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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Induced Colonic Necrosis in 
Patient with Chronic Kidne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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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Ki Hong, M.D., Gwang Ho Baik, M.D., Young Hee Choi, M.D.*, and Dong Joon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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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3-year-old woman was admitted due to right upper quadrant abdominal pain. She was going through hemo-

dialysis due to end stage renal disease and taking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orally and rectally due to 

hyperkalemia. Colonoscopy showed a circular ulcerative mass on the proximal ascending colon. Biopsy specimen 

from the mass showed inflammation and necrotic debris. It also revealed basophilic angulated crystals which were 

adherent to the ulcer bed and normal mucosa. These crystals were morphologically consistent with calcium poly-

styrene sulfonate. She was diagnosed with calcium polystyrene phosphate induced colonic necrosis and improv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Korean J Gastroenterol 2010;55:2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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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CPS)는 양이온 교환 수지

(cation exchange resin)로 고칼륨 증에 한 주요 치료제이

다. 국외에서는 양이온 교환 수지로 Sodium Polystyrene 

Sulfate (SPS)가 주로 사용되나, 국내에서는 CPS만이 생산, 

사용되고 있다. CPS를 복용할 때 배변 곤란이 흔히 동반되

며, 이를 완화시키기 해 일반 으로 sorbitol, lactulose 등

의 고삼투성 용액과 함께, 경구, 장의 경로를 통해 투여된

다. CPS의 부작용으로 식욕부진,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드

물게 심한 합병증으로 장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1 SPS와 

련된 장괴사에 한 증례보고는 국외에서는 다수 있었

으나, 국내에서의 보고는 없었다. 한 SPS의 유사체인 CPS

에 한 보고는 드물다. 자들은 CPS 복용 후 발생한 장 

괴사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63세 여자가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 실에 내원하

다. 환자는 13년  악성 고 압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만성 

신부 으로 진행되었다. 환자는 10년 부터 5년 간 복막투

석을 받았으나, 반복되는 복막염때문에 5년  액 투석으



262  한소화기학회지: 제55권 제4호, 2010

Fig. 1. Colonoscopic findings. 

(A) A circular ulcerating mass 

in proximal ascending colon was 

noted, (B) Areas other than 

pathologic lesions did not show 

any abnormalities.

로 투석 경로를 변경하 고, 이후 주 3회의 액 투석을 유

지해왔다. 고 압 이외의 부정맥과 심 계 질환은 확인되

지 않았다. 환자는 고칼륨 증으로 인해 CPS를 경구로 지속 

투여받고 있었다.

  환자는 내원 4일  우측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 다. 통

증의 양상은 식사와 무 하 으며 2-3시간 간격으로 발생하

여, 1-2시간 동안 유지된 후 호 되었다. 뚜렷한 호  요인

과 악화 요인은 없었다. 

  내원 당시 압 140/80 mmHg, 맥박수 분당 96회, 호흡수 

분당 22회, 체온은 37.7
oC 다. 복부검진에서 장음은 감소되

어 있었으나 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우상복부에 압통과 반

발압통이 있었으나 덩어리는 지되지 않았다. 하지 행의 

병력은 없었고, 말  동맥의 맥박은 정상으로 확인되어 

류장애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 

  내원 때 시행한 액 검사의 결과, 백 구 13,980/mm
3, 헤

모 로빈 12.8 g/dL, 헤마토크릿 38.1%, 동맥  가스 분석 

pH 7.34, PaCO2 40.1 mmHg, PaO2 106.6 mmHg, HCO3
− 22.0 

mmol/L, 크 아티닌 6.0 mg/dL, 칼륨 6.7 mmol/L, 총 빌리루

빈 0.44 mg/dL, AST 12 IU/L, ALT 12IU/L로 확인되었다. 

  복부 산화단층촬 에서 상행 결장의 일부가 동심성 두

께 증가(concentric wall thickening)를 보 고, 결장 주  지방

층(pericolic fat)에 침윤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

하여 감염성 장염과 장암, 아 로이드증 등을 감별하여

야 할 것으로 단하 고, 감염증의 소견(발열, 복부 통증, 

호 구 증가증)에 해 식과 수액 보충, 항생제 치료(시

로 록사신과 메트로니다졸 정주)를 시행하 다. 환자에게 

장암의 감별을 해 장내시경을 권유하 으나, 원하지 

않아 검사를 연기하 다. 입원 후 액 투석은 이틀 간격으

로 시행되었고, 투석 도  압 하, 해질 불균형 등 이

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입원 3일 후, 환자의 복통과 압통은 지속되었으나 강도는 

호 되었다. 입원 6일째 장내시경을 시행하 고, 상행 결

장의 근 부에 내강을 따라 환상으로 분포한 궤양성 종괴가 

찰되었다(Fig. 1). 종괴에서 여섯 조각의 생검을 시행하

고, 정상 장 막과 괴사 부 에서 호염기성의 다각성 결

정(basophilic angulated crystals)이 확인되었다. 이 결정은 그 

구조를 고려하 을 때 CPS 결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장 내시경에서 궤양 이외의 장 막은 육안 인 변

화를 보이지 않아,  분포 부 를 따라 막 변화를 동반

하는 허헐성 장염과는 다른 소견이었다. 

  환자의 증상은 수액 보충과 식을 유지하면서 호 되었

다. 입원 7일 째, 환자는 경구 양을 시작하 고, 증상 악화

는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이온 교환 수지는 고칼륨 증의 주요 치료로 양이온 구성 

성분에 따라 분류된다(수소, 암모니움, 나트륨  칼슘).1,2 

교과서에서 주로 하는 수지는 나트륨 교환 수지이나, 국

내에는 칼슘 교환 수지만 생산되고 있다. 칼슘 교환 수지는 

나트륨 교환 수지와 비교하여 체액 과다를 일으키지 않고 

인산염을 낮출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고칼슘 증을 동

반할 수 있다.
3 그러나 체 인 기능과 부작용에 차이는 없

다.

  이번 증례의 장내시경에서 찰된 병변은 그 분포가 국

소 이고,  분포의 범 와 무 하 다. 복부 산화단

층촬 에서 형 의 이나 색 의 증거도 한 없었

다. 환자의 병변이 비폐쇄성 허 로 인한 궤양일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환자는 평소에 식후 만성 인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한 성 설사 등의 동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투석 기록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투석 기간  압은 

발생하지 않았었다. 드물지만, 염으로 인한 액 공  

부 의 가능성도 고려해 보았으나, 자반증 는 발진 등의 

피부 병변, 다발성 염, 체  감소 등의 임상 양상을 보이

지 않았다. 이러한 들을 종합해 볼 때 허 로 인한 장괴사

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단된다.

  감별 진단의 하나로 고려한 감염성 장염 가능성으로 항

생제 치료를 단기간 받았으나, 일시 인 백 구 증가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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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scopic findings. (A) Biopsy specimen of normal 

mucosa showed basophilic angulated crystals (arrow) (H&E stain, 

×100). (B, C) Biopsy specimens of necrotic tissue also showed 

basophilic angulated crystals (arrows) (H&E, ×40, H&E, ×100).

에 변과 액 배양 검사 양성 등의 감염의 객  증거는 

없었다. 한 5년 간 시행했던 복막투석의 병력을 고려하여 

소화기에 발생하는 아 로이드증의 가능성도 고려하 으

나, 장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소견

은 없었다. 한 이상감각, 설사, 다발성 통, 자반증을 

비롯한 피부 병변 등의 임상 양상을 동반하지 않아, 아 로

이드증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단된다. 

  환자의 병변에 한 조직 검사 결과, 궤양 부 에서 다각

성의 CPS 결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정의 침착 부  주변

으로 괴사 조직  다량의 염증세포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일부 조직에서는 CPS 결정이 정상 인 장 막에 함

입되어 있었다. 재까지 보고되어 온 양이온 교환 수지로 

인한 장 괴사의 조직검사에서 교환 수지 결정은 다각성의 

호염기성 는 호산성 결정을 보 다. 한 이들은 periodic 

acid-shiff (PAS)와 acid-fast stain (AFB) 염색에서 색으로 

염색된다. 감별해야 할 결정으로서 콜 스티라민(cholesty-

ramine)이 있으나, 이는 PAS 염색에서 노란색, AFB 염색에

서 분홍색으로 염색이 된다.
4,5 이번 환자의 경우, 감별을 

해 PAS와 AFB 염색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병력 청취에서 

콜 스티라민 복용은 확인되지 않아, 콜 스티라민 결정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환자는 하루 5-10 g의 CPS를 

지속 으로 복용해 왔고, 입원 당일에는 CPS를 20% 포도당 

용액 200 cc에 섞어 총 5회의 장을 시행하 다. 따라서 

장 병변 부 에서 CPS 결정 확인을 통해, 최종 으로 환자

의 진단은 CPS로 인한 성 장 괴사로 내릴 수 있었다.

  SPS를 sorbitol과 함께 장 경로로 사용한 5명에서 발생

한 장 괴사가
6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이후 서구에서 지속

인 증례 보고가 있었다.7-12 SPS로 인한 장 괴사의 발생

률은 0.27% (수술 후 환자에게서는 1.8%)로 보고되고 있다.
8 

그러나 CPS로 인한 장 괴사의 발생률에 한 보고는 없

고, 재까지 2건의 증례 보고가 있을 뿐이다.
13,14 SPS로 인

한 장 괴사의 험인자는 요독증, 탈수, 투석 는 수술 

후 압이 발생한 경우, 말   질환, 응고 장애  면

역억제제로 보고되었다.
4 장 괴사가 발생한 환자가 복용

한 SPS의 양은 20-120 g/day으로 다양하다.
4 장 괴사의 병

리 조직에서는 막 형성, 막 궤양, 막 부종, 막  

층 괴사 등으로 다양한 소견을 보 다.
4,5 이온 교환 수지로 

인한 막 괴사는 막 병변에서 다각성 호산성 는 호염

기성의 이온 수지 결정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

다.
4,5,11,12 

  이온 교환 수지로 인한 장 막 괴사의 병태 생리는 명

확하지 않다. Lillemoe 등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SPS와 sorbitol의 복용이 장 괴사를 유발함을 증명하 다.
6 

이 실험에서 요독증이 있는 군과 요독증이 없는 군을 비교

하 을 때 요독증이 있는 경우, 장 괴사의 발생률이 더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S 단독 복용군, SPS와 

sorbitol 복용군, sorbitol 단독 복용군을 비교할 때, SPS와 

sorbitol 복용군  sorbitol 단독 복용군에서 장 괴사가 유

발되었고, SPS 단독 복용군에서는 괴사가 유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orbitol을 주된 독성 인자로 추정할 

수 있다.
1,6 이는 신부  환자에서는 닌, 엔지오텐신의 상

승으로 창자간막 이 수축되어 있음으로써, 고삼투성 물

질(sorbitol, lactulous 등)로 인한 삼투성 막 손상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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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 이 설명되고 있다.4,15 그러나 Cheng, Rugolotto 

등은 고삼투성 물질없이 SPS 단독으로도 장 막 괴사가 

유발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16,17 이번 환자는 평소 지속

으로 CPS를 복용해 왔으므로 증상 발생이 경구 CPS 복용으

로 인한 가능성이 있으나, CPS 결정이 장내시경  조직 

검사로 확인된 것은 입원 시, 입원 후 CPS와 고삼투성 용액

(20% 포도당 용액)을 장으로 투여한 후이기 때문에 고삼

투성 용액의 향을 완 히 배제할 수 없다.

  이온 교환 수지로 인한 장 괴사의 정립된 치료는 없다. 

제시된 병태 생리를 근거로 할 때, 체액량 유지를 한 

한 수액 공 과 해질 교정이 필요하고, 방  항생제 사

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 괴사에서 처음 나타

나는 임상 소견으로 장 천공과 복막염 등의 응  상황이 

더 많으며, 응  개복술  장 제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부  등으로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는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이번 증례와 기존의 증례를 검토했을 때 CPS 사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번째로, 신부

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검사를 한 처치  배변 완화

제로서 고삼투성 물질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환

자가 체액 하 상태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여러 검

사 과정에서 체액 하 상태라면, CPS 사용 후에 발생하는 

복통의 감별 진단에 CPS로 인한 장 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두번째로, 이온 교환 수지로 인한 장 괴사를 방하

기 해서 CPS 장을 할 때 고삼투성 용액을 사용하지 않

고 온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온 수지 장 시행 

, 후로 온수를 이용한 세척 장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

나, 그 임상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1 세번째로, 이온 

교환 수지의 사용으로 고칼륨 증이 잘 교정되지 않으면, 

이온 교환 수지의 용량, 횟수를 증량하는 것보다 조기에 투

석치료로 환해야 한다. 

  결론으로 이번 증례는 CPS로 인한 심하지 않은 장 괴

사이나 부분의 장 괴사의 경우, 장천공, 사망 등의 심각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CPS 등 이온 교환 수지로 인한 

장 괴사의 발생 가능성을 숙지하고, 신부  환자에서 CPS를 

사용할 때, 고삼투성 물질을 가능한 함께 사용하지 않고 

처치로서 등장성 물질을 사용하며, 한 수액 공 으로 

체액 하 상태를 피함으로써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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