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내시경검사 하제 복용 안내문

정확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안내 사항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전처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검사가 안될 수 있습니다.

 하제(피코솔루션, 모비락스) 복용 방법

날짜 시간 식사 및 하제 복용 방법

검사 3일 전
(      월      일)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만 드시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드세요.
씨 있는 과일, 줄기가 긴 채소나 해조류, 딱딱한 잡곡은 드시지 마세요.(뒷면 참조)

검사 1일 전
(      월      일)

아침, 점심,
저녁식사

죽, 누룽지 등 건더기 없는 식사를 하세요.
저녁 5시 이후 부터는 금식하세요.

저녁 7시

피코솔루션 1병을 개봉 하여 모비락스 1포를 섞어 잘 흔든 후 복용하세요. 
추가로 물 4컵(2리터) 이상 충분히 드십시오.

검사 당일
(      월      일)

오전 검사시
오전 6시

오후 검사시
오전 9시

피코솔루션 1병을 개봉 하여 모비락스 1포를 섞어 잘 흔든 후 복용하세요. 
오전 검사시 오전 7시 (오후 검사시 오전 11시)까지 추가로 물4컵(2리터) 이상 충분히 
드십시오.
이후 물, 음료수, 담배, 사탕 등 어떠한 것도 드시지 마시고 내원 하십시오

 고혈압 : 검사 당일 아침 6시에 소량의 물에 고혈압약만 복용하세요.
 당뇨병 : 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은 당뇨약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를 하시면 안됩니다.
   항혈전제(아스피린, 아스트릭스, 유유크리드, 디스그렌, 프레탈 등), 항응고제(와파린, 헤파린, 코우마린, 쿠마딘 등)은 

검사 5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시고, 검진실 직원에게 복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제(피코솔루션, 모비락스) 복용시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신중히 투여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검진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장질환(울혈성 심부전 등), 신장질환(중증 신기능 장애 등), 중증 장질환(위장관 폐색 및 천공, 
독성 장염 및 궤양 등), 하제 과민증 기왕력, 이뇨제 또는 스테로이드 복용자 등

2.   대장내시경 하제로 인하여 심각한 체액 상실(탈수), 전해질 변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지러움, 식은땀, 손발저림, 가슴답답, 구역 및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면 즉시 하제 
복용을 중단하시고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피코솔루션 1병
모비락스 1포

물 4컵(2리터) 이상

피코솔루션 1병
모비락스 1포

물 4컵(2리터) 이상



대장내시경검사 세부 주의사항

 검사전

권장 음식 피할 음식

•곡류: 흰빵, 흰쌀밥, 국수, 감자
•국: 맑은 된장국, 맑은 달걀국
•반찬류:   생선, 두부, 잘게 으깬 부드러운 고기, 

닭가슴살, 달걀

•씨가 있는 과일: 딸기, 포도, 수박, 키위, 참외 
•채소류: 김치, 나물, 양배추, 시금치
•해조류: 김, 미역, 파래
•잡곡류: 검정콩, 좁쌀, 현미, 흑미

1.   대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검사에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전까지 맑은 물과 같은 변이 나올 정도로 장 정결이 

되어야 정확한 검사가 되며, 찌꺼기가 있거나 혼탁한 물이 나올 경우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장 정결이 미흡하여 재검사(건강검진일 이후)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검사 당일
1. 검사절차

1)   검사용 바지와 가운을 입고, 왼쪽 옆으로 누워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 배에 붙이고 엉덩이는 살짝 뺀 자세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때로 수월한 삽입을 위해 자세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검사 중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검사 전 진통제와 위장 운동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수면 검사 

시에는 진정제가 투여됩니다.

3)   검사 시간은 20 ~ 40분 정도 소요되나, 병변이 많고 복잡하거나 삽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용종절제술 

같은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4) 검사 후 진정제의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침상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수면검사나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검사 도중 의심스러운 병변에 대해 조직검사를 하거나, 용종절제술을 시술하는 경우 시술 시간,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검사 후
1.   검사 후 1~2시간은 검사 중 공기주입으로 인한 복부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이 걸으면서 가스를 배출 

시키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검사 후 바로 가능하나,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식사를 할 경우 복통이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직검사나 용종절제술을 시술할 경우 별도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   위장 운동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앞이 흐리게 보이거나,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움과 구토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약 2~4시간 후 완화됩니다.

4.   검사 후 심한 복부 팽만이나 통증, 많은 양의 혈변(흑색변 포함)이나 발열, 식은땀이 지속되면 검진실, 내시경실, 

응급실(야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 시 반드시 2~3일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현금과 귀중품(귀금속)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가지고 오시면 안됩니다.

※ 수면검사를 하실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셔야 하며, 검사 후 자가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목포기독병원  건강증진센터  061) 280 - 7300

소화기내과  061) 280 - 7157

응 급 실  061) 280 - 7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