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검사(Colonoscopy)는
어느 정도 정확한가요?
대장내시경 검사는 매우 정확하며 귀하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검사 중에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여전히 조금은 있습니다. 암이나
용종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선별 검사를
계속해야 하며 최선의 방법은 무료 국내
대장암 검사 프로그램 (National Bowel Cancer
Screening Program) 테스트 키트입니다.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나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장 비우기로 인한 두통이나 구토,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제에 거부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드문 일입니다. 아주 드물게 일부
사람들은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이전에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떤 옵션이 있나요?
대장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립이나 사립
병원 혹은 클리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립 시설인 경우 무료입니다. 민간 시설인
경우는 귀하의 개인 의료 보험에 따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 비우기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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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e aged 50–74,
look out for your kit in the mail.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and to check
when your kit is due go to
www.cancerscreening.gov.au
or call 1800 118 868.

문의 사항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
할 수 있나요?
이 책자는 안내서로 제공되며 여러분의
의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ancerscreening.gov.au/bowe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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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하의 장 검사에서 대변에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가 발견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대부분이 암과 (5%
미만) 연관이 없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약을 하여
결과에 대해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의사는 두 번째 검사를 권장 할 수
있는데 주로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 비우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란 무엇인가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관찰 (관찰경)을
포함하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좁은
튜브를 항문을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이것은 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고 용종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용종은 창자 벽에 붙어 있는 작은 혹입니다.
이는 성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대개
무해하지만 일부는 암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 용종 제거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을 발견하면 대개 이를 제거합니다.
– 의사는 질병의 징후 여부 파악을 위해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장의 작은
표본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 용종이나 표본이 제거 시 아무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건강 문제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대장 비우기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의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 전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지시 할 수도
있습니다.

1. 식사 - 의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 전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2. 약 -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대장
비우기 키트가 제공됩니다. 또한 장을 비우는
약을 복용하면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3. 수분 - 의사는 수분 유지를 위한 지침을 줄
것입니다.

첫째로, 귀하가 졸리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가벼운 진정제를 맞게 됩니다.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의사는 유연한
관찰경을 천천히 항문을 통해 장으로
삽입합니다. 관찰경에는 의사가 장의 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검사는 약 20분 내지 4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끝나면 음식과 음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났을 때 조금 거북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 시간 정도만 지속될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소량의 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는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은 당일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진정제를 맞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 후 24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 차 운전
– 혼자 이동
– 기계류 사용
– 법적 서류 서명, 또는
– 음주.
대장 내시경 검사 후에 친구나 가족이 귀하를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다음날에는 몸
상태가 나아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