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Your Liver Biopsy – Korean

환자교육
특별 시술부서

간 생체검사 후
퇴원 안내서

귀하는 간에 바늘 생검
(생체검사)을
받으셨습니다. 간은
대량의 혈액이 공급되는
장기입니다. 이 설명서는
간 생체검사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꼭 알고
있어야 할 경고
징후들입니다.

활동
댁으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와 같이 활동해도 됩니다.
•

48 시간 동안 심한 운동이나 10 파운드 이상 들어 올리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십시오.

•

서두르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한 걷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

정상식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

의사 선생님이 변경하지 않는 한 평상시 드시는 약을 계속
복용하십시오.

만약 생체검사를 하는 중 안정을 돕는 약 또는 통증을 가라 앉히는
약을 드셨으면 집까지 운전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하고 운전, 음주,
그리고 법적인 문제 결정은 24 시간 동안 하지 마십시오.

통증
대부분 환자들은 생검(생체검사) 부위에 통증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통증이 아셋트아미노펜(타일레놀)으로 듣지않거나 계속
심해지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간이식 책임 진행자 (코디네이터)
에게 바로 전화 하십시오.

검사 부위의 관리
검사한 부위는 24 시간동안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며칠간 빨갛게 되는 것, 누런 배출액이 나오는 것과 같은 감염의
징후가 있는지 잘 살펴 보십시오.

특별 시술부서

간 생체검사 후

보고해야할 증상들
질문 있으십니까?
206-598-4670 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질문은매우중요
합니다. 만약 질문이나
근심스러운점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진에게
전화 주십시오.
특별 시술부서 직원들은
월요일 오전 7 시부터 토요일
오후 12 시까지 24 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시술부서:
206-598-4670
근무 시간 이후에는 호출기
교환수에게 206-598-6190 으로
걸어 부탁하실 분들은:

 간 전문의사
(Hepatology Fellow)
 방사선과 의사
(Radiologist)
 이식 진행자
(Transplant Coordinator)

Special Procedures Unit
Box 356072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206-598-4670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코디네이터에게 전화 하십시오.
•

복부나 어깨 통증

•

메스껍거나 구토증

•

화씨 99.5 도(섭씨 38.5 도)이상의 체온이나 오한

•

현기증, 몽롱함, 또는 숨가쁨

•

붉은기, 부기 또는 생체검사 부위의 배출액

간 생체검사 후 출혈은 극히 드물지만 검사 후 5 일에서 6 일
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사 후 며칠 동안은 위와 같은

증상을 잘 지켜 보십시오.

다음 예약
생체검사하기 전 이미 생체검사에 잇따른 다음 예약이
의사 선생님과 되어 있을 것입니다(스케줄 편지에
적혀있음). 생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 후 2 주에서
4 주 안에 있을 다음 예약에 오셨을때 논의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화로 검사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After Your Liver Biopsy
Korean
04/2000 Rev. 04/2004
Translation by UWMC Interpreter Services
Reprints: Health Online

Patient Education
Special Procedures Unit

After Your
Liver Biopsy
Discharge instructions

You have just had a

Activity

needle biopsy of your

You may resume your normal activities at home.

liver. Your liver is an

•

Avoid strenuous activities, such as heavy exercise and lifting
more than 10 pounds, for 48 hours.

•

Walking and climbing stairs are allowed, as long as you take
your time and do not strain.

handout outlines the

•

Resume your usual diet.

warning signs you need

•

Keep taking your regular medications unless they were
changed by your doctor.

organ that has a large
blood supply. This

to know about should
problems occur after
your liver biopsy.

If you had medicine to help you relax, or to relieve pain during the
biopsy, you must have a ride home and should not drive, drink
alcohol, or make legal decisions for the next 24 hours.

Pain
Most patients do not have pain at the biopsy site. If you have pain
that is not relieved by acetaminophen (Tylenol), or pain that is
getting worse, call your doctor or transplant coordinator right
away.

Caring for the Site
Keep the site clean and dry for the next 24 hours. Inspect the area
over the next few days for signs of infection such as redness and
yellow drainage.

Special Procedures Unit
After Your Liver Biopsy

Questions?
Call 206-598-4670.
Your questions are
important. Call your
doctor or health care
provider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The staff from the Special
Procedures Unit is
available to help 24 hours
a day from Monday at
7:00 a.m. through
Saturday at 12:00 noon.

Symptoms to Report
Call your doctor or transplant coordinator if you have:
•

Abdominal or shoulder pain

•

Nausea and/or vomiting

•

Temperature greater than 99.5o F or 38.5 oC and/or chills

•

Dizziness, lightheadedness, or shortness of breath

•

Redness, swelling or drainage at the biopsy site

The chance of bleeding after a liver biopsy is very small but it can
happen up to 5 or 6 days after your procedure. Please watch for
these symptoms during the next few days.

Follow-up Visit
Prior to your biopsy, you should already have made an appointment
for follow-up with your doctor (as noted in your scheduling letter).
The results of the biopsy will be discussed with you at your followup visit in 2 to 4 weeks. We will not call you with your results.

Special Procedures Unit
206-598-4670
After hours, call the
paging operator at
206-598-6190 and ask
for:

 Hepatology Fellow
 Radiologist
 Transplant
Coordinator

Special Procedures Unit
Box 356072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206-598-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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