 채혈하여 2개의 bottle에 나누어 담는다(하늘색 뚜껑-호기

성, 주황색 - 혐기성). 3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5cc를 채혈하여 하늘색 

bottle에 담는다. 

③ 주의사항 

채혈부위를 바꾸어 가면서 30분 간격으로 채혈한다. 

④ 참고치   no growth

혈액배양 검사 준비

 < 준비물 >

드레싱 셋트, 포타딘 볼, 알콜 볼,

소독 장갑, culture bottle, 

sample용 10cc주사기, 토니캣

   

2) 소변배양검사

① 요로 감염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② 방법 

요로 끝은 소독솜으로 앞에서 뒤로 닦고 중간 소변으로 20cc 이상의 검체를 채

취하여 전용용기에 담아 검사실로 내린다. 필요시 nelatone catheterization을 



시행한다. 

③ 참고치    Less than 1000 이하

3) Sputum AFB stain

① 결핵균 또는 나균 등 항상성균 감별 염색을 하기 위한 1차적 선별검사이다. 

② 방법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의 객담을 전용용기에 모은다. 

③ 참고치 Negative

8. 바이러스검사

1) Korean fever 3종

① 한탄 바이러스,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를 진단하기 위함이다. 

② 검사방법 

일반 혈액 채취법으로 plain tube에 4cc 채혈한다. 

③ 참고치 

negative

④ 참고사항 

쯔쯔가무시를 진단하기 위해 환자에게 사정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환자의 몸에 

있는 eschar 이다. 이것은 벌레 등에 물린 상처로 1개 이상의 손톱만한 eschar

가 있다.

< 팔에 난 eschar >



9. 빈혈검사

1) Anemia pannel

 출혈 소인이 없이 혈액 검사 상 낮은 Hb를 보이는 환자에게 실시하여 빈혈의 원인

을 찾는다.

 ① Fe 

   목적 : 조혈기능 진단, TIBC와 함께 빈혈 등의 감별 진단

참고치
남성 66~186mcg/dl 

여성 47~188mcg/dl

임상적 의의
상승 재생불량성 빈혈, 급성 간염, Hemochromatosis

저하 철결핍성 빈혈, 진성 다현증, 악성종양, 임신  

② TIBC 

 목적 : 철 대상 이상의 진단 및 병태 파악, 혈청 Fe와 함께 빈혈 등의 감별진단

참고치 성인  256 ~ 426 mcg/dl

임상적 의의
상승 철결핍성 빈혈, 급성 간염초기

저하 간경변, 악성종양, 신장질환   

 ③ ferritin

    목적 :백혈병, 간암, 폐암, 췌장암 등 악성 종양의 보조적 진단 

참고치
남성 30~400mcg/dl  

여성 13~15mcg/dl

임상적 의의
상승

급성기 반응 물질, 백혈병, 간암, 췌장염, 재생 

불량성 빈혈

저하 철 결핍성 빈혈, 임신, 수유

 ④ Reticulocyte count 

    목적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 등을 반영 및 빈혈 시 병태생리 분류

참고치
성인  0.5~2.5%

신생아  2.0~6.0%

임상적 의의
상승 용혈성 빈혈, 철 결핍성 빈혈

저하 재생 불량성 빈혈, 골수 기능 저하   

 ⑤ PB smear 

목적 : 혈액 질환시 진단이나 경과관찰,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빈혈, 혈소

판 감소증등 진단



10. 갑상선기능검사

1) TFT(Thyroid function test-T3, Free T4, TSH)

  목적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T3

Free T4

참고치

T3 0.63~2.00ng/ml

Free T4 5.10~14.10ng/ml

임상적 의의

상승 갑상선 기능항진증

저하 갑상선 기능저하증

TSH

참고치 0.27~5.07ng/ml

임상적 의의

상승 원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TSH 생성 종양

저하 갑상선 기능항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