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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Coagulation of Hemorrhoids (IRC) Patient Prep Instructions
적외선 응고 치질 치료 준비 사항

환자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 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착 시간: ____________________

의사 분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

Laurel Office

Columbia Office

내시경을 제대로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뒷장의 사전 절차 요구 사항과 내시경에 대한
준비 설명을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301-498-5500 으로 전화 주십시오.
만약 스케쥴을 바꾸시고 싶으면, 적어도 48 시간 이전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스캐쥴된 지정일에
나타나지 않거나, 48 시간 이후에 취소하실 경우, $50.00 수수료( late cancellation fee) 가
발생합니다.

Laurel Office:
7350 Van Dusen Road,
Suite 210
Laurel, MD 20707

Columbia Office:
5500 Knoll North Drive,
Suite 460
Columbia, MD 21045

IRC PREP INSTRUCTIONS
예약 요일 :

월

화

수

CAPITAL DIGESTIVE CARE, LLC
목

금

날 짜 : __________________ 도착 시간 : ____________________

Information Regarding Your IRC
적외선 응고는 치질 치료에 사용되는 절차 입니다. 이 절차는 치질이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적외선 빛을 응용하여
치질을 응고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세 곳의 항문 내부에서 치질이 발생하며, 그들은 복잡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한부분, 또는 복잡한 부분은 각각의 병원 방문 때 치료되어 집니다. 가끔 환자 분께서는 약간의 온기를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환자는 당일이나 다음날 출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치료후 작은 출혈이 4 일~10 일 사이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적어도 한 달 뒤에 의사는
만나셔서 다음 치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계 1:
IRC 5 일 전 :

단계 2:
날 짜 : _______

□ 4.5 fl. Oz. size enemas 2 개를 구입하십시오.
□ Not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IRC 당 일 :

날 짜 : __________

□ 환자 분은 약속시간 한시간 반 전에 첫번째 관장을
하십시오. 첫번째 관장을 하시고 5분 정도 후에, 바로
두 번째 관장을 반복합니다.
□ 두번째 관장을 하신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 항문의 관장기 삽입을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관장패킷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환자 분께서는 4 곳에서 다른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1) Ambulatory Endoscopy Center of MD (시설 서비스),
(2) Capital Digestive Care (의사 서비스), (3) Corridor
Anesthesia (마취 서비스) & (4) Capital Digestive Care
Pathology (조직검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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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