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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성 독으로 발생한 
다발성 장기기능부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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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and Quadriplegia due to 
Acute Methamphetamine Intoxication

 A Case Report 
Oh Young Kwon, M.D., Jong Seok Lee, M.D., Han Sung Choi, M.D., Hoon Pyo Hong, M.D. and Young Gwan Ko, M.D.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Methamphetamine (MA) is an extremely addictive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 MA abuse has increased dur-

ing the past three decades in Korea because it is cheap relatively and easily produced. Acute toxicity can occur via 

nasal insufflation, intravenous administration and ingestion of liquid formulations. The clinical manifestations include 

hypertension, tachycardia, hyperthermia, an altered mentality and seizure. Severe complications can occur such as 

pulmonary edema, rhabdomyolysis,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nd 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This case report describes a previously healthy 40-year-old woman who presented to an emergency department with 

complaints of hyperthermia, an altered mentality and vomiting. This patient was diagnosed as acute MA intoxication 

by urine toxicology screening, and she showed a variety of clinical manifestations and complications. Physicians 

should suspect MA intoxication if a patient shows an unknown fever, an altered mentality and hypertension, and 

they should carefully manage these patients in the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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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필로폰’ 는 ‘히로뽕’으로 알려진 메스암페

타민(methamphetamine, N-methyl-1-phenyl 2-aminopropane)은 

추신경계 자극을 통해 환각을 일으키는 아민(amine)계통

의 약물로 독성이 강한 마약물질이다. 비교  낮은 가격

과 쉬운 제조과정으로 인해  세계 으로 그 사용량이 증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남용되는 마약류도 메스암페타민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1) 메스암페타민은 경구, 경비, 정주, 

흡연 등의 경로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데 많은 양이 한꺼

번에 흡수될 경우 고 압, 의식 하, 빈맥, 고체온증, 진 , 

경련 등의 교감신경유사작용이 나타나며,2-4) 폐부종, 횡문근

융해증, 종 내 응고와 다발성 장기기능부  등의 심

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3,5,6) 특별한 원인 없이 고열

과 의식 하, 압을 보 던 환자에게 독극물 키트를 이

용하여 성 메스암페타민 독임을 진단하 고 발생 가능

한 거의 모든 합병증을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

다.

증      례

  40세 여자가 내원 3시간  술을 마신 뒤 성 계 도  

의식 하와 배변, 구토증상으로 응 센터에 내원하 다. 과

거력에서 특이병력과 약물복용력은 없었으나 매일 소주 1

병 정도를 마시고 있었다. 내원 당시 활력지수는 압 

180/110 mmHg, 심박동 146회/분, 호흡 40회/분, 체온 38.4oC

고, 동맥 가스결과는 pH 7.324, PaCO2 23.4 mm Hg, 



34  한 환자의학회지：제 25 권 제 1 호 2010

Fig. 1. Initial chest radiograph shows 

normal finding (A). Two days 

later, follow-up chest radiog-

raph shows pulmonary edema 

(B).

Table 1. Serial Laboratory Data through the Hospital Period

Hospital day

ED Day 1 Day 2 Day 4 Day 5 Day 7 Day 11 Day 20 Day 24 Day 30

Platelet count (/mm
3
) 159,000 61,000 52,000 21,000 14,000 35,000 136,000 186,000 205,000 228,000

INR 1.30 2.52 2.90 3.87* 3.32 2.55 1.18

CPK (U/L) 5,234 15,800 66,570* 53,580 24,380 4,690 1,035

Creatinine (mg/dl) 3.1 2.7 5.9* 3.7 2.1 2.6 3.4 3.5 2.0 1.1

AST (U/L) 222 751 3,440 4,240* 2,331 491 128 65 57 50

ALT (U/L) 65 247 1,279 2,299* 1,614 604 222 53 49 37

Total bilirubin (mg/dl) 1.05 5.94 10.24 17.06* 16.80 12.95 8.18 2.45 2.12 1.53

Direct bilirubin (mg/dl) 0.34 2.57 5.58 9.48 9.62* 8.56 5.06 1.07 0.94 0.62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CPK: creatine phosphokin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Peak 

levels of each laboratory data.

PaO2 49.4 mm Hg, HCO3
− 11.9 mmol/L, SaO2 82.4% (실내

공기) 다. 신체검사에서 의식은 혼미하 고 양측 폐야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다. 양측 상하지의 근력은 1−2단계로 감

소되어 있었으며, 병 반사는 음성이었다. 심 도 검사에서 

정상 동율동의 분당 146회의 빈맥을 보 고 흉부유도 V1에

서 V4까지 T 의 역 을 보 다. 일반 액검사는 색소 

15.7 g/dl, 백 구 18,740/mm3, 소  159,000/mm3이었고, 

액응고검사는 로트롬빈 시간 16.1 , 부분 트롬보 라스

틴 시간 33.1 , 국제 정상화 비율은 1.30이었다. 생화학검

사는  요소 질소 23 mg/dl, 크 아티닌 3.1 mg/dl, amy-

lase 510 U/L, AST 222 U/L, ALT 65 U/L, lactate dehydroge-

nase (LD) 1,614 U/L, creatine phosphokinase (CPK) 5,234 

U/L, CK-MB 81.5 ng/ml, Troponin-I 11.64 ng/ml, 그리고 my-

oglobin 4,000 ng/ml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내원 직후 흉부방

사선 검사는 정상이었고(Fig. 1A), 뇌 산화단층촬  결과도 

특이소견이 없었다. 소변 검체를 이용한 독극물 키트(TriageⓇ 

TOX Drug Screen, San Diego, CA)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에 

양성반응을 보여 메스암페타민 성 독임을 확인하 고, 

응 센터에서 기 삽 을 시행하고 수액치료  압상승

제 투여를 시작하며 환자실로 입원 조치하 다.

  입원 1일째 지속 인 혼미와 흥분상태를 보여 벤조디아

제핀계 약물로 진정을 유도하 고 지속 인 기계호흡을 실

시하 다. 소  61,000/mm3, 로트롬빈 시간 26.5 , 부분 

트롬보 라스틴 시간 71.4 , 국제 정상화 비율 3.15, 섬유

소분해산물 20 mg/ml 이상, 섬유소 75 mg/dl, 항트롬빈 0.15 

g/L로 측정되어 종 내 응고로 생각하고 신선동결 장

과 소 농축액을 수 하 다. 입원 2일째 흉부방사선에서 

폐부종(Fig. 1B)을 보이며  요소 질소와 크 아티닌은 

각각 61 mg/dl와 5.9 mg/dl로 상승하 고 핍뇨가 지속되어 

지속 신 체요법으로 성신부 을 치료하 다. 입원  

압의 변화는 극심하여 압과 고 압 상태를 반복 으

로 보여 승압제와 항고 압제를 번갈아 사용하 고 경련도 

간헐 으로 발생하여 항경련제를 투여하 다.  CPK는 

66,570 U/L로 격하게 상승하여 탄산염나트륨을 이용한 

소변 알칼리화를 시행하 다. 입원 4일째 총빌리루빈과 직

빌리루빈은 각각 17.06 mg/dl와 9.48 mg/dl로 상승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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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 4,240 U/L, ALT 2,299로 다발성장기기능부  상태를 

보 다(Table 1). 지속 신 체요법 시행 24일 후 소변배출

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며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신

체요법을 단하 고 다발성 장기기능부  상태도 호

되었다. 입원 31일째 의식은 명료해졌으며 이후 인공호흡기

도 이탈하 으나 근력 1단계 정도의 사지마비를 보 다. 일

반병실 원 후 뇌 산화단층촬 , 두부와 척수의 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으나 정상소견이었고, 근 도검사에서 증

축삭성다발신경병증(severe axonal polyneuropathy) 소견을 보

다. 보존  치료  입원 65일째 타 병원으로 원되었

다.

고      찰

  메스암페타민은 1893년 일본에서 처음 합성된 이후 과거 

제2차 세계 에서 군인과 노동자에게 피로회복의 목 으

로 리 사용되었다. 치료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황홀감, 

피로회복, 성욕 증가, 식욕 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나 편

집증, 조감, 정동장애, 폭력  행동, 불안, 우울감, 정신병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7)  세계 으로는 남용약물  2

를 차지하며 약 35만 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8) 국내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을 개인 으로 합성한 사건이 

지속 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이러한 이유로는 코카인 등의 

다른 마약류 보다 작용시간이 길고 가격이 싸며, 처방  없

이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성분인 ephedrine, pseudoephedrine 

등에서 쉽게 합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메스암페타민은 체내에 유입된 뒤 뇌장벽을 빠르게 

통과하여 세포 내에 장되어 있던 도 민, 노르에피네

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 달물질의 유리를 진시키고 이를 

세포 바깥으로 이동시킨다.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투약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흡연할 때 가장 빨라서 피우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며, 입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약 20분 정

도로 가장 늦다.9) 최고농도 도달시기와 반감기는 흡수 경로

에 상 없이 각각 2−4시간과 10−12시간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9) 임상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치료 용량보다 

약간 높은 수 의 약물이 흡수된 경우 환각, 불안, 폭력  

성향, 자제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10) 이는 신경말단

의 카테콜아민의 재흡수 억제, monoamine oxidase의 해 

등을 통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만성 독 

환자에서는 편집증, 정신병  지속상태, 단장애, 미세한 

운동기능의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성 메스암페타민 독에서는 성 추신경계 증상인 불안, 

조, 의식 하,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말  증

상으로 빈맥, 발한, 진 ,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  등의 다

양한 계통의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다.2-4) 고체온증은 근육

의 연축, 경련 등에 의해 유발되며 횡문근융해, 뇌손상 등

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3,5,6) 과거에는 성 독의 

진단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응 센터에 소변 검체를 이용

하여 약물의 종류를 정성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되고 있어 비교  진단이 용이하게 되었다.9) 감별진단 

해야 할 질환으로는 다른 약물, 즉 cocaine, phencyclidine, 

aspirin, theophylline, monoamine oxidase inhibitor 등의 성 

독, 열사병, 갑상선 독증, 갈색세포종 등이 있겠다. 천연

마약(cocaine, morphine 등)의 반감기가 약 6시간 이내인 것

에 비해 메스암페타민의 반감기는 최  24시간으로 더 길

기 때문에 증상의 지속시간이 두 마약류 간의 감별에 도움

을  수 있다.12)

  메스암페타민은 그 해독제가 없으므로, 성 독의 치료

는 증  치료가 심이 된다.13) 압인 경우 먼  정질

액으로 내 용 을 올리고, 충분한 수액치료에도 반응하

지 않을 경우 승압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반 로 고

압을 보이는 경우에는 항고 압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성 

독 환자들은 부분 과민반응을 보이며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고 조용한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계호흡 등 진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는 우선 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며 경련

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고체온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열사병 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냉각요법을 시행

하여 심부체온을 40oC 이하로 유지한다. 작스런 체온 

하로 인한 떨림 등을 방지하기 해 신경근차단제 등을 함

께 사용하기도 한다. 경구로 투여된 메스암페타민은 일반

으로 세척으로 제거하며 활성탄의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거방법은 복용 후 1−2시간 이내에 

사용되어야만 하며,14) 정맥주사로 투여된 경우에는 강제 이

뇨 등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3) 후에 향을 미치

는 인자로는 의식 혼수, 역학  불안정상태, 고체온증, 

성신부 , 사성산증  고칼륨 증이라고 조사된 바 있

다.6)
 본 환자의 경우도 언 된 인자  고칼륨 증을 제외

한 모든 임상양상이 나타나 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 측

되었지만 성 독 시기를 넘기고 생존한 경우이다. 성 

독 시기 이후에 신경계통의 장애를 남기도 하는데 비강

을 통해 흡입한 경우 허 성 시신경장애가 보고된 바 있

고,15)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유발된 고 압성 기(hyperten-

sive crisis)가 동맥 박리를 일으켜 목동맥, 척수동맥의 폐

색으로 반측마비와 신마비 등이 발생한 도 있었다.16) 

한 메스암페타민 자체가 활성산소기(reactive oxygen spe-

cies)를 발생시켜 신경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17) 본 증례의 

경우 성기 이후 의식은 명료한 상태 으나 상하지의 근

력이 모두 1단계 정도의 사지마비를 보 다. 이후 시행한 

뇌자기공명 상, 척수자기공명 상 등의 검사에서 특이소견

이 보이지 않았고 근 도검사에서 축삭성다발신경병증으로 

진단되어, 메스암페타민 자체의 신경독성에 의해 다발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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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병증이 발생하 다고 생각하 다.

  이번 메스암페타민 독 환자는 다량의 메스암페타민을 

경구로 복용한 뒤 교감신경유사증상  폐부종, 성신부

, 횡문근융해증과 종 내 응고, 다발성장기부  등

의 거의 모든 합병증을 보인 사례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고열과 압, 의식 하 등의 교감신경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하면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류 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진단  처치를 시행하여야 하겠다. 한, 확

인된 독 환자에게 입원기간  다발성 장기부 을 포함

한 다양한 증 합병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심하고 

한 환자 리  처치를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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