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noscopy: After your Test – Korean

환자 교육
소화기 질환 센터

결장 내시경술
검사후
만약 검사 후 7 일 내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으면
즉시 저희에게
전화주십시오:
전화주십시오

•
•

식사와 약은 평상시 드시던 대로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환자분과 다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

오늘은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법 입니다.

어깨 통증.
통증

•

오늘은 금주하십시오.

대변에 피가 있거나

결과

비정상적인 복통이나

검은색의 대변.
대변

•

지시사항

화씨 100 도 이상의 열.

환자분의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정상. ______ 년 안에 결장 내시경 재검사



1 개 이상의 생체조직 (작은 세포조직의 견본) 을 떼어 냈습니다.
환자분은 약 2 주내에 병리학 결과와 함께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

 _______ 개 의 폴립을 떼어냈습니다. 환자분은 약 2 주내에,

병리학 결과와 함께 다음 결장 내시경 검사 예약 권고 편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검사 후 7 일 동안은, 아스피린, 또는 통증이나 관절약과 같이
피를 묽게하는 (예를들어 애드빌,아이뷰푸로펜, 모트린, 얼리브와
내프로신)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타일레놀은 복용해도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주 중에는 오전 8 시에서 오후 5 시 사이에 206-598-4377 로 전화
하십시오, 그 외의 시간에는 206-598-6190 에 전화하여 교환수에게
위장병 전문의를 호출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Digestive Disease Center
Box 356160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206-598-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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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Education
Digestive Disease Center

Colonoscopy
After your test
Call us right away if you

Instructions

have any of these problems

You can resume your usual diet and medicines.

in the next 7 days:

•
•
•

For your safety and the safety of others:

Unusual stomach pain

•

Do not drive today. It is against the law.

or shoulder pain.

•

Do not drink alcohol today.

Blood in your stool or
black stool.

Results

A fever above 100°F.

 Normal exam. Repeat colonoscopy in ______ years.
 One or more biopsies (small samples of tissue) were taken. In
about 2 weeks, you will receive a letter with the pathology
results.

Your doctor was: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polyps were removed. In about 2 weeks, you will
receive a letter with the pathology results and a recommendation
for when to schedule your next colonoscopy.

 During the next 7 days, do not take aspirin, or pain or arthritis
medicines that thin your blood (such as Advil, ibuprofen, Motrin,
Aleve, and Naprosyn). You can take Tylen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uestions?
Call us at 206-598-4377 weekdays between 8 a.m. and 5 p.m.
At all other times, call the paging operator at 206-598-6190
and ask to speak to the gastroenterologist on call.
Digestive Disease Center
Box 356160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206-598-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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