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능 보호 전 ● 후 처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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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틴(Moktin) 복용 방법
① 검사 전일 (
) 아침 30분전 복용
② 검사 전일 (
) 저녁 30분전 복용
③ 검사 당일 (
) 기상 후 물소량과 함께 복용
④ 검사 당일 (
) 귀가 후 저녁 30분전 복용
5. CT 촬영 및 금식이 필요한 모든 검사가 끝나면 식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외래 주사실 위치
: 본관 2층 외래 주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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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와 신장독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경우, 탈수된 경우 등에 조영제 신독성의 위험이 증가 합니다.

② 외래주사실에서 수액 주입 후 CT를 촬영하게 되며 이후
다시 수액을 주입하게 됩니다.

조영제 신장 독성과 신기능 보호 전 ● 후 처치 안내

③ 전산화 단층촬영 후 3~7일째 되는 날에 채혈하고 신장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신장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의사가 조영제 신독성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CT 촬영 전 후 신기능 보호를 위한 전 후 처치를 받게
●

●

됩니다.
① 검사 전날 자정부터 물을 드시는 것을 제외하고 금식합니다.
② 당뇨 환자의 경우

전신화 단층 촬영(CT)과 조영제 신장 독성

●

검사 전후로 당뇨약(인슐린)을 투약해도 되는지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1) CT 검사는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미세한 조직을 컴퓨터

●

하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루코파지, 디아벡스 등)

로 촬영하는 것으로 특히 흉부나 복부, 혈관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영제’ 라고 하는 물감의 일종을
주사로 맞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노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영제 1~2일 전부터 중단하여야

●

검사 당일은 인슐린이나 당뇨약은 드시지 않습니다.

●

검사 직후 식사는 가능합니다.

③ 평상시 드시던 약물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특히 혈압약)
(2) 이런 조영제는 신장 독성을 나타내어 신장 기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영제 사용 환자의
1%-5%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④ 검사 일정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 (1588-33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사가 조영제 신독성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CT를 촬영하는 날 외래 주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

(3) 위험이 높은 경우 : 이 같은 위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를 받게 됩니다.

것이 아니라 특히 고령이거나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단백뇨
가 있는 경우,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장 기능이 저하된

① 검사 전날 자정부터 물을 드시는 것을 제외하고 금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