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検査時の造影剤血管内投与に関する同意書   

CT검사시의 조영제 혈관내 투여에 관한 동의서  
  
설명(사전동의)  

당신의 담당의로부터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제는 신체 내부를 관찰하는 물질입니다. 혈관내에 조영제를 투여함으로써, 당신의 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진단 또는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조영제는 안전한 약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약과 같이 드물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천식 등의 알레르기 이력을 가진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하여 생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가려움이나 습진, 위의 불쾌함 등 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나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숨과 
경련, 실명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오드 성 조영제를 원인으로 하는 쇼크성 사망률은 학술지에 따르면 
25만명~50만명에 1인 (0.0002~0.0004%)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 직후에 이상이 없더라도, 귀가 후나 야간 
등에 지발성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검사는 중지됩니다. 
또한 검사실에는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작용의 경우에 즉시 치료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의 위험성을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영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당신의 병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함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을 진단하기 어렵거나, 모를 수 있고, 깊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잇습니다. 조영제 사용 이외에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해 주십시오.  

 

※ 일부 혈당강하제(비구아나이드계 당뇨병용 제)와 요오드 조영제를 겸용할 경우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기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 eGFR이 60미만의 경우, 조영제 촬영 전 48시간과 조영제 촬영 

후 48시간 휴약이 필요합니다. 휴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영촬영은 불가합니다.   
メトグルコ錠・メトホルミン塩酸塩錠・グリコラン錠・ネルビス錠・メデット錠・メタクト配合錠・ エクメット配合

錠・イニシンク配合錠・ジベトス錠・ジベトンＳ腸溶錠 
 복용중인 해당 약제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いずれかの薬剤を服用中の方は○をしてください。 

  
상기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므로, 저는 조영제 혈관내 투여에 동의합니다. 
 

환자이름 (서명)患者氏名（自書）                   
 

＊대리인 (서명)代理人（署名）                       환자와의 관계ご本人との関係（       ）  

 

의사 서명  医師の署名  ＿＿＿＿＿＿＿＿＿＿＿＿＿＿＿＿＿＿＿＿＿＿＿ 

날짜 日付 ＿＿＿＿＿＿＿＿＿＿＿＿＿＿ 

＊본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검사 당일 직전의 식사(아침 및 점심)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수분은 검사 전・검사 후 충분히 섭취해 주십시오. 

＊검사 소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이 동의서는 진료차트에 첨부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용지는 CT검사 시에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年 9 月改訂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