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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Polyethylene glycol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1예
김태세, 최동철, 이병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

Anaphylaxis due to polyethylene glycol: A case report
Tae-Se Kim, Dong-Chull Choi, Byung-Jae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olyethylene glycol (PEG) is a major component of bowel preparation solution for colonoscopy. It has been recognized as a safe and
effective osmotic laxative that is rarely immunogenic. We here report a case of anaphylaxis due to PEG. A 49-year-old female came
to the outpatient clinic wanting to find the cause of skin rash, nausea and respiratory difficulty after ingesting bowel evacuant solution (Clicool). She had visited local Emergency Department at the time of event and was diagnosed with anaphylaxis. We performed
skin tests with components of Clicool to identify the cause of anaphylactic reactions. The result showed a positive skin response
only to PEG. In contrast, skin test done in the control showed no reactions to PEG. This is the first case that revealed PEG to be an exact cause of anaphylaxis after ingesting a bowel evacuant.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8;6: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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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력: 내원 1년 전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을 위해

서 론

클리쿨(Clicool, Korea Pharma Co., Ltd., Seoul, Korea) 1컵을 복용
Polyethylene glycol (PEG)은 대장내시경 시행 전에 사용하는 경

한 직후 코막힘, 구강 내 및 목구멍의 간지럼증, 구토와 재채기가 발

구 장정결제의 주성분이다. 경구 장정결제는 일반적으로 원료 화합

생하였고 10분 휴식 후 다시 한 컵 복용하였는데 전신 피부발진, 가

물들이 혼합된 분말 가루를 물에 녹여서 복용하게 되는데, 1980년

려움증, 전신 부종에 이어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가까운 병원의 응

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중대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급실로 내원하였다. 클리쿨 복용 직후 갑자기 발생한 피부, 호흡기,

있다가, 1991년 Schuman과 Balsam 이 PEG 복용 후 발생한 아나필

위장관 증상에 대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후, 생리식염수 정주 및

락시스를 처음으로 보고한 이후 국내외에서 총 8개의 아나필락시

항히스타민 정주 후 호전되었다. 이후 환자는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스 증례가 보고되었다.2 이 논문 저자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PEG 성

을 확인하고 싶어 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1

분을 함유한 장정결제를 복용한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환자에

가족력: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게 장정결제 구성 성분들로 피부시험을 시행하여 아나필락시스를

과거력: PEG 함유 제품(약물, 화장품) 사용 후 과민반응이 의심

일으킨 원인이 PEG임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되는 병력은 없었다. 과거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복용한 적
이 있으나 정확한 횟수 및 장정결제의 성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장정결제 사용 후 과민반응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증 례

피부단자시험의 계획: 클리쿨 제조회사(Korea Pharma Co., Ltd.)
환자: 여자 49세

에 협조를 구하여 클리쿨을 구성하는 제조 성분 분말 원료를 확보

주소: 전신성홍반성발진, 호흡곤란

하였고, 각각에 대하여 피부단자시험을 계획하였다(Table 1). 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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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kin prick test plan to the patient
Component
Histamine (positive control)
Sodium chloride (negative control)
Sodium ascorbat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Polyethylene glycol 3350

Concentration
0.1%
0.9%
0.05 mg/mL → 0.5 mg/mL → 5 mg/mL
0.05 mg/mL → 0.5 mg/mL → 5.0 mg/mL
0.05 mg/mL → 0.5 mg/mL → 5.0 mg/mL
1 mg/mL → 10 mg/mL → 100 mg/mL

Fig. 2. Results of skin prick test of the control. Histamine (shown as ‘+’) was
used for positive control. No skin reaction was observed in all concentrations of
polyethylene glycol (shown as ‘P’, 1 mg/mL → 10 mg/mL → 100 mg/mL).

를 증가시키면서 검사하였다. 대조군으로 만 28세의 기저 병력이 없
는 건강한 성인 남성 1명에게 PEG 성분에 대해 같은 농도로 피부단
자시험을 시행하였다.
피부단자시험의 결과: 환자에게 시행한 피부단자시험 결과 sodium ascorbat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에서
Fig. 1. Results of skin prick test of the patient. Sodium ascorbate (shown as ‘A’),
sodium chloride (shown as ‘Cl’), and sodium sulfate (shown as ‘S’) showed no
skin reaction in all concentrations (0.05 mg/mL → 0.5 mg/mL → 5 mg/mL).
However, polyethylene glycol (shown as ‘P’) showed skin reaction of 2× 2 mm
wheal (2+) in 1 mg/mL, 4× 4 mm wheal (3+) in 10 mg/mL, and 4× 4 mm wheal
(3+) in 100 mg/mL. Histamine (shown as ‘+’) was used for positive control,
while normal saline (shown as ‘-’) was used for negative control.

는 모든 농도에서 피부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PEG의 경우
1 mg/mL 단계에서 2 × 2 mm (2+), 10 mg/mL 단계에서 4 × 4 mm
(3+), 100 mg/mL 단계에서 4 × 4 mm (3+)의 wheal 반응을 보였다
(Fig. 1).

대조군의 경우 0.1% histamine에서 4 × 4 mm wheal의 반응을
보였으나 PEG에 대해서는 모든 농도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Fig. 2).

쿨의 성분은 PEG,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chloride,

기타 사항: 이 증례에서 specific IgE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sodium ascorbate이었다. 피부단자시험의 시행 위치는 좌측 전완

부 배측이었다. 양성 대조군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0.1% hista-

고 찰

mine을 사용하였고 음성 대조군으로는 0.9% 생리식염수를 사용

하였다. 각 성분별로 클리쿨 원액의 농도(5 mg/mL for sodium

PEG는 ethylene oxide의 중합체로서 중합 단위에 따라 분자량

ascorbate,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lfate, whereas 100 mg/

400 g/mol 이하부터 1,000 g/mol 이상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

mL for PEG)에 비해 100배 희석된 농도에서 시작하여 10배씩 농도

다. PEG 3,350과 같이 높은 분자량을 가진 것은 위장관 흡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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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내로 삼투성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정결제로 널리 사용

이 증례에서 피부반응검사 양성 반응을 고려할 때 PEG 아나필

되고 있다.3 현재 국내에서 대장내시경을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인

락시스는 IgE 항체를 매개로 한 과민반응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장정결제인 클리쿨, 쿨프렙, 코리트 에프산(colyte)은 모두 PEG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주성분이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PEG는 친수성이 높아 하이드로겔 등의 드레싱 제제, 각종 로션,

Schuman과 Balsam 이 처음으로 PEG 아나필락시스를 보고한 이

크림 등의 화장품, 경구 약제의 코팅제, 초음파용 젤, 항암제 등 다

후 총 8건의 아나필락시스 증례가 보고되었으며2 우리 나라에서는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6 저자들은 환자에게 향후 PEG가 포

대장내시경이 매우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고, 장정결제의 대부분에

함된 상기 제제들을 사용할 때 심각한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할 가

PEG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낮은 발생률에도 불구

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가급적 이를 회피하도록 교육하였다. 특히

하고 장정결제를 복용한 후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에 주의를 기울

대장내시경을 시행해야 할 경우 쿨프렙, 클리쿨 등의 PEG 성분이

일 필요가 있다.

포함된 장정결제는 반드시 피하고 picosolution과 같은 PEG가 포

1

국내에서는 2002년 Lee 등 이 PEG 성분의 장정결제를 복용한
4

함되지 않은 장정결제를 사용하도록 교육하였다.

후 발생한 두드러기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아나필락시스에 해

저자들은 대장정결제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증례를 경

당하는 중증도는 아니었다. 이후 2015년 Lee 등 이 PEG 복용 후 발

험하였고 대장정결제의 성분별 피부단자시험을 최초로 시행하여

생한 아나필락시스를 보고한 것이 국내 첫 증례이며, 이 증례가 국

원인 물질이 PEG임을 확인하였다.

2

내에서 두 번째 보고이다.
국내 첫 증례 환자에 대해서는 장정결제 전체(Colyte, Tae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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