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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민과 스캔
중요한 설명
이 설명서는 메트포민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조영제를
사용하는 영상스캔이나 시험을 받을 예정인 환자의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귀하를 위해 CT 스캔이나 다른 이미징 시술을 권장했습니다. 이 시술의
일부로서 요드 조영제(방사능 염료)가 귀하의 정맥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이 조영제는 신장에서 신체로부터 메트포민이 청소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트포민을 포함하는 흔한 약들의 예:

••
••
••
••
••

포르타메트
글루코화지
글루코화지 XR
글루메타
리오메트

언제부터 현재 약을 다시
복용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

영상 스캔의 완료 후 48시간
기다린 다음 귀하의 메트포민 약의
복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메트포민 약의 복용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스캔하는 당일에 의료
제공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미징 시술이나 약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귀하의
의료진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나 의료진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미징 서비스:
206-59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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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formin and Your Scan
|| Important instructions
This handout gives instructions for patients who take medicine that
contains metformin and who are scheduled for an imaging scan or
procedure that uses contrast material.
Your health care provider has recommended that you have a CT scan or
other imaging procedure. As part of this procedure, iodine contrast
material (radiology dye) will be injected into your veins.
This contrast material may affect how your kidneys clear metformin from
your body.
Some common medicines that contain metformin are:
• Fortamet
• Glucophage
• Glucophage XR
• Glumeta
• Riomet

When can I start taking
my medicine again?
• You will need to wait 48 hours
after you complete your imaging
scan before you start taking your
metformin medicine again.

QUESTIONS?
Your questions are
important. Call your
doctor or health care
provider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 You may also need a blood test
before you can start taking your
metformin medicine again. You
will receive instructions about
this from your health care
provider on the day of your scan.

Please talk with your health
care provid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imaging
procedure or your medicines.

Imaging Services:
206-59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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