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암 검진을 받으세요 
대장 내시경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종과 대장암이란 무엇인가요?
   용종은 대장 안에 있는 종양이나 작은 세포 덩어리를 말합

니다. 무해한 용종도 있지만 대장암으로 이어지는 용
종도 있습니다. 

   대장과 직장에서 용종을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
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50세 미만의 고위험군 대상도 검진을 받아 대장암을 
예방해야 합니다. 위험군에 속하는지에 관해서는 의
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10년마다 대장 내
시경을 하거나 매년 대변 검사를 받으십시오.

징후와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장암의 증상에는 체중 감소, 직장 출혈, 설사, 만성 

변비 등이 포함됩니다.

   대장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혈액 검사 결과, 철분
이 낮거나 혈구 수치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증).

   대장암의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
다.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를 통해 의사가 용종을 발견하여 암으로 발전하

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란 무엇인가요?
   대장 내시경 중에 의사는 조명과 카메라가 달린 작은 

튜브를 직장으로 삽입합니다 . 의사는 카메라로 용종
을 찾습니다.

  •  용종이 발견되면 의사는 주로 검사 중에 용종을 제
거합니다. 

  •  검사는 30~60분이 소요됩니다.

검사 전에는 무엇을 하나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검사 하루 전에 마셔야 하는 

약을 줍니다. 이는 대장을 비우는 약으로, 검사자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합니다. 검사 하루 전에는 유동
식(뒷면 예시 참조)을 먹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와 같이 평소에 먹는 약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일주일 전에 약 복용 
중단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검사 당일에는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거
나 마시지 마십시오.

   검사 직전에는 안정에 도움을 주는 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회복실에서 쉬게 됩니다.

   검사 후 귀가를 도울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안전한가요?
   대장 내시경은 안전하며 다음과 같은 적은 위험이 있

습니다.

  •  검사 전 먹는 약에 대한 반응.

  •  종양 제거 후 출혈. 이러한 반응은 스스로 멈춥니다.

  •  대장 또는 직장 벽의 천공 이는 드물게 발생하며 통
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술을 통해 고쳐야 할 수 있
습니다. 

언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휴지나 변에서 피를 발견한 경우,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복부에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열이나 오한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검사는 아픈가요?
   검사 중 압박, 팽창 또는 경련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는 아프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 준비 방법

의료 서비스 제공자: 아래에 적합한 요일, 날짜 및 연락처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7 일 전
요일: 

날짜: 

다음 중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대장 내시경 검사 일주일 전에 이러한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
다.

2~6 일 전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음료를 많이 마시십시오.

1 일 전
요일: 

날짜: 

장 상태 준비: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검사를 위한 대장 상태를 위해 약을 처방합니다.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나 염려되는 점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일 전
요일: 

날짜: 

식사 관련 지침:
1.  기상한 이후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곡물(예: 빵, 파스타, 쌀, 시리얼 등), 

생선, 고기, 콩, 두부, 유제품(예: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버터 등), 야채와 과일이 
포함됩니다. 

2.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밝은 색의 액체를 포함한 유동식만 드십시오. 콜라나  
빨간색 혹은 보라색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투명한 수프(예: 야채 또는 지방이 
없는 닭고기 수프)

  밝은 색의 아이스 바   투명한 탄산음료 또는  
탄산수

  밝은 색의 스포츠음료 (빨간색 또는 
보라색 금지)

  투명한 젤라틴  
디저트

  물 또는 얼음

  우유나 크림을 넣지 않은  
차 또는 커피

  투명하고 과육이 없는 과일 주스  
(예: 사과, 백포도)

3. 유동식을 최소 8회(즉, 여덟 컵) 마시도록 하십시오. 

 대장 내시경 
당일

요일: 

날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참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먹도록 지시한 약이 있다면 해당  
약 복용 시 물을 마셔도 됩니다. 

검사 후 귀가를 도와줄 성인을 동반하십시오.

Health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진통제 또는 관절염 약

  혈액 희석제(예: 와파린)

  철분 보충제

  당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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