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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coal has been commonly used for enteral detoxication although it causes few adverse effects. The major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secondary to activated charcoal therapy are pulmonary aspiration, gastrointestinal 

complication, and fluid and electrolyte abnormalities. Aspiration of charcoal is associated with pulmonary com-

promise due to increased microvascular permeability with concomitant lung edema, surfactant depletion, atelectasis, 

and obliterative bronchiolitis. Herein we report the case of a patient with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with 

chemical pneumonitis after aspiration of activated charcoal in sorbitol with a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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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독에 한 기 치료로 세척, 해독제 는 구토 

유발 약물  흡착제 투여와 증 요법 등이 있다.1) 세척 

 흡착제 투여에 한 효과는 증거가 불충분하기는 하나,2) 

조기에 투여할 경우 특정 약제들의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 흡착제로는 라쿼트 독시에 사용하

는 Fuller’s earthⓇ (calcium montmorillonite), 벤토나이트(so-

dium montmorillonite) 등의 흙 제제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활성숯이 있으며, 흡착제로서 활성숯 투여시 역류

에 의한 폐흡인과 장  폐색, 해질 이상 등이 발생 가

능하나 치명 인 합병증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활

성숯의 폐흡인은 흡인성 폐렴뿐만 아니라 미세  투과

도 증가로 인한 폐부종, 폐 표면활성제 결핍으로 인한 무기

폐, 기도 염증 유발에 의한 폐쇄성 세기 지염  호흡 부

을 래할 수 있다.5,6) 기 내 삽 이나 기계환기기를 요

하지 않았던 경증의 화학성 폐장염 증례와 성호흡곤란증

후군 1 가 보고된 바는 있으나,7,8) 국내에서는 활성숯 흡인

으로 인한 치명 인 폐 합병증에 한 증례 보고는 없었다. 

자들은 약물 독에 한 치료 에 활성숯 폐흡인으로 

인해 화학성 폐장염과 동반된 성호흡곤란증후군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29세 여자가 약물 복용을 주소로 응 실로 내원하 다. 

환자는 분열형 정동장애를 진단 받고 치료 으로 수 차례 

약물 독 기왕력이 있었다. 평소 정신과 의원에서 약물을 

복용 이었으며 내원 2시간 에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물(benztropin, diazepam, amitriptyline, perphenazine) 15일분

을 복용 하 다. 내원 당시 환자의 압은 106/68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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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est PA taken after 

charcoal aspiration following 

gastric larvage demonstrates 

diffuse patchy groundglass 

opacity and consolidation on 

both lungs. (B) Follow-up 

chest radiograph obtained on 

the 8th day of hospitalization 

shows improvement of paren-

chymal consolidation but per-

sistent groundglass opacity on 

both lungs.

맥박수 분당 84회, 호흡수 분당 24회, 체온은 36oC 으며, 

기 에서 산소 포화도는 97% 다. 라스고우 혼수 척

도(Glasgow Coma Scale) 14로 각성 상태이나 기면 상태 으

며 흉부 청진  심 도 상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말

액 검사에서 백 구 7,600 mm3 (호 구 58.1%, 림 구 

35.7%), 색소 12.8 g/dl, 소  155,000 mm3이었고, 청

학  검사들도 정상 소견이었다. 

  약물 독의 치료를 해 코  삽  후 공기 주입하며 

청진으로 치를 확인한 이후 생리 식염수 5리터로 세척

을 시행하 고, 이어서 활성숯(차코도트 탁액Ⓡ, Pharmasci-

ence, Canada) 250 ml (50 g)를 15분에 걸쳐 천천히 코  삽

 튜 로 주입하 다. 주입 이후 환자가 다량의 구토를 하

면서 산소 포화도가 71%로 하되고 자발 호흡이 소실되어 

즉시 코  삽  튜  제거  기 내 삽 과 인공 호흡을 

시행하 다. 기 내 삽  튜 를 통한 지속 인 흡인  흡

입 산소 농도(FiO2) 1.0의 기계 환기(호기말 양압 8 cmH2O, 

흡기압 18 cmH2O, 호흡수 분당 20회의 압력 조  환기법

(pressure controlled ventilation)으로 일회 환기량 350 ml 정도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맥  가스 분석상 pH 7.169, PaCO2 

51 torr, PaO2 55 torr, SaO2 80%로 산소증이 교정되지 않

았고, 내원 11시간 경과 후부터는 38.5도의 발열이 동반되

었다. 내원 직후에는 흉부 방사선 사진을 시행하지 못했으

나 기 내 삽  이후 시행한 흉부 방사선 사진상 양측 폐

에 음 이 증가된 소견(Fig. 1A)이 찰되나 심장 음  상

에서는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심 정맥압 증가 소견 보

이지 않아 흡인성 폐렴  성호흡곤란증후군이 동반되었

을 것으로 단하여 항생제와 보존 인 치료를 시작하 다. 

  환자실 입실 당시 SOFA score 8이었으며, 진정제 사용 

 폐포 모집술과 지속 인 기 내 삽  튜 로의 흡인 등

으로 산소 포화도는 차 호 되어 제3병일부터는 흡입 산

소 농도(FiO2) 0.4로 PaO2 60 torr, 동맥  산소 포화도 90% 

이상으로 유지 되었으나, 기 내 삽  튜 로의 흡인 분비

물은 지속 으로 활성숯이 포함된 양상이었으며, 흉부 방사

선 소견상 폐음 이 지속 으로 남아 있고(Fig. 1B) 발열도 

지속되었다. 제 8병일에 시행한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촬  

(HRCT)상(Fig. 2), 반 으로 간유리 음 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나 력 비의존 부 에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어 흡인

성 폐렴보다는 화학성 폐장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었

고, 활성탄의 존재 여부와 감염성 폐질환을 배제하기 해 

기 지 내시경을 통한 기 지폐포세척술(우 엽 기 지, 

B4)과 경기 지 폐생검(우 기 지, B8)을 시행하 고 이후 

스테로이드를 정주하기 시작하 다.9) 기 지 내시경 상에서 

기 지 반에 걸쳐 부종과 함께 검은색 분비물이 착색되

어 있었고, 기 지폐포세척액 상으로도 검은색 침 물이 부

유하고 있었으나 세포학  분석 상으로는 특이 소견은 보

이지 않았다. 기 지폐포세척액의 세포 분획상 호산구(7%)

와 림 구(19%)가 우세하 으며( 식세포 66%), 감염의 증

거는 찰되지 않았고, 경기 지 폐생검상(Fig. 3) 괴사성 

섬유소와 동반된 성 세기 지염 소견이 찰되었다. 

  환자는 보존  치료를 하면서 경과 찰하 으나 의식 

상태와 SOFA score 호 되지 않았고 발열 지속되며 흉부 

방사선 사진  산소포화도 등에 호  보이지 않고 있던 

, 제12병일부터 호흡수 증가  일회 호흡량 감소 보이면

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 추세 다. 제15병일에는 호흡 부

이 진행하여 흡입 산소 분압 1.0으로 PaO2 32 torr, PaCO2 

54 torr, SaO2 64% 소견 보이고, 압 하  소변량 감소 

등 다발성 장기 부  진행 양상으로 승압제와 신 체 요법 

시행하며 경과 찰  제20병일에 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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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in-section CT scan performed 8 days later reveals geographic pattern of ground-glass attenuation predominantly involving the nondependent 

area with relative preservation of lower lobes and dependent portion of both lungs, suggesting the findings of chemical pneumonitis. 

Fig. 3. The inflamed thick dilated bronchioles have necroinflammatory exudates (white arrows). Adjacent alveoli have activated pneumocytes and 

alveolar macrophages (black arrows), but there are no pigmented materials. (A) H&E stain, ×400. (B) H&E stain, ×100.

고      찰

  약물 독에 한 기 치료로 시행하는 세척과 활성

탄은 상 으로 안 하여 특별한 기가 없으면 약물의 

종류나 음독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우선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10) 흡착제로는 라쿼트 독시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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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er’s earth
Ⓡ (calcium montmorillonite), 벤토나이트(sodium 

montmorillonite) 등과 활성숯이 있으며, 활성숯은 부분의 

독성 물질에 한 비특이 인 해독제로, 효과에 한 증거

가 불충분하기는 하나 반감기가 길고 분포 면 이 좁은 약

제들의 제거에 도움을 다고 알려져 있다.1,2,11) 특히 치명

인 심 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칼슘 차단제와 베

타 차단제  삼환계 항우울제, 데오필린  항경련제 등의 

성 약물 독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1,3) 조기에 투여시 

장  내의 약물과 사산물을 흡착하여 흡수를 감소시키

고, 표면 이 넓어서 약물 독 후 시간이 경과되어 투여하

여도 장간 순환, 장 - 액 순환을 방해하는 것으로 설명되

고 있다.12) 

  활성숯의 합병증은 역류에 의한 폐흡인과 장  폐색, 

해질 이상 등이 있으나 치명 인 합병증은 비교  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활성숯의 흡인시 소아에서 기도 폐

색과 심한 기 지 수축을 유발한 증례가 1981년 처음 보고

된 이래,13) 흡인성 폐장염 뿐만 아니라 코  삽  튜 의 

치 이상으로 폐와 늑막강 내로 직  활성숯이 주입되어 

농흉이 유발된 증례8)  호흡 부 에서 사망에 이른 증례 

보고들이 있었다.
7,14) 그외에도 폐 모세  투과도를 증가

시켜 폐부종이 유발되거나5) 폐 표면 활성제의 결핍으로 무

기폐, 기도 염증 유발에 의한 폐쇄성 세기 지염 등이 보고

되어 왔다.6) 성인에서 활성숯의 흡인으로 인해 호흡부 이 

발생하여 기계환기기를 용한 증례로는 기 내 삽  당시 

활성숯이 역류되어 발생한 기질화 기 지염과 동반된 성 

호흡곤란 증후군과15) 코  삽 의 치 이상으로 기 지 내

로 직  주입된 활성숯에 의해 발생한 성 호흡곤란 증후

군 증례가 있었다.7) 

  활성숯의 흡인에 의한 합병증은 주로 기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활성숯이 과량으로 사용된 경우, 여러 차

례 주입한 경우  sorbitol에 희석한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

게 된다.
8,11,16,17)

 의식 상태가 하된 환자에서는 흡인의 

험성  이에 따른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으므로 코  삽  

에 구역 반사 확인  기도 확보를 권하고 있으며, 활성

숯 주입 에 흉부 방사선 사진을 통해 코  삽  튜 의 

치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8) 본 증례에서는 코  삽

 이후 공기를 주입하며 청진으로 치를 확인 후 활성숯

을 주입하 으나, 의식 하 수 이 경미하여 기도를 확보

하지 않은 상태로 활성숯을 투여함으로써 구토로 인한 폐

흡인이 다량으로 발생하 을 것으로 보인다. 활성숯의 흡인

으로 인한 폐손상은 산이나 활성숯 희석에 사용된 고삼

투성 소비톨로 인해 더욱 심하게 유발될 수 있다.7,8,12) 본 

증례에서는 활성숯 주입 에 다량의 생리 식염수를 이용

하여 세척을 시행한 과 기도 분비물의 주성분이 다량

의 활성숯이었던  등으로 미루어 산에 의한 효과보다

는 활성숯 자체로 인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

되나, 본 증례에서 사용한 차코도트 탁액Ⓡ (Pharmascience, 

Canada) 250 ml 내에는 활성숯 50 g과 소비톨 180 g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 소비톨에 의한 효과 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톨의 고삼투성이 폐부종이나 산소 요구

량의 증가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폐조직 자체에 한 소비

톨의 향에 한 문헌 고찰은 찾을 수 없었으며, 장  

막 등과 같은 다른 조직에 한 자극이 보고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 인 폐손상에 한 향은 없을 것으로 생

각된다.8) 환자가 복용한 삼환계 항우울제 한  농도 

2,000 ng/ml 이상 시에는 비심인성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18) 본 증례에서는 약물 농도를 측정하지

는 못했으나, 환자는 약물 복용 2시간 뒤에 내원하 고, 삼

환계 항우울제는 치료 용량을 복용시에 2시간에서 8시간 

뒤에 액 내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나, 과량 복용 시에는 

장  운동을 지연시켜 흡수가 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활성숯 흡인 직 까지는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었

던  등으로 항우울제 자체로 인한 폐합병증의 가능성은 

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흉부 고해상도 산화 

단층 촬 상 오히려 력 비의존 부 에 우세하게 간유리 

음 이 찰되는  등으로 흡인성 폐렴 자체보다는 화학

성 폐장염으로 인한 성호흡곤란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설명된다.

  기 동물 연구에서는 활성숯 흡인시 폐조직 자체에는 

비교  향이 없다고 보고되어 직 인 폐손상 보다는 

기도 폐색에 의한 치명 인 결과를 래할 것임을 시사하

으나, Sabga 등이 활성숯 흡인 6−8시간 만에 발생한 화

학성 폐장염을 보고하여 활성숯의 직 인 효과를 주장한 

바 있다.8) 본 증례에서 시행한 경기 지 폐생검 상에서 직

으로 활성숯이 존재함을 증명하지는 못했으나, 괴사성 

섬유소와 동반된 성 세기 지염 소견이 찰되어 Elliott 

등의 증례 보고  Arnold 등의 동물 실험에서와 같은 폐손

상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
5,6)

 활성숯이 폐 모세  투

과도를 증가시키는 기 은 밝 져 있지 않으나, 동물 실험

에서는 산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성 폐손상에서와는 달

리 호 구가 매개하지는 않았으며, 활성숯 침착으로 인해 

폐포 과팽창  폐 모세  장벽의 괴 등으로 인하여 

폐부종이 유발될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5) 한 폐쇄성 세

기 지염이 발생한 증례에서는 활성숯 자체 혹은 활성숯의 

표면에 흡착된 약물 등이 섬유화 육아종증 반응을 유발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활성숯의 병태 기 에 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활성숯의 흡인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로는 즉각 인 기

내 삽 과 기 내 삽  튜 로의 흡인, 기 지 확장제의 흡

입과 거담제 등의 증 요법과 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

서는 폐포 손상을 최소화 하기 한 일회 환기량의 감소 

 정 수 의 호기말 양압을 유지하는 등의 기계 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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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복와  등이 시행되었으며, 이외에도 조기에 반복

인 치료  기 지폐포 세척술을 시행하여 기계 환기기 이

탈에 성공한 증례 보고들이 있었다.7,14,15) 본 증례에서는 기

계 환기기의 흡입 산소 농도 요구량이 높아서 기에 기

지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기에는 험성이 있었고, 제8병일

에 기 내 삽 을 통해서 시행한 기 지 내시경 검사상 기

지 반에 걸쳐 부종  활성숯이 침착되어 있는 양상이 

찰되었으나, 검사 도  환기량과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치료  기 지폐포 세척술을 시행하지는 못하 다. 

  본 증례의 한계 으로 생검 조직에서 활성숯을 직 으

로 증명하지 못한 과 활성숯이 화학성 폐장염을 유발한 

기 을 설명하지 못한 , 특히 흡인 이후 의존부 에 병변

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 이나 비의존부 에 우세하게 유발

된  등에 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다. 그러나 

극히 소량에 해당하는 경기 지 폐생검에 의한 조직에서 

활성숯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성호흡곤란증후군의 

유발 원인이 활성숯 때문이 아닐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우

며, 본 증례에서 화학성 폐장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으로 고

려되는 소비톨이나 삼환계 항우울제의 경우에도 앞서 언

된 다른 문헌 고찰 등을 통해 연 성이 미약할 것으로 보

여진다.7,8,18) 활성숯은 일반 으로 생명을 하는 정도의 

약물 독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며 부분의 경우에서 

안 한 치료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해서 활성숯의 주

입 에 코  삽  튜 의 치 확인  의식 하자에서

의 기도 확보가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 내 삽 이 되어 있었던 환자에서도 후두염이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과도하게 많은 

양 혹은 수차례 빠른 속도로 주입하거나 부 하게 희석

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8,11,16,17) 

한 활성숯의 폐흡인시에 기도 폐색에 의한 합병증뿐만 아

니라 직 인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성호흡곤란증후

군을 래할 수 있어 이에 한 주지가 필요하겠으며, 다량

의 흡인시에는 다른 증례에서처럼 조기에 기 지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기 지폐포 세척술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는 구토 이후에 발생한 활성숯 폐흡

인으로 인한 화학성 폐장염  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기

계 환기기를 용하며 보존 치료  다발성 장기 부 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활성숯의 폐흡인으로 발생한 치명

인 부작용에 한 증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국내 최 로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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