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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조직검사란?
신장 조직검사는 각종 신장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신장 조직의 일부를 떼내어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약 2박
3일 정도 입원해서 받는 검사입니다.

❶ 검사당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후 2시~6시 사이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❷ 아침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검사
전까지 금식을 합니다.
❸ 검사는 초음파실에서 하며, 엎드린 자세에서 보통 왼쪽
허리부분을 국소마취한 후 조직을 떼어냅니다.
❹ 검사실은 1층 초음파실에 위치하며, 조직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입니다.
❺ 검사 후 출혈방지를 위해 모래주머니를 6시간 동안 등에
대고 누워있어야 하며, 총 8시간 정도 절대 안정을 합니다.
이후에도 24시간 동안 침상 안정을 합니다.
❻ 조직검사 후 6시간이 지난 뒤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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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조직검사 이유
❶ 신장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❷ 신장병의 진행정도와 형태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최선
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❸ 신장 이식수술 후 신장의 이상소견이 발견될 경우에
시행합니다.

검사를 위한 준비사항
검사를 위해서는 일단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조직
검사 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관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❶ 적어도 검사 7일 전에는 아스피린, 쿠마딘 같은 혈전

방지제 중단여부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❷ 혈압이 높은 경우, 충분히 혈압을 조절한 뒤 검사를
합니다.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❶ 검사부위의통증은 2~3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❷ 혈뇨가 2~3일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변을 연속 3회 모아서 출혈 정도를
확인합니다. 대개 안정하면 색이 옅어지면서 저절로 멎
게 되지만, 드물게 혈뇨가 지속될 경우는 신장 혈관색
전술 등의 방법으로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❸ 조직검사 후 2주동안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❹ 검사실은 1층 초음파실에 위치하며, 조직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입니다.
❺ 만약 조직이 진단하기에 불충분하게 나오면 다시 검사
를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❻ 검사결과는 약 14일 후, 외래 방문 시에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