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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Doxylamine은 항히스타민 계통의 수면 유도제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자살

기도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는 약물 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약물중독 가운데 doxylamine이 1980년대

에는 살서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46.1%로 1위를 차지하여 최근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1,2) 약물중독의 동기는 대부분이 자살

기도인데3) 1990년대에 와서 약물중독의 동기 중 자살

기도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약물 오․남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1), doxylamine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들의 음독은 약물

중독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중독은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발

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

요성이 있고, 실제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약물중독 

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doxylamine 약물중독에 대한 관

심과 역할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Doxylamine은 과량을 음독한 경우에도 대부분 심각

한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드물게 근

간대성 발작,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및 심호흡정

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4), 국내에서는 사망까지 보고 

된 바 있다.
5,6)
 국내에서는 doxylamine 약물중독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및 급성신부전이 동반된 횡문근융해증

에 관한 증례보고가 몇 차례 있었으며7-10), 최근 횡문

근융해증군과 비횡문근융해증군 간의 비교를 통하여 

횡문근융해증의 유발인자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11,12) 

이 중 박준석 등의 연구에서는 체중당 복용량, 동맥

혈 이산화탄소 분압, 혈청 chloride, anion gap, 혈청 crea-

tinine, AST (aspartate aminotrnasferase) 및 내원 전 구토유

무가11), 이미진 등의 연구에서는 내원 시 LDH (lactic 

dehydrogenase), 내원 시 CK, 내원 시까지 걸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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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Doxylamine은 일반의약품으로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살목적으로 흔히 이용된다. Doxylamine 중독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드물게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

지 한다. 본 연구에서는 doxylamine 중독으로 인한 CK 최고치가 높은 경우, 즉 횡문근융해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자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doxylamine 중독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

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Doxylamine만 음독한 환자군에서는 내원 시 뇨잠혈 양성 정도(P=0.003), 내원 시 백혈구수(P=0.003), 착

란(P=0.007)이 CK 최고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였다(r2=0.724). 다른 약과 함께 혼용한 군에서는 내원 시 creatinine 

(P=0.003), 내원 시 뇨잠혈 양성 정도(P=0.007)가 CK 최고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였다(r2=0.784). 횡문근융해증 

환자군에서 CK가 1,000 IU/L 이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평균 1.9±0.6일이었다.

결론: Doxylamine만 음독한 환자군에서는 내원 시 뇨잠혈 양성정도, 내원 시 백혈구 수와 착란이 CK 최고치가 

높을 것임을 예측하는 데 임상적으로 유용한 인자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약과 혼용한 군에서는 내원 시 crea-

tinine과 내원 시 뇨잠혈 양성정도가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Doxylamine 중독의 심각한 합병증

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일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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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 및 혼미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이 횡문근융해증

의 유발과 관련이 있는 인자라고 보고하 다.12) 이 두 

연구는 비슷한 시점에서 각기 진행된 후향적 연구로

서 유발인자 설정이 각기 달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

나, 음독량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doxylamine 음독 후 음독량에 따른 근육파

괴의 여부는 개인의 체질적 감수성, 약동학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고, 음독량

에 향을 미치는 어떤 인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둘의 연구는 공통

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한 상태가 아니면 응급처치만 하고 응급실에서 퇴

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킬 수밖

에 없는 3차 병원 한 곳의 입원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것이므로, doxylamine 음독 후 횡문근융해

증의 일반적인 발생빈도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둘째, CK가 1,000 IU/L 이상일 때를 횡문근융해증

의 진단기준으로 삼아 횡문근융해증과 비횡문근융해

증 간에 차이가 있는 인자들로부터 횡문근융해증의 

유발 인자를 유추하려 하 으나, CK 최고치와 연관인

자들 간에 직선적인 상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약물중독과 마찬가지로 doxylamine 중

독 역시 술 등 다른 약제와 혼용하여 음독하는 경우

가 많으나,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본 저자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doxylamine 음독

환자들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2개의 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하여, doxylamine만 음독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약물과 혼용한 경우에도 CK 최고치와 연관인자들 간

에 직선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성이 있다면 그

중 어떤 인자가 가장 중요한 인자인가를 분석함으로

써 doxylamine 음독 후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지 확인

해보고, 또한 doxylamine 음독 후 횡문근융해증의 발생

여부를 추적관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원 기간을 추

정해 보고자 하 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가정의학

과 의사가 입원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및 서울 소재 종합병원 두 곳의 응급실에 내원한 dox-

ylamine 음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횡문근융해

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creatine kinase (CK)가 

증가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신장 및 근육질환 

혹은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외상 및 무

리한 운동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 으며, doxylamine을 술 등 다른 약물과 함께 혼용

하여 음독한 경우는 대상 군에 포함시켰다. 

    2. 연구 방법

  Doxylamine 음독 후 내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

향적으로 조사하 다. 의무기록을 통한 조사항목으로

는 나이, 체중, 성별, 음독 후 내원까지 걸린 시간, 음

독량, 혼용한 약, 과거 음독병력, 음독의 동기, 정신과 

치료병력, 치료방법, 입원기간, 입원과, 퇴원양식, 활

력징후, 의식수준, 증상, 심전도, 동맥혈 검사, 전해질 

검사, 말초혈액 검사, 신장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 뇨 

검사, 뇨 myoglobin, CK, CK-MB, LDH, amylase, lipase이었

다. 횡문근융해증의 진단기준은 심장질환이나 뇌 손

상이 없는 환자 중에서 CK가 1,000 IU/L 이상이면서 

CK-MB가 5% 이하이거나, 뇨 myoglobin 양성으로 정

의하 다.
11-13)

    3. 통계분석

  Doxylamine 음독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 다. 

  CK 최고치와 이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doxylamine만 음독한 군과 다른 

약제와 혼용한 군에 대해서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연관인자들 간에도 상호 관련성이 있어 이것이 

CK 최고치와 연관인자 간의 관련성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부분 상관분석을 추가하 다.

  상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인자들과 이전의 보

고에서 횡문근융해증과 비횡문근융해증 간에 차이가 

있었던 인자들과의11,12) 상호 관련성을 보정하여 CK 

최고치의 정도에 직접적인 향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예측인자를 결정하고, 예측인자들 가운데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단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0.0을 이용하 다.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표 1)

  조사 기간 동안 doxylamine 음독 후 응급실에 내원

한 환자는 총 59명이었으며, 이 중 CK 추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횡문근융해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18명으로 대상군에서 제외하 다. 제외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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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별 분포(P=0.54, Fisher exact test)나 나이(P=0.165, 

t-test)에 있어서 대상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음

독량(P=0.037, t-test)에 있어서는 대상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적었다. 

  다른 약물과 함께 doxylamine을 음독한 경우는 39%

으며, 혼용한 약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여성은 전체의 65.9%를 차지하 으며, 평균연령은 33.5

±15.8세 고, 이삼십 대가 전체의 70.7%를 차지하 다. 

  음독 동기는 38명이 자살 목적이었고, 1명이 약물

남용, 나머지 2명은 미상으로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 

환자 다.

  체중 당 평균 음독량은 21.7±17.4 mg/kg 으며, 음

독 후 응급실에 내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93.4±

131.0분이었다.

  치료는 8시간이 경과하여 병원에 내원한 환자 1명

과 환자와 보호자가 강력히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한 

총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세척을 받았으며(95.1%), 

활성탄이 78%, mannitol이 36.6%, 이뇨제가 14.6%, MgO

가 12.2%, bicarbonate가 9.8% 다. 

  내원 시부터 입원 기간 동안 CK 최고치가 1,000 IU/L 

이상 되는 횡문근융해증 환자는 18명(43.9%)이 발생하

다.

  내원 시 항콜린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90.2% 으

며, 구체적인 항콜린 증상은 표 1과 같다.

  의식수준은 명료가 75.6%, 기면 22%, 혼미 2.4%이

었으며 혼수는 없었다. 

  65.9%가 가정의학과에 입원하 고, 내과 입원이 29.3%, 

정신과 입원이 4.9% 다.

    2. CK 최고치와 연관인자들 간의 상관관계(표 2)

  Doxylamine만 음독한 환자는 내원 시 백혈구 수(r=0.544, 

P=0.005), 음독량(r=0.484, P=0.014), 내원 시 뇨잠혈 

표 2. Doxylamine 중독 환자의 CK 최고치와 연관인자 간의 상관계수(r).
ꠧ

*: P＜0.05, †: P＜0.01, ‡I: doxylamine만 음독한 환자, §II: doxylamine과 다른 약제를 혼용한 환자.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체 환자(N=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나이(세) 33.5±15.7*

여성  27 (65.9)†

다른약과 혼용
‡

 16 (39.0)
†

자살기도 목적  38 (92.7)
†

내원시까지 걸린 시간(분) 193.4±131.0*

체중 당 평균 음독량(mg/kg) 21.7±17.4*

횡문근융해증  18 (43.9)†

내원시 항콜린 증상
§  31 (75.6)†

내원시 의식저하  10 (24.4)
†

평균입원기간(시간)  91±54.6*

가정의학과 입원  27 (65.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평균±표준편차, 
†
환자수(%), 

‡
술 8명, 항히스타민제가 포함

된 종합감기약 4명, 한방 환약 3명, 진통소염제 1명, §오심이나 

구토(43.9%), 고혈압(39.0%), 빈맥(26.8%), 발열(22.0%), 상복부 

동통(19.5%), 착란(19.5%), 저혈압(17.1%), 동공산대(14.6%), 감

각마비(7.3%), 두통(7.3%), 구강건조(4.9%), 진전(4.9%).



신혜정 외: Doxylamine 중독에서 CK (Creatine Kinase) 최고치가 높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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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정도(r=0.448, P=0.025)와 CK 최고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다른 약과 혼용한 군에서 CK 

최고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인자는 내원 시 

뇨잠혈 양성정도(r=0.779, P=0.001), 내원 시 creatinin 

(r=0.752, P=0.001), 음독량(r=0.603, P=0.013)이었다. 

Doxylamine만 음독한 환자군에서는 음독량이 CK 최고

치뿐 아니라 내원 시 백혈구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어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음독량

을 통제한 후에도 내원 시 백혈구 수는 최고 CK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r=0.4365, P=0.033), 

음독량은 내원 시 백혈구수의 향력을 통제한 후 최

고 CK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3456, P= 

0.098). 다른 약과 혼용한 군에서는 음독량이 CK 최고

치뿐 아니라 내원 시 creatinine, 내원 시 AST와도 상관

관계가 있어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독량은 

내원 시 creatinine과 내원 시 AST의 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CK 최고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 

0.4671, P=0.025), 내원 시 creatinine도 음독량을 통제하여

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6118, P=0.015).

    3. 연관인자가 CK 최고치에 미치는 영향

  CK 최고치의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자들의 

조합을 찾기 위하여 위의 상관분석에서 사용한 인자

들과 착란, 발열을 추가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doxylamine만 음독한 환자 군에서는 단순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음독량이 제

외되었고, 내원 시 뇨잠혈 양성 정도(P=0.003), 내원 

시 백혈구 수(P=0.003), 착란(P=0.007)이 고유한 향

인자로서 유의하 다. 그중 내원 시 뇨잠혈 양성정도

가 CK 최고치에 가장 향력 있는 인자 다(β=0.433) 

(표 3).

  다른 약과 함께 혼용한 군에서도 단계별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음독량은 제외되었고, 내원 시 creatinine 

(P=0.003), 내원 시 뇨잠혈 양성정도(P=0.007)가 CK 

최고치에 독립적으로 향을 미치는 인자 다. 그중 

creatinine이 더 향력 있는 인자 다(β=0.561) (표 4).

    4. CK가 1,000 IU/L 이상되는 시점

  CK가 1,000 IU/L 이상되는 시점은 평균 582.9±188.4

시간 즉, 1.9±0.6시간이었다. 내원 당시 CK가 정상이

었으나 입원 기간 동안 1,000 IU/L 이상으로 증가하는 

환자가 9명 있었다.

고      찰

  Doxylamine은 자살기도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는 일

반의약품으로서 doxylamine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합

병증 중의 하나인 횡문근융해증은 1983년 Hampel 등

이 처음 보고하 고14), 국내에서는 1996년 강효종 등

이 처음으로 doxylamine 중독에 의한 급성신부전을 동

반한 횡문근융해증 환자 1예를 보고하 다.10) 횡문근

융해증은 외상이나 심한 운동뿐 아니라 근육질환, 약

물이나 중독에 의한 혼수상태, 감염성 질환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횡문근 손상 후 CK, LDH, AST, aldolase 

등의 근효소와, 횡문근 세포 내에 대량 존재하는 포

타시움, 인, creatinine, myoglobin 등의 물질들이 혈 중

표 3. Doxylamine만 음독한 중독 환자의 CK 최고치와 연관인
자 간의 다단계 다중회귀분석.

ꠧꠧꠧꠧꠧꠧꠧꠧꠧꠧꠧꠧꠧꠧꠧꠧꠧꠧꠧꠧꠧꠧꠧꠧꠧꠧꠧꠧꠧꠧꠧꠧꠧꠧꠧꠧꠧꠧꠧꠧꠧꠧꠧꠧꠧꠧꠧꠧꠧꠧꠧꠧꠧꠧꠧ

 기울기  표준오차  β*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상수(절편) -7735.4 2912.9 0.016

내원 시 뇨잠혈
3573.3 1047.5 0.433 0.003

 양성 정도†

내원 시 백혈구 
0.903 0.267 0.423 0.003

   수(/μL)

착란 9363.6 3097.4 0.398 0.00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2 0.724

F비 16.651 (P=0.000)

회귀식 CK 최고치=3573.3×뇨잠혈양성정도+0.903×    

                    백혈구수+9363.6×착란-7735.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β: 표준화 회귀계수, †1+, 2+, 3+.

표 4. 다른 약과 혼용한 환자의 CK 최고치와 연관인자 간의 
다단계 다중회귀분석.

ꠧꠧꠧꠧꠧꠧꠧꠧꠧꠧꠧꠧꠧꠧꠧꠧꠧꠧꠧꠧꠧꠧꠧꠧꠧꠧꠧꠧꠧꠧꠧꠧꠧꠧꠧꠧꠧꠧꠧꠧꠧꠧꠧꠧꠧꠧꠧꠧꠧꠧꠧꠧꠧꠧꠧ

 기울기  표준오차  β*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상수(절편) -21367.4 5377.0   0.002

내원 시 creatinine 25297.7 6729.6 0.561  0.003

내원 시 뇨잠혈 
4678.4 1450.3 0.482  0.007

 양성 정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2 0.784

F비 21.762 (P=0.000)

회귀식 CK 최고치=25297.7×creatinine+4678.4×내원 시  

                     뇨잠혈 양성 정도-21367.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β: 표준화 회귀계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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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리되어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으로서
15)
, doxylamine

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의 작용기전은 근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작용으로 알려져 있다.16) Doxylamine 약물

중독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의 발생은 보고자마다 차이

가 있어서, Koppel 등은 doxylamine 음독환자 109예의 

분석에서 2명(1.8%)의 횡문근융해증 환자를 보고한 바 

있고
4)
, 국내에서는 1.1∼57.7%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1,12,17) 윤천재 등은 90명 중 1명(1.1%)의 횡문근

융해증 환자를 보고하 는데17), 이는 3차병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로서, doxylamine음독 환자의 평균 입원기

간이 6시간 30분임을 감안해 볼 때 조기퇴원으로 인

한 횡문근융해증 환자의 누락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CK＞1,000 

IU/L을 횡문근융해증의 기준으로 하 을 경우11,12), 전체 

41명 중 18명(43.9%)에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 다. 

응급실 내원 시 모든 검사를 거부하여 응급처치만 받

고 자퇴한 경우, 추적 검사를 거부한 경우, 의사가 추

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대상 군에서 제외된 경우가 

전체의 30.5%나 되었는데, 성과 나이 분포에서 대상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음독량은 대상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적었기 때문에 음독량이 CK 최고치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횡문근융해증

의 발생은 이보다는 낮으리라 생각된다.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성신

부전으로의 이행이다. 횡문근융해증 환자에서 급성신

부전의 발생은 보고자에 따라 16∼58%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8,19) 1994년 김효열 등이 횡문근융해증

환자 250예의 분석에서 급성신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횡문근융해증은 47.1%의 사망률을, 급성신부전이 동

반되어 있지 않은 횡문근융해증의 경우는 6.3%의 사

망률을 보고하여, 급성신부전으로의 진행여부가 횡문

근융해증의 예후에 중요한 인자라고 하 다.19) 본 연

구에서는 급성신부전으로 진행된 환자는 한 명도 없

었으나 내원 시 뇨 myoglobin이 3,000 ng/mL 이상, 내

원 시 혈청 creatinine이 1.3 mg/dL로 경계선상에 있었

던 환자는 한 명 있었는데, 입원 4일째 CK가 31628 IU/L

까지 상승하 지만, 대량의 수액요법 및 보존적 치료

를 받고 급성신부전으로 진행되지는 않아 이 환자는 

입원 5일 만에 정상 퇴원하 다.

  Doxylamine 중독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에 비하여 임상경과가 비교

적 양호한 편이지만 드물지만 국내에서 사망한 예도 

보고되고 있다.
5,6)
 이 사망한 예들의 직접적인 사망원

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doxylamine에 의한 횡

문근융해증의 경우 급성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충분한 수

액요법과 mannitol을 이용한 삼투성 이뇨, bicarbonate을 

통한 뇨의 알칼리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Koppel 등은 doxylamine 중독증 109예의 증례분석에

서 doxylamine 음독량과 임상증상의 심한 정도와는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었음을 보고하면서 임상증상의 심

한 정도는 중독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로 설

명하 다.4) 박준석 등의 연구에 의하면 횡문근융해증

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간에 체중당 음독

량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1)
, 반면 이미진 

등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2) 본 연구에

서는 doxylamine만 음독한 군과 다른 약과 함께 혼용

한 군 모두에서 체중당 평균 음독량과 CK 최고치 간

에 직선적인 관련성은 있었으나, 음독량이 CK 최고치 

뿐 아니라 각각 백혈구 수, 혈청 creatinine과도 상호 

관련성이 있어 이를 보정한 결과 CK 최고치에 직접

적인 향력이 있는 인자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이 

기존의 저자들 간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횡문근융해증을 진단하는 데는 근육통과 뇨잠혈 양

성 반응이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CK와 myoglobin의 

상승이 더 예민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19,20)
 그중 혈장

으로부터 제거속도가 늦은 혈청 CK는 myoglobin에 비

하여 횡문근융해증을 진단하는데 특이도는 떨어지지

만 감수성이 높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시

행 가능한 검사이며, 또한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결과

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횡문근융해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횡문근융해

증의 진단은 절대적이며 보편화된 기준은 없으나, 

CK 1,000 IU/L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저자도 있는 반면13), 

정상범위의 상위 5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저자도 있

고18,21), CK만으로 진단기준을 삼지 않고 임상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 내리기도 하 다.22,23) CK가 

1,000 IU/L 이하가 될 때까지 대량의 수액요법으로 치

료를 해야 하는 CK 1,000 IU/L이 치료지침의 기준이 

되고 있고24), 국내의 저자들이 횡문근융해증의 진단 기

준을 CK 1,000 IU/L 이상으로 채택하 기 때문에
11,12)
 본 

연구에서도 횡문근융해증의 발생률과 횡문근융해증을 

추적관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원기간을 정하기 위한 

기준은 기존의 두 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랐다. 

  본 연구에서 입원기간 동안 CK가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인 환자는 8시간 이상 경과한 후 응급실에 내원

하여 위세척을 실시하지 않았던 환자로, CK가 내원 

시 916 IU/L이었으나 내원 3일째 40,000 IU/L까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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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으나, 대량의 수액요법으로 4일째부터 근육효

소들이 감소하기 시작하 다.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

라서도 CK 최고치에 향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치료방법에 따른 변수를 계층화하기에는 

대상 환자의 수가 너무 적어 이에 대한 상관성은 알

아보지 못하 다. 

  CK 최고치와 횡문근융해증의 정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서 보고된 바 있는데, 보고자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가 있는 반면
13)
,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보고도 있다.18) 그러나 CK가 

16,000 IU/L 이상인 고농도에서는 횡문근융해증에 의

한 급성신부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13)
 

CK가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K 최고치에 향을 미치

는 인자들을 제시하 는데, 상관성에 관한 외국의 기

존연구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환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으므로
13,18)
, 앞으로는 

횡문근융해증의 원인이 doxylamine 중독인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CK와 급성신부전과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뇨잠혈과 백혈구증다증은 doxylamine 음독 후 생기

는 항콜린 증상 중 발열, 경련과 이차감염 등에 의해 

쉽게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나, 본 

연구에서 경련이 있거나 이차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없었으며,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고도 다량의 수액요

법으로 정상 회복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내원 시 뇨잠혈 양성반응이라 함은 잠혈반응 양성이

나 현미경적으로는 적혈구가 관찰되지 않는 뇨로서 

마이오 로빈뇨증이나 헤모 로빈뇨증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잠혈반응 양성이면서 현미경적으로도 적혈구

가 관찰되는 혈뇨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말초혈

액검사상 빈혈이 없으면서 현미경소견과 함께 관찰된 

뇨잠혈 검사에서 위와 같이 마이오 오빈뇨증를 사사

하는 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뇨잠혈의 정도가 높을수록 CK 최고치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응

급실에 처음 내원 시 어느 병원에서나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뇨잠혈 검사는 다른 

약과의 혼용여부에 관계없이 CK 최고치의 정도를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약과 함께 음독한 경우가 39%

로 비교적 많은 환자들이 doxylamine을 다른 약과 함

께 혼용하 는데, 그중 한방환약과 함께 음독한 환자 

3명 중 2명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진행하 다. 한방환

약 자체가 횡문근융해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인

지, doxylamine과 함께 혼용하 을 때 횡문근융해증의 

발생을 악화시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방환약

과 함께 음독한 경우가 doxylamine 중독 환자의 7.3%

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약과 횡문근융해증의 발생

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횡문근융해증환자들의 경우 CK가 1,000 

IU/L 이상이 되는 시점은 평균 1.9±0.6일이었는데, 내

원 시 CK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CK 최고치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

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2일간은 입원하여 CK가 1,000 

IU/L 이하로 확인될 때까지 근효소, 뇨잠혈 반응검사

를 2일간은 매일 추적 관찰하면서 대량의 수액요법과 

보존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종합병원 두 곳을 대상으로 하 는데, 이 두 병원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고, 또한 병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doxylamine 약물중독 환

자의 가정의학과 입원이 6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역

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doxyla-

mine약물중독이 대개 심각한 합병증이 없이 보존적인 

치료로도 회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의학과 의사의 정신적, 사회적 및 신체적

인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대상 환자

의 수가 적은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기존의 연구들에 비하여 doxylamine 중독으로 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 두 곳을 대상으로 하 으며, 다른 

약과 혼용한 경우에도 CK 최고치에 향을 미치는 

고유한 인자들을 제시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혼용한 약의 종류와 횡문근융해

증과의 관계는 추후 축적된 환자의 대규모 연구를 통

하여 세 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원 시뿐 아니라 병의 경과과정 중에 시행한 여

러 검사 결과들과의 관련성 및 예후인자들에 대한 전

향적인 연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임상의들에게 dox-

ylamine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을 치료하고 예후를 결정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doxylamine만 음독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서 시행한 뇨잠혈 검사상 양성

의 정도가 높고, 백혈구수치가 높고, 착란이 있을수록 

CK 최고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다른 약

과 함께 혼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하 을 경우에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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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 creatinine 수치가 높을수록, 내원 시 뇨잠혈 검

사 상 양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CK 최고치가 높을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관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CK가 내원 시 정상이

라 하더라도 최소한 2일간은 입원시켜 대량의 수액요

법을 하면서 추적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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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Hospital, **Dong Shin Hospital 

Background: Because doxylamine succinate (DS) is an 

over-the-counter medicine, it can be obtained easily and 

is frequently used in suicidal attempts. Patients usually 

recover without serious complications, but occasionally 

rhabdomyolysis and even death can occur in DS 

intoxication. In this study, the authors tried to find out 

the independent predictors of high peak serum CK levels, 

i.e. probable rhabdomyolysis in DS intoxication.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41 patients who visited 

a hospital for DS intoxication from January 1, 2002 to 

April 30, 2003,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Results: In the group of DS only, initial occult blood of 

urine (P=0.003), initial WBC count (P=0.003) and confu-

sion (P= 0.007) were the best predictors of the peak serum 

CK level (r
2
=0.724). In the group of DS with other drugs 

intoxication, initial creatinine level (P=0.003) and initial 

occult blood of urine (P=0.007) were the best predictors 

of the peak serum CK level (r
2=0.784). In the cases of 

rhabdomyolysis patients, the time taken for the CK level 

to be increased over 1,000 IU/L was 1.9±0.6 days.

Conclusion: In DS only intoxication, occult blood in 

initial urine analysis, initial high WBC count and con-

fusion can be thought of as useful clinical predictors for 

high peak serum CK level case. In DS with other drugs 

intoxication, initial creatinine level and initial occult blood 

of urine can be considered as the best predictors. More 

than 2 days will be needed for the observation of serious 

complications in DS intoxication. (J Korean Acad Fam 

Med 2004;25: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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