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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본원에서 사용하는 대장정결법인 4ℓ polyethylene glycol (PEG)

용액과 2ℓ PEG 용액에 하제(비사코딜5mg+도큐세이트 소디움16.75mg) 

2정과 2ℓ PEG 용액에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세 가지 대장 전처치 방법들 

사이의 대장정결효과, 시술자의 만족도 및 환자의 순응도 및 부작용을 비

교 하고자 하였다

 2010년 3월10일 부터 5월 17일 까지 소화기내과 진료 후 연구에 동의 

한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을 환자를 무작위

로 3군으로 분류하여 검사 예약 시 만보계를 주고 검사 전날 자기 전 만

보기 횟수를 기록하고 당일 날 다시 만보계를 차고 내시경실로 내원하도록 

하여 이틀간의 걷기 횟수를 비교 측정 하였다. 운동 군에게는 적어도 검사 

전날 2,000보 이상을 걷도록 하였다. 대장내시경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시행하였으며 대장정결도는  Ottawa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검사 후  전반

적인 검사 만족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가 가능했던 123명을 대상으

로 연령, 성, 비만도, 변비유무, 복부 수술력, 대장내시경 과거력, 만성질환 

동반유무, 약복용 유무, 설사 횟수, 정결제 부작용을 측정하였다. 

대상군의 평균연령은 51세였으며 남자 69명, 여자 54명이었다. 세군 간 

연령, 성, 비만도, 변비유무, 복부 수술력, 대장내시경 과거력, 만성질환의 

동반 유무, 설사 횟수, 정결제 부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장 정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에서 비만여부 (p=0.038)

와 설사횟수(p=0.024)가 대장정결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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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비만 할수록 대장정결도가 좋지 않았고 설사 횟수가 증가 할수록 

대장정결도가 좋았다.

대장 정결도 에서는 세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시술자

의 검사만족도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결제 부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ℓ PEG 복용군에서 구토, 복부팽만, 오한 등의 증상이 

가장 많았으며 추후 재검사 용의에서도 4ℓ PEG 복용군은 다시는 같은 

정결방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상자가 30명 (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 

위와 같이 4ℓ PEG 용액과, 2ℓ PEG 용액에 하제 (비사코딜5mg+도큐

세이트 소디움16.75mg) 2정과 2ℓ PEG 용액에 걷기운동을 병행하는 세 

가지 대장내시경 전처지 방법들의 대장정결도 및 검사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4ℓ PEG 복용은 환자의 순응도가 매우 낮은 전처치 방법

이었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78명의 세 집단을 비교 하였어

야 하나 각 41명으로 표본 수 부족의 제한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처치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이 가능한 군은 운동을 추가하고 

운동이 어려운 군에게는 하제(비사코딜+도큐세이트 소디움)복용을 선호 

할 수 있다. 주치의 선택 또는 대상자에게 대장 정결방법을 제시하여 본인 

스스로 정결방법을 선택 하도록 한다면 전처치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핵심어: 대장정결 , 환자의 순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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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대장질환의 증가에 따라 대장 내시경기기 및 기술이 급속히 발전 하면서 대

장내시경 검사가 상당히 보편화 되었는데 이는 하부 소화관에서 기인하는 증

상을 규명하거나 대장종양을 선별 검사하거나 대장 조영술에서 발견 된 이상 

소견을 확인 및 치료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

사는 다른 검사 방법으로 놓치기 쉬운 조기 대장암을 진단 할 수 있고 검사 중

에 암으로 진행 될 수 있는 대장 선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시술자의 숙련도와 적절한 대장 정

결이 필수적이다. 완전한 대장 정결은 대장 점막 전체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

하여 병변을 놓치지 않고 검사 과정을 보다 용이 하게 하며 부적절한 정결로 

인한 질병의 진단 지연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완전한 정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장 정결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대장

정결제는 분변을 완전히 제거 하고 대장 점막의 육안적 모양과 현미경적인 

모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복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수분과 

전해질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결 효과가 높아서 

시술자가  용이 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어야 한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매우 유익한 검사임에도 불구 

하고 몇 가지 요인이 환자의 순응도를 낮춘다. 항문을 통한 검사이고 검사 

시 공기를 주입하고 내시경 기계를 삽입하여 불편감을 유발하고 전 처치로 대

장정결제를 2 ℓ 이상을 마셔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감 때문에 검사를 



- 2 -

꺼리는 경우가 많다. 빠르고 안전한 대장내시경 검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이 바로 대장 정결이다. 대장검사의 첫 단추가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실

제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 되기도 한다. 즉 많은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불편

감 때문에 검사 받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여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쳐 질병의 

악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불안감이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중재로서 

대상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 시 완전한 대장 정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

과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해서 충분히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환자  

의 불안이 경감되어 순응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대장 정결도가 개선되어 대장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박찬

국,2004).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장정결제인 4ℓpolyethylene glycol 

(PEG) 용액은 등장성 용액으로 복용량의 대부분이 대변으로 배설되도록 함

으로써 혈장내로의 수분 증가나 수분의 소실로 인한 저혈량 상태 그리고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아 소아 및 노인 그리고 신장 ,간 또는 심장질

환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Cohen 등,1994). 

그러나 4ℓ의 용액을 10분 간격으로 한 컵씩(250cc) 3시간 정도의 짧은 시

간에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고 용액의 짠맛 때문에 환자들은 오심, 복통, 구토

와 같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Church,1998).   

이러한 불편감이 검사를 꺼리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처방된 대장 정

결제를 완전 복용 하지 못한 경우 검사 시 불량한 대장정결 상태를 보여 진단

에 어려움을 주거나 검사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한다

(Ness 등, 2001). 그러므로 불편감을 완화 시키고 보다 나은 대장정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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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위해 용량을  2ℓ를 복용하고 비사코딜 2정을 함께 복용하도록 하여 대

장정결 및 청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극성 하제인 비사코딜은 흡수가 

되지 않는 diphenylmethane 으로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 시켜 10~15mg을 

복용 하면 대장을 자극하여 6~12시간에 걸쳐 장을 비우게 한다.

 Adams 등(1994)은 이런 자극성 하제와 저용량의 PEG 용액을 병용하여 

효과적인 대장 전처치를 소개 하였다.  국내보고로는 동일한 환자 즉 대장내

시경 후  용종절제술 환자에게  비사코딜과 2ℓ PEG 용액을 복용하게 한 연

구에서 대장 정결도면에서 4ℓ용액  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으나 기존의 4ℓ용

액 복용보다는 복용의 용이성과 부작용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자극성 하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복통 등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민정 , 2008 ).

 전신 운동(걷기)이 대장 정결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장내시경의 전처치 

과정에서 걷기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대장 정결도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박동훈,2002) 현재 사용 중인 대장정결 방법과 자극

성 하제를 복용하지 않고 운동요법을 병합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키고  

순응도를  높이는 대장정결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장 정결도를 위한 이전의 연구들은 정결제의 종류, 복용 양, 복용 시기, 병

합약물의 효과, 약물복용 후 검사까지의 소요시간 등에 따른 대장정결도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운동(걷기)이 대장 정결도를 개선하는 중요 변수

로 밝혀진 논문이 있으나 자극성 하제를 복용 후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

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여러 대장 전처치 방법들의 대장 정결도를 비교 

분석하여 정결도가 높고 환자의 순응도, 복용의 용이성 및 높은 대장정결 방

법을 제시하고 적절한 운동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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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대장내시경 전 처치로서 4ℓPEG  용액의 복용과 2ℓPEG 용액 및 하제(비

사코딜5mg +도큐세이트 소디움16.75mg)2정 병합요법과 2ℓPEG 복용 및 

걷기운동의 대장정결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결도가 높고  환자의 순응도, 복

용의 용이성이 높은 대장 정결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한 운동량 및 환자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4ℓ PEG  복용군과  2ℓ PEG  와 하제(비사코딜5mg+도큐세이트 소

디움16.75mg) 2정 복용 군과 2ℓ PEG 와 운동(걷기)요법 병합간의 대

장정결도를 비교 분석한다. 

2) 세 군 대상자간의  순응도, 복용의 부작용, 추후 같은 정결방법을 원하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시술자의 검사  만족도를 비교한다.

3)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장정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장정결 방법

대장 정결이란 대장내의 분변을 제거 하면서 점막이나 혈관의 손상을 주지 

않고 대변 잔사 없이 선명한 대장점막을 관찰 할 수 있게 세척된 상태를 말한

다.

이 연구에 사용 된 대장정결 방법은 4ℓPEG 복용군과 2ℓ PEG 와 하제(비

사코딜5mg+도큐세이트 소디움16.75mg )2정 복용군, 그리고 2ℓPEG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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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동요법 병합 복용군이 검사 전날 저녁 7시에 만보기를 차고 7시부터 10

분마다 200cc씩 PEG 용액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운동 군은 2000보 이상을 걷도록 하였으며 자기 전 만보기 숫자를 적도록 

하였다.

2) 대장정결 효과

대장정결 효과란 대장내시경 삽입 후 대장 전체에 걸쳐 남아 있는 대변의 

양과 잔류액 정도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며 (Rostom 과 Jolicoeur, 2004), 본 

연구에 Ottawa 척도를  이용하여 대장 정결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시술자의 검사 만족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시술자의 검사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만

족도 점수를 말한다.

4) 대상자의 순응도

순응도란 환자가 의학적인 조언을 따르는 정도로 정의(Gordis,1976 ; Johnson,1992) 

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PEG용액의 복용에 있어서 대장정

결제의 복용량, 복용 못한 이유, 복용 시 및 운동의 불편감에 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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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장내시경검사의 장 정결법

PEG 전해질 용액은 1980년대에 소개된 이후 가장 많이 쓰이는 장 정결 

용액이다. 장관 내에서의 수분 흡수를 억제 할 수 있도록 PEG 용질을 첨

가시켜 등장성 용액으로 만들었고 복용량의 대부분이 대변으로 배설되도록 

하여 혈장내로의 수분 증가가 없고 수분의 소실로 인한 저혈량 상태를 유발하

지 않아 안전한 약제로 알려져 있다. 수분이나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아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소아 및 노

인에서의 안정성도 입증 되었다. 신장, 간, 심장질환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나

타날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대장에서 조직학적 

변화를 초래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Cohen SM 등,1994). 하지만 약제의 독

특한 맛과 향 때문에 환자들의 순응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 많은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의 재검이 필요한 경우 기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성애,2004).

PEG 용액의 복용방법은 가루 약제를 물에 잘 녹여 4ℓ의 용액으로 만들고 

마시기 쉬운 용기에 조금씩 덜어서 마시게 한다. 한 컵 (약250mℓ) 씩 10분 

간격으로 마시게 하면 전체 약을 복용하는 시간은 3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약

을 복용하는 시간은 검사시간을 잘 고려하여 복용하도록 일러 주어야 한다. 

오후에 검사가 진행 되는 경우는 검사 당일 검사 시작 3시간 전에 다 마실 수 

있도록 복용 시간을 지도해 주는 것이 좋다.  오전에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검사 전날 약을 먹게 되는데 약을 먹은 후 검사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 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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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액과 담즙이 축적되어 우측대장 정결도가 떨어지므로  일부 용액을 검사 당

일 나누어 복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석균 과 민영일,1999).

2.  장 정결 효과의 상승 및 대상자의 순응도

대장내시경의 전 처치 과정에서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큰 불편감 없이 

대장 청결도를 개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김현수,2002). 대장정결

제의 부작용은 검사를 꺼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처방된 정결제를 완전 복용

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 시 불량한 대장정결 상태를 보여 진단에 어려움을 주

거나 검사 자체를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불편감을 완화시키고 보다 나

은 정결 효과를 위해 PEG 용액을  분할 복용하고 하제(비사코딜이나 마그네

슘)를 함께 복용하도록 하여 대장정결도 및 환자  순응도를 증가시키고 청결

도 시간을 감소 시킬 수 있다(Sharma 등 ,1998).

동일한 환자에게 시간차를 두고 4ℓ PEG 용액 단일 투여와 대장운동촉진제

인 비사코딜과 2ℓPEG 용액을 병용 투여 하였을 때 복용의 용이성, 난이도 

및 선호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강민정,2008).

4ℓ PEG 용액을 용이하게 복용하기 위해 2ℓ씩 분할 복용한 군과 4ℓ 일괄 

복용한 군 간의 대상자의 순응도 , 대장정결효과, 시술자의 검사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PEG 용액을 2ℓ씩 분할 복용하는 것이 4ℓ 일괄 복용하는 것에 비

해 대장정결 효과나 시술자의 검사 만족도를 저하 시키지 않으면서 환자 순응

도를  높이는 대장정결 방법이다 (박금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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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 대장정결 방법으로 4ℓ의 PEG  용액을 복용

한 군과 2ℓ PEG 와 하제 (비사코딜5mg+도큐세이트 소디움16.75mg) 2정

을 복용하는 군과 2ℓ PEG 와 운동(걷기)요법을 병행한 세 군의 대장정결효

과 시술자의 검사 만족도, 정결제의 부작용, 대상자의 걷기 운동의 불편감을 

비교 하기 위한 무작위 단순 차단 임상시험(randomized single blind trial)이

다.



- 9 -

성,나이

신장,몸무게

복부 수술경험

대장내시경 경험

만성질환 유,무

변비 유,무

정결제 복용 중 부작용

(오심,구토,복통,어지러움)

설사 횟수

                    〔그림1. 개념적 연구의  틀 〕

PEG

4 ℓ 복용

PEG

2ℓ복용+하제(비사코딜5mg+도

큐세이트 소디움16.75mg)2정

연구대상의특성

대장 정결도 (Ottawa 척도)와 검사 만족도

대장정결 방법

            PEG

2 ℓ복용+운동(걷기=2,000보

        이상 최대걷기)



- 10 -

우수(0점)

95%이상

분변이 

없고 깨끗

양호(1점)

약간의 분변은 

있으나 흡인이나 

세척 모두 필요 없이 

잘 보이는 경우

보통(2점)

흡입만으로 깨끗

이 보이는 경우

불량(3점)

흡인과세척이 

모두 필요한 

경우

부적절(4점)

재검사가 필요

한 경우

맹장~상행

(우측)결장

횡행~하행

(중간)결장

직장~S상

(좌측)결장

2. 연구 대상

이 연구 대상은 서울의 K 병원의 외래를 통해 건강검진, 배변습관의 변화, 

직장 출혈, 빈혈, 복통을 주 호소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대상자 중 20

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

여하기로 동의 한 대상자를 한다. 외래 진료 시 주치의는 알지 못한 상태로 진

료 실 밖에서 처방 순서대로 1,2,3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여 각각 41명씩 총 

123명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Ottawa 척도

대장 내시경 삽입 후 대장에 걸쳐 남아 있는 대변의 양과 잔류액 정도를 관

찰한 것을 점수화한 것이다. 

대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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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도(0점)

대장 내 잔류액

이 없는 경우  

중등도(1점)

잔류 액은 있으나 소량 배출

로 지장이 없는 경우

중증도(2점)

대량의 잔류 액으로 인해 한 분절에서 

200CC이상 배출

대장

전체

잔류 액

합한 점수로 최저 0에서 최고 1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장 정결도가   

  불량함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관찰자간 신뢰도에서 Pearson상관계수(r)는 0.89, 관찰시간 일치 

도 Kappa (ICC, Intraclass  correlation)는0.94였다

(Rostom 과 Jolicoeur, 2004).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간의 신뢰도 검정을 사전에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 

시술자의 충분임상경험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받은 내시경 전문의 자

격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2) 검사 만족도

대장내시경 시술자가 검사 시행 후 전반적으로 느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10cm 직선을 1cm 간격으로 10등분하여 0-10까지의 숫자로 표시하여 0은 

매우 불만족, 10은 매우 만족으로 숫자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0 (매우불만족)    1      2    3      4      5 (보통)   6      7      8       9       

  10(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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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순응도

정결제 복용 시 불편한 증상을 모두 쓰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3월10일부터 5월17일까지 이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되었다.

1) 연구 목적과 진행 방법에 동의한 소화기내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내

시경검사 예약 시 순서대로 3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대장정결방법에 대해 설명 하면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모든 환자

에게 만보기를 주고  자기 전 만보기 숫자를 기록 하고 자고 다음 날 일어

나서 다시 만보기를 차고 내원 하도록 하였다.

2) 모든 대상 환자의  대장정결 방법은 검사 전날 저녁  6시에 죽을 먹고 7

시부터 PEG 용액을 10분 간격으로 한 컵 (200cc) 씩 복용 하도록 하였고  

정결제 복용은 10시 이전에 처방 용량을 모두  먹도록 하였다.

3) 운동군을 고려  하여 성인으로 하되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  하였다.

4) 비운동군의 평소 보행 횟수를 고려하여 운동군에서는  2,000 보 이상 걷

고 최대 가능한 걷도록 지시하였다.  

5) 대상자의 연령, 성, 체질량 지수(kg/m2)와 복부수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간 질환, 신 질환, 심장질환)의 과거력, 변비의 유무, 과거대장 내시

경경험의 유무, 약 복용 유무, 정결제 복용 중 부작용(오심,구토,복통,복부

팽만,어지럼증,기타,없음)을 표시 하도록 하였고 설사 횟수를 적도록 하

였다. 정확한 설문 작성을 위하여 검사 당일 개별 면담을 통하여 설문지를 

수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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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 당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보기를 다시 차고 내원하도록 하

여 접수에서 설문지를 받으면서 만보기 횟수를 보고 기록 하였다.

7) 내시경 검사는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인정받은 내시경 전문의가 

수행하였으며 대상자의 대장정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

태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 후 검사 만족도를 직접 평가 하도록 하였

다.

8) 대상자의 완전 검사에 실패 하거나 만보계 이상으로 바이어스가 있는  

6명을 제외한 총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여 검정하였다.

1) 대상자 3군의 환자 특성은 Chi square 와 ANOVA를 이용하여 비교

 하였다. 차이가 유의한 그룹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분석은

 Bonferronie test를 사용하였다.

2) 대장 정결도를 종속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통

하여 검정하였다.

3) 운동군에서의 장정결도 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검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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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프로토콜에 따라 완전 검사가 이루어진 123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 

하였다 (표1).

 무작위 배정에 의해 나눈 3군의 환자간의 연령, 성, 키, 몸무게, 비만도, 

복부 수술경험, 변비, 만성질환이나 대장내시경검사의 과거력, 약 복용 유

무, 설사 횟수를 조사 하였다.

연령은 PEG 4복용군은 평균 51.4세, PEG 2ℓ에 하제 복용군은 평균 

53세, PEG 2ℓ에 운동 병합군은 평균 49.9세였다.  50세 이상의 대상자가 

81명(66%)으로 대장 검사는 대부분 50세 정도에 함을 알 수 있다. 남자

가 69명(56%), 여자가 54명(44%)이었다. 비만도(BMI > 26kg/m²)가 높

은 대상자는  PEG 4ℓ복용군이 9.8%, PEG 2ℓ에 하제 복용군은 없었으며, 

PEG 2ℓ에 운동 병합군은 17.1%이었다.

복부수술경험, 변비력, 대장내시경 과거력, 만성질환, 약복용 여부 등은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만보계로 측정한 검사 전날 걷기 횟수는 PEG 4ℓ복용군은 1031보, 

PEG 2ℓ에 하제 복용군은 1,550보, PEG 2ℓ운동 병합군은 4348 보였으

며, 검사 당일 만보기 횟수는 PEG 4ℓ복용군은 904보, PEG 2ℓ에 하제 

복용군은 1,019보, PEG 2ℓ운동병합 군은 1583보로 조사 되었다.

PEG 2ℓ에 운동 병합군이 4,348보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운동량이 

많았으며 세 군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의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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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특성

   PEG

4ℓ

(n=41)

   PEG

2ℓ+하제

(n=41)

    PEG

2ℓ+운동군

(n=41)

p-value

걷기 횟수

검사전날

검사당일

1031

904

1550

1019

4348

1583

0.0255

0.244

나이 

≥49세

50-65세

51.4

15

26

53

12

29

49.9

15

26

0.7222

성 (여 /남)
16/15 21/20 17/24 0.1371

비만도

(BMI > 26kg/m²)
4(9.8%) 0(0%) 7(17.1%) 0.0923

복부 수술력 12(29.3%) 10(24.4 %) 6(14.6 %) 0.2740

변비 10(24.4%) 8(19.5%) 12(29.3%) 0.5892

대장 내시경

과거력
15(36.6%) 23(56.0%) 22(53.7%) 0.1565

만성질환 동반 9(21.9%) 7(17.1%) 5(12.2%) 0.1531

약 복용 유무 14(34.1%) 8(19.5%) 7(17.1%) 0.1437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세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 하였다.

표 1.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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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value

검기 횟수

검사전날

검사당일

0.3032

0.6286

나이 

≥49세

50-65세

0.8516

성 (남/여 ) 0.2424

비만도

(BMI > 26kg/m²) 0.0389

복부 수술력 0.5685

대장내시경 과거력 0.1574

만성질환 동반 0.2690

변비  0.2056

설사 횟수 0.0243

2.대장의 정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장정결도를 종속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

정하였다(표2).

비만여부와 설사 횟수가 대장 정결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으며, 성, 나

이, 복부 수술 력, 만성질환 동반 유 무, 대장내시경의 과거력, 운동 횟수는 관

련이 없었다.

표 2. 대장 정결도의 단일 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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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Ottawa 척도

   PEG 4ℓ

(n=41)

PEG2ℓ+하제

(n=41)

 PEG2ℓ+운동

(n=41)
p-value

Ottawa score 3.65 ± 2.64 4.00 ± 2.88 4.82 ± 2.90 0.1572

그룹

만족도

    PEG4ℓ

(n=41)

 PEG2ℓ+하제

(n=41)

 PEG2ℓ+운동군

(n=41)
p-value

검사만족도 6.5 ± 2.2 6.6 ± 1.9 6.5 ± 2.0 0.9649

3. 대장 정결도 비교 분석 

Ottawa 척도를 이용하여 시술자가 평가한 대장 정결도 점수는 PEG 4ℓ

복용군은 3.65 ± 2.64 , PEG 2ℓ에 하제 복용군은 4.00 ± 2.88 , PEG 2ℓ에 운

동 병합군은     4.82 ± 2.9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표 3 ) .

표 3. 대장정결도 비교 

 

4. 시술자의 검사 만족도 비교분석

대장내시경 시술자의 검사 만족도 결과는 PEG 4ℓ 복용군은 6.5 ± 2.0 

,PEG 2ℓ에 하제 복용군은 6.6 ± 1.9 , PEG 2ℓ운동 병합군은 6.5 ± 2.2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4).

표 4.검사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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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재검사 용의

 PEG 4ℓ

(n=41)

PEG2ℓ+하제 

(n=41)

PEG2ℓ+운동

(n=41)
p-value

재검사 

용의
11 29 36 <.0001

5. 추후 같은  정결제 복용으로 재검사 용의비교 분석

추후 검사 시 같은 정결제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PEG 4ℓ 복용군 

에서는 11명(27%), PEG 2ℓ에 하제 복용군은 29명(71%), PEG 2ℓ에 

운동 병합군은 36명(88%)이 다음 검사 시 같은  정결방법을 원하는 것으

로 분석되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5).

 

표 5. 추후 같은 정결제 복용으로 재검사 용의비교

6. 정결제 복용의 부작용

정결제 복용 시 부작용에 환자설문  분석 결과는 정결제를 모두 복용하

지 못한 군은 PEG 4ℓ복용 군에서 3명이 있었다.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 전신허약감, 오한, 어지럼증, 두통이 세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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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증상 

 PEG 4ℓ

(n=41)

PEG2ℓ+하제

(n=41)

 PEG2ℓ+운동

(n=41)
p-value

불완전 복용 3(7.3%) 0(0%) 0(0%) 0.1057

오심 16(39.0%) 19(46.3%) 19(46.3%) 0.7665

구토 9(22.0%) 2(4.9%) 6(14.6%) 0.0935

복통 2(4.9%) 2(4.9%) 0(0%) 0.5445

복부팽만 19(46.3%) 14(34.1%) 12(29.3%) 0.2943

전신 허약감 0(0%) 0(0%) 1(2.4%) 1.000

오한 3(7.3%) 0(0%) 0(0%) 0.1057

어지럼증 2(4.9%) 3(7.3%) 1(2.4%) 0.8702

두통 0(0%) 0(0%) 1(2.4%) 1.000

표 6 .정결제 복용의 부작용

7. 운동군에서의 Ottawa 척도와의 상관관계

PEG 2ℓ에 운동군 에서의 Ottawa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은 즉  대장 

정결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결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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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특성
   PEG2ℓ+운동

(n=41)
p-value

나이

≥49세

50-65세

49.9

15

26

0.7747

성 17/24 0.8625

비만도

(BMI > 26kg/m²)
23.06 0.5648

복부수술 과거력 6(14.6%) 0.1581

변비 12(29.3%) 0.4445

대장내시경 과거력 22(53.7%) 0.5536

만성질환 동반 5(12.2%) 0.7180

약 복용 7(17.1%) 0.4123

정결제 부작용 29(70.7%) 0.2989

표 7-1 운동군에서 Ottawa 척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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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 
 PEG2ℓ+운동

(n=41)

Beta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걷기횟수

검사전날

검사당일

4348

1583

-0.00001886

-0.00012634

0.00021163

0.00029597

0.9294

0.6718

설사횟수 9회 -0.01858 0.12856 0.8858

PEG 2ℓ에 운동군 에서의 걷기 횟수와 설사 횟수의  Ottawa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7-2). 

표 7-2 운동과 설사 횟수의 Ottawa 척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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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장 정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avis 등(1980)이 개발한 PEG는 황산나트륨이 주된 염으로 구성 것으로 

염화나트륨이 장 내에서 흡수되는 것에 비해 황산나트륨은 흡수가 잘 되

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PEG는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장 전처치 용액으로 등장액이면서 정상 점막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와 소실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고 대장정결효과도 뛰어 나지만 섭취하

여야 하는 양이 2~4ℓ로 너무 많고 특유의 짠맛으로 일부 환자에서구토를

유발하거나 완전히 섭취하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면서 대장 정결도에서 더 효과적인 전처치 방법을 찾

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실제적으로 많은 내시경실에서 PEG

용액을 중심으로 대장정결 전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찬욱 (1991) 에 의하면 PEG 2ℓ복용군이  PEG 4ℓ복용군에 비하여

높은 순응도를 보이면서 대장정결 효과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여 이에

본 연구를 진행 하게 되었다.

Adams 등 (1994)은 PEG 4ℓ일괄 복용군과 비사코딜 15mg 과 PEG 2ℓ

병합 요법군을 비교 하였는데 비사코딜 병합 요법군에서 환자의 순응도는

더 우수 하였으며 부작용에서도 메스꺼움이 적었고 구토나 복통은 통계학

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대장정결도 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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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복통을 더 초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김진관 (2006) 은 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오전에 PEG 2ℓ씩을 복용한 군

과 검사 당일 PEG 2ℓ를 복용하게 한 군과 검사 전날 저녁식후 2시간에 

비사코딜 10mg을 복용하고 검사 당일 PEG 2ℓ를 복용하도록 하여 대장정

결도와 불편정도 , 재검사 용의 ,검사 용이성을 평가 하였다.

재검사 용의를 묻는 설문에서는 전처치 방법들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PEG 2ℓ를 복용한 군에서 PEG 4ℓ를 복용한 군에 비

하여 무력감등의 부작용 정도는 적었으며 4ℓ분할 복용군 6.7%에서 PEG

용액을 다 복용하지 못하여 환자의 순응도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다. 

시술자의 검사 만족도는 세 가지 전처치 방법에 차이가 없었으나 대장 정

결도에서는 PEG 4ℓ를 분할 복용 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 하였으며 하제 

와 PEG 2ℓ를 복용하는 방법 또한 PEG 4ℓ를 분할 복용하는 방법과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박동훈 (2006)은 검사 전날 유동식과 함

께 전투약으로 비사코딜 2정을 복용하게 하고 검사 당일 운동군과 비운동

군으로 나누어 만보계를 착용시키고 운동군에게는 최소 1500보 이상을 걸

으면서 PEG 2.5ℓ를 복용하도록 한 후 대장 정결도를 측정한 논문에서 운

동군이 비운동군에 비하여 대장정결도가 좋았다. 이 논문을 참조하여 본원

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장 정결 방법에 운동 군을 추가 하여 대장 정결도 

및 환자의 순응도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운동군의 대장 정결도가 좋지는 않았지만 설사 횟수가 증가 

할 수록 대장정결도가 좋았다. 운동이 대장 정결도를 개선시키는 기전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대장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배변운동을 향상

시켜 설사 횟수를 늘린다면 정결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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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 등(2001)은 간경변, 뇌혈관 질환 또는 치매의 과거력이 있거나 입원 

한 경우 변비가 있는 경우 삼환계 항 우울제를 복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대장 

정결의 예측 인자가 되므로  이들 환자에게서는 보다 계획적인 교육과 적극적

인 전 처치를 통한 대장 정결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고령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PEG 용액에 의한 대장 정결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하제나 장운동항진제의 병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장전처치가 필요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부적절한 대장정결의 주요 예측인자인 변비가 있는 경

우 하제의 복용과 운동요법을 병행한다면 대장 정결 개선을 위한 유익한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설문 수거 및 면담을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장정결법을 지시하는 대로 

끝까지 잘 복용함을 알 수 있었다.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세한 장정

결의 필요성 및 장정결의 중요성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방

법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 하고자 했던 대장 정결도 및 검사 만족도 분석

에서 세 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환자의 선호도나 환자 특성

에 따른 대장 전처치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결제 복용의 

부작용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정결제의 불완전 복용 및 구토 

,복부팽만, 오한 등의 동양인의 키, 몸무게에 비해 많은 용량이 환자의 순

응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대장정결제의 복용

량이 많아서 오는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PEG 4ℓ 복용한 군과 

2ℓ PEG 과 45㎖ 의 sodium phosphate를 병합 투여한 군을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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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투여군에서 환자의 전체적인 불편감이 감소되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오심과 복부팽만감의 호소가 적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

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준석,2009). 

강민정 (2008)은 기존의 4ℓ PEG 복용 후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을 

진단받고 다시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검사 전날 저녁식후 2

시간에 대장운동 촉진제인 비사코딜 20mg와  검사 당일 2ℓ PEG를 복용

하도록 한 후 대장정결도 및 복용의 순응도와 용이성 평가에서 정결도는 

4ℓ복용이 좋았지만 전처치 복용의 용이성 여부에 4ℓ 용액을 복용하기 쉽

다고  응답한 환자는 15.3%였으나 비사코딜과 병용 투여가 쉽다고 응답한  

환자는 81.4%로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결제 복용의 부작용에서 4ℓ 복용 시 부작용이 가장 많

이 나타나 순응도 면에서 낮은 전처치 방법으로 나왔다.

이상에서 4ℓ의 과다한 복용량이 전처치액 복용의 가장 어려움으로 생각 

되며 맛이나 향의 개선이 복용 난이도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복

용 만족도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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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현재 본원에서 사용하는 대장정결법인 4ℓ PEG 용액 복용과 

2ℓ PEG 용액 복용에 하제(비사코딜5mg+도큐세이트 소디움16.75mg)2정 

과 2ℓ PEG 용액 복용에 걷기 운동을 병행 하는 세 가지 대장 전 처치 방

법들 사이의 대장정결효과, 시술자의 만족도 및 환자의 순응도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2010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소화기내과 진료 후 연구에 동의 

한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을 환자를 무작위

로 3군으로 분류하여 검사 예약 시 만보계를 주고 검사 전날 자기 전 만

보기 횟수를 기록하고 당일 날 다시 만보계를 차고 내시경실로 내원하도록 

하여 이틀간의 걷기 횟수를 비교 측정 하였다. 운동군 에게는 적어도 검사 

전날 2,000보 이상을 걷도록 하였다. 대장내시경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시행하였으며 대장정결도는  Ottawa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검사 후  전반

적인 검사 만족도를 표시 하도록 하였다. 연구가 가능했던 123명을 대상으

로 연령, 성, 비만도, 변비유무, 복부 수술력, 대장내시경 과거력, 만성질환 

동반유무, 약 복용 유무, 설사 횟수, 정결제 부작용을 측정하였다. 

대상군의 평균연령은 51세였으며 남자 69명, 여자 54명이었다. 세군 간 

연령, 성, 비만도, 변비유무, 복부수술력, 대장내시경 과거력, 만성질환의 

동반 유무, 설사 횟수, 정결제 부작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대장 정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에서 비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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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38) 와 설사횟수(p=0.024)가 대장정결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즉 비만 할수록 대장정결도가 좋지 않았고 설사 횟수가 증

가 할수록 대장정결도가 좋았다. 대장 정결도에서는 세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시술자의 검사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정결제 부작용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EG 4ℓ복용군

에서 구토, 복부팽만, 오한 등의 증상이 가장 많았으며 추후 재검사 용의

에서도 PEG 4ℓ복용군은 다시는 같은 정결방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상자

가 30명 (73%)으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 하였다. 하지 않는다는 대상자가 

30명 (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 

위와 같이 PEG 4ℓ용액과, PEG 2ℓ용액에 하제(비사코딜5mg+도큐세이

트 소디움16.75mg) 2정과 PEG 2ℓ용액에 걷기운동을 병행하는 세 가지 

대장내시경 전처지 방법들의 대장정결도 및 검사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지만, PEG 4ℓ복용은 환자의 순응도가 매우 낮은 전처치 방법 이었

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78명의 세 집단을 비교 하였어

야 하나 각 41명으로 표본수 부족의 제한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처치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이 가능한 군은 운동을 추가하고 

운동이 어려운 군에게는 하제(비사코딜5mg+도큐세이트 소디움16.75mg)

복용을 고려 할 수 있다.

주치의 선택 또는 대상자에게 대장 정결방법을 제시하여 본인 스스로 정

결방법을 선택 하도록 한다면 전처치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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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1) 연구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여 추가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2) 운동군 에서의 대장 정결도와의 상관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찾을 수 

없었지만 운동은 장운동에 중요한 변수이다. 좀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

으로 하여 최소한의 운동량 및 운동의 강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 한다.

3) 환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정결 방법에 대한 간호 제공 및 만

족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장정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의 대장정결도의 

비교 분석을 제언 한다.



- 29 -

참고문헌

강민정. 대장내시경 전처치로서 4ℓ  Polyethylene Glycol 용액 복용과

           2L PEG 용액 및 비사코딜 병합요법의 비교분석.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8;37:167-173

김진관. 대장내시경 전 처치로서 Polyethylene Glycol 용액 분할 복용과 

           대장운동 촉진제 병합 요법 사이의 효과 비교 분석.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지  2006; 33:1-5 

김진오. 대장내시경 합병증의 예방과 대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5; 30(Suppl.1):24-31

김천환.  대장내시경 검사 시 검사 시간에 따른 대장정결 효과와 적응도에 대한 전향적

            연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1996 ;16:575-584

김현수. 이상적인 대장의 전처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2002: 65-7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모음집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 2000:165-173

박금미.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대장정결 방법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박동훈. 대장내시경 전처치에 미치는 걷기 운동의 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2; 25: 76-81

박양희. 비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호정보제공이 대장내시경 검사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박인서. 소화기내시경학. 서울: 군자출판사. 2004



- 30 -

박찬국. 대장내시경 검사 전 환자교육.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4;28 (Suppl.1) : 176-180

박찬욱.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전처치제로서의 Balanced Lavage Solution 

          (Golytely)정량의 임상성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1991;11:369-378

양석균, 민영일. 대장내시경진단. 서울: 군자출판사. 1999

이상혁. 대장내시경 합병증과 대책.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4;28 (Suppl.1) :191-196

이종훈. 대장내시경 검사란 무엇인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4;29(Suppl.1) :66-69

이준석 . 대장내시경 전 처치 용액으로서 Polyethlene Glycol 용액과 Sulfate 

            Free Polyethylence Glycol용액의 선호도에 관한 전향적비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9;38:260-265

정성애.  초심자를 위한대장내시경의 전 처치와 대장 정결법.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4;28(Suppl.1):181-184

최경희. 대장내시경 검사 환자의 대장 정결, 불편감과 지시이행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통계청. 2007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허 채. Polyethylene Glycol을 이용한 대장정결 후 발생한 급성 저나트륨

        뇌병증1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9;38:169-171

Abuksis GM, Segal N, Clarkston WK ,Tesn TN. A patient  education

            program is cost-effective for  preventing failure or endoscopic

            procedures in a  gastroenterology  department. 



- 31 -

          Am J  Gastroenterol   2001;96: 1786-1790

Adams WJ, Meagher AP,Lubowski DZ,Kung DW.

          Bisacodyl reduce the volume of polyethylene glycol dolution

          required for bowel preparation .

          Dis Colon Rectum 1994; 37: 229-234 

Church JM. Effectiveness of polyethylene glycol antegrade gut  lavage

           bowel preparation for colonoscopy-timing is the key. 

           Dis Colon Rectum 1998; 41: 1223-1225

 Cohen SM, Wexnor S D ,Binderow S R. Prospective randomized, 

           endoscopic- blimded trial comparing precolonoscope bowel 

           cleansing methods. Dis Col Rectum 1994; 37: 689-699

Davis GR, Santa Ana CA,Morawski SG, Fordtran JS. Development of a 

lavage solution associated with minimal water and electrolyte 

absorption or secretion .Gasrtoentelology 1980;78:991-995

Gordis L. Methodologic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patient  complia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Johnson SB. Methodological issues in diabetes research

            Measuringadherence. DiabetesCare. 1992;15 :1658-1667

Ness R M, Manam R, Hoen  H, Chalasani N. Predictors of inadequate

            bowel  preparation for colonscopy. 

            Am J Gastroenterol 2001; 96 : 1792-1802

Rostom A, Jolicoeur E  .Validation of a  new scale for the assessment

            of bowel preparation quality. Gastrointetest Endosc 



- 32 -

            2004 ; 59: 482-486

Sharma VK, Chockalingham SK, Ugheoke EA, Kapur A. Ling PH.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comparison of the use of 

         polyethylene glycol electrolyte lavage solution in four-liter versus

         two-liter volumes and pretreatment with magnesium cirate or

         bisacodyl for colonoscopy preparation. Gastrointest Endosc

         1998; 47:167-171



- 33 -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브란스 병원 내시경실 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여러 대장 정결 방법 중 가장 부작용이 적고

정결도 면에서도 좋은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정결제 복용으로 불편한 가운데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시 강남세브란스병원 내시경실 조명해 간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 2019-2341

 〔 부록 〕설문지

〔설문지 1  비운동군〕

등록번호 (                   )  이름 (                   )

    신장    (                    ) 몸무게 (                  )

    성별    (                   )     나이(                    )

              1. 복부 수술 경험  (  있다    /     없다  )

              2. 부인과 수술경험 (  있다    /     없다  )

              3. 대장내시경 경험 (  있다    /     없다  )

              4. 변비            (  있다    /     없다  )

              5. 만성질환        (  있다    /     없다  )

              6. 기존 복용 약    (  있다    /     없다  ) -  있다면  

                  약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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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결제 복용 중 부작용을 표시 해 주세요.

               ( 오심 ,구토,복통,어지럼증,복부팽만,오한,기타 / 없음 )

    8. 정결제 복용 후 설사 횟수는? (               번)

    9. 정결제 복용 후 만보기 횟수는? (              보)

    10. 다음 번에도 같은 정결제로 검사 할 의향은? (있다    /  

          다른 방법 )  

오후 7시에 만보기를 허리 부분에 차고 정결제를 복용하기 시작 합니다.

정결제를 정해준 용량  만큼 모두 드신 후 (보통 7시작~10시 종료)

주무시기 전에 만보기 횟수를 보고 숫자를 기록 하고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만보기를 차고 내시경실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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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브란스병원 내시경실 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여러 대장 정결 방법 중 가장 부작용이 적고

정결도 면에서도 좋은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정결제 복용으로 불편한 가운데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시 내시경실 조명해 간호사 전화☎2019 -2341에게 연락 주십시오.)

〔설문지 2   운동군〕

등록번호 (                   )  이름 (                   )

신장    (                    )   몸무게 (                  )

성별    (                   )      나이 (                    )

1. 복부 수술 경험  (  있다    /     없다 

2. 부인과 수술경험 (  있다    /     없다  )

3. 대장내시경 경험 (  있다    /     없다  )

4. 변비            (  있다    /     없다  )

5. 만성질환        (  있다    /     없다  )

6. 기존 복용 약    (  있다    /     없다  ) -  있다면 약 이름은?

7. 정결제 복용 중 부작용을 표시 해 주세요.

 ( 오심 ,구토,복통,어지럼증,복부팽만,오한,기타 / 없음 )

8. 정결제 복용 후 설사 횟수는? (               번)

9. 정결제 복용 후 만보기 횟수는? (              보) 

10. 다음 번에도 같은 정결제로 검사 할 의향은?  ( 있다  / 다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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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에 만보기를 허리 부분에 차고 정결제를 복용하기 시작 합니다.

10분에 한 컵씩 드시면서 계속적으로 운동(걷기)을 합니다. 

적어도  2000보 이상은 걸어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만보기 횟수를 보고 숫자를 기록 하고 주무 십니다 .

아침에 다시 만보기를 차고 내시경실로 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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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0점)

95%이상

분변이 없

고 깨끗

양호(1점)

약간의 분변은 있으

나 흡인이나 세척 모

두 필요 없이 잘 보이

는 경우

보통(2점)

흡입만으로 깨끗

이 보이는 경우

불량(3점)

흡인과세척

이 모두 필요

한 경우

부적절(4점)

재검사가b 필요

한 경우

맹장~상행

(우측)결장

횡행~하행

(중간)결장

직장~S상

(좌측)결장

〔검사 의사 설문지〕

환자 ID:                             이름

Ottawa 척도-대장에 남아 있는 대변의 양과 잔류 액 정도

1) 대변 양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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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도(0점)

대장 내 잔류 

액이 없는 경우

중등도(1점)

잔류 액은 있으나 소량 배출

로 지장이 없는 경우

중증도(2점)

대량의 잔류 액으로 인해 한 분절에서 

200CC이상 배출

대장

전체

2) 잔류 액

                 

점수 :                 총 점수:                       

 (합한 점수로 최저 0에서 최고 1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장 정결도가  

    불량)  

3) 검사 만족도 

0 (매우불만족)     1      2    3      4      5 (보통)   6      7     

 8       9     10(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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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Comparing Colon 

Cleansing according to the Bowel  Preparation Methods

Myung Hae Cho 

Dep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um Yu, M.D., Dr .P.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bowel 

cleansing, endoscopist’s satisfaction, and patient’ tolerance and 

compliance between those who were given 4ℓ polyethylene glycol 

solution (PEG), 2ℓ PEG with a stimulant laxative,

2T(bisacodyl5mg+Docusate Na16.75mg) and 2ℓ PEG and instructed to 

add walk-exercise. 

From March to May 2010, 123  patients who were planning to 

undergo  colonoscopy were randomiz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group1; 4ℓ PEG only, group 2; 2ℓ PEG with bisacodyl5mg+Docu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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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16.75mg 2T , group 3; 2ℓ PEG and walk-exercise). The third group  

patients were given a step counter and instructed to walk at least 

2,000 steps the day before the colonoscop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 the Endoscopist’s performing colonoscopy scored the 

efficiency of bowel cleansing by using an Ottawa Scal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bowel preparation. The data collected 

include age, gender, obesity, constipation, history of abdominal 

surgery, previous experience of colonoscopy, chronic diseases, current 

medication-taking, number of times with diarrhea, and side effects of 

bowel preparation agents.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69 males and 54 females, and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5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age, gender, obesity, constipation, history of 

abdominal surgery, previous experience of colonoscopy, chronic 

diseases, number of times with diarrhea, and complication of bowel 

preparation agents. Obesity (p=0.038) and the frequency of diarrhea 

(p=0.024) were related to the degree of bowel cleans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efficiency of bowel 

cleansing and the endoscopist’s  satisfaction .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side effects of bowel preparation agents between 

the groups, however, the number of patients in the group 1 reported 

symptoms such as vomiting, chills, and abdominal dis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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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ty-three percent of the patient in group (N=41) also replied 

that they do not want the same colon cleansing method,  in the next 

procedure (P < 0.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bserved in the efficiency of 

bowel cleansing and physician satisfaction between three groups; 4ℓ 

PEG solution, 2ℓ PEG solution with bisacodyl5mg+Docusate Na16.75mg 

2T ,and 2ℓ PEG solution with walk-exercise. The 4ℓPEG solution 

regimen is likely to lead to poor patient’s tolerance and compliance 

with significant patients discomf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