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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검사 후 After a Gastroscopy 
 Royal Columbian Hospital ♦ Eagle Ridge Hospital                         로열 컬럼비안 병원 ♦ 이글 리지 병원                                                                                                

자가 회복 방법 Caring for yourself at home 

• 퇴원한 날은 계속 쉬세요.
• 트림, 경련,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 하루나 이틀 인후통이 있거나, 목구멍이

간지럽거나, 마른기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목
사탕을 빨거나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보세요.

 목구멍 뒤쪽을 마비시키는 국소 분무제를 
투여했습니다. 
검사 후 1 시간 동안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껌을 씹지 마세요. 무감각 상태가 풀리면 
음식을 먹고 마셔도 안전합니다.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다음 12~24 시간 동안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24 시간 동안 졸릴 수 
있습니다.  
졸리지 않아도 다음 24 시간 동안은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법률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결과 Results 
 열공 탈장이 있으십니다. 

 궤양이 있으십니다. 

 식도에 식도염이라고 하는 염증/과민증이 
있으십니다. 

 식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식도 밴드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가 있으십니다 

 생검용 조직을 채취했습니다. 

*2 페이지 참조*

추적 진료 Follow up 
 위장관 의사의 추적 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_______주 후 위장관 의사를 만나세요. 

약 Medications 
 의사가 제산제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처방된 약을 조제 받아 지시대로 복용하세요. 

 항혈전제(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면 

에 약 복용을 다시 시작하세요 

다음 중 어느 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Go to the nearest Emergency Department 

- 38.5oC(101.3oF) 이상의 오한
또는 발열

- 삼키기 힘듦

- 호흡 곤란
 

- 토하는데(구토) 6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음

- 가슴 통증

- 위통이 있는데 악화되거나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음

- 흑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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