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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choscopy

기관지경 검사

A bronchoscopy is a test to look at your 
airways and lungs. A long, thin tube is put 
through your nose or mouth into your lungs. 
This test is used to check for lung disease or 
to remove mucous. A small piece of tissue 
may be removed and studied in the lab. This 
is called a biopsy.
An adult family member or friend needs to 
come with you to take you home after the 
test. It is not safe for you to drive or return 
home alone.
Arrive on time for your test. Plan on this 
test taking about 2 hours.

To Prepare
• Talk to your doctor about any medicines 

you take to thin your blood to prevent 
clots. You may need to change these 
medicines or adjust the amount you take 
before this test.

• Do not eat or drink anything, including 
water, after midnight before the test. 

• If you are to take your medicines the 
morning of the test, take them with sips 
of water only.

During the Test
• You will wear a hospital gown.
• You sit in a chair or lie on a table during 

the test.
• An IV (intravenous) is put in a vein in 

your arm.
• You may be given some medicine to help 

you relax.

기관지경 검사는 기도와 폐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길고, 얇은 튜브를 코나 입을 
통해 폐로 넣습니다. 이 검사는 폐 질환을 
확인하거나 점액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은 조직 조각을 떼어 내어 실험실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가 끝난 후 성인 가족이나 친구가 환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혼자 운전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검사 시간에 맞쳐 도착하십시오. 약 2
시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시오. 

준비하기
•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액을 

희석시키기 위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검사 전에 이 
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복용하는 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사 전 자정 이후에는 물을 포함하여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 검사 받는 날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하면 
약간의 물과 함께 드십시오. 

검사 중
• 환자복을 입게 됩니다.
• 검사 중에 의자에 앉거나 또는 테이블에 

눕습니다.
• IV (정맥주사)를 팔뚝 정맥을 통해 

놓습니다.
•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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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pads are put on your chest to 
check your heart. For men, chest hair 
may need to be shaved.

• A blood pressure cuff is put on your arm. 
Your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re 
checked often.

• A clip device is put on your finger to 
check your oxygen level.

• You may be given oxygen to breathe 
during the test.

• Your mouth and nose are sprayed with 
numbing medicine.

• The doctor puts the tube into your nose 
or mouth. You may feel the tube in your 
throat or the need to cough. You will be 
able to swallow and breathe.

• Your doctor will be talking to you, but you 
should not talk during the test. This helps 
keep you from having a sore throat. 

• The doctor removes mucous and a tissue 
sample if needed.

• The tube is then removed.

After the Test
• The nurse will check you often for about 

1 hour after the test.
• Medicines given during the test will make 

you sleepy. You will need to have an 
adult family member or friend take you 
home for your safety.

• In about 2 hours, the numbing medicine 
wears off and you will be able to eat and 
drink.

• You may have a sore nose or throat, a 
hoarse voice or a cough. It is normal to 
cough up a small amount of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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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 검사를 위하여 작은 패드들을 가슴에 
부착합니다 남자의 경우 가슴 털을 
면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혈압을 재는 완대를 팔에 감습니다. 검사 
중 혈압과 심장박동을 자주측정합니다.

• 클립 장치를 손가락에 대고 귀하의 산소 
레벨을 확인합니다.

• 검사 중 호흡을 위해 산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입과 코에 마취약을 분무합니다.
• 의사가 관을 귀하의 코 또는 입속에 

넣습니다. 인후에 들어오는 관을 느끼거나 
또는 기침할 수도 있습니다. 삼키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 의사가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이지만, 검사 
중에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의사는 필요한 경우 점액과 조직 샘플을 
채취합니다.

• 그런 다음 관을 제거합니다. 
 

검사 후
• 간호사가 검사 후 약 1 시간 동안 귀하를 

자주 관찰합니다.
• 검사 중에 주는 약 때문에 졸릴 것입니다. 

검사가 끝난 후 성인 가족이나 친구가 
환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 약 2 시간이 지나면, 마비약 효과가 
사라지고 귀하는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코나 목이 아프거나, 쉰 목소리 또는 
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피를 
토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 검사 결과는 의사에게 보내집니다. 의사가 
결과를 여러분과 상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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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your doctor if you have:
• A fever over 100.5 degrees F or 38 

degrees C
• A sore nose, throat or hoarse voice that 

lasts more than 2 days
• Other concerns 

Call 911 right away if you:
• Have trouble breathing 
• Have chest pain
• Have problems swallowing
• Are coughing up large amounts of blood 

or you have heavy bleeding from your 
nose or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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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체온이 화씨 100.5도 또는 섭씨 38도 이상 

상승
• 2 일 이상 지속되는 코, 목의 통증 또는 쉰 

목소리
• 그밖에 문제

아래와 같은 경우 911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 숨쉬기가 힘들다 
• 가슴 통증
• 삼키기 문제가 있음
• 다량의 피를 토하거나 또는 코나 입에서 

심한 출혈이 있음

질문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