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결핍, 크론병, 셀리악병, 출혈, 빈혈을 앓고	

계신 경우, 담당 의사가 소장[위장관(GI)의 일부]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캡슐내시경 

검사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자유를 위해 고안된 제품

캡슐	
내시경  
CapsoCam Plus® 사용법 
360˚ 파노라마뷰를 제공하는  
유일한 캡슐  



캡슐내시경이란 무엇인가요?

캡슐내시경은 삼킨 캡슐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의사가 캡슐 안에 내장된 작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환자의 소장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소장은 기존의 
침습적인 내시경 검사로 접근하여 보기 어렵습니다.

CapsoCam Plus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CapsoCam Plus 캡슐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이 캡슐만이 제공할 수 있는 360º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검사가 수월합니다: 

 •  창자를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검사 전날 
수행하는 장 준비 절차가 쉽습니다.

 • 물 한 컵으로 캡슐을 삼킵니다.

 •   3~30시간 후에 대변을 본 다음 간단한 회수 
절차를 통해 캡슐을 회수합니다.

 •  담당 의사에게 캡슐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갑니다.

 •  담당 의사가 비디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알려 드립니다.

소장



통증이 있나요?

캡슐을 삼키거나 캡슐이 소화관을 통과할 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CapsoCam Plus 캡슐은 
대변을 볼 때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기존의 
내시경 검사와 달리, 진정제가 필요 없습니다.   

캡슐을 삼키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나요?

캡슐을 삼키기 전에, 귀하가 복용하는 모든  
약 목록, 약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의사가 언제 금식을 시작해야 하는지와 
검사 전과 후에 대한 지침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성공적인 검사를 위해서, 의사가 제공하는 모든 
지침을 주의하여 따르십시오.

“	제 환자들은 얼마나 쉽게 CapsoCam Plus  
 캡슐을 삼킬 수 있는지 깨닫고 항상  
 놀라워 합니다. 캡슐을 회수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Michael Bass, M.D., 위장병 전문의 
 GI Specialists of Delaware(델라웨어주 뉴어크 소재)

CapsoCam Plus 캡슐은 
약간 큰 종합비타민제와 
크기가 비슷하고,  
물 몇 모금으로 삼킬  
수 있습니다.



캡슐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CapsoCam Plus 캡슐을 삼키기 전에, 의사가 
CapsoRetrieve 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키트를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 설명서를  
즉시 검토하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CapsoVision 웹사이트에서 캡슐 회수 절차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 웹사이트에서 CapsoCam Plus 
캡슐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짧은  
교육용 비디오를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capsovision.com/patient-resources/what-
to-expect-with-capsocam/

“	선택권을 주면, 제 환자들은  
 CapsoCam Plus를 선호합니다. 병원에	
	와서 캡슐을 삼킨 다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죠.”
 Ian Storch, D.O., 위장병 전문의
  Gastroenterology Consultants of Long Island 

(뉴욕주 뉴하이드파크 소재)



캡슐 회수 절차 안내 지침서가 CapsoRetrieve 
키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주의하여 
읽고 질문이 있으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대변을 볼 때가 되면, 변기 
안쪽 부분에 회수 팬을 
배치합니다.

필요한 경우, 팬에 물을 
부어서 캡슐이 쉽게  
보이게 합니다.

손대지 않고 회수하기 위해 
자석봉을 사용하여 팬에 
있는 캡슐을 건져냅니다.

캡슐을	캡슐	용기	안에	
넣습니다.	용기의	
뚜껑을	사용해서	캡슐을	
자석봉에서	뗄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은	다음,	캡슐	
용기를	병원에	반환합니다.

또는,	담당	의사가	반환용	
FedEx®	봉투를	제공한	
경우,	캡슐	용기를	봉투에	
넣어서	FedEx	접수처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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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CapsoRetrieve 키트를  
사용하면 쉽게 캡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INSTRUCTIONSINSTRUCTIONS



주의사항: 연방법에 따라 본 기기는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한해서만 또는 유자격 의료전문가의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됩니다.

위험 정보
드물지만, 모든 캡슐내시경 검사는 약간의 위험이 
따릅니다. 가능한 합병증에는 흡인, 소장 폐쇄로 인한 
흡인 캡슐 정체 등이 있습니다. 내시경 배치로 인한 
검사 관련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처치를 위해 내과적, 내시경적 또는 
외과적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MRI와 
같이 강력한 전자기장 근처에 가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CapsoCam Plus를 삼킨 후 캡슐이 
배출되기 전까지 강력한 전자기장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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