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

ID스티커

 내시경 검사 후 물과 식사는 (

:

)부터 드십시오.

 위장에서 조직 검사를 한 경우 물은 (

:

)부터, 식사는 (

:

 대장 용종 제거술을 한 경우 ① 물 및 음료수(우유, 두유 포함)는 (
② 죽은 (

:

)부터 드십시오.
:

)부터

)부터

③ 밥은 다음날 아침부터 드십시오.
※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드십시오.
※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식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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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오픈카드를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수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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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무과에서 외래 진료예약 하십시오.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는 (

)부터 복용하십시오.

 대장

용종 제거술 후에는 일주일 동안 술, 담배, 힘든 운동, 사우나 등은 피하십시오.
가벼운 샤워는 가능합니다.
 진정(수면) 내시경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십시오. 검사 당일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 검사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소량의 출혈(침 또는 휴지에 묻는 정도) : 검사 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물이 두개로 겹쳐 보임(복시) : 잠시 안정 후 귀가하십시오.
 목 부위 통증 : 보통 1~3일 후 자연 호전됩니다. 필요시 가글링 하십시오.
 하복부 통증 : 가스(방귀)가 배출되면 완화됩니다.
※ 다량의 피를 토하거나, 심한 하복부 통증 또는 혈변이 지속되면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십시오.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02) 3410-0433
<야간이나 휴일> 응급실로 내원하십시오.

내시경 검사 후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1. 진정(수면)내시경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진정(수면) 내시경 후에는 약간 어지럽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낙상).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시고
충분히 안정을 취하십시오. 검사 당일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검사 당일에는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낮아집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 등은 피하십시오.

2. 위내시경 후 목이 계속 아파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시경 검사 후 일시적으로 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1~3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검사
후 깨끗한 물로 가글링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심한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대장내시경 후 배가 계속 아파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공기를 주입하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과 약간의 복통은 흔한 편입니다.
가스(방귀)가 배출되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가볍게 배를 문지르거나 약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천공 등 중요한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병원으로
전화문의 혹은 응급실 방문을 부탁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4. 대장내시경 후 항문에서 계속 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직검사나 용종제거술 후 일시적으로 소량의 혈변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혈변이 지속되면 병원으로 전화문의
혹은 응급실 방문을 부탁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5. 내시경 조직검사는 왜 합니까? 검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내시경 조직검사는 폴립(용종)이나 염증, 암 등이 있거나 의심될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시행합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외래 진료 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