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9〉(개정 2018.12.26.-2019년 HIV/AIDS 관리지침)

(HIV/AIDS) 검체시험의뢰서

의 뢰 

기 관

①의뢰기관명 ②담당의사명 

③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환 자

④검체번호 ⑥성 별

⑤생년월일  (나이:     세) 국  적  내국인(  )외국인(  )

⑦발 병 일 ⑧검체채취일 

⑨검 체 명 
⑪검체채취구분

(1차또는2차)

⑩시 험 항 목  HIV확인검사

담당의사소견서
 
    임상증상 :  

   

    검사동기 : 

    시 약 명 :                        (콤보시약 혹은 항체시약)         

    제 조 사 :

    제조번호 :

    유효기간 :

    환자 O.D값/Cut off 치 :            

                

                                           담당의사 :          서명(인)   

                                           면허번호 :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성적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명               기관 직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없음

※기재상 주의사항

  의뢰인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직인을 날인 합니다.

  



HIV/AIDS 확인검사 의뢰 시 준수사항

1. 가검물 시험의뢰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사항
   

구 분 기재 사항

의뢰기관에 관한 사항 의뢰기관명, 담당의사명, 의뢰기관 주소, 우편번호, HIV 담당자 전화번호

환자에 관한 사항 검체번호, 나이, 성별, 국적, 검체 채취일, 검체명, 검체채취 구분

담당의사 소견 및 

검사결과

임상증상, 검사동기, 검사시약에 관한 사항, cut off 치, 환자 O.D. 값, 

담당의사명, 면허번호와 서명

기타 사항 검사의뢰 연월일, 의뢰기관명 및 기관 직인을 찍어야 함

※ 단, HIV항체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에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HIV확인검사 의뢰를 위한 검체튜브는 반드시 검체 누출방지와 
냉동보관이 가능한 2㎖ outer screw cap cryovial tube를 사용하며, 
수송용기는 국제규격에 맞는 병원체안전수송용기(UN3373)에 
담아 운반하여야 합니다.(검체누출시 접수불가)
                                       
3. 검체튜브에는 의뢰서와 동일한 검체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4. Hemolysis, lipemic, icteric한 검체는 형광도 및 흡광도에 영향을 주고, 신선하지 않
은 혈청은 단백질 변형을 초래하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혈 후 1주 이
내(4~8℃보관)에 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검체량 1.5㎖이상. 
(단, 항원이 양성일 경우 잔여검체량이 1.8㎖미만일 경우 최종확인 검사 의뢰가 불가능
하오니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043)719-8212)와 협의 후 의뢰하여야 합니다.

5.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의 추구검사 의뢰검체, 미결정(질병관리본부 의뢰불가)
으로 판정된 검체 등은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043)719-8212)와 협의 
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6. 시험성적서는 의뢰서에 있는 의뢰기관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 또는 질병관리  
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수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발송합니다.

7.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뢰 및 종이 문서 시험의뢰시 가검물과 “HIV/AIDS 검체시  
험의뢰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시험검사의뢰 안내 → 에이즈확인검사의     
뢰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이사항 : 상기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사전연락 없이 반송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02)570-3427)

2㎖ outer screw cap 

cryovial 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