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P: How to prepare – Korean

환자교육
소화기 질환 센터

ERCP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 준비 안내서
주차:
주차
• 주차는 워싱톤 대학병원

수술별관 3 층, 소화기 질환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

응급실 사인을 따라가시면

검사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따르십시오

됩니다.
됩니다.

검사 5 일전,
일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갈림길에서 왼쪽차
왼쪽차선을

•

피를 묽게하는 약들, 예를들어서 아스피린, 얼리브,
아이뷰프로펜, 모트린, 나프로신, 클리노릴, 인도신, 또는
볼타린과 같은 약들의 복용을 중단 하십시오.

•

타일레놀이나 아세타미노펜은 복용하셔도 됩니다.

따라 수술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 엘레베이터를 타고
3 층으로 가십시오.
십시오.

검사하는 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검사 전날 자정 이후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검사 받기 3 시간
전 까지는 맑은 음료수(사과나 크랜베리쥬스, 크림 넣지않은 커피
또는 차, 맑은 국물, 소다수 )는 마셔도 됩니다.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 컵의 물로 아침에 드셔야하는 약들을
드십시오.

•

현재 복용하고 계신 모든 약의 목록을 가지고 오십시오.

•

병원에서 하루밤 지내실 준비를 하십시오. 병원에 계시는 동안
복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약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

의사 선생님께서 때로는 검사하신 당일 집에 가셔도 된다고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럴경우에는 집에 모셔다드릴 분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운전하시거나 혼자서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엘레베이터 오른쪽에
소화기 질환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뒷면 

소화기 질환 센터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 안내서

특별 지시사항: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귀하의 질문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연락하십시오.

주중, 오전 8 시에서
오후 5 시 사이에는
206206-598598-4377 로
전화하십시오.
그 외 시간은 호출기
교환수
206-598-6190 로
전화해서 당직
소화기질환 전문의
호출을 요청 하십시오.

Digestive Disease Center
Box 356160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206-598-437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 (ERCP)이 예약되있습니다. 이것은,
담관, 쓸개와 췌장의 결석이나 협착,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누출
그리고 암과같은 증세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검사입니다.
정맥주사를 통해서 안정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검사를 하는동안 주무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손가락 굵기의
유연한 튜브를 환자분의 입을 통해서 위와 소장에 넣을것입니다.
염색약(조영제)을 주사로 투입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검사는 환자분의 호흡하는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는 1 시간정도 걸릴것입니다. 검사가 끝난 후, 지켜보기 위하여
4 층남쪽 병실로 가실것입니다. 환자분이 깨어 나셨을때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검사직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언제쯤 연락이
갈것이라고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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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Education
Digestive Disease Center

ERCP
How to prepare for your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Directions:

Please come to the Digestive Disease Center on the third floor of the
Surgery Pavilion on:
at

• To park, follow the

signs for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Emergency
Room.
• At the fork, stay on your

.

Follow These Instructions to Prepare for Your Test
Five days before your test,

:

•

Stop taking blood-thinning medicines such as aspirin, Aleve,
ibuprofen, Motrin, Naprosyn, Clinoril, Indocin, or Voltaren.

•

You may take Tylenol or acetaminophen.

left to enter the Surgery

The day of your test,

Pavilion Parking

•

Do not eat anything after midnight. You may have clear liquids
(apple or cranberry juice, coffee or tea without cream, broth, soda
pop) until 3 hours before your exam. After this time, do not drink
anything.

•

As soon as you get up, take your morning medicines with 1 cup of
water.

Digestive Disease

•

Bring a list of all medicines you take.

Center.

•

Be prepared to stay 1 night at the hospital. Bring all your medicines
so you can take them while you are in the hospital.

•

Sometimes the doctor decides that you can go home on the same day
as your test. If so, you will need to have someone to take you home.
You are not allowed to drive or to go home alone by bus or taxi.

Garage.
• Take the elevator to the

third floor.
• Turn right to the

:

Over ¨

Digestive Disease Center
ERCP: How to prepare for your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Special instructions:

Questions?
Your questions are
important. Please call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Weekdays between
8 a.m. and 5 p.m. call
206-598-4377
At any other time, call
the paging operator at
206-598-6190 and ask
for the gastroenterologist
on call.

What to Expect
You are scheduled for an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This is a test to diagnose and treat conditions
of the ducts of the liver, gallbladder and pancreas, such as stones,
strictures, leaks from trauma or surgery, and cancer.
You will receive a sedative through your vein. Most patients fall asleep
during this test. The doctor will use a flexible tube, about the size of a
finger, which is placed through your mouth and into the stomach and
small intestine. Dye (contrast material) is injected and X-rays are taken.
The test does not get in the way of your breathing.
The test will take about 1 hour. Afterward, you will go to 4-South for
observation. When you are awake, your doctor will discuss the results
with you. If results are not available right after the test, the doctor will tell
you when you can expect to be contacted.

Digestive Disease Center
Box 356160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206-598-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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