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환자의학회지：제 25 권 제 1 호 ■원 ■
Vol. 25, No. 1, March, 2010 / DOI: 10.4266/kjccm.2010.25.1.21

21

라콰트를 음독하고 내원한 환자의 후와 
연 된 인자와 액 류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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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araquat has been widely used as a non-selective contact herbicide and it may induce damage to 

many organ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factors that can predict the prognosis of paraquat poisoning and to de-

termine the effect of hemoperfus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132 patients who were poisoned with paraquat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8.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s included the death and survived 

groups, and the second groups included the hemoperfusion and non-hemoperfusion groups. We investigated the mor-

tality, the factors that can predictive the prognosis and the effect of hemoperfusion.

  Results: There were 79 males and 53 female (mean age: 56.1 ± 15.1 year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eath and survival groups were the volume of paraquat ingested, the mental status, GCS (Glasgow coma scale), 

pH, base deficit, HCO3, serum Cr (creatinine), serum AST (aspartate transaminase), serum glucose, K (kalium), urine 

sodium dithionite test and hemoperfusio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hemoperfusion and non-hemoperfu-

sion groups were the mortality and the mean survival tim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veled four predictive 

factors and their’s Odd ratio: 1) urine sodium dithionate test = strong 14.256, 2) hemoperfusion 0.493, 3) Cr ＞ 

0.95 mg/kg 31.603 and 4) an amount of ingested paraquat ＞ 45 ml 16.945. 

  Conclusions: The predictive factors for mortality were the amount of paraquat ingested ＞ 45 ml, a urine sodium 

dithionite test = strong and a serum Cr ＞ 0.95 mg/dl. Hemoperfusion couldn’t be used a predictive factor for mor-

tality, but it increased the mean surviv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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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라콰트(1,’1-dimethyl-4,’4-bipyridylium chloride)는 1958년 

처음으로 국에서 제 제로 사용한 이래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약제로서1) 국내에서는 24.5% 용액의 제재가 

매되고 있으며 원액을 흡입하거나 음독 는 피부 노출

을 통해 임상 인 독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성인에서 

20% 용액 10 ml만 음독해도 치명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독 후 치료의 후를 결정하는데 가장 요한 인자는 

 라콰트 농도라고 알려져 있으나3) 환자가 응 실에 내

원한 당시에 이를 측정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도 이외의 방법으로 독의 정도를 객

으로 평가하는 것이 독 환자의 치료방침과 치료의 극

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일이다. 라콰트 독

의 치료는 일반 인 성 약물 독의 치료와 유사하게 특

별한 해독제가 없지만 근래에는 체내 흡수된 약물의 체외 

배설을 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액 류술을 라콰트 

독환자에서 이용하여 생존율을 높 다는 단편 인 연구

보고가 있다.4)

  본 연구는 라콰트를 음독하고 내원한 환자들을 상으

로 독의 정도를 객 으로 평가하고 사망을 측하는데 

련된 인자들을 분석하며 라콰트 독의 치료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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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액 류술의 치료효과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한 해에 3만 명이 내원하는 경남 응 의료센터 마산삼성

병원 응 실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라콰트를 음독 후 내원한 200명의 환자  다음과 같은 

환자들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소변 sodium dithion-

ite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나 보호자를 통한 병력 청취 상 

음독량을 측할 수 있으며, 술이나 다른 농약, 약제를 같

이 복용하지 않았고 환자실에 입원하여 경과 찰을 시

행하 으며 퇴원 시 생존과 사망의 유무를 알 수 있는 환

자들을 상으로 하 다. 내원 후 응 실 는 환자실에

서 타 병원으로 원된 51명, 병력 청취 상 음독량을 측

할 수 없었던 11명, 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  원 

온 6명을 제외한 132명의 환자를 상으로 후향  연구를 

시행하 다.

  의무기록지를 조사하여 환자의 나이, 성별, 음독 원인, 음

독량, 내원 당시 측정한 생체 징후와 환자의 증상  의료

진이 시행한 이학  검사, 액 검사, 액 류술의 유무와 

치료 기간, 합병증의 발생 유무 등에 한 기록을 얻었다. 

음독량에 한 측은 환자나 보호자들을 통한 병력 청취 

상 한 모 을 20 ml로 계산하 고 환자나 보호자가 농약병

을 가지고 왔을 경우는 남아있는 잔류량도 함께 확인하

다. 132명 환자 모두는 일차의료기 에서 세척을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빠른 시간내 5−10 L의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시행하 고 비 을 통해 100 g의 Fuller’s earth를 

15% mannitol 200 ml와 섞어 4시간마다 복용하고 dexame-

thasone 5 mg과 N-acetylcysteine 600 mg을 8시간마다 정맥주

사 하 다. 그리고 furosemide 20 mg과 vitamine C 100 mg을 

8시간마다 정맥주사 하며 수액 치료를 받았다.

  응 실에 내원하여 액 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소변 

검사를 시행하 고, 소변 sodium dithionite5)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2N sodium hydroxide 용액을 만

들어 이 용액 10 ml에 100 mg sodium dithionate를 가하여 

완 히 용해시켜 1% 환원제 용액을 만든 후 2시간 내 사용

하 고 매 검사시마다 Methyl viologenR (Gramoxone; Para-

quat dichloride)을 양성 조로 일반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

의 정상 소변을 음성 조로 사용하 다. 소변 10 ml에 시

약 1 ml를 가한 후 색 변화를 찰하여 변화가 없으면 음

성으로 정하고 연한 청색은 약함(＋1)으로, 청색은 간

(＋2)dm로, 진한 청색은 강함(＋3)으로 정하 다.

  액 류술은 구강을 통해 농약을 섭취하고 소변 sodium 

dithionite test 상 이상 소견이 있으며 독 증세가 있는 환

자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동의한 환자에 한해 음독 후 

12시간 내 Adsorba300CR (Gambro Dialysatoren GmbH & Co. 

KG, D-72373, Hechingen, Germany)를 이용하여 시행하 으

며 보호자의 거부가 없는 한 하루 일회씩 소변 sodium di-

thionite 검사가 음성을 보일 때까지 시행하 다.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합병증  성 신부 은 비교  

빠르게 진행하고 본래 환자가 가지고 있던 Cr (creatinine)에

서 5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의하 고, 성 간장애는 본

래 환자가 가지고 있던 AST (aspartate transaminase)와 ALT 

(alanine transaminase)를 기 으로 정상 범 를 벗어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bilirubin 증가를 동반한 경우로 정의하 다.

  라콰트의 독의 후는 퇴원 당시의 생존과 사망으로 

단하 고 연구 결과의 비교를 해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2.0 K,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

하 고, 정규 분포 검정을 해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사용하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성 변수의 통계 분석

은 Student t-test를 이용하 으며, 비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

우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 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Chi-sqau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한 독립성 검정을 

이용하 고 단변수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인자들  연속

형 변수들은 ROC curve를 그린 후 AUC가 0.700 이상 되고 

임상 인 정상 범 와 ROC curve 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하여 결정 (cut-off point)를 정하 고, 이 결정 을 기

으로 연속형 변수들을 명목형 변수로 바꾸었다. 이 변수

들과 단변수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다른 명목형 변수들을 

상으로 다변수 분석인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최종 변수의 선택은 ward 통계량을 이용한 후진 제거

법을 사용하 고 통계학  검증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환자 나이는 평균 56.1 ± 15.1세 고 남자가 79명(59.8%)

이었으며 자살을 목 으로 음독한 경우가 110명(83.3%)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군은 남자가 57명(67.1%)으로 여자에 비

해 많았고 평균 나이가 58.3 ± 15.2세로 나타났으며(p = 

0.276), 음독한 경우가 85명(100%)으로(p = 0.000) 생존군과 

비교해 차이를 보 다. 한 자살 목 인 경우가 83명

(97.6%)으로 사고로 인한 경우보다 많았고(p = 0.000), 음독

량도 196 ± 178 ml로 생존군에 비해 많았다(p = 0.000). 사

망군의 응 실 내원 당시 의식 수 은 좋음(good)인 경우가 

66명(77.6%)으로 생존군에 비해 낮았고(p = 0.000), GCS 

(Glasgow coma scale) 수도 8  미만인 경우가 생존군에 

비해 많았다(p = 0.001)(Table 1).

  응 실 내원 시 생체 징후로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심박수, 체온, 호흡수, 산소포화도를 시행하 고, 사망군의 

호흡수는 21 ± 4회/분으로 생존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p 

= 0.000), 산소포화도는 95 ± 8%로 생존군에 비해 낮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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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Variables Death Survival p-value

Sex

  Male 57 (67.1%) 22 (46.8%) 0.023

  Female 28 (32.9%) 25 (53.2%)

Age (year) 58.3 ± 15.2 52.0 ± 14.3 0.276

Route of contact

  Oral 85 (100%) 24 (51.1%) 0.000

  Other*  0 (0%) 23 (48.9%)

Cause of ingestion

  Suicidal 83 (97.6%) 27 (57.4%) 0.000

  Accidental  2 (2.4%) 20 (42.6%)

Amount of ingestion (ml) 196 ± 178  51 ± 68 0.000

Mental status

  Good (alert, drowsy) 66 (77.6%) 47 (100%) 0.000

  Bad (stupor, coma) 19 (22.4%)  0 (0%)

Glasgow coma scale

  ＞8 70 (82.4%) 47 (100%) 0.001

  ≤8 15 (17.6%)  0 (0%)

*Skin exposure, inspiration, only oral cavity (not ingestion).

Table 2. Vital Sign and Symptoms of the Patients

Variables Death Survival p-value

Vital sign

  RR* (beat/min)  21 ± 4  19 ± 2 0.000

  SaO2
†

 (%)  95 ± 8  99 ± 1 0.000

Symptom

  Sore throat 30 (35.3%) 14 (29.8%) 0.567

  Dyspnea 14 (16.5%)  4 (8.5%) 0.291

  Vomiting 23 (27.1%) 12 (25.5) 0.849

  Nausea 27 (31.8%) 10 (21.3%) 0.199

*Respiratory rate; 
†

O2 saturation.

Table 3. Laboratory Findings of the Patients

Variables Death Survival p-value

ABGA

  pH   7.33 ± 0.14  7.43 ± 0.06 0.000

  PaCO2 (mmHg)   28.2 ± 10.3  33.6 ± 5.5 0.004

  HCO3 (mmol/L)   15.0 ± 5.9  22.1 ± 3.5 0.005

  Base deficit (mmol/L) −10.9 ± 7.2 −2.5 ± 3.5 0.000

CBC*

  WBC
† 

(×10
3
/mm

3
) 17,102 ± 8,732 8,774 ± 4,478 0.000

  Hct
‡ 

(%)   42.0 ± 7.8  39.2 ± 4.8 0.024

General chemistry

  Cr
§ 

(mg/dl)   1.75 ± 1.2  0.84 ± 0.3 0.000

  AST
∥ 

(IU/L)   61.5 ± 17.4  31.2 ± 16.9 0.000

  TB
¶
 (mg/dl)    0.9 ± 0.5   0.8 ± 0.4 0.048

  DB** (mg/dl)    0.2 ± 0.2   0.2 ± 0.1 0.024

  Glucose (mg/dl)   188 ± 81  128 ± 39 0.000

  Na
††

 (mEq/L)  140.2 ± 4.8 139.4 ± 3.4 0.040

  K
‡‡

 (mEq/L)    2.8 ± 0.6   3.6 ± 0.5 0.000

Urine sodium dithionite test

  Strong   66 (77.6%)   4 (8.5%) 0.000

  Moderate   13 (15.3%)   5 (10.6%)

  Weak    5 (5.9%)  16 (34.0%)

  Negative    1 (1.2%)  22 (46.8%)

*Complete blood count; 
†

White blood cell; 
‡

Hematocrit; 
§
Creati-

nine; 
∥

Aspartate transaminase; 
¶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
Sodium, 

‡‡
Kalium.

Table 4. The Comparison between Death and Survival Groups by 

Complication and Hemoperfusion

Variables Death Survival p-value

Complication

  Acute hepatopathy 28 (32.9%)  7 (14.9%) 0.025

  Acute renal failure 22 (25.9%)  3 (6.4%) 0.006

Hemoperfusion* (＋) 25 (29.4%) 18 (75.0%) 0.000

*There are the results except skin exposure and inspiration in 

route of contact.
타났다(p = 0.000). 환자가 호소한 증상으로는 입안의 통증, 

목의 통증, 오심, 구토, 복통, 숨참, 흉통 등이 있었고 사망

군과 생존군 모두 목의 통증이 가장 많았고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응 실에서 시행한 검사로는 액 검사, 흉부단순방사선

사진  심 도 검사가 있었고 액 검사는 동맥  검사, 

구 검사, 액응고 검사, 일반화학 검사를 포함하 다. 

사망군의 동맥  검사 상 산염기농도(pH)와 이산화탄소분압

(PaCO2), 탄산염(HCO3) 수치는 생존군에 비해 낮게 나타

났고(p = 0.000, p = 0.004, p = 0.005), 염기결핍(base deficit)

은 생존군에 비해 높았다(p = 0.000). 구 검사 상 백

구 수치가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 = 0.000) 헤마토크

릿도 사망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024). 일반 화학 검사 

상 사망군의 크 아티닌은 1.75 ± 1.2 mg/dl로 생존군에 비

해 높게 나타났고(p = 0.000), AST (Aspartate Transaminase), 

당, 청 나트륨도 생존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p = 

0.000, p = 0.000, p = 0.040), 청 칼륨은 2.8 ± 0.6 mEq/L

로 생존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 = 0.000). 소변 sodium 

dithionite 검사 상 사망군에서는 강함(strong)을 보이는 경우

가 66명(77.6%)으로 가장 많았고, 생존군에서는 음성을 보

이는 경우가 22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00) (Table 3).

  치료 경과 찰  발생한 성 신부 과 간장애의 합병

증 발생률은 사망군이 생존군에 비해 높았고(p = 0.025, p = 

0.006), 두 가지 합병증 모두 부분의 환자에서 3−5일안에 

발생하 다. 피부 과 흡인에 의한 노출을 제외한 환자

들을 상으로 액 류술을 시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망

군이 25명(29.4%), 생존군이 18명(75.0%)으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 = 0.000)(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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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mparison between Hemoperfusion and Non-hemo-

perfusion Groups by Mortality and Survival Time

Variables
Hemoperfusion* 

(＋)

Hemoperfusion* 

(−)
p-value

Number of patients 43 66

Mortality (%) 58.1% 90.9% 0.000

Survival time 73.8±81.4 43.0±97.1 0.000

*There are the results except skin exposure and inspiration in 

route of contact.

Table 6. The Comparison Hemoperfusion Effect of according to 

Amount of Ingestion

Hemoperfusion (＋) Hemoperfusion (−) p-value

A* ≤ 60 ml

  Death 10 (41.7%) 11 (64.7%) 0.208

A* ≥ 60 ml

  Death 15 (78.9%) 49 (100%) 0.005

*Amount of ingestion.

Table 7.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of the Patients

Coefficient p-value Odds ratio
95.0% CI* of odds ratio

Lower Upper

Urine sodium dithionite test = strong 2.676 0.005 14.526 2.218 95.128

Hemoperfusion (＋) −0.707 0.438 0.493 0.083 2.946

Creatinine ＞ 0.95 (mg/dl) 3.453 0.001 31.603 3.967 251.790

Amount of ingestion ＞ 45 ml 2.830 0.002 16.945 2.897 99.122

*Confidence interval.

Fig. 1. Survival curve in death groups.

  액 류술을 시행한 군과 그 지 않은 군으로 나 어 

사망률과 평균 생존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액 류술을 

시행한 환자는 43명으로 사망률은 58.1%를 보 고, 생존 시

간은 73.8 ± 81.4시간을 보 으며 액 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군에 비해 사망률도 낮았고 생존 시간도 길었다(p = 

0.000) (Table 5).

  음독량에 따라 액 류술을 시행한 환자와 그 지 않은 

환자의 사망한 환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세모  이하의 환

자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고(p = 0.028), 

세모 을 과하는 환자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p = 0.005)(Table 6).

  이 게 단변수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인자들을 상으로 

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고 최종 인자들의 교

차비는 소변 sodium dithionite 검사 상 강함을 보이는 경우

가 14.526, 액 류술의 시행이 0.493, 크 아티닌 ＞ 0.95 

mg/dl인 경우가 31.603, 음독량 ＞ 45 ml인 경우가 16.945로 

나타났다(Table 7).

  사망군 환자들의 시간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사망환

자의 52명(52.4%)이 24시간 이내 사망했으며 64명(75.3%)이 

48시간 이내에 사망하 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고      찰

  라콰트는 1970년 부터 국내에서 제 제로 사용되고 

있는 제재로서 식물의 합성 과정에서 superoxide가 생성되

어 식물 세포벽과 원형질을 괴하여 제 작용을 나타낸

다.6) 인체내에서의 독성 기 도 이와 비슷하여 라콰트는 

호기성 환경에서 용해된 자수용체로 작용하며 NADP의 

환원을 억제시킴으로써 superoxide를 형성하고 이 superoxide

는 lipid hydroperoxide에 의한 세포막 괴를 조장하여 조직

의 손상을 래하게 된다.7) 라콰트를 복용하면 체내에서 

자유기가 발생해 세포막이 괴되고 섬유아세포(fibroblast)

가 손상 부 로 이동하여 교원질이 축 되며 결국에서는 

폐조직에서 섬유화가 일어나 환자는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2,8,9)

  라콰트를 음독한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

는데 Vale 등
2)은 흡수된 양에 따라 세 가지 임상 증상을 보

인다고 보고하 다. 음독량이 20 mg/kg 이하인 경우는 무증

상이거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부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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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가능하며, 20−40 mg/kg인 경우는 국소  소화기 증상 

외에 신부 , 간기능 이상 등의 신 증상을 나타낼 수 있

으며 모든 환자에서 폐 섬유화가 생기며 부분의 환자가 

2−3주 사이에 폐 섬유화로 인한 산소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음독량이 40 mg/kg 이상인 경

우에는 다기  기능 부 을 동반하여 개 24시간에서 1주

일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

자들  무증상인 경우는 한 명도 없었으며 목의 통증과 

오심, 구토가 가장 많았고 내원 당시에 이미 크 아티닌 상

승과 AST, ALT 증가를 보이는 환자들도 24명으로 나타났

다. 이들 24명의 환자는 Vale 등2)이 분류한 20 mg/kg 이상

의 독으로 생각할 수 있고 Vale 등2)이 20 mg/kg 이상 음

독한 환자의 부분이 사망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액

류술의 여부에 계없이 생존한 환자가 없었다.

  지 까지 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서 알려진 

것은 환자의 나이, 독의 경로, 음독한 양, 음독 당시의  

내용물의 상태, 식도 막 손상의 유무, 기질  신부 의 

발생 여부 등이 있었다.5,10) Kaojarern과 Ongphiphadhanakul10)

는 같은 독의 조건이라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후가 나

쁘다고 하 지만 같은 용량을 음독한 환자를 상으로 사

망률을 비교해봤을 때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사망률

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Bae 등11)의 연구에서는 사

고보다 자살 목 으로 음독시 음독량이 많기 때문에 사망

률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망군에서 

자살 목 으로 음독한 경우가 생존군보다 높았고 음독량도 

많았다.

  후에 가장 직 인 향을 미치는 인자는 음독량으로5) 

음독량이 증가하면  라콰트 농도가 증가하고,  

라콰트 농도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며,3,12) 

본 연구에서도 음독량이 사망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는 

Bae 등11)의 연구와 Kim과 Lee13)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Bae 

등
11)

의 연구에서는 백 구 증가와 동맥  검사 상 이산화탄

소분압의 감소, 탄산염의 감소, 청 칼륨  알부민치의 

감소, 소변 sodium dithionite 검사 결과,  크 아티닌 증

가가 후와 연 이 있다 하 고, Kim과 Lee13)는 라콰트 

 농도, 동맥  산소분압, 동맥  이산화탄소분압  크

아티닌 등이 후와 연 이 있다 보고하 다.  Tokuna-

ga 등14)은 동맥  검사 상 사성 산증이 심하면 독의 정

도가 크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Bae 등11)과 Kim과 

Lee,13) Tokunaga 등14)의 연구와 비슷하게 사망군에서 백 구 

증가가 유의하게 높았고 동맥  검사 상 이산화탄소분압의 

감소와 탄산염의 감소가 있었으며 사성 산증이 심하게 

나타났지만 Kim과 Lee13)의 연구에서 언 한 산소분압 차이

는 보이고 있지 않았다.

  Kerr 등15)은 간조직의 손상 정도와 신기능 이상이 후와 

연 이 없다고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Bismuth 등5)의 연구

와 같이 사망군에서 청 AST  크 아티닌 수치가 증가

되어 있어 후 측 인자로서의 의의가 있는 걸로 나타났

고, Yamaguchi 등16)이 청 칼륨의 하가 나쁜 후인자라 

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망군에서 청 칼륨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변 sodium dithionite 검사 

결과와 음독량은 한 향(p = 0.000)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피부나 호흡기를 통한 인 경우 소변 sodium di-

thionite 검사 상 모두 음성 반응을 보 고 사망한 사람도 

없어 Bae 등11)의 연구에서 소변 sodium dithionite 검사 상 

음성인 환자군에서도 33.3%가 사망하 다고 보고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Kim과 Lee13)의 연구에서 첫 24시간 내 사망원인은 심

계 허탈이었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는 심  허탈

과 호흡 부 이었으며 72시간 이후에는 부분 호흡부 으

로 사망하 다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48시간 내 75.3%의 

환자가 사망하 고 이것으로 부분 심 계 허탈에 의한 

사망이라 측해볼 수 있었다.

  로부터 라콰트 독의 치료방법으로는 세척, Fuller’s 

earth의 복용, 연속 인 활성탄 투여, 액투석, 액 류, 

강제이뇨, 면역억제제 등이 사용되어 왔다.2,5,17) 이  라

콰트의  농도를 낮추는 데는 액 류  액투석, 

액여과 등의 체외배설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효과에 해서는 아직 이론의 여지가 많고 일부에서는 성

공 으로 소생되었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18-20)

  Bae 등11)의 연구에서는 45명의 라콰트 독 환자를 

상으로 액 류술을 시행하 으나 사망률을 이지는 못

한다 하 고, Mascie-Taylor 등19)도 기의 농도가 생존

역과 사망역의 경계부 에 있었던 경우에서 액 류술에 

의해 제거된 라콰트 양은 2.5 내지 5.5 mg으로써 음독 치

사량인 3,000 mg에는 거의 향을 미칠 수 없는 양이라고 

보고하며 액 류술의 효과에 해 의문을 표하 다. 하지

만 Okonek 등8)은 20%의 라콰트 용액 50 ml와 80 ml를 

음독한 2명에게 매일 8시간의 액 류술을 2−3주간 시행

하 더니 두 명 다 생존하 다고 보고하 고, Yang 등
21)도 

돼지에게 라콰트를 70 mg/kg을 먹이고 2시간 이내에 6시

간 동안 단 한 번의 액 류를 시행하여 4마리  3마리

를 살렸다고 보고하 다. Noh 등22)의 연구는 용량 독에

서 액 류술이 효과를 보인다는 Okonek 등8)의 연구와 같

이 두모  이하에서 액 류술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모  이하를 음독한 환자들을 

상으로 액 류술을 시행해 봤을 때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액 류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생존한 사람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세모 을 과하게 음독한 환자들을 상으로 액 류술

의 효과를 단했을 때는 액 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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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비교해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고용량에서 액 류술이 효과가 있다는 Yang 등
21)

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 다. 이 게 고용량을 음독한 환자

들을 상으로 할 때 사망률에 차이를 보임에도 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액 류술이 사망률을 측할 수 있

는 좋은 인자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해서는 앞으로 

향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일개 병원의 환자를 상으로 

한 후향  연구라는 것이고 음독량을 측정할 때 환자나 보

호자의 문진을 통한 측값으로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병원을 거쳐 온 환자인 경우 사성 산증이나 

해질 교정 등의 치료를 받고 원되어 본원 내원시 기 

검사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못하 고, 본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 기  질환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과 감별이 어려워 사망률에 미치는 향을 보정하지 

못한 것이다.

  결론 으로, 단변수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인자들에 해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 고,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의

미 있게 나타난 사망률을 측할 수 있는 최종 인자들은 

소변 sodium dithionite 검사 상 강함을 보이는 경우, 크 아

티닌 ＞ 0.95 mg/dl인 경우, 음독량 ＞ 45 ml인 경우 다. 

액 류술의 유무는 사망률을 측하는 인자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망군 환자들 에 액 류술을 시행한 환자들

인 경우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인자들을 포함하여 라콰트를 음독한 환자들을 상으

로 음독량에 따라 액 류술의 효과에 한 향 인 연

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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