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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검사 준비(창자 비우기)  
Preparing for a Colonoscopy (Bowel Cleansing) 

창자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안 하시면 검사를 다시 예약하고 또한 이 단계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7 일 전 

철분 정제와 종합 비타민제 복용을 중지합니다. 

*최소한 7 일 전에 아무 약국에서 4 리터들이 PegLyte 나 CoLyte 한 통을 구매합니다. 이것은 창자 비우기용 

설사제입니다. 계산대에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약을 대장 내시경 검사 2 일 전부터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5 일 전 

다음 식품 섭취를 중지합니다. 

 씨가 있는 과일이나 채소 

씨를 발라낼 수 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모든 종류)와 씨앗류(해바라기, 호박, 

아마, 참깨 등) 

 곡물(옥수수, 팝콘, 온알곡과 잡곡 빵, 밀기울과 밀기울 

시리얼, 오트밀, 그래놀라, 현미와 줄풀쌀(wild rice)) 

흰 빵, 흰 밥, 흰 파스타는 드셔도 됩니다. 

다른 모든 식품은 드셔도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1 일 전 

오전 

1. 투명한 음료 식이 요법을 시작합니다. 

 고형식, 유제품, 유제품 대용식은 안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자주색 음료는 안 됩니다. 

 껌, 알코올, 죽, 걸쭉한 주스는 안 됩니다. 

투명한 음료는 물 외에도 다양하게 선택하세요. 설사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2. 4 리터들이 PegLyte(또는 CoLyte)를 준비합니다. 섞는 방법은 

통에 있는 안내문을 따르세요.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오후 4 시 

1. 이 시간부터 90 분(1.5 시간)에 걸쳐 통에 든 2 리터를 10 분마다 한 잔(250mL 또는 1 컵)씩 마십니다. 빨대로 

마시세요. 

2. 화장실 가까이에 머뭅니다. 대변과 설사를 많이 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사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투명한 음료와 전해질(국물, 스포츠 음료 등)을 많이 마시세요. 

대장 내시경 검사 6 시간 전 

통에 남은 2 리터를 다음 90 분(1.5 시간)에 걸쳐 마십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3 시간 전 

투명한 음료 섭취를 전부 중지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칠 때까지 물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달리 지시가 없는 한, 평소 드시던 약은 소량의 물 한 모금과 함께 복용하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는 투명한 음료 

물 

맑은 주스(사과, 

청포도, 화이트 

크랜베리) 

맑은 차나 

커피(크림이나 

우유 없이) 

진저에일 

맑은 국물이나 육수 

오렌지 또는 화이트 팝시클 

오렌지 젤리 디저트/Jell-O 

오렌지 또는 화이트 스포츠 

음료(비타민 워터,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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