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EGD – Korean

환자교육
소화질환센터

위내시경
위 내시경 준비
길안내:
• 주차하시려면 응급실

귀하는 외과별관 3 층에 있는 소화질환센터에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____________.

표지판을 따라서 가십시오.
• 갈림길에서 좌측길을

따라가다가 외과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오.
• 엘레베이터를 타고

3 층에서 내리십시오.

검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십시오
•

자정부터는 금식하십시오.

•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모든 아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

예약 2 시간 전까지는 쥬스(사과, 포도, 또는 크렌베리), 맑은 장국,
블랙 커피, 차, 레모네이드, 운동 음료수, 소다수, 아니면 젤로와

• 오른편에 소화질환센터가

같은 맑거나 투명한 액체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것도

있습니다.

마시지 마십시오.
•

복용하는 모든 약의 목록을 가지고 오십시오.

•

집으로 데려가 줄 가족이나 친구 중 책임감있는 사람과 같이
오십시오. 검사한 날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검사는
집으로 모시고 갈 책임감있는 성인과 같이 오지 않는 한 취소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분은 예약시간에서 1½ ~ 2 시간 정도 후인
퇴원 시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있는
성인이 같이 타고 가지 않는 한 환자분은 택시나 버스나 에스코트
서비스(호프링크와 같은)와 같은 차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 지시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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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질환센터
당신의 위내시경

위내시경은 어떻게 하나

질문사항?
우리는 환자분의 질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질문이나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위 내시경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의사선생님이 식도(삼키는
도관), 위, 소장의 첫부분의 내벽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의사선생님은 내시경 (새끼 손가락 굵기의 유연성있는 튜브)을
환자분의 입을 통해서 위와 소장까지 집어넣을 것입니다. 기도로는
튜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분은 정맥을 통해서 안정제를 주사받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중에

환자분은 검사 도중에 주무십니다. 의사선생님은 생체검사(조직

오전 8 시부터 오후

견본)를 하거나 좁아진 곳을 확장시키거나 지혈을 시킬 수도

5 시까지는 206-598-4377

있습니다.

로 소화질환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야간과 주말과 휴일에는
206-744-2500 로 하버뷰
병원의 코뮤니티 케어
라인(지역사회 의료선)으로

검사는 단지 15 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검사
전체는 준비와 회복 때문에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검사에서 깨어나시면 의사선생님이 결과에 대해서 상의하실
것입니다. 검사결과를 검사 바로 뒤에 알 수 없으면 언제 알게될 지를
의사선생님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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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EGD
How to prepare for your upper endoscopy
Directions:
• To park, follow the signs

Your appointment at the Digestive Disease Center, on the
3rd floor of the Surgery Pavilion, is on:
at

for the Emergency Room.

.

left to enter the Surgery

Follow These Instructions to Prepare for Your
Exam

Pavilion Parking Garage.

•

Do not eat anything after midnight.

•

As soon as you get up, take all your morning medicines with water.

•

You can drink clear or transparent fluids such as juice (apple,
grape, or cranberry), broth, black coffee, tea, lemonade, sportsdrinks, soda pop, or Jell-O until 2 hours before your appointment
time. After this time, do not drink anything.

•

Bring a list of all medicines you take.

•

Arrange for a responsible family member or friend to take you
home. You cannot drive the day of your test. Your test will be
cancelled if you arrive without a responsible adult to drive
you home. Your family member or friend must be in our waiting
room at the time of your discharge, about 1½ to 2 hours after your
appointment time. You cannot take a taxi, a bus or use an escort
service (like Hopelink) unless you have a responsible adult to ride
with you.

• At the fork, stay on your

• Take the elevator to the

3rd floor.
• Turn right to the Digestive

Disease Center.

Special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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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stive Disease Center
Your EGD

What to Expect

Questions?
Your questions are
important. Please call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Weekdays between
8 a.m. and 5 p.m., call
the Digestive Disease
Center at 206-598-4377.
After hours and on
holidays and weekends,
call the Community Care
Line at Harborview
Medical Center at
206-744-2500.

You are scheduled for an EGD. This test allows your doctor to look at
the lining of your esophagus (swallowing tube), stomach, and the first
part of your small intestine.
The doctor will use an endoscope (a flexible tube about the size of a
little finger), which is placed through your mouth and into the
stomach and small intestine. The tube does not get in the way of your
breathing.
You will receive a sedative through your vein. Most patients fall
asleep during the test. Your doctor may take biopsies (tissue samples),
dilate narrowed areas, or stop bleeding.
The test will only take about 15 minutes. But, your appointment will
last 1½ to 2 hours, because of preparation and recovery.
When you wake up after the test, your doctor will talk with you about
the results. If your results are not ready right after the test, the doctor
will tell you when you can expec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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