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천자
Amniocentesis
Amniocentesis is a test in which a small
amount of amniotic fluid is removed with a
thin needle. Amniotic fluid is the fluid that
surrounds a baby in the uterus (womb). The
sample is sent to a lab and tested for certain
birth defects or genetic problems. This test
may also be done for other reasons. The
results of this test are very accurate.

양수천자는 얇은 바늘로 소량의 양수를
제거하는 검사입니다. 양수는 자궁(아기집)
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입니다.
샘플은 실험실로 보내져 특정한 선천적 결함
또는 유전적 문제가 있는 지 검사됩니다.
이 검사는 또한 다른 이유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매우
정확합니다.

There are some risks with this
test:

이 검사를 할 때 약간의 위험이
따릅니다:
•

양수의 누출이나 감염

The needle touching the baby

•

바늘이 아기를 건드릴 가능성

•

Early delivery

•

조기 분만

•

Miscarriage

•

유산

•

A leak or infection of the amniotic fluid

•

Talk to your doctor about these risks and any
other concerns.

이러한 위험 및 기타 우려 사항에 대해
담당의와 상의하십시오.

During the Test

검사 중

Arrive on time for your test. Plan on this test
taking about 1 hour.

검사받는 날 제시간에 도착하십시오. 약 1
시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시오.

•

You will wear a hospital gown.

•

병원 가운을 입게 됩니다.

•

You will lie on your back with your
stomach uncovered.

•

복부를 노출한 채 등을 대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

Your stomach will be cleaned.

•

위장을 세척하게 됩니다.

•

Your doctor will use ultrasound to see
your baby and find safe pockets of
amniotic fluid. An ultrasound is a picture
of your baby using sound waves.

•

담당의가 초음파를 이용하여 아기를
보면서 안전한 양수 주머니를 찾습니다.
초음파는 음파를 이용하여 찍은 태아의
사진입니다.

•

Your doctor may numb the skin where
the needle goes in. You may feel a sting.

•

주사를 찌르는 피부를 약간 마취시키기도
합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따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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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needle enters
the uterus, you may feel
cramping.

•

The doctor will take out a
small sample of the fluid
and remove the needle.
The needle is in for less
than 1 minute.

•

A monitor will be placed
on your stomach for 15 to
30 minutes to check your
baby’s heartbeat.

•

자궁내막

Uterine wall

Uterine wall

Uterine wall
태반

Placenta

Placenta

Placenta

양막강

Amniotic cavity

Amniotic cavity

Amniotic cavity

• 의
 사는 양수를 채취한 후
바늘을 뽑습니다. 바늘이
들어가 있는 시간은 1
분도 되지 않습니다.
• 모
 니터를 복부에 15-30
분 가량 놓고 태아의
심장 박동을 검사합니다.
• 실
 험실 검사가 완료되면,
의사가 결과를 귀하에게
알려드립니다. 결과는
약 2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Once the lab tests are complete, your
doctor will share the results with you.
This may take about 2 weeks.

After the Test

• 바
 늘이 자궁을 통과할
때 약간 경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

검사 받은 날은 집에서 쉬십시오.

Drink plenty of liquids.

•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If you have cramping, lie on your left
side.

•

경련이 있으면 왼쪽으로 돌아누우십시오.

•

Rest at home today.

•
•

Call your doctor right away if
you have: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심한 경련

Fluid leaking from the vagina

•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옴

•

Bleeding from the vagina

•

질에서 피가 나옴

•

Fever

•

발열

•

Your baby is less active

•

태아가 잘 움직이지 않음

•

Other concerns

•

그밖에 문제

•

Severe cramping

•

Talk to your doctor or nurs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질문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의나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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