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전 중요한 정보
시술을 시작하기 1주 전에 검토하십시오.

장소

Capital Digestive Care Hygiacare®의 위치는 Shady Grove Professional Center II, 15001
Shady Grove Road, Rockville, Maryland 28050입니다. Capital Digestive Care에는 많은
지역 사무소와 내시경 검진 센터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서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첨부된 시술 전 계획 및 팁 시트를 사용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시술을 위한 섭취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내시경 검진 센터 환자는 45분 일찍,
병원 환자의 경우 1시간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는 시술 전 96시간 이내에 COVID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술 일정을 잡을
때 이 검사 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COVID 안전

환자는 특히 COVID 검사와 시술 날짜 사이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여행에
관한 모든 해당 행정 명령과 주 및 지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술이 취소됩니다.

투약

HyGieaCare 장정결에
대한 금기증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나 보충제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처방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

울혈성 심부전(뉴욕심장학회 3등급 또는 4등급 또는 박출률 50% 미만)

•

장 천공

•

직장 암종

•

열창 또는 누공(특히 크론병에서)

•

직장 안으로 다시 감소할 수 없는 중증 치핵

•

복벽 탈장

•

신장 기능부전(크레아티닌 청소율 60ml/min/1.73m2 미만, 이는 중등증에서
중증의 신장 기능 저하 중간을 구분하는 수치임)

•

최근(30일 미만) 결장, 직장 또는 복부 수술

•

간경변증(복수 동반)

•

임신

일반 정책:

교통편

취소

운전과 같은 일부 활동은 시술 후 몇 시간 동안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만 18세 이상)의 차량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시술 시간 1시간 후에
즉시 도착해야 하며, 늦어도 오후 4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Uber, Lyft, 택시
서비스 등과 같은 교통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방침에 따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취소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시술 전 중요한 정보
시술을 시작하기 1주 전에 검토하십시오.
장정결 준비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식사 제한이 필요합니다. 맑은 유동식
이 장정결을 위해서는 시술 전날 맑은 유동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정결 시작 및 중지 시기에 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시술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맑은 유동식에 허용되는 음식*: 물, 사과 주스, 백포도 및 화이트 크랜베리 주스, 죽, 차, 커피(우유, 크리머 또는
대체물 제외). 젤로, 이탈리안 아이스, 아이스 캔디, 소다, 쿨에이드, 게토레이(*이중 어느 것도 빨간색, 주황색 또는
보라색이 아니거나 과육을 함유하지 않아야 함).

섭취 금지:
•

빨간색, 주황색 또는 자주색 액체 또는 식품.

•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이 아닌 대체품(예: 인공 크리머, 콩 또는 견과류 우유).

•

과육 함유 주스(예: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토마토 및 V-8 주스) 또는 과육 함유 냉동 주스 제품.

•

고형식.

√ 시술 5일 전:
•

이 날은 방침에 따라 취소 지연 수수료 없이 귀하의 시술을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

만성 변비가 있거나 대장내시경검사 준비를 이전에 잘 하지 못했거나 불충분했던 경우, 예정된 시술 최소 5일
전에 Hygieacare® 사무실에 연락하여 추가 장정결 지침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시술을 마칠 때까지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 시술 3일 전:
•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씨앗류, 퀴노아, 견과류, 콩, 옥수수/팝콘, 생과일, 채소 및 겨와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 시술 2일 전:
•

규칙적인 일정(매일)으로 배변을 하지 않는 경우, 시술 2일 전 취침 시간에 Bisacodyl 5mg 설사약 정제
2정을 복용하십시오.

시술을 위한 장정결 지침
HygiPrep® 및 투명한 유동식
시술 전날
오전 8시
맑은 유동식

탈수를 피하기 위해 낮 동안에 맑은 음료를 가능한 한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금지

허용:
•

•

액체: 물, 사과 주스, 백포도 및
화이트 크랜베리 주스, 죽, 차,
커피(우유, 크리머 또는 대체물
제외), 소다, 쿨에이드, 게토레이.
젤로, 이탈리안 아이스, 아이스
캔디.

•

빨간색, 주황색 또는 자주색
액체 또는 식품.

•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이
아닌 대체품(예: 인공 크리머,
콩 또는 견과류 우유).

•

과육 함유 주스(예: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토마토 및 V8 주스) 또는 과육 함유 냉동
주스 제품.

•

고형식.

투약 지침
A. 환자 일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a) 오전 10시에 Bisacodyl 5mg 설사약 정제 2정을 복용하십시오
b) 오후 1시에 Bisacodyl 5mg 설사약 정제 2정을 복용하십시오

B. 환자 일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

a) 오후 5시에 Bisacodyl 5mg 설사약 정제 2정을 복용하십시오
b) 오후 8시에 Bisacodyl 5mg 설사약 정제 2정을 복용하십시오
탈수를 피하기 위해 낮 동안에 맑은 음료를 가능한 한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당일
오전 8시

Bisacodyl 5mg 설사약 정제 2정을 복용하십시오
• 시술 시간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의약품 예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3시간 이내에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시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약
•
•
기타 지침

•
•

혈압, 파킨슨병, 발작 또는 천식 약물을 복용하십시오. 시술을
시작하기 3시간 이상 전에 소량의 물만 사용하여 이런 약물을
복용하십시오.
의사가 천식용 흡입제를 처방한 경우, 시술 시 이를 지참하십시오.
요구되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보험 카드, 코페이먼트
가입증을 지참하십시오.
편안한 옷을 입으십시오. 보석류를 착용하거나 귀중품을 가져
오지 마십시오.
향수나 로션을 바르지 마십시오.

시술 계획 및 팁 시트

시술 날짜
시술 시간
도착 시간
장소명 및 주소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줄 사람의
이름
관계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