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술을 수행하는 의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술 일자: ____________도착 시각: __________ 오전/오후
메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술 전날...
허용되는 일:

•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거나 맑은 액체류만 마실 수 있습
니다. 저녁 식사로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허용되지 않는 일:

•   우유를 마시지 마십시오
•   빨간색이나 보라색의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   알코올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다음 액체류는 마셔도 좋습니다.

•   물
•   사과, 오렌지, 백포도, 또는 화이트 크랜베리를  

비롯하여 (과육 없이) 걸러 낸 과일주스
•   라임에이드 또는 레몬에이드
•   커피 또는 차(유제품이나 비 유제품 크리머는 안 됨)
•   닭육수
•   과일이나 고명 없는 젤라틴 디저트류 

(빨간색이나 보라색은 안 됨)
참고:
•   SUPREP 장정결제 키트는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한 결장 세척에 사용하는  
삼투성 완하제입니다

•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여기에는 처방 및 비처방 약물, 비타민 및 약초  
보충제가 포함됩니다. SUTAB 장정결제 키트가 다른  
약물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각 SUPREP 장정결제 키트의 각 용량 투여를 시작하기 전 
1시간 이내에 경구 약물을 복용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플루오로퀴놀론 항생제, 철분,  
디곡신, 클로르프로마진 또는 페니실라민을 복용 중인 
경우, SUPREP 장정결제 키트를 투여하기 최소 2시간 전 
및 최소 6시간 이후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십시오.

•   SUPREP 장정결제 키트 투여 후 성인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2%)은 일반적인 불편감, 복부 팽만, 
복통, 메스꺼움 및 구토였습니다

•   SUPREP 장정결제 키트 복용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본 제품에 관해 더 알아보시려면 1-800-874-6756으로  
연락하거나 www.suprepkit.com을 방문하십시오. 

SUPREP 장정결제 키트는 분할 투여(2일간) 요법입니다.  
완전정결을 위해 6온스 병 두 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1차 투여: 시술 전날 밤 오후 _______에 1단계를 시작해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6온스 병 한(1) 개를 사용해 1~4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투여: 시술 당일날 오전 _____에 1단계를 시작해 위의 
그림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이 투여를 위해 다른 6온스 병을 사용해 위의 1~4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참고: 대장내시경 검사 최소 2시간 전에, 또는 지시에  
따라 마지막 물을 모두 마셔야 합니다.

SUPREP  
장장장장 장장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및 황산마그네슘) 
경구 용액 
성인용

6온스당 (17.5g/3.13g/1.6g)

1단계

3단계

2단계

4단계
중요

SUPREP 액체 6온스 병 
한(1) 개를 혼합용 용
기에 붓습니다.

용기의 액체를 모두
마십니다.

다음 1시간 내에 16온스 
용기로 물 두(2) 잔을 
더 마셔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 제공
키트에 있는 처방 정보 및 약물 지침을 모두 읽으십시오. ©2021 Braintree Laboratories, Inc. 012-271-v1-K 2021년 3월

차가운 식수를 용기의 
16온스 선까지 채우고 
혼합합니다.
참고: 사용하기 전에 
지시에 따라 농축액을 
희석하십시오.

채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