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자 유의사항
 검진 전 유의사항
- 전날 저녁 식사는 음주, 과식,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하시고, 저녁 9시부터 금식이 필요합니다.
- 과로를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권합니다.
-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복용 중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뇨,항응고제,항경련제 등)
-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위/대장내시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검사 7일 전부터 항응고제(아스피린 등)의
투약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투여하시는 분은 금식으로 인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당일 아침 투약이나 처치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인과 검사는 생리 후 7일 ~ 10일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검진 당일 유의사항
- 검진 당일 양치질은 가능하나 식사를 포함한 물, 껌, 담배 등을 삼가주시고 일체 금식을 유지해주십시오.
- 혈압약은 당일 아침 6시 이전에 소량의 물로 복용하십시오. 미리 복용하지 않으신 경우는 위 검사가 끝난 후
복용이 가능합니다.
- 하복부초음파(전립선/자궁)는 방광이 채워져야 검사가 정확하므로, 소변을 참고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 임신 중이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은 방사선검사가 제한되므로 접수처에 미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대장내시경 시 7일 이내 항응고제(아스피린 등)를 복용하신 분은 미리 직원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으신 수검자께서는 당일 자가운전이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운전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쓰시는 안경은 착용하시고, 콘텍트렌즈를 쓰시는 경우에는 보관함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수면내시경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렌즈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 개인 복장을 탈의하시고 검진복으로 갈아입으시므로 간편한 복장으로 귀중품이나 악세사리는 착용하지 마시고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검진 후 유의사항
- 위내시경 검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음식물을 먹는 것을 삼가 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조직검사를 함께 한
경우에는 위벽에 상처가 나있는 상태와 같으므로 이때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 채혈로 인하여 다소 어지러울 수 있으니, 검진을 마치신 후 급작스런 행동(달리기,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 등)을
삼가야합니다.
- 궁금하거나 불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진 받으신 병원에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위내시경 검진 전 유의사항
- 수면 내시경 후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수면 내시경을 받으신 당일에는 자가운전이나 정밀한 기계조작은 삼가주십시오.

 대장내시경 검진 전 유의사항
- 검사 3일 전부터 반드시 흰쌀밥만 드시고 잡곡밥과 검정쌀은 피하시고 야채류 등의 음식과 씨가 있는 과일
(참외,포도,딸기,수박 등)을 삼가주십시오.
- 검사 전날 점심 식사는 죽으로 드시고 저녁 식사는 금식하십시오.
- 관장약을 복용하신 후 대변에 찌꺼기가 섞여 나오면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 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정확한 검사가 되지 못하므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신 분은 자가운전이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운전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위 유의사항은 오전 검진을 기준으로 한 유의사항이므로 오후 검진이실 경우
예약하신 병원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