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 위, 식도 )

개정일 : 2022. 10. 31

                    님의 입원 생활 및 치료 일정

※ 환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담당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원일 시술 당일 시술 후 1일
시술 후 2일
퇴원 예정일

날짜 / / / /

식사
저녁 미음
밤 12시부터 금식
(물도 안됩니다.)

금식

★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죽 (퇴원 후 4일까지 죽 섭취)
 이후 일반식

활동 일상생활 가능

시술 후 침상안정
(화장실만 이동 가능)
낙상주의

식도 시술 후 심호흡

안정 (병동 내)
일상생활
(힘든 운동은
  4주간 피하세요.)

검사 시술 전 기본검사 확인 시술 후 가슴사진
혈액검사
(오전5-7시)

투약 수액 투여
수액 투여
궤양 치료제
필요시 진통제 및 제토제

소화성궤양약

교육
- 병원생활안내
- 시술 전후 주의사항 교육
- 시술 후 식이안내

동의서 작성

시술 후 교육
- 출혈 증상 관찰 (토혈, 혈변, 흑색변, 식은땀, 어지러움 등)

★ 보호자 동반

퇴원교육
외래예약
(필요시 내시경예약)

아침 점심 저녁

위 오전 중에 물 미음

식도 금식
점심 이후 

물
미음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후의 퇴원 생활 안내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 치료 내시경 후 주의사항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란?

    위, 식도, 십이지장의 용종, 선종, 조기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입니다.

준비사항     시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입니다. 물도 드시지 마십시오.
    시술 전날 저녁 오른쪽 팔에 수액주사를 맞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의치와 장신구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속옷 상의 등)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시경실로 내려가실 때에는 보호자를 동반해 주십시오.

시술 방법     준비과정은 일반 수면 내시경과 동일합니다. 구강 마취 후 진정제가 
투여되고 시술이 시작됩니다.

  식도는 마취과 의사에 의한 전신마취 상태로 진행됩니다. 
    병변 주위 표시와 점막하 주사 이후 병변 주위를 360도 절개하고 
점막하층을 박리하여 병변을 절제합니다.

시술 시간       45~6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술 후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가슴 X-ray를 찍고 병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낙상주의

    수면 내시경 후 어지러움, 졸린 상태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상난간을 꼭 올리고, 화장실에 갈 때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십시오.

    시술 당일에는 화장실 이동 외에는 침상안정 하십시오.
출혈 관련 주의

    어지러움, 흉통이 있을 때에는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시술 당일과 다음 날 오전은 출혈 예방을 위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후 첫 배변 시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혈변 확인)

시술 장소     암병원 1층 내시경실, 본관 4층 내시경실

퇴원 후
주의사항

    싱겁고 균형된 식사를 권합니다.
    퇴원 후 4일까지 죽을 드십시오.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단단한 
음식은 피하고 잘 씹어 드십시오.)

    술은 최소한 4주간 금하십시오.
    시술 후 4주 동안 장거리 여행을 피하십시오.
      퇴원 후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가벼운 운동 (산책, 골프 연습장 등)은 2주 후에 시작하시고, 힘든 운동 
(테니스, 수영 등)은 4주 후에 시작하십시오.

    와파린이나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등)의 복용 시점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십시오.

퇴원 후
식사 관련

5가지 지침

    퇴원 직후에는 가급적 부드러운 음식을 드십시오.
(죽, 스프, 부드러운 빵, 치즈, 연두부, 계란찜 등)

    퇴원 4일 이후부터는 정상 식사가 가능합니다. 여러 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체중이나 연령에 맞도록 골고루 
균형된 식사를 하십시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및 간질환 등 동반 질환이 있는 분은 
관련질환 식이요법을 따르십시오.

    거친 채소나 딱딱한 음식은 주의하십시오. 
(더덕, 도라지, 풋고추, 고사리, 김치, 곶감 등)

    맵거나 짠 음식을 주의하십시오.(젓갈, 장아찌류, 매운 김치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