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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준비
AFINION™ Lipid Panel 검사 카트리지

핑거스틱 절차












검사 키트는 만료일까지 냉장(2~8°C) 보관하거나 최대 14일간 실온
(15~25°C) 보관하십시오.
검사 카트리지는 사용에 앞서 18~30°C까지 온도가 도달해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호일 파우치를 냉장고에서 꺼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최소 15분간 두십시오.
사용하기 직전에 호일 파우치를 개봉하십시오.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십시오.
손잡이를 이용해 검사 카트리지를 잡습니다.
손잡이를 이용해 검사 카트리지를 잡 고 있을 때, 사용 전에 한 번
거꾸로 뒤집은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리십시오.








환자 검체




손가락에서 바로 모세혈관 혈액.
정맥 전혈(EDTA 또는 헤파린 포함), 혈청 또는 혈장.
모세혈관 혈액은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항응고제 (EDTA 또는 헤파린)
를 포함한 정맥 전혈은 최대 4시간 동안 실온(15~25°C) 보관하거나 4
일간 냉장(2~8°C)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혈청 또는 혈장은 10일간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AFINION™ Lipid Panel Control







컨트롤은 냉장 보관하십시오(2~8°C). 개봉한 컨트롤은 8주간
안정적입니다.
컨트롤은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은 Afinion™ Lipid Panel Control 패키지 인서트에 명시된 허용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컨트롤 검사의 권장 빈도는 패키지 인서트를 참조하십시오.



천자 부위의 따뜻한 손과 좋은
혈류는 우수한 모세혈 검체 채취에
필수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환자의
손을 씻고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부드럽게 여러 번 마사지 합니다.
항상 장갑을 사용하십시오.
양손 중 한 손의 중간 손가락에서
피부 채혈 부위를 선택합니다.
알코올을 사용해 해당 손가락을 두
번 닦아줍니다.
손가락을 찌르기 전에 거즈 패드로
꼼꼼히 닦아 말려주십시오.
랜싯을 이용해 선택한 부위에
손가락을 힘껏 찌릅니다.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어 혈액
방울을 얻고 이 첫 방울은
닦아내십시오.
손가락을 다시 한 번 부드럽게
쥐어 두 번째 큰 방울을 만듭니다.
손가락을 쥐어짜지 마십시오. 채혈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혈액 방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손가락을
과도하게 쥐어짤 경우 오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뒷면의 검사 절차에 따라 샘플링
디바이스의 모세관을 채웁니다.

AFINION™ 2 분석기




분석기의 스위치를 켜고 선택 사항으로 사용자 ID를 입력하십시오.
뒷면의 검사 절차에 따라 환자 검체 및 컨트롤을 분석합니다.
분석 중 정보 코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원인과 조치는
AFINION™ 2 분석기 사용자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정보는 AFINION™ 사용자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중요한 정보 코드:
코드

원인

101

헤마토크리트 20% 미만

102

헤마토크리트 60% 초과

201

검체 용량 불충분

202

검체 채취 장비 외관에 과도한 검체

Afinion Lipid Panel 패키지 인서트.
Afinion Lipid Panel Control 패키지 인서트.
AFINION 2 분석기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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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
1

2

샘플링 디바이스를 살짝 위로 기울여 잡습니다.
샘플링 디바이스가 환자의 검체 또는 컨트롤의 표면에 닿도록 하고,
아래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 검체 또는 컨트롤로
캐필러리를 완전히 채웁니다. 공기 방울이 생기게 하거나 캐필러리
외부에 검체가 과도하게 남게 하지 마십시오. 캐필러리를 닦아내지
마십시오.

핸들을 이용해 검사 카트리지를
잡고 있을 때, 사용 전에 한 번
거꾸로 뒤집은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리십시오. 검사카트리지에서
샘플링 디바이스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3

4

샘플링 디바이스를 즉시
재장착합니다. 1분 이내에 검사
카트리지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6

버튼을,
환자 검체는
컨트롤은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7

버튼을 터치한 후 환자
ID를,
버튼을 터치한 후
제어군 ID를 입력하십시오.
버튼을 터치해 확인합니다.

화면에 결과가 표시되면 이를
기록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수락하십시오.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5

바코드를 왼쪽으로 향하게
한 채 검사 카트리지를
삽입합니다. 뚜껑을 수동으로
닫아 분석을 시작하십시오.

8

사용한 검사 카트리지를 제거해
즉시 폐기하십시오.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수동으로 닫아두십시오.

Abbott Diagnostics Technologies AS
Kjelsåsveien 161
P.O. Box 6863 Rodeløkka
NO-0504 Oslo, Norway
www.abbott.com/poct
© 2020 Abbott. All rights reserved. All trademarks referenced are trademarks of either the Abbott group of companies or their respective owners. 10005460-01 2020/06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