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ENPIQ 복용 방법:

음료, 수분 섭취, 반복 

적응증 
CLENPIQ®은 대장내시경 이전에 대장을 비워 주는 성인 및 만 9세 이상의 아동용 처방약입니다. CLENPIQ은 설사를 유도하여 대장을 비워 
줍니다. 대장을 비움으로써 대장내시경 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대장 내부를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안전성 정보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에게 중대한 신장 문제, 장 폐색(장 폐쇄), 위 또는 장 복벽의 구멍 뚫림(장 천공), 매우 확장된 장(독성 거대결장), 
위장의 음식 및 액체 배출 문제(위 정체) 또는 CLENPIQ의 어느 성분에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한 경우, CLENPIQ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CLENPIQ 및 기타 장 정결은 중대한 체액 상실(탈수) 및 혈중 염분(전해질) 변화를 비롯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박 이상을 초래하며, 이는 사망, 발작(이전에 발작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또는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 신장 문제가 있거나 이뇨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를 복용하는 경우 
CLENPIQ으로 인한 체액 상실 및 혈중 염분 변화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중요 안전성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8온스(oz) 컵의 맑은 액체를 5잔 이상 마십니다.*
다음 5시간에 걸쳐 음료를 모두 마십니다.

*초회 복용 후에 심한 팽만, 부종 또는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 두 번째 복용을 연기하십시오.
 CLENPIQ, 맑은 유동식 및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수분 섭취는 중요하며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준비 전, 준비 중, 준비 후에 꼭 수분 섭취를 하십시오.

8온스(ounce, oz) 컵의 맑은 액체를 4잔 이상 마십니다.
대장내시경 2시간 전 또는 의사가 지시한 대로 음료를 모두 마십니다.

당일 아침
절차 5시간 전

+ 8oz 8oz 8oz 8oz

전날 저녁
오후5~9시 사이

+
8oz 8oz 8oz

8oz 8oz

준비 과정 보조 도구

대장내시경 전날 저녁대장내시경 전날에는, 
모든 고형식 및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맑은 
음료로 수분 섭취를 
시작하십시오.  

(대장내시경 5시간 전)

시작: ______:_____ 

완료: ______:_____

시작: ______:_____ 

완료: ______:_____

준비 및 수분 섭취를 다음 시간까지 완료합니다: _____:_____

귀하의 대장내시경 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

1 2 3

CLENPIQ 1병 마시기

수분 섭취 수분 섭취

8온스(oz) 컵의 맑은 액체를 5잔 이상 마십니다. 8온스(oz) 컵의 맑은 액체를 4잔 이상 마십니다.

CLENPIQ 나머지 1병 마시기

음료를 마실 때마다 컵에 체크하십시오! 음료를 마실 때마다 컵에 체크하십시오!

분할 복용 방법160ML 병당 10mg/3.5g/12g
경구 용액



CLENPIQ이란 무엇인가요?

CLENPIQ®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Ferring B.V.
© 2021 Ferring B.V. All rights reserved.
US-CLEN-2100031

중요한 안전성 정보(계속)
•  귀하가 CLENPIQ을 복용한 후,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혈중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체액 
손실(탈수)로 인한 다음 증상 중 무엇이든 경험하는 경우, 즉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구토, 메스꺼움, 팽만, 어지러움, 위 
부위(복부) 경련, 평소보다 적은 배뇨 횟수, 맑은 음료를 마시기 어려움, 삼키기 어려움, 발작 또는 심장 문제.

•  CLENPIQ은 장 궤양 또는 장 문제(허혈결장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위 부위(복부) 통증 또는 직장 출혈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성인에서 CLENPIQ의 가장 흔한 부작용에는 메스꺼움, 두통, 높은 혈중 마그네슘 수치, 탈수 또는 어지러움 및 위 부위(복부) 통증이 
포함됩니다. 만 9~16세 아동에서 CLENPIQ의 가장 흔한 부작용에는 메스꺼움, 구토, 위 부위(복부) 통증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CLENPIQ의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담당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전문의약품의 부작용을 FDA에 보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www.fda.gov/medwatch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1-800-FDA-108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동봉되어 있는 복약지도를 포함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수분 섭취 시작하기
대장내시경 전날에는 맑은 음료만 섭취하여 수분 공급을 시작하고 모든 고형식 및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준비 전, 준비 중, 준비 후에 꼭 수분 섭취를 하십시오. 
 의사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십시오.

CLENPIQ 상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CLENPIQ.com을 방문하십시오.

CLENPIQ 2병 
(각 5.4oz)

맑은 음료 섭취용 8oz 컵 1개 참고용 환자 복약지도 및 사용 지침

수분 섭취용으로 허용되는 맑은 음료
물 진저에일 및 기타 탄산음료

블랙 커피 또는 차 사과 주스 또는 백포도 주스 등의 맑은 주스
맑은 수프 또는 장국 무향 젤라틴
스포츠 드링크 냉동 주스 아이스캔디

CLENPIQ은 대장을 비워 주는 처방약입니다.
CLENPIQ은 약병에 든 상태로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혼합하거나 희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CLENPIQ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160ML 병당 10mg/3.5g/12g

8oz

음료는 붉은색이나 보라색이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과육 주스, 우유, 크림, 두유 또는 비유제품 크림, 기타 불투명한 음료
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경구 용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