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st Reaction – Korean

환자 교육

영상 서비스/방사선과

조영제 반응
귀하의 반응에 관한 중요 정보
경고 – 이 안내지는
귀하에게엑스-레이 염료,

CT 촬영 염료 및 MR
조영제라고 불리는 조영제
주입 결과 반응이 나타 날

귀하는 엑스레이 염료나 CT 염료, 그리고 MR 조영제라고 부르는
조영제에 대하여 중간이나 심한 정도의 알러지와 같은 혹은 과민
반응을 보인 적인 있습니다.
앞으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경우 더 심하며 드문 경우에는 치명적인
반응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 조치해야 할 중요한

장래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

•

귀하의 의사나 모든 진료 제공자 또는 귀하를 위하여 진료
약속을 잡는 분들에게 귀하가 조영제에 대한 반응이 있었음을
알리십시오.
귀하에게 반응이 있다고 장래에 대조염료 주입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귀하가 장래에 대조염료를
사용하는 검사를 받게 되실 경우, 특별한 고려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검사를 받기 전에
앞서 약을 복용하게 될 것입니다.
메딕 경보 팔찌를 끼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메딕 경보
팔찌나 목걸이는 응급 의료 요원에게 귀하의 상황에 관해
알려줍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질문을 중요합니다. 문의 또는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의사 혹은 진료인에게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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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Education
Imaging Services

Contrast
Reaction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reaction
ALERT – This handout
provides critical information
about what to do if you have
a reaction to contrast, also
called X-ray dye, CT dye,
and MR contrast.

You have had a moderate or severe allergic-like or hypersensitivity
reaction to contrast medium, also called X-ray dye, CT dye, and
MR contrast.
A future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could result in a more serious
or rarely, even a fatal reaction.

For Your Future Safety
•

Tell your doctor(s), any other health care providers, and anyone
who schedules an appointment for you, that you had a reaction to
a contrast agent.

•

Having a reaction does not mean you should never have a
contrast injection in the future. It does mean that special
precautions and considerations are needed if you have an exam
that uses contrast in the future. For example, you will likely be
given steroid medicine to take ahead of time.

•

Think about getting medic alert jewelry to wear. A medic alert
bracelet or necklace tells emergency medical workers about your
situation.

Questions?
Your questions are important. Call your doctor or health care
provider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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