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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고혈압

수 있어요. 고혈압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별한 원인 없

알아내어 치료해야 해요.

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한테 왜 이 설명서를 주시나요?

제가 고혈압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린이의 혈압이 높아서

뛰어다니거나, 화가 나거나, 게임을 할 때

우선 혈압을 다시 재어 보아야 해요. 뛰어

이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

혈압은 잠깐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

다니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한참 앉아있다

혈압이 뭐예요?

러 번 재어도 계속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

가 혈압을 재지요. 하지만 이 때 게임을 하

일 수 있으니 의사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면 혈압이 또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조심!

우리 몸의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낼
때 그 피가 지나가는 혈관이 받는 힘의 세

그래도 계속해서 혈압이 높으면 그 이유를

기를 말해요. 이런 도구로 검사하지요.

찾아내어 치료를 해야 해요. . 음식을 싱겁
게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치료가 더 잘
될 거예요!

(혈압계 그림)

고혈압이 뭔가요?
혈압이 높은 것을 말해요. 혈압이 너무 높
으면 심장이 힘들게 되고 혈관이 약해질

(혈압측정 그림, 어린이로)

고혈압은 왜 생기나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콩팥이나 심
장 또는 몸 안의 다른 장기에 병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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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뇨

단백뇨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변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먼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아야 해요. 괜

저한테 왜 이 설명서를 주시나요?

알아보려면 “요시험지봉”이라는 검사 종이

찮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소변(오줌)검사에서 단백질이 나와서 (단백

에 소변을 묻혀서 종이에 있는 색이 변하

뇨가 있어서) 이 설명서를 드려요.

는지 보아요.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있으면
검사 종이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다시 검사해도 단백뇨가 계속 있으
면 콩팥이 아픈 것 일수도 있어요. 이 때에
는 어린이 콩팥병 의사 선생님에게 가봐야
해요. 만약 소변에 거품이 아주 많거나

단백뇨가 뭔가요?

이

상하게 많이 피곤하거나, 몸무게가 갑자기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말

늘어나거나 몸이 퉁퉁 붓거나, 혈압이 높으

해요. 어린이들은 뛰어다니거나 열이 날 때

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소변을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
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다면
콩팥이 아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를 하나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우선 소변으로 검사를 다시 해봐요.보고,
소변에 단백질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단백
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양을 재봐요. 양을

<요시험지봉 검사>
(단백뇨 없음)

재보아도 소변으로 나오는 단백질이 많으
(단백뇨 심함)

면 이유를 알기 위해서 피검사, 초음파 같
은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있는지
를 알아보려면 병원에서 소변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을 정확히 재어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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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피검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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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잠혈
저한테 왜 이 설명서를 주시나요?
소변(오줌)검사에서 “요잠혈”이 있어서 이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

혈뇨는 왜 생기나요?
요잠혈이 뭔가요?

소변이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요잠혈은 소변에 “피가 숨어있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지나는 길 중에 어딘가에

소변에 피(적혈구)가 섞이는 것을 혈뇨라고

상처가 생기면 혈뇨가 나올 수 있어요.

하는데, 소변에 피가 숨어 있으면 소변

상처나 세균감염이 요도나 방광에 생기는

검사 종이 색깔이 푸르게 변해요. 이것을

“방광염” 일 수도 있고, 소변으로 칼슘이

“요잠혈”이라고 해요.

많이 나와도 혈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림에는 콩팥이라고 나오지 않고
저는 어떻게

신장이라고 나옵니다.)

해야 하나요?

콩팥이 아플 때에도 혈뇨가 생길 수

“요잠혈”이 있을

있는데, 이때에는 혈뇨가 오랫동안 계속

때에는 다시 한

나와요.

번 검사를 해보
아야 해요. 다시

혈뇨가 있더라도 잠깐 나오는 것이면 걱정

검사해도

요잠

할 필요 없어요 (코피가 잠깐 나고 마는 것

혈이 계속 나오면 정말 혈뇨인지 알기 위

처럼). 그런데, 계속 혈뇨가 나오면 콩팥이

해서 현미경으로 소변을 들여다보는 검사

아픈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때에는 어린이

를 하지요

콩팥병 의사 선생님에게 가봐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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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당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당이 나오면, 피속에 있는 당이 너무 많
은 병이 아닌지 알아봐야 해요. 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저한테 왜 이 설명서를 주시나요?

만 잘 조절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소변(오줌)검사에서 “요당”이 있어서 이 설

생기는데, 이 병을 “당뇨병”이라고 해요. 당

명서를 주는 거예요.

뇨병인지를 알아보려면 피검사를 해봐야
해요. 만약 피검사에서 몸에 있는 당이 너
무 많으면, 어린이 당뇨병을 보시는 의사

요당이 뭔가요?

선생님에게 가봐야 해요.

소변에 “당”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
이란 설탕, 사탕의 단맛을 내는 것인데 우
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지요. 몸에 당이 너
무 많거나 소변을 만드는 콩팥에서 문제가
있어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면 요당이 생겨
요.

피검사가 정상인데도 “요당”이 계속 있다면
소변을 만드는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
어요. 콩팥이 건강한데도 당이 빠져나가는
실수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콩팥이 아파
서 일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어린이 콩팥병 의사 선생님에게
가봐야 해요.

(오줌싸개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