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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의 사항 
 

  PET / CT  
 검사 48 시간 이전부터 운동 금지 그리고 카페인 (예, 커피) 금지 
 예약 시간 8시간 이전부터는 음식 금지  
   ( 단 8 oz  (=1/2 pint = 0.23 리터= 230 ml 정도) 의 물은 드셔도 됩니다. )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다른 주의 사항이 있으니 당 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울트라사운드 (Ultasound) 
 복부 검사 시 : 검사 6시간 이전부터 음식 금지 / 음료수 금지 
 골반 부위 검사 시 :  검사 1시간 이전에 3 컵( 8 oz )의 물을 섭취하십시오.  
                       검사 시 방광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다 끝날 때까지 
                       방광을 비우시면 안됩니다. 
  경동맥 초음파 (Carotid Duplex) :  준비 사항 없음 
 

  유방암 촬영 (Mammography) 
 유방과 겨드랑이 근처에 로션, 향수, 파우더류를 바르지 마십시오. 
 

  Nuclear Medicine 
 갑상선 Uptake & Scan : 2일간에 걸친 검사 과정 동안 센터를 3번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날에 radioiodine 캡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시간 후에 첫번째 스캔을 위해  
당 센터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캡슐을 드신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에 다시 
센터에 오셔서 두번째 스캔을 받습니다.  

  검사 2주전부터 갑상선 약을 중단하시고 해산물 (seafood)을 드시지 마십시오. 
 뼈 Scan : 2번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사항은 없고, 처음 방문하셨을 때 방사선 

합성물 (radioactive compound) 주사를 받으시게 되고, 3시간 후에 Scan을 받기 위해  
다시 오시면 됩니다. 

 간 / 비장 (spleen) Scan, 신장 Scan, 폐 Scan : 준비 사항 없음 
 간쓸개 (Hepatobiliary) Scan : 자정 이후에 음식 금지, 음료수 금지 
 Cardiac Perfusion  (Stress Exam) : 검사 2일전부터 카페인 금지.  
                               검사 4시간전부터 음식 금지.  
                               검사 당일에는 고혈압 약 드시지 마십시요 
 Cardiac Perfusion  (Rest Exam) : 준비 사항 없음 
 

  CT  
 정맥 조영제 (IV contrast)  없이 검사하는 경우 : 준비 사항 없음 
 정맥 조영제 (IV contrast) 주사 후 검사하는 경우 : 검사 8시간 이전부터 음식 금지 / 음 

료수 금지. 검사 시점 3개월 이내의 BUN 혈액검사와 CR 혈액 검사가 요구되어집니다. 
 복부 / 골반부 : 구강용 바리움 조영제(oral barium contrast) 준비를 위해 검사 1시간 



  이전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MRI 
 절대 검사 받을 수 없는 경우 (Absolute Contraindication) : 심장 박동기(pacemaker)나 금속성 

뇌동맥 클립 (metallic brain aneurysm clip)을 시술 받으신 분은 MRI 검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금속성의 클립(단추)이 없는 헐렁한 옷을 입으십시오. 죠깅복 같은 것이 검사 받기에 
  좋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머리핀 혹은 시계와 같은 장신구는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머리 검사 시 : 어떤 눈 화장 (eye make-up)도 하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