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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침 MoviPrep® 상자에는 4개의 파우치와 혼합에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청소를 위해 전체 전처치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용량을 복용합니다

>  MoviPrep 용기에는 4개의 눈금이 있습니다. 15분마다, 다음 눈금까지 용액(약 8온스)을  

마셔, 전체 리터를 모두 마십니다

3단계: 맑은 액체를 마십니다

>  환자의 기호에 따라 원하는 맑은 액체를 16온스 마십니다. 이는 적절한 수분 섭취와 

효과적인 전처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맑은 액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 건더기 없는 맑은 과일 주스(사과, 백포도 또는 백색 크랜베리), 체에 
걸러낸 라임에이드 또는 레몬에이드, 커피 또는 차(유제품 또는 비 유제품 커피 크림을 사용하지 말 것), 맑은 
수프, 맑은 청량 음료, 젤라틴(과일이나 토핑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빙과류(과일 조각 또는 과일 
건더기가 없는 것). 특정 음료수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1단계: 용량을 혼합합니다

> A 파우치 1개와 B 파우치 1개를 일회용 용기에 쏟아넣습니다

> 미지근한 식수를 용기의 가장 높은 선까지 부어 혼합합니다

참고: 예정보다 빨리 용액을 혼합하여 복용 전에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구성된 용액은 24시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투여 시작 시간: 두 번째 투여 시작 시간:

1~3단계에 따라 첫 번째 투여를 완료합니다. 1~3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투여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안전성 정보(계속)

만약 귀하에게 글루코오스-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이라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MOVIPREP 복용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MOVIPREP에는 치료당 131 mg의 페닐알라닌이 함유되어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임신했거나 임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 MOVIPREP 복용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MOVIPREP 임상 연구에서 분할 투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신체적 권태감(불안정한 느낌), 구역, 위통(복통), 구토 및 상부 위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에만 투여하는 경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 부종(복부 팽창), 항문 불편함, 갈증, 구역, 위통(복통), 수면 장애, 떨림(몸 떨림), 
배고픔, 신체적 권태감(불안정한 느낌), 구토 및 어지러움이었습니다. 

처방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FDA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www.fda.gov/medwatch/를 참조하시거나 1-800-FDA-1088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제품 정보, 이상반응 보고 및 제품 불만사항 보고는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Salix 제품 정보 콜센터: 
전화: 1-800-508-0024 | 팩스: 1-510-595-8183 | 이메일: salix@medcomsol.com
MOVIPREP.com에서 처방 정보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대장내시경검사 전처치로 인해 신체에서 상당량의 체액이 빠져나가게 되고, 탈수로 인해 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전처치 동안 필요한 만큼 맑은 액체를 모두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십시오 -

웹 사이트: MoviPrep.com 8510 Colonnade Center Drive, Raleigh, NC 27615 전화·866.669.SLXP (7597). 
MoviPrep®은 등록 상표이고 pm|am Split Dosing™은 Salix Pharmaceuticals, Inc.의 상표입니다.  
© 2014 Salix Pharmaceuticals, Inc. 모든 권리 보유. 미국에서 인쇄. MOV3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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