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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장암의 증가로 인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대장내시경검사
의 시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들에게는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발생하는 통증과 장정결 과정의 고통으로 인해 여전히 부
담스러운 검사이다. 진정내시경이 도입된 이후 검사 도중 발생
하는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고 내시경 시술 역시
부담스러웠던 검사 도중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보다 세밀한 대장의 관찰이 가능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 진정 유도가 되지 않거나
진정약물에 의한 흥분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검사에 지장을 주
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장정결은 완벽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위
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불량한 대장정결은 점막관찰이
불가능하여 전암 병변인 선종을 포함한 대장 점막 병변의 진단
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불량한 대장정결로
인해 추가 검사에 의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이 유도되지 않거나 검사 도중 발견된 불량한 대장정결
은 우발적 상황으로 불완전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초래하게 되
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대처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진정이 어려운 경우
진정 내시경이 보급된 이후로 환자들의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불안 및 불편감이 해소되어 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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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시술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다.
또한 시술의 역시 시술 중 수반될 수밖에 없는 환자가 호소
하는 고통에 의한 검사의 제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
었다. 하지만 진정을 유도하는 약제들에 의한 저산소증, 저혈
압 등 혈역동학적 변화에 의한 중한 합병증의 발생의 위험이 있
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또한 검사 중 종종 약제에 의
한 과민반응 및 다량의 약물의 투약에 의해서도 진정 유도가 되
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행동이 종종 관찰되어 검사가 곤
1,2
란하거나 심한 경우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진정 유도가 되지 않는 경우, 특히 진정 약제에
의한 역설반응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1) 역설반응(paradoxical responses)
진정 유도제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 및 과민반응
은 진정 내시경 시, 검사 중 천공, 낙상 등 중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며 또한 내시경 기기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정 내시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미다졸람(midazolam)은 초기 진정 유도 시 진정이 되지 않
3
고 횡설수설, 흥분 및 과도한 행동 등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반응은 특이적인(idiosyncratic) 반응으로 내시경을 시행
받은 소아 환자에서는 1.4%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4
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환자의 행동은 흥분 정도에 따라
5
무반응, 경도, 중등도 및 중증으로 분류된다(Table 1). 이 중
중등도 및 중증의 경우 검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고 위험하여 시
술을 중지하거나 진정을 중지하게 된다.
2) 고위험군
진정 유도제인 벤조다이아제팜, 프로포롤(propofol) 등은
진정 유도 시에 흥분을 보이는 모순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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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operation Score of Paradoxical Excitement Responses
Grade
None
Mild
Moderate
Severe

Increased talkativeness, irrational talking, or brief spontaneous movement with position remaining;
Restlessness, loss of cooperation, or spontaneous movements requiring repositioning with no need of restraint
Agitation and spontaneous movements with a need to restrain the patient.

직 그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벤조다이아제핀의 경우 알코올의
섭취, 개인의 성격, 소아 혹은 고령층, 부모의 과도한 간섭, 등
이 알려져 있으며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폭음을 하는 경우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그 기전으로 알코올과 프로포
폴의 경우 GABAa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유사성에서 찾고 있
다.8,9
3) 대처방안
환자가 이러한 역설반응이 관찰되는 경우에 대처법은 마땅
한 것은 아직 없다. 환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 우선 진정유
도제의 적정한 용량이 주입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
야 한다. 진정유도제 투약 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사가 진행
이 되어 진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적의 조건하에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미
다졸람은 주입 후 2‐3분 이후에 프로포롤은 주입 후 1분 정도
경과 후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다.
흡입마취제를 포함한 진정유도제는 초기 주입 시 과민반응
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는 용량을 증가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시경 진정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제
인 미다졸람의 경우 초기 정맥주입 양은 2.5 mg으로 진정유도
가 되지 않은 경우 1‐2 mg씩 추가하며 투약하는 것으로 권고되
고 있다. 과민반응은 초기 투약 시에 발생하게 되며 저용량에
서는 GABAa 수용제를 활성화 시키지만 고용량에서는 억제시
키기 때문에 이러한 과민 반응은 용량을 증가하게 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환자의 호흡기능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1‐2 mg
씩 증량하면서 흥분반응의 소실을 기다린 후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10 또한 진정유도를 위해서 프로포폴의 추가 투약도
시도해 볼 수 있다. 프로포폴의 투약은 10‐20 mg 정도를 정맥
주사하며 흥분 반응이 소실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증량을 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다졸람의 5 mg 이상의 투약은 위험할 수
있다. 권고 투약 용량은 60세 이하 성인에서는 최대한 7.5 mg,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최대한 3.5 mg으로 최대 용량을 투
약 후에도 소실되지 않으면 플루마제닐을 투약하여 진정을 중
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11 포로포롤로 진정유도를 시작할
경우에도 환자의 흥분, 역설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 용량
은 10‐60 mg으로 시작하며 차츰 용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프
로포폴 투약 후 흥분 반응이 관찰될 때에도 용량을 20 mg씩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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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간 내에 증량시키면서 흥분 상태가 소실될 때까지 투약을
한다. 프로포폴에 대한 길항제가 없기 때문에 호흡 억제의 발
생 및 혈압의 저하 등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요하게 된다. 또한
시술 중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의 진입을 중지하고 루
푸 발생 시 루푸를 풀고 안정될 때까지 시술을 잠시 중지하고
약제의 용량 증가를 천천히 시행하여 진정 유도를 한다.
4) 대체 약물
진정내시경 검사에서 진정이 어려운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
는 약물로 몇 가지 약물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약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긴급한 상황에 투약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소아 내시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ketamine (1‐2 mg/kg)은 성인에서도 수면유도가 되지 않은 경우
우수한 진정효과가 관찰되어 수면유도가 되지 않거나 역설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12

2. 불량한 장정결의 대처 방안
대장정결은 대장 내시경검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
술과정이다. 최근에 수면내시경의 보급, 내시경기기의 발달 및
내시경 시술의 숙련도가 향상되어 대장내시경을 경험한 환자
에 있어서 검사보다 장절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장정결의 정도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장암의 조기 발견 및 전암 병변인 선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장정결의 정도를 높이
기 위한 여러 하제의 개발, 다양한 복용방법, 다른 약제와의 병
용 등 완벽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연구가 진
행이 되어왔으나 장정결이 불량한 경우가 검사 중 흔히 관찰되
며 대장 내시경을 시행받은 약 1/4 환자에서는 장정결이 불량
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3 대장내시경검사 전 장정결의 정도를
환자의 문진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지만 때로는 예
상치 못한 불량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
의 삽입이 곤란할 경우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불량한 장정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
술하고자 한다.
1) 불량한 대장정결의 선행인자
불량한 장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정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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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onchick Bowel Preparation Scale
Grade (points)
Excellent (1)
Good (2)
Fair (3)
Poor (4)
Inadequate (5)

Small volume of clear liquid or greater than 95% of surface seen.
Large volume of clear liquid covering 5 to 25% of the surface but greater than 90% of surface seen.;
Some semisolid stool that could be suctioned or washed away but greater than 90% of surface seen.
Semisolid stool that could not be suctioned or washed away and less than 90% of surface seen.
Solid stool that impede the vision. Repeat preparation and colonoscopy is needed

불량한 환자들을 선별하여 시술 전 식이 제한 여부의 결정(유
동식), 바람직한 장정결 약제의 선택, 추가 약제의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검사 직전 문진을 통한 배변 횟
수, 최종 대변의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시술
전 추가 정결액의 복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불량한 대장정결
의 고위험환자로는 고령의 환자, 변비, 남성, 간경변, 우울증제
14
복용, 자궁적출술의 병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시술 전 정결 상태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외래 환자의 경우
시설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장정결액을 병원에서 복용하게 한
후 최종 대변 상태를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정결이 종료된 이후 검사 시간이 지연
되면 장정결도가 불량해지므로 검사시간을 고려하여 장정결액
15
복용의 시작 시점의 조정이 필요하다.
2) 장정결도의 결정
16
장정결도의 분류는 ABPS (aronchick bowel preparation scale),
17
Ottawa bowel preparation scale (OBPS), 및 Boston bowel
18
preparation scale (BBPS) 등의 점수 체계 등이 있다. 이 중
APBS는 오래되고 단순한 분류체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cellent”는 적은 양의 맑은 용액만 존재하거나 95%이상의
전대장의 관찰이 가능한 경우 “Good”은 많은 양의 용액이 관
찰되나 95% 이상의 전대장의 관찰이 가능한 경우, Fair는 적은
양의 잔변 또는 용액이 있으나 흡인 가능하고 90% 이상의 대장
의 관찰이 가능한 경우, “Poor”는 흡인이 되지 않은 고형 잔변이
있고 90% 이하의 대장 관찰이 가능한 경우, Inadequate는 고형
잔변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된다
(Table 2). 이 중 poor와 inadequate의 장정결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검사 시 시술자가 시술을 중지 여부 및 재검여부를 결
정해야 할 상태이다.
3) 대처 방안
불량한 장정결이 관찰되는 경우 최선의 방법은 다시 장정결
을 시행하여 재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환
자가 고통스러운 장정결액을 복용하여야 되고 추가 비용의 문
제 등 현실적으로 곤란할 경우가 많다. 또한 진정내시경을 시
행받은 경우 당일에 추가 장정결액의 복용은 환자가 진정상태
에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노년층의 경우 회복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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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정내시경을 시행하였을 경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추가 복용은 장정결액에 의한 폐로 흡인 등 중한 합병증이 발
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1) 체위 변환

대부분의 경우 재정결액을 복용해야 하지만 우측결장에 고
형 잔변이 존재하고 맹장까지 내시경의 삽입이 가능한 상태에
서는 체위 변환을 통해 우측 대장의 관찰이 가능할 수 있다. 회
맹부 및 우측 대장에 고형 잔변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좌측와위
에서는 분변의 위치가 대개 9시 방향에 위치하게 된다. 최대한
병변을 관찰한 후에 앙아위, 우측와위의 순으로 체위변환을 하
면서 관찰을 하면 분변에 의해 가려진 회맹부와 우측대장의 일
부가 노출되어 우측 대장 전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2) 대장내시경을 통한 PEG 관장법

19,20

우측대장까지 삽입이 가능한 상태이나 전대장에 걸쳐서 분
변이 관찰된 경우에 대장내시경 치료 겸자공을 통한 관장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간 만곡부에 내시경을 거치한 후에 PEG 500
mL를 주입한 후 장정결이 종료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재시
행하는 방법이다. 보고에 의하면 PEG 관장을 이용한 평균 장
정결 종료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단 시간 내에 대장내시경검
사를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시술의 연기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결론
적절한 진정유도 및 대장정결은 완벽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우발적인 진정유도가 되지 않아 발생하
는 돌발사항은 검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 및 보조자가 주지하고 있어야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확인 및 이러한 우발사항 발생에 대
처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흥분을 억
제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량의 진정제가 투약될 수 있
으므로 약제에 의한 심폐관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응급상
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진정을 중지시키는 데 있어서 주저
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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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재

불량한 대장정결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조
건중의 하나이다. 검사 중에 확인되는 불량한 대장정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일부 소개하였지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였다고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불량한 대장정결 시 맹장까지 삽
입을 하였을 경우 전 대장을 관찰할 수 없었을 경우 추적 검사
시기의 결정, 검사 당일 재검사의 시행여부 등의 판단이 중요
하며 이는 검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완
벽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진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량 정결의 발생을 줄이
기 위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하제의 선택, 불량정결의
고위험군에 대한 숙지 및 환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중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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