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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Scan

골 스캔

A bone scan is a test to check for bone 
problems or diseases. A very small amount 
of radioactive medicine, called tracer or 
contrast, is used to show your bones in 
more detail than your doctor would see from 
x-rays. 
This test has 2 parts. Arrive on time for 
each part of the test. 
Arrive for the first part of the test at _____ 
am / pm on __________________.
Staff will tell you when to come back to the 
testing area for the second part of the test.
If you have any allergies to medicines, 
foods or other things, tell the staff before the 
test.
If you are breastfeeding, pregnant or 
think you might be, tell the staff before the 
test.

To Prepare
• Do not take any medicine with bismuth, 

such as Pepto-Bismol, for 4 days before 
this test. 

• You should not have any x-ray tests 
using barium for 4 days before your bone 
scan. 

• Remove any jewelry, piercings or other 
metal objects before your test. 

• You may be asked to change into a 
hospital gown.

골 스캔은 뼈 문제나 질병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추적자 또는 조영제라고 하는, 
극소량의 방사성 약물을 사용하여 의사가 x-
레이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귀하의 
뼈를 보여줍니다. 
이 검사는 2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검사를 받을 때 제 시간에 도착하십시오. 

1단계 검사를 위해서  
____________일__________(오전/오후)까지 
병원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병원직원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의 2단계 
검사를 위한 다음 일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약이나 음식 또는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모유 수유 중이거나,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리십시오.

준비하기
• 이 검사 전 4 일 동안, 펩토-비스몰과 같이 

비스무트를 함유한 어떤 약도 복용하지 
마십시오. 

• 골 스캔 전 4 일 동안 바륨을 사용한 X-
레이 검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검사 전에 보석, 피어싱 또는 기타 
금속품을 떼내십시오. 

• 병원 가운으로 갈아 입으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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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Test
Part 1: 
An IV (intravenous) is put in a vein in your 
arm. The tracer is put into your IV. Based 
on the reason for your test, you may have a 
scan done soon after getting the tracer, or 
you may wait for about 3 hours before the 
scan is done. 
You lie on a table during the scan, and it will 
take about an hour. Lie flat and hold still as 
each scan is done. Each scan takes about 1 
hour.
Part 2:
About 3 hours later, you will have a scan of 
your whole body. You lie on a table during 
the scan. This takes about 1 hour.

After the Test
• Drink plenty of water or other liquids 

the day of and the day after your test. 
This helps your body clear out the tracer 
medicine. 

• The radioactivity is gone from your body 
after 2 to 3 days.

• Test results are sent to your doctor. Your 
doctor will share the results with you.

Talk to your doctor or nurs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검사 중
1 부: 

IV (정맥주사)를 팔뚝 정맥을 통해 놓습니다. 
추적자를 IV에 넣습니다. 검사 이유에 
근거하여, 추적자를 받은 후 곧 스캔을 
수행하거나, 또는 스캔이 완료되기 전에 약 3 
시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스캔 동안 테이블에 눕고, 약 1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스캔을 하는 동안 등을 대고 
들어누워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각 스캔은 
약 1시간 걸립니다. 

2 부:

약 3시간 후, 몸 전체 스캔을 진행합니다. 
스캔하는 동안 테이블에 눕습니다. 이 검사는 
약 1시간 걸립니다.

검사 후
• 검사 당일과 검사 후 다음 날 물이나 

기타 액체를 충분히 마시십시오. 이것은 
신체에서 추적자 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방사능은 2 ~ 3 일 후에 몸에서 
사라집니다.

• 검사 결과는 의사에게 보내집니다. 의사가 
결과에 대해 여러분과 상의할 것입니다.

질문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