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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Plenvu)
1) 혈전용해제 (와파린, 쿠마딘, 플라빅 스 등) 를 복용중인 분은 담당선생님과 약 중단 여부를 상의하십시오. (검사
3 일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약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내시경검사 중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장 세척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식사외 추가식사를 하신 경우 검사가 취소되거나 추후 재검사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대변이 맑게 나오더라도 준비약을 모두 복용하십시오.)
3) 검사 3 일전부터
* 금해야 하는 음식: 잡곡류(흑미, 현미 등) 및 견과류(깨, 잣, 땅콩 등), 씨있는과일 (딸기, 참외, 포도 등), 해조류(김,미역
등). 나물류 (김치 포함), 고기, 버섯 등은 드시지 마십시오.
* 섭취 가능한 음식: 흰 쌀밥, 씨 없는 과일, 계란, 두부, 생선, 건더기 없는 맑은 국 등 섬유질이 적은 음식
4) 장 세척약 복용 방법 및 준비 지침
오전 11 시 이전에 검사를 받으실 경우: 흰쌀밥과 맑은 국, 또는 반찬 없는 흰죽과
같은 가벼운 아침식사. 아침식사 이후에는 수분섭취만 하십시오.
오전 11 시 이후 검사를 받으실 경우: 흰쌀밥과 맑은 국, 또는 반찬 없는 흰죽과
같은 가벼운 아침식사와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이후에는 수분섭취만 하십시오.
검사 전날 아침
마지막 식사 후 장 세척약 복용 전까지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최소 1 리터) . 30 분에서 1 시간 간격으로 250-500ml 양의 물, 또는 투명한
음료수 (사이다) 나 스포츠 드링크(Powerade, Gatorade) 를 섭취하십시오. (우유
없는 블랙 커피 또는 차도 괜찮습니다).
Plenvu Dose 1 satchet 을 500ml 물에 섞은 후 30 분 내로 모두 복용하십시오.
검사 10-12 시간 전

약을 드신 후 물이나 투명한 음료수 (사이다) 나 스포츠 드링크(Powerade,
Gatorade)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십니오. (최소 1 리터)

검사 5 시간 전

Plenvu Dose 2 satchet A 와 Dose 2 satchet B 를 500ml 물에 섞은 후 30 분 내로
모두 복용하십시오.
검사 4 시간 전부터는 금식하세요. 식사는 물론 물도 드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