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P: Instructions for after – Korean

환자 교육
소화기
기 질환 센터
소화

ERCP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후
안내서
다음 7 일동안 아래와 같은

담당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들이 있으시면 즉시

정상적인 식사와 복용하시던 약들을 다시 시작 하십시오.
하십시오

전화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 비정상적인 복통이나
가슴통증.
가슴통증

• 화씨 100 도 이상의 고열.
고열

몆일동안은 목에 가벼운 통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환자분과 다른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하여:

•

오늘은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법 입니다.

•

오늘은 술을 들지 마십시오.

• 지속적인 구토.
구토

결과

• 붉은 피 구토.
구토

□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_____ 개월 후에 다시 하실것을

• 검은 대변.
대변
• 어려운 삼킴.
삼킴

권합니다.

□ 조임근 절개술(담관이나 췌장관 조임근 절개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7 일동안은 아스피린, 진통제 또는 관절염약과 같은 혈약을
묽게하는 약(애드빌, 아이비프로펜, 모트린, 얼리브 그리고
내프로신)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타이레놀이나 아세타미노펜은
드셔도 됩니다.

특별 지시 사항: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주중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 사이에는 206-598-4377 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 외 시간에는 206-598-6190 호출기 교환수에게
전화하셔서 당직 위장병 전문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부탁하십시오.
Digestive Disease Center
Box 356160
1959 N.E. Pacific St. Seattle, WA 98195
206-598-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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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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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P
Instructions for after your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Call us right away if you
have any of these problems
in the next 7 days:

•

Your doctor was:

.

You can now start your usual diet and medications again.
You might have a mild sore throat for a few days.

Unusual abdominal pain
or chest pain.

For your safety and the safety of others:
•

Do not drive today. It is against the law.

•

Do not drink alcohol today.

•

A fever above 100°F.

•

Persistent vomiting.

•

Vomiting red blood.

Repeat ERCP recommended in

•

Black stool.

•

Difficulty swallowing.

You have had a sphincterotomy (an incision into the bile or
pancreatic duct sphincter). During the next 7 days, do not take
aspirin, pain medications, or arthritis medicines that thin your
blood (such as Advil, ibuprofen, Motrin, Aleve, and Naprosyn).
You may take Tylenol or acetaminophen.

Results
months.

Special instructions: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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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us at 206-598-4377 weekdays between 8 a.m. and 5 p.m.
At all other times, please contact the paging operator at
206-598-6190 and ask to speak to the gastroenterologist on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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