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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독사 교상 후 발생한 전신적 합병증
-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살모사’ (Korean Agkistrodon species) 교상으로 생기는
전신적인 합병증 중,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아주대학교 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 병원에 뱀교상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추가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사 교상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 성별, 교상 시기, 교상 부위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록하였고, 교상의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상의 정도와 크기, 횡문근융해증의 발생 여부,
신경학적 합병증이나 혈액학적 합병증의 유무 및 기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사독제의 사용 시기 및 사용량, 항콜린에스테라아제의 사용 시기 및 사용량,
수혈 유무 및 수혈량, 재원 기간 등을 확인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총 170명의 환자가 최종대상이 되었다. 혈액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22명(12.9%)으로, 이중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였던
환자는 8명(36.4%), PT/aPTT 지연이 발생했던 환자는 11명(50%), 혈소판
감소증과 PT/aPTT 지연이 모두 발생한 환자는 3명(13.6%)이었다. 혈소판

i

감소증의 유지 기간은 평균 4.5±1.8일 이었고, PT/aPTT의 지연 기간은 평균
5.1±1.8일이었다.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35명(20.6%)이었으며
이중 어지러움증이 16명(45.7%), 복시나 시야 혼탁이 발생하였던 환자는
19명(54.3%)이었다.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였던 환자들의 평균 증상 유지
기간은 6.9±1.8일 이었으나, 항콜린에스테라아제를 사용한 환자의 평균 증상
유지 기간은 3.4±0.6일 이었다(p=0.001).
독사 교상에 의한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률은 이전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혈액학적 합병증의
경우 초기 소견이 정상일 수 있으므로 교상 후 1-4 일 동안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신경학적 합병증의 경우 항콜린에스테라아제의 사용에 의해 신경학적
합병증 지속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국내 독사 교상에
의한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치료 인자 분석
및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전국적인 다기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독사 교상, 혈액학적, 신경학적, 합병증, 항콜린에스테라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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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 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독사 교상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도심 이외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에 드물지 않게 독사 교상 환자들이 내원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한 해에 상당수의 독사 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독사 교상의 경우 외국에 비해 중증도나 치명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수 등, 2000). 독사 교상 후에 발생하는 전신적 합병증들 중 신경학적
합병증과 혈액학적 합병증을 살펴보면 신경학적 증상의 경우 어지러움증, 안와근
마비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혈액학적 독성 증상의 경우 용혈에 의한 빈혈,
혈소판 감소, 프로트롬빈시간/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이하 PT/aPTT)의
연장, 파종성혈관내응고양 장애(DIC like syndrome) 등 혈액학 수치들의
변화가 보고되었다(Dart 와 Daly, 2004). 지금까지 보고된 독사 교상후
혈액학적 합병증의 발생율은 7~82.4%로 다양하며, 혈액학적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항사독제의 추가 투여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치료
시작의 시점이나 종결의 시기 등에 관한 결론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혈액
제제의 수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한상균 등, 2006; 이병준 등, 2007;
Agarwal 등, 2005; Isbister 등 2006; White 2005; Burgess 와 Dart 1991).
신경학적 증상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보고된 신경학적 합병증의 국내 발생율은
38%로

비교적

높으며,

신경학적

합병증에

항콜린에스테라아제(anti-acetylch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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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sterase)의

항사독제의
사용

효과는

사용과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조인욱 등, 2004; Lee 등 2004; 민진홍 등 2006). 이에 국내
독사 교상 후 발생하는 혈액학적 합병증이나 신경학적 합병증의 특성 및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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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아주대학교 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 병원에 뱀교상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추가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사 교상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 성별, 교상 시기, 교상 부위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록하였고, 교상의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상의 정도와 크기, 횡문근융해증의 발생 여부,
신경학적 합병증이나 혈액학적 합병증의 유무 및 기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사독제의 사용 시기 및 사용량, 항콜린에스테라아제의 사용 시기 및 사용량,
수혈 유무, 재원 기간 등의 치료 결과를 확인하였다. 교상의 중증도 평가에는
traditional

snakebite

1996)(Table

1).

severity
혈액학적

grading
합병증의

scale을
판단

사용하였다(Dart
기준은

용혈로

등,
인한

혈색소/적혈구용적률(Hg/Hct)이 11.7/35.5이하로 감소한 경우, 혈소판 수치가
134,000개/mm3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프로트롬빈시간(PT)이 12.8초(INR
>2.0)이상으로 지연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신경학적 합병증의 판단 기준은
어지러움증, 복시, 안와근 마비가 있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독사 교상에 대한 판단을 위해 독아창이 2개로 확인되는 경우, 머리 모양이
삼각형인 경우, 환자가 경험에 의해 살모사로 판단했던 경우, 다른 소견은
불충분하지만

이학적

소견이나

검사

소견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독사로

간주하였다.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합병증의 발생율, 합병증의 지속 기간, 재원 기간, 항사독제의
사용에 따른 혈액학적 중독 증상이나 신경학적 중독 증상의 기간, 수혈 여부에
따른 혈액학적 중독 증상의 기간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신경학적 합병증의
경우 항콜린에스테라아제 사용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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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aditional snakebite severity grading scale

Severity Scale (0~IV)

Manifestations

0 – No envenomation

Local or systemic signs or symptom absent

I – Minimal

Local swelling, absence of systemic sign, normal laboratory findings

II - Moderate

Swelling extending past bite site (6-12 inch), ≥ 1 systemic sign or
symptom, abnormal laboratory findings

III – Severe

Marked (>12 inch) swelling, tissue loss, multiple or severe systemic
symptoms, immediate systemic signs, rapid progression of symptoms

IV – Very severe

Rapid development of local reaction, ecchymosis, necrosis, blebs, blisters,
swelling severe enough to obstruct venous or arterial flow, swelling may
involve ipsilateral trunk

조사된 변수들을 부호화하여 SPSS 11.5 에 기록하였고, 연속형 변수의
비교를 위해 t-검정과 Mann-Whitney U 검정, 범주형 변수의 비교를 위해
카이 자승 검정과 피셔의 정확 검정을 이용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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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A. 독사 교상의 특성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환자는 총 232명 이었으나 의무기록이 미비하였던
29명, 연구 대상 병원에서 최종 치료를 받지 않았던 33명을 제외한 170명이
최종 대상이 되었다. 독사 교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 항사독제 사용량, 투여
시간, 재원 기간, 독성 증상은 Table 2, 3과 같다. 중증의 응고 장애로 2례에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nakebite victims

Age (year)

total patients

a*-hospital

b†-hospital

(n=170)

(n=74)

(n=96)

45.44±18.38

45.49±20.90

45.41±16.30

p-value

0.99

0.36

Gender (%)
M

106(62.4)

49(66.2)

57(59.4)

F

64(37.6)

25(33.8)

39(40.6)

0.23

Period of B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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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 Mar

0

0

0

Apr – Jun

63(37.1)

21(28.4)

42(43.8)

Jul – Sep

88(51.8)

44(59.5)

44(45.8)

Oct – Dec

19(11.2)

9(12.2)

10(10.4)

0.25

Sites of Bites (%)
Upper limb

126(74.1)

50(67.6)

76(79.2)

Lower limb

42(24.7)

22(29.7)

20(20.8)

2(1.2)

2(2.7)

0(0)

Other

< 0.00

Severity at Admission
0

2(1.2)

2(2.7)

0(0)

I

39(22.9)

12(16.2)

27(28.1)

II

75(44.1)

15(20.3)

60(62.5)

III

53(31.2)

44(59.5)

9(9.4)

IV

1(0.6)

1(1.4)

0(0)

Amount of Antivenin

8,808.65

12,469.0

5,935.5

Administration (unit)

±18,443.1

±27,477.4

±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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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Time from Bite to Antivenin

372.05±847.20

573.08±1159.76

217.08±433.02

0.01

6.21±4.07

7.62±3.66

5.13±4.05

<0.00

Administration (mins)

Days of Hospitalization

a-Hospital: Ajou University Hospital, †b-Hospital: Kunkook University Choonju Hospital

*

Table 3. Toxic symptoms and signs after snakebites

total patients

a*-hospital

b†-hospital

(n=170)

(n=74)

(n=96)

Pain

169(99.4)

73(98.6)

96(100)

1.00

Blister

18(10.6)

17(23.0)

1(1.0)

< 0.00

Edema

164(96.5)

68(91.9)

96(100)

0.04

Toxic symptoms and signs

p-valu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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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c
7(4.1)

5(6.8)

2(2.1)

0.24

Blurred vision / Diplopia

19(11.2)

12(16.2)

7(7.3)

0.09

Dizziness

16(9.4)

11(14.9)

5(5.2)

0.04

Headache

5(2.9)

3(4.1)

2(2.1)

0.65

Dyspnea

4(2.4)

3(4.1)

1(1.0)

0.31

Hypotension

3(1.8)

2(2.7)

1(1.0)

0.58

Dysrhythmia

1(1.0)

1(1.4)

0(0)

0.46

Coagulopathy

25(14.7)

17(23.0)

8(8.3)

0.01

Rhadomyolysis

53(31.2)

46(62.2)

7(7.3)

< 0.00

Nausea

a-Hospital: Ajou University Hospital, †b-Hospital: Kunkook University Choonju Hospital

*

B. 혈액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특성
혈액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22명(14.7%)으로,

이중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였던 환자는 11명(6.5%), PT/aPTT 지연이 발생했던 환자는
14명(8.2%),

혈소판

감소증과

PT/aPTT

지연이

모두

발생한

환자는

3명(1.8%)이었다. 내원 당시부터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던 환자는 5명(2.9%),
PT/aPTT 지연을 보였던 환자는 2명(1.2%)이었다. 내원 이후 혈소판 감소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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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던 환자들은 2.0±1.1 일에 발생하였고, PT/aPTT 지연이 발생했던
환자들은 3.1±1.4일에 발생하였다. 혈소판 감소증의 지속 기간은 4.5±1.8일
이었고,

PT/aPTT의

지연

기간은

5.1±1.8일이었다.

21명의

환자에서

항사독제가 투여되었고, 9명의 환자에서 수혈이 시행되었다. 항사독제가 투여된
환자들의

투여

시간은

교상

후

363.7±900.6분이었으며,

투여량은

14,863.6±21,563.4 단위(units)였다.
응고장애가 발생했던 환자들 중 항사독제를 6000 단위 미만 사용했던 7명
환자의 PT/aPTT 지연 기간은 5.9±1.3일, 6000 단위 이상 사용했던 7명
환자의 PT/aPTT 지연 기간은 4.3±1.9일 이었다. 또한 수혈을 시행받았던 9명
환자의 PT/aPTT 지연 기간은 5.1±2.1일, 수혈을 시행받지 않았던 5명 환자의
PT/aPTT 지연 기간은 5.0±1.2일 이었다.

C.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특성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35명(20.6%)이었으며

이중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였던 환자는 16명(9.4%), 복시나 시야 혼탁이 발생하였던
환자는 19명(11.2%)이었다.
복시나 시야 혼탁이 발생하였던 환자들 중 항콜린에스테라아제가 투여되지
않은

환자

14명의

평균

증상

지속

기간은

6.9±1.8일

이었고,

항콜린에스테라아제가 투여된 환자 5명의 평균 증상 지속 기간은 3.4±0.6일
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Table

4).

항콜린에스테라아제가 투여된 모든 환자에서 텐실론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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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아트로핀이 투여되었다.

Table 4. Comparison of duration of neurologic complications for anti-cholinesterase
administration

Use of anti-cholinesterase

Non-use of anti-cholinesterase
p-value

(n=5)

(n=14)

3.4±0.6

6.9±1.8

blurred vision /
0.00

diplopia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모든 환자들에게 항사독제가 투여되었으며,
항사독제 투여량은 13,008.0±20,513.4 단위(units)였고, 항사독제가 투여된
시간은
환자에서

교상

후

752.7±1139.1

항콜린에스테라아제의

분이었다.

투여량은

투여량은 0.8±0.3 m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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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콜린에스테라아제가

492.0±196.3

mg,

투여된

아트로핀의

IV. 고 찰

국내에

서식하는

살모사(Agikistrodon

독사의

brevicaudus),

까치살모사(Agikistrodon

종류에는

살모사과(Viperidae)의

쇠살모사(Agikistrodon

saxatilis)와

ussuriensis),

뱀과(Cloubridae)의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가 있다(이병준 등, 2007).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독사 교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해서는 많이 보고 되었지만,
사독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임상적 의의, 합병증의 발생 기전 및 치료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독에 의한 전신 합병증의 하나인 혈액응고 장애는 사독이 혈액응고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Markland, 1998). 각
유형에는 향응고 사독소(procoagulant venom), 항응고 사독소(anticoagulant
venom), 섬유소용해 사독소(fibrinolytic venom), 혈관내벽활성 사독소(vessel
wall

interactive

venom),

혈소판활성

사독소(platelet

activity

venom),

혈장단백질활성 사독소(plasma protein activator venom)가 있으며, 독사의
종류에 따라 작용 기전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land, 1998). 독사
교상에 의한 혈액응고 장애의 발생율은 외국의 경우 36~50%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경우 2.1~82.4%로 다양하다(이병준 등, 2007; White, 2005; Kim 등,
2008; 조남수와 박진, 1996). 본 연구에서 혈액응고 장애의 발생율은 12.9%로
이전의 혈액응고 장애를 보고하였던 다른 국내 연구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혈액응고 장애의 발생율을 높게 보고했던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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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과 전남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였으며, 경북 지역과 충남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들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은 발생 빈도를 나타냈다(김은수와
최원진, 2000; 한상균 등, 2007; 이병준 등 2007; Kim 등 2008; 조남수와
박진, 1996). 본 연구가 시행된 병원은 경기 지역과 충북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로 두 병원간에도 23%와 8.3%로 혈액학적 합병증의 발생율에 차이를
나타냈다. 국내에 서식하는 살모사의 속이 한 개이고 독사의 개체가 2개인 점과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국내의 보고 결과들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지역에
따른 서식 독사종이나 독성의 차이라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인 다기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혈액응고 장애는 크게 혈소판 감소증과 PT/aPTT 지연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내원 당시부터 증상 및 징후를 보인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내원 이후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환자들은 내원 후 2.0±1.1 일에 발생하였고, PT/aPTT 지연이 발생했던
환자들은 내원 후 3.1±1.4일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독사
교상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내원 당시 혈액응고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혈액응고 장애에 대한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독사 교상에 의한 혈액응고 장애에 대한 주 치료법은 항사독제의 투여이며,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항사독제를 투여하여 사독을
제거하고 혈액응고 장애를 악화시킬만한 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e, 2005).
본 연구에서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했던 환자들 중 21명(95.5%)에서
항사독제가 투여되었으며, PT/aPTT 지연이 발생하였던 환자들에서 항사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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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량에 따른 혈액응고 장애 기간은 항사독제를 6000 단위 초과 투여한
환자들(4.3±2.0일)에서 6000 단위 이하로 투여한 환자들(5.9±1.3)보다 장애
지속 기간이 더욱 짧았다. 그러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혈 여부,
항사독제의 투여 시기 등이 일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혈액학적 이상이 발생하였던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수혈 또한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다른
견해들이 있다. White(White, 2005)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혈액응고
장애의 경우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 FFP)이나 혈소판 제제 등과
같은 혈액 제제를 투여하여 응고 인자를 보충하는 것이 치료가 되지만 독사
교상 환자의 경우 보충한 응고 인자가 향응고제(procoagulants)로 작용하여
오히려 혈액응고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Burges와 Dart(Burgess와 Dart, 1991)는 혈액응고 장애가 심하여 명백한
출혈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혈액 제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PT/aPTT 장애가 발생했던 환자들에서 수혈을 시행받았던
환자들과 시행받지 않았던 환자들간에 장애 지속 기간에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들

환자

모두에서

fibrinogen,

FDP(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D-dimer, antithrombin-III 와 같은 정확한 혈액학적 소견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표지자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두

군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대량 출혈이 있었던 환자는 없었고, 독사에 의한 혈액 응고 장애가 일반적인
파종성 혈액 내 응고 장애나 주요한 출혈 경향을 띠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수혈 여부에 대한 결정에 있어 분명한 적응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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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 교상 환자에 있어 수혈의 적응증 및 수혈 여부에 따른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사독에 의한 전신 합병증 중 또 다른 하나인 신경학적 합병증에 관한
국내의 보고는 많지 않으며,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들은 임상적 특성의
일부나 증례 형식으로 보고되어 정확한 발생률을 확인하기 어렵다. 살모사
교상에

의한

발생하지만

신경학적
국내

합병증의

경우

살모사에서는

근육

외안근

마비,
마비와

어지러움증의

형태로

어지러움증

만이

보고되었다(조인욱 등, 2004; Lee 등 2004; 민진홍 등 2006). 그러나, 국내
살모사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 살모사의 교상에 의해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Furuya, 1985).
사독 중 신경학적 독소는 일종의 phospholipase A2 효소로 알려져 있으며,
사독에

의해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사독이

시냅스전(pre-

synaptic)과 시냅스후(post-synaptic)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근육 마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시냅스전과 시냅스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살모사종의

경우

시냅스전에

작용하거나

시냅스전과

시냅스후에 모두 작용하여 근육 마비를 발생시킨다(Tang 등, 1998; Wu와 Shi,
2000).
사독에 의한 근육마비의 초기 징후는 경미한 안검하수나 안와 근육의
마비이고, 이후 턱, 구개, 혀, 인두 근육의 순으로 진행하지만(Ari, 2001),
살모사종에 의한 교상처럼 외안근 마비나 외안근 마비와 동반된 부분적인
안검하수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조인욱 등 2004; 민진홍 등 2006). 안구
근육에 독성 증상이 먼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 횡문근과는 다른 안구 근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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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특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외안근에는

Fibrillustruecktur와

Felderstruecktur 2개의 근육세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근육세포는 일반
횡문근(1:50~100)과 달리 신경 섬유 대 근육 세포의 상대비가 높아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적은 신경독소에 의해서도 외안근 마비나 안검하수증이
발생하며, 특히 Felderstruecktur의 경우 1:4로 더욱 높다(Campolattaro와
Wang, 1999).
국내 살모사 교상에 의한 신경학적 합병증에 관한 Moore(Moore, 1977)의
연구

결과를

23명(46%)에서
신경학적

살펴보면
전신

합병증인

1974년부터
합병증이

복시나

시야

1975년까지

발생하였고,
혼탁이

이들

50명의

환자

들

중

중

19명(82.7%)에서

발생하였으며

10명(43.5%)에서

혈액학적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oore(Moore, 1977)의 연구에
따르면 전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신경학적 합병증인 복시나 시야 혼탁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이나 저자들의
경험을 고려하면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높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외안근 마비나 복시가 발생했던 경우는 19례(11.2%)로 Moore의 연구의
19례(38%)와 비교할 때 낮은 발생 빈도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신경학적 합병증에 대한 주된 치료 방법은 항사독제의 투여로
알려져 있다(Ellenhorn 등, 1997). 그러나 사독이 시냅스후 신경 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항사독제에 빠르게 반응하지만(Hodegson 등, 2003), 시냅스전 신경
말단에서 작용하여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항사독제에
반응하지 않는다(Cull-Candy 등, 1998).
신경학적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항사독제 이외에 항콜린에스테라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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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사독에 의한 신경학적 독성이 아세틸콜린의 방출
차단에 기인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작용의 조절은 신경학적 합병증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4; 민진홍 등 2006).
항콜린에스테라아제는

신경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가수

분해를

막아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지속시킨다. Lee(Lee 등, 2004) 등과 Min(민진홍 등
2006)의 보고에 따르면 독사 교상 이후 안구 마비가 발생하였던 환자들에서
항콜린에스테라아제를 투여한 경우 회복 기간이 3~4일로 감소했다고 하며,
항사독제와 함께 항콜린에스테라아제를 사용하여 치료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다른 보고에 따르면 살모사종의 독소처럼 사독이 시냅스전
신경 말단에 작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항콜린에스테라아제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되기도 하였다(Ferdinands 등 2006). 본 연구를 살펴보면 복시나 시야
혼탁의

신경학적

투여되었으며,
합병증이

합병증이

5명의

발생하였던

환자에서

발생하였던

환자들

19례의

모든

항콜린에스테라아제가
모두에서

환자에서

항사독제가

투여되었다.

항사독제가

신경학적

투여되었기

때문에

항사독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항콜린에스테라아제가 투여된
환자들에서

항사독제의

양과

증상

지속

기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항콜린에스테라아제의 사용 여부에 따라 증상 지속 기간에는 3.4±0.6일과
6.9±1.8일로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0.001).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국내 독사 교상 후에 외안근 마비나 복시가
발생한

환자에서

항콜린에스테라아제를

사용하는

경우

증상

지속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콜린에스테라아제를
투여하는 경우 투여전에 반드시 텐실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아트로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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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할 수 있다(Lee 등 2004, 민진홍 등 2006).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 교상 환자에서 수혈의 치료
효과, 항사독제 사용 여부와 혈액 제제 투여와의 관계, 신경학적 증상에서
항사독제 사용 여부에 따른 환자 경과와의 관련성 등을 알아보는데 제한점이
되었다.
둘째,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항사독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적응증에 따라 사용 여부와 용량을 결정되지 못한 점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혈액학적 합병증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모든
환자에게

fibrinogen,

FDP(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D-dimer,

antithrombin-III 와 같은 혈액학적 검사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또한 혈액학적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출혈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자들이 사용한 기준이 혈액학적 합병증이나 신경학적 합병증의
결과에 대한 치우침(bias)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향후 국내의 지역에 따른 독사 교상의 차이와 전신 합병증 발생에 있어
항사독제

투여량,

수혈,

항콜린에스터라제

제제의

효과를

전국적인 다기관 전향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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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한

V. 결 론

독사 교상에 의한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률은 이전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혈액학적 합병증의
경우 초기 소견이 정상일 수 있으므로 교상 후 1-4 일 동안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신경학적 합병증의 경우 항콜린에스테라아제의 사용에 의해 신경학적
합병증 지속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국내 독사 교상에
의한 혈액학적 합병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이들과 관련된
치료 인자 분석 및 치료 인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전국적인 다기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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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ystemic Complications Occurring after Korean Venomous Snake
Biting; Focused on Hematologic and Neurologic Complications

Eun Jung Park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Kuk Jong Lee)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evaluate the systemic complications
focused on hematologic and neurologic features after Korean venomous
snake biting.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consecutive
patients who presented with snakebites to 2 university teaching hospital
during a 10-year period. We extracted demographic data, clinical
measurements including laboratory results, severity score, and amount of
antidote administration, and hospitalization course. Subgroup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evaluations of anti-acetylcholine esterase administration
in complicated victims.
During the study period, 170 patients were finally enroll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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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rrence rates of hematologic and neurologic complications were
12.9%,

20.6%,

respectively.

Among

22

patients

with

Hematologic

complications, isolated thrombocytopenia was showed in 8 patients(36.4%),
prothrombin time (PT) /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prolongation in 11 patients(50.0%), and both in 3 patients(13.6%). The
mean time to recovery was 4.5±1.8 days for isolated thrombocytopenia,
and 5.1±1.8 days for PT and aPTT prolongation. Among 35 patients with
neurologic complications, dizziness was showed in 16 patients (45.7%), and
diplopia / blurred vision in 19 patients (54.3%). The mean time to recovery
was 3.4±0.6 days in anti-acetylcholine esterase administration group and
6.9±1.8 days in anti-acetylcholine esterase non-administration group
(p=0.001).
The occurrence rates of hematologic and neurologic complications
were different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domestic other
regions. Hematologic complications could occur suddenly between 1 and 4
days after hospitalization. Anti-acetylcholine esterase administration was
effective in neurologic complicated victims. Further larger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will be needed.

Key words: Snakebite, hematologic, neurologic, complications, anti-acetylcholine est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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