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전 다음 약은 중단하여 주십시요

Please stop taking following drugs prior to the test.
.
Atenolol (Tenormin) 24hr[ ] 48hr[ ]
Other:
Metoprolol (Toprol) 24hr[ ] 48hr[ ]
Carvedilol(Coreg)
24hr[ ] 48hr[ ]
_________________ 24hr[ ] 48hr[ ]

약 이름 옆에 체크되어 있지 않거나 따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드시던대로 드세요.
LEXISCAN SESTAMIBI[ ] EXERCISE SETAMIBI[ ] PERSANTINE SESTAMIBI[ ]
CARIDAC NUCLEAR TEST APPOINTMENT AND PENALTY FOR NO SHOW

심근 관류 스캔예약 및 예약 취소에 관한 규정
Appointment Date (검사 날짜):_____________________ Time (시간):_______________
If you need to reschedule or cancel your appointment, please contact us at
213)387-8000 at least 24 hours before your appointment time. We need to
order testing medication 24 hours prior to the test and it is non refundable.
Thus, if you do not show up for your appointment without prior notification,
you will be charged $250.00 for your testing medication.
•
•
•
•
•

No smoking 4 hours before
Fasting 4 hours before
Absolutely no caffeine 24 hours
before
Test will take 4 hours
Please avoid wearing a dress

•

•

Snack and Sprite is recommended
for enhanced test result, so please
bring a small snack (cracker
variety) and Sprite.
Please avoid putting lotion or
powder on your chest

만약에 검사 시간을 변경 또는 취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적어도 24 시간 전에
213)387-8000 으로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주사약은 24 시간 전에 주문하여야하며
또 반납이 불가능한 관계로 환자분이 검사를 하시지 않더라도 주사약값을
환자분께서 부담하셔야합니다. 주사약값은 250 불입니다.
•
•
•

•

시간 전부터 금연하셔야
합니다.
검사 당일 4 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드시시 마십시요.
24 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 절대
드시지 마십시요.
검사에 불편을 끼치는 관계로
원피스를 입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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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

•

검사 중간에 스낵과 스파라이트를
드시면 검사에 도움이 되오니 과자
종류의 스낵과 스파라이트를
준비하십시요.
시간은 총 3-4 시간 정도 걸릴
것이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검사 당일날은 가슴에 로션이나
크림, 파우더 바르지 마십시요.

환자분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tness: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싸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날짜):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