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738-3331, http://dx.doi.org/10.7704/kjhugr.2014.14.1.58

CASE REPORT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4;14(1):58-60

피코라이트 산 복용 후 발생한 위점막 열손상의 1예
이동석, 김현석, 이승환, 전준호, 이용규
좋은강안병원 내과

A Case of PICOLIGHT Powder Induced Thermal Injury of the Gastric Mucosa
Dong Seok Lee, Hyeon Seok Kim, Seung Hwan Lee, Joon Ho Jeon, Yong Kyu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Good Gang-An Hospital, Busan, Korea

There are many reports about causes of corrosive agents such as acids and alkaline and occasionally hot food in either liquid or solid
forms as causes of upper gastrointestinal mucosal injury. However, there have been no reports on bowel preparation solutions as
a cause of upper gastrointestinal injury. We describe a case of bowel preparation solution (PICOLIGHT powder) induced thermal
injury of the gastric mucosa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4;14: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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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구를 통해 섭취한 물질에 의한 상부위장관 손상에 대한 보
고는 자살을 목적으로 한 우발적 행동 혹은 오인으로 인해 주
방용 세제, 욕실 청소제, 그리고 배터리 같은 강산이나 강알칼
리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식성 손상이 대부분이다. 그 외
에 드물게 뜨거운 음식이나 차에 의해 열손상이 발생한 보고가
있지만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장정결제로 사용하는 피코라이
트 산(sodium picosulfate hydrate 10 mg, magnesium oxide
3.5 g, citric acid 12 g; Phambio Korea Co., Ltd., Seoul,
Korea)에 의한 위장관 열손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저자들은
피코라이트 산 투약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
점막 열손상의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

례

64세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목적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내시경검사 전 시
행한 병력 청취에서 내원 전일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장절결
제인 피코라이트 산을 복용한 이후 상복부 열감과 동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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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열감은 수분 내 호전되었으나 상복부 동통은 내원 시까
지 지속되었다. 4년 전 건강검진목적으로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발적성 위염이 관찰되었고, 함께 시행한 대장
내시경검사에서는 1개의 용종이 관찰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것 외에 특이병력은 없었다(Fig. 1). 환자는 내원 전일 점심식사
이후부터 피코라이트 산을 복용한 것 이외에 금식을 유지하였
으나 150 mL 물 한잔에 피코라이트 산 1포를 넣고 2∼3분간
잘 저어 녹여 검사 전일 오후 5시에 마시고, 이후 동일한 방법
으로 만든 용액을 검사 전일 오후 8시, 검사 당일 오전 5시에
마시도록 한 투약방법을 지키지 않고 처음 복용 시에는 한 모
금에 해당하는 약 30 mL의 물을 입에 머금고 피코라이트 산 1
포를 털어 마시는 잘못된 용법으로 복용하였다. 신체검사에서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압통이나 반발통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 후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위체상부 대만부에
열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급성기 수포가 관찰되
었다(Fig. 2). 함께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대장의 정결상
태는 양호하였으며 3개의 용종이 관찰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
하였다. 열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체상부 수포 병변의
치료를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유동식을 유지하면서 알마
게이트(파티겔 현탁액, almagate 1 g; Taiguk Pharm. Co.,
Ltd., Hwaseung, Korea)와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인 라푸티
딘(스토가 정, lafutidine 10 mg; Boryung Co., Ltd., Seoul,
Korea)을 경구 투여하였다. 치료 3일째 복통은 호전되어 일반
식이로 변경하였고 경구 투약은 1개월간 지속하였다. 수포 병
변의 추적 관찰을 위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계획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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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finding at 4 years
ago. There is not seen abnormal gastric mucosal lesion in the upper body
(A) and lower body (B).

Fig. 2. Endoscopic finding. (A, B)
Esophagus. There is not seen abnormal
esophageal mucosal lesion. (C, D)
Stomach. There are many vesicles on
greater curvature of the stomach upper
body.

환자는 증상 호전을 이유로 추적 검사를 거부하였고 한 달간의
외래 경과 관찰에서 증상의 재발은 없었다.

고

찰

경구로 섭취된 물질에 의한 상부위장관 손상 중 열에 의한
손상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만취상태에서 뜨거
운 계란찜을 먹은 후 발생한 단일식도궤양과 갓 만들어진 송편
을 먹고 생긴 거대한 송편 모양의 대칭적 식도궤양이 보고되었

고, 뜨거운 차를 마신 후 식도미란 및 출혈이 발생한 증례와 음
주상태에서 에폭시 수지 경화제를 마시고 식도와 위점막에 부
종, 미란, 궤양 및 출혈이 발생한 증례 등이 보고되었다.1-4 해
외에서는 젤리 롤 및 햄버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은 후 식
도궤양이 발생한 증례와 핫팩을 삼킨 후 식도염, 위괴사 및 위
궤양이 발생한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5-8 이 중 에폭시 수지 경
화제와 핫팩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면 식도가 주된 손상 부위였
으며 이들 두 증례도 위점막 손상이 식도 손상과 동반된 경우
였다.4,8 하지만 본 증례처럼 식도 손상을 동반하지 않고 위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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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열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내시경검사의 전처치로 사용되는 장정결제에는 폴리에
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과 피코라이트 산 등이 있는데
폴리에틸렌글리콜은 구역, 구토 및 복부불편감 등의 부작용과,
특유의 냄새와 맛으로 인한 거부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간
단한 용법으로도 비슷한 장정결 효과를 보이는 피코라이트 산
9
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 포의 피코라이트 산은 피코황산나트륨
10 mg, 산화마그네슘 3.5 g, 무수구연산 12 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피코황산나트륨은 자극성 완화제로 작용하고, 산
화마그네슘과 무수구연산은 물과 반응하여 삼투성 완화제인 구
연산마그네슘을 합성하면서(MgO＋C6H8O7＋H2O→C6H6MgO7
9
＋2H2O) 열을 발생시킨다. 성인의 경우 피코라이트 산 1포를
약 150 mL의 물에 2∼3분간 잘 저어 녹인 용액을 검사 전일
오전 8시경 복용하고, 6∼8시간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용
o
액을 추가 복용한다. 저자들이 상온에 해당하는 20 C의 물 150
o
mL에 피코라이트 산 1포를 희석한 결과 약 35 C의 열이 발생
o
하였다. 20 C의 물이 구강과 식도를 통과하여 위에 이르면 물
o
의 온도는 체온에 근접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36.5 C의 물
o
150 mL에 피코라이트 산 1포를 희석한 결과 약 50 C의 열이
o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 모금에 해당하는 36.5 C의 물 30 mL에
o
피코라이트 산 1포를 희석하여 관찰한 결과 약 80 C의 열이 발
o
o
생하였으며, 20 C의 물 30 mL에 희석한 결과 약 72 C의 열이
발생하였다. 섭취한 물질의 온도에 따른 위장관 손상의 정도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있지 않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노출된 시간
및 물의 온도에 따른 피부의 열손상에 대한 Moritz와
10
o
Henriques 의 연구에서는 저자들의 실험에서 관찰된 72 C보
o
다 낮은 온도인 69 C의 물에 1초간의 노출로도 피부에 3도 화
10
상이 발생하였다. Moritz와 Henriques 의 연구결과와 저자들
의 실험에서 관찰된 피코라이트 산 용액의 온도 상승, 그리고
내시경검사에서 확인된 수포 병변이 피부의 2도 화상에서 보이
는 양상과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피코라이트 산 오용으로 발
생한 위점막의 열손상으로 진단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증례와
달리 식도의 점막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위점막 손상만이 관찰
되었는데 이는 피코라이트 산의 산화마그네슘과 무수구연산이
물과 반응하지 않은 채로 식도를 빠르게 통과한 이후 위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났고, 이때 생성된 열로 인해 식도의 손상 없이
위체상부 대만부에 국한된 점막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앞서 보고된 증례들에서는 상부위장관의 열손상의 치료를 위
해 금식과 정맥영양공급을 유지하면서 양성자펌프저해제, 수크
랄페이트, 항생제 등을 사용하였고 궤양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
1-8
료를 병행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위점막의 수포 외에 특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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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관찰되지 않아 유동식을 유지하며 알마게이트와 라푸티딘
을 경구투여하였다. 이후 수포성 병변의 호전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계획하였으나 환자의 거부로 시
행할 수 없었다.
식이 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검사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대장내시
경검사를 위한 장정결제로 피코라이트 산이 드물지 않게 사용
되고 있다. 저자들은 피코라이트 산을 잘못된 용법으로 복용하
여 발생한 위점막 열손상을 진단하고 치료 후 호전된 1예를 경
험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장정결제를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위장관 손상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자에게 설명과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경구로 섭취된 물질에 의한 위장관 열손상의
정도는 섭취된 물질의 종류나 형태, 양, 온도 그리고 노출시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아직 확
실히 알려져 있지 않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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