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내서 – 진단영상 검사를 위한 준비 사항
이 안내서를 프린터하여 진단영상검사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따르세요. 여러 곳에 우리 클리닉이 있으며,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검사는 준비사항 (전처치)가 필요없습니다.
 질내 초음파 검사 (골반검사 미포함인 경우)
 근골격 초음파 검사
 갑상선 초음파 검사
 도플러/혈관 초음파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

디지털 초음파 검사
전립선 (직장을 통한) 검사
검사 1시간 전에 1L ( 8 온즈 컵 4개)의 물을 마시세요.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검사를 위해 방광에 소변이 꽉 차야 함).
식사는 정기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장조영촬영 및 식도조영촬영 (아침 시간으로만 예약)
자정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즉 환자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된다.
소장조영촬영 및 위장-소장조영촬영 (아침 시간으로만 예약)
검사 하루 전날에 조치해야 할 사항
 오후 4시에 10온즈의 (냉장된) 마그네슘 구연산염
(citrate) 을 마신다.
 적어도 3 큰 컵 양의 물을 검사 전날 오후와 저녁시간
동안에 마신다.
 밤 10시 이후부터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마시
거나 먹지 않는다.
대장조영촬영 (바륨 관장)

복부 검사
담낭, 췌장, 비장, 간, 신장(콩팥), 대동맥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위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검사 시작 전 8시
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골반 또는 임산부 검사
검사 1시간 전에 1L ( 8온즈 컵 4개) 의 물을 마시세요.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검사를 위해 방광에 소변이 꽉 차야 함).
식사는 정기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질을 통한 초음파검사일 경우에는 골반강내 구조물에 관한 최적의
영상획득을 위해 초음파 탐촉자를 질 속으로 삽입하게 되는데, 이때
는 환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방광내 소변이 비워져야 합니다.
초음파 자궁검사
요구되는 전처치는 없습니다.
검사 1시간 전에 ibuprofen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왜냐
하면 자궁을 이완시키고 경련을 완회시키는데 종종 도움이 되기 때
문입니다.

검사 전 2일 동안은 clear fluids (가벼운 음료식)를 먹어야 된다.
음료식의 종류에는 과일쥬스, 경한 고기스프, 젤라틴, 아이스캔디,
설탕 섞은 커피나 차 등이 있다.
검사 전 2일: clear fluids (가벼운 음료식)
검사 전 1일: 가벼운 음료식 및 다음 사항
 오후 4시에 10온즈의 (냉장된) 마그네슘 구연산염
(citrate) 을 마신다.
 오후 6시에 3개의 듀코락스 정을 먹는다 (알약을 부수거
나 씹지 마세요).
 적어도 3 큰 컵 양의 물을 검사 전날 오후와 저녁시간
동안에 마신다.
검사 당일: 검사가 끝날 때가지 오직 가벼운 음료식만 섭취한다.
디지털 유방촬영
검사 당일:
 샤워 후에 탈취제, 발한 억제제 또는 탤컴 파우더 등을
바르지 마세요. 촬영상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편리하도록 투피스 복장을 입으세요.
골밀도 검사 (BMD)
지난 주에 조영제나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검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 검사

만일 조영제를 이용한 X선 투시촬영이나 핵의학 검사를 하였다면
2주 이내에는 예약해서는 안됩니다 (필요시 1주 이내).

디지털 X-ray 촬영
요구되는 전처치는 없습니다.
만일 임신일 가능성이 있으면, X선 촬영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검사당일에는 칼슘 보충제나 철분 정제를 섭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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