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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독시라민중독으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 치료에서 링거액과
생리식염수 간의 유용성 비교

횡문근융해증은 독시라민 중독 환자의 5∼57% 정도에서 발생한다
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에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급성신부전으로 진
행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횡문근융해증의 치료는 수
액요법 및 요의 알카리화인데 수액요법에 있어서 생리식염수 또는 링
거액을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두 수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자는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 투여가 과
염소성대사산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독시라민에 의해 발생
한 횡문근융해증 치료를 위한 수액제로서 생리식염수와 링거액의 차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독시라민 중독으로 내원한 97명의 환자 중 다른 약물을 같

이 복용한 8명을 제외한 89명 중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28명(31%)을
대상으로 단일 맹검 무작위 전향 연구로 수행하였다.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28명은 무작위로 링거액군에 15명,생리식염수군에 13명을 배
정하였다.
수액치료를 시작한지 12시간 째의 urine/serum pH는 링거액군에서,

serum Na+및 Cl-는 생리식염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수액치료를
시작한지 12시간 째의 serum K+,creatinekinase(CK)가 정상수치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중탄산나
트륨 투여량 및 이뇨제의 사용횟수는 생리식염수군에서 유의하게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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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독시라민 중독으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의 수액요법에 사
용되는 생리식염수와 링거액을 비교하였다.생리식염수에 비해 링거
액은 중탄산나트륨 투여가 거의 없이도 요를 알칼리화 할 수 있었고
횡문근융해증의 치료기간에도 차이가 없었다.또한,다량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생리식염수 투여 시에 나타나는 과염소성대사산증을
보이지 않았다.이상의 결과에서 독시라민 중독으로 발생한 횡문근융
해증 치료에서 링거액은 생리식염수보다 안전하고 유용함을 알 수 있
었다.

����������������������������������������������������������������������

핵심되는 말 :횡문근융해증,독시라민,생리식염수,링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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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시라민중독으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 치료에서 링거액과
생리식염수 간의 유용성 비교

<지도교수 김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 영 순

Ⅰ.서론

  독시라민은 수면,항콜린 효과를 지닌 항히스타민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이다.국내의 경우,도시 지
역 응급실에 내원한 음독환자의 원인약물의 25% 정도를 차지한다.1

독시라민은 과량을 음독해도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지만,합병증으로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한다.
독시라민 중독 환자에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은 1983년에 Hampel

등이 처음으로 보고하였으며,1987년 Koppel등은 횡문근융해증을 포
함한 여러 합병증을 기술하였다.2,3독시라민 중독에서 횡문근융해증은
5∼57%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조기에 적절
히 치료되지 않으면 급성신부전으로 진행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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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시라민 중독으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의 치료는 수액요법 및 요
의 알칼리화이다.수액요법의 경우 시간당 300-600ml의 생리식염수
또는 링거액 투여가 권장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에 있어서 생리식
염수와 링거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횡문근융해증에 따른 myoglobinuria로 인한 신손상은 urinepH와
관련이 있어 urine pH 5.6이하에서는 myoglobin이 ferrihemate와
globin으로 분리되며 이중 ferrihemate가 신세뇨관에 독성작용을 나타
낸다고 한다.그러므로 횡문근융해증 환자의 치료에서는 신부전을 방
지할 목적으로 수액요법 및 요의 알칼리화가 추천된다.9

연구자는 다량의 생리식염수 투여로 과염소성대사산증
(hyperchloremicmetabolicacidosis)이 유발될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에서 독시라민 중독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에서도 다량의 생리
식염수를 이용한 수액요법이 오히려 요의 산성화를 유발하여 요의 알
칼리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연구를
계획하였다.10-12

이제까지의 독시라민 중독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에 대한 연구는 환
자의 임상적 고찰 또는 횡문근융해증의 발생빈도 예측에 머물렀던 반
면,이번 연구에서는 횡문근융해증의 치료를 위한 수액제재로서 요의
알칼리화에 대한 생리식염수와 링거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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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3일 31일까지 15개월 동안 서울에 위치
한 3차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독시라민 중독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연구설계는 단일 맹검 무작위 전향 연구로서 독시라민
중독으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환자를 각각 생리식염수군과 링거액
군으로 배정하여 진행하였다.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였지만 독시라민
과 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한 환자,신장 및 근육 질환,중추신경계 질
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대상 환자들의 성별,나이,과거력,음독 후 내원까지의 시간,독시

라민 음독량,관련 증상으로 동공산대,동성빈맥,장운동감소,소변저
류,피부와 점막 건조(초기 항콜린성 증상),근육통,안절부절,불면,
흥분,환각,경련,의식소실 및 저하 유무는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직
후 문진을 통해 확인하였다.
환자들에게는 내원 직후 위세척과 활성탄을 투여하였고 상태 확인

및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위해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e(Cr), sodium(Na+), potassium(K+), chloride(Cl-), lactic
dehydrogenase(LDH), creatine kinase(CK), serum/urine pH 및
myoglobin(정량) 검사를 시행하였다.이후 12시간 간격으로 CK,
serum/urinemyoglobin,urinepH를 추적 검사하였다.독시라민의 추
정 복용량이 독성용량인 25mg/kg이상인 경우,6시간 간격으로 추
적 검사하였다.
횡문근융해증의 진단기준은 CK 1,000IU/L이상으로 정하여 초기

내지 추적 검사결과가 이를 충족할 때 생리식염수 또는 링거액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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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시간당 400ml의 주입속도로 수액요법을 시작하였다.수액 결
정은 두 종류의 수액이 각각 5개씩 표시된 10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넣어둔 상자에서 선택한 조각에 표시된 수액으로 하였다.따라서 환
자는 투여 받은 수액의 종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의료진은 투여
되는 수액에 대해 알고 있었다.환자들에게는 횡문근융해증,수액치료
의 필요성,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한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서면동의한 환자에 대해서만 연구계획에 따라 검사,치료를 수행하였
다.동의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침에 따라 치료를 수
행하였다.요의 알칼리화를 위한 중탄산나트륨의 투여 여부는 수액요
법 시작 후 urinepH를 6시간 간격으로 추적 검사하여 12시간 동안
urinepH가 6.5이하이면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였다(그림 1).

그림 1.연구 진행 과정



-5-

치료과정 동안 환자의 혈압,맥박 및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
시하면서 필요시 단순흉부촬영을 통하여 폐부종 등 합병증 여부를 확
인하였다.소변량이 시간당 300ml이하로 줄어들 경우 20% mannitol
또는 furosemide를 사용하였으며 비스테로이드소염제(NSAID)는 신독
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생리식염수군과 링거액군 간의 비교를 위해 CK가 정상 수치로 회

복될 때까지의 시간,수액요법 12시간 경과 후의 serum/urinepH,
serum Na+/K+/Cl-,중탄산나트륨 사용량,혈압,맥박,산소포화도,단
순흉부촬영 상 폐부종 발생여부를 조사하였다.
자료 중 명목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로 표시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중앙값과 4분위 범위
로 표시하였다.두 군 간의 CK가 정상 수치(20∼270IU/L)로 회복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최종결과변수로 하여 최소 유의한 차의 정도를
24시간(1일)으로 보고,α=0.05,β=0.1로 하였을 때 필요한 피험자의 수
는 29명이었다.생리식염수군과 링거액군의 비교는 SPSS11.5를 사용
하여 연속변수의 경우 정규분포를 따르면 t-test를,정규분포를 따르
지 않으면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test를 사용하여 p값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행과정에서는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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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결과
 

1.환자의 특성 (표 1)
연구기간 동안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독시라민 중독환자는 97명이

었으며,다른 약물을 같이 복용한 8명을 제외한 89명 중 횡문근융해
증이 28명(31%)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28명 모두가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였고 무작위 배정에

따라 링거액군에는 15명,생리식염수군에는 13명이 배정되었고 이들
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환자들의 성별, 나이, 내원 당시 serum/urine pH, serum

Na+/K+/Cl-/HCO3-에서 생리식염수군과 링거액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링거액 투여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의 내원 당시 특성

*:중간값(사분위범위)

변수 링거액군
(n=15)

생리식염수군
(n=13) p값

남자(%) 7(47) 6(46) ns
나이(세)* 24.5(23.5∼28.5) 26.0(25∼27) ns
독시라민 복용량(mg)* 2,250(750∼2,500) 2,000(500∼2,500) ns
UrinepH* 6.2(6.0∼6.5) 6.0(5.5∼6.5) ns
Serum pH* 7.46(7.45∼7.48) 7.45(7.43∼7.47) ns
Serum Na+(mmol/L)* 142.0(141.0∼144.0)142.0(142.0∼144.0) ns
Serum K+(mmol/L)* 3.3(3.2∼3.45) 3.4(3.3∼3.7) ns
Serum Cl-(mmol/L)* 106.0(104.0∼107.5)107.0(105.0∼108.0) ns
Serum HCO3-(mmol/L)* 24.4(22.8∼26.4) 26.0(24.7∼26.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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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액치료 12시간 후 urinepH (그림 2)
수액치료 12시간 후의 urinepH는 모두 정상범위 내의 결과를 보였

으나 링거액군이 7.25(7.00∼7.75),생리식염수군이 5.50(5.50∼6.00)
로 링거액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그림 2.수액 치료 12시간 후 urinepH 비교
*:p=0.000
·····:정상범위표시선 (4.5∼8.0)
각 상자는 범주 내에서 중앙값과 사분위범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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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pH(그림 3)
수액치료 12시간 후의 serum pH는 링거액군이 7.44(7.42∼7.47),생

리식염수군이 7.36(7.34∼7.39)로 생리식염수군 중 일부가 정상범위
이하의 결과를 나타내어 생리링거액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그림 3.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pH비교
*:p=0.000
·····:정상범위표시선 (7.38∼7.46)
각 상자는 범위 내에서 중앙값과 사분위범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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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Na+(그림 4)
수액치료 12시간 후의 serum Na+는 모두 정상범위 내의 결과를

보였으나 링거액군이 140.0mmol/L(138.5∼141.0),생리식염수군이
142.0mmol/L(141.0∼143.0)로 생리식염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3).

그림 4.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Na+의 비교
*:p=0.003
·····:정상범위표시선 (138.0∼146.0)
각 상자는 범주 내에서 중앙값과 사분위범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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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K+(그림 5)
수액치료 12시간 후의 serum K+은 생리식염수군 대부분이 정상범

위 이하의 결과를 보여 링거액군이 3.95 mmol/L(3.65∼4.10),생리식
염수군이 3.70mmol/L(3.50∼3.80)이었으나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p=0.125).

그림 5.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K+의 비교
*:p=0.125
·····:정상범위표시선 (3.8∼5.1)
각 상자는 범주 내에서 중앙값과 사분위범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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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Cl-(그림 6)
수액치료 12시간 후의 serum Cl-는 생리식염수군 대부분이 정상범

위 이상의 결과를 보여 링거액군이 104mmol/L (103∼105),생리식
염수군이 108mmol/L(107∼109)로 생리식염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그림 6.수액치료 12시간 후 serum Cl-의 비교
*:p=0.000
○ :이상값
·····:정상범위표시선 (96∼107)
각 상자는 범주 내에서 중앙값과 사분위범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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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K가 정상 수치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 (그림 7)
CK가 정상수치로 회복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링거액군이 96시간(

72∼108),생리식염수군은 120시간(96∼120)이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p=0.058).

그림 7.CK가 정상수치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 비교
*:p=0.058
각 상자는 범주 내에서 중앙값과 사분위범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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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탄산나트륨 사용량 및 이뇨제 투여 횟수
링거액군 15명 중 두 명 만이 요의 알칼리화를 위한 중탄산나트륨

의 투여가 필요하였으며 각각 40mEq와 60mEq를 사용하였다.반면
생리식염수군에서는 13명 모두에게 140mEq(100∼700)의 중탄산나
트륨을 투여하여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이뇨제 투여 횟수는 링거액군은 1회(1∼2),생리식염수군은
3회(3∼4)로 생리식염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뇨제 투여 횟
수가 많았다 (p=0.001).

9.혈압과 맥박수,동맥혈 산소 포화도,단순흉부촬영
두 군의 환자 모두 수액 치료 동안 혈압과 맥박수는 정상 범위를,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99%이상을 유지하였고,단순흉부촬영 상 폐부
종 등의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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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독시라민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의 수액
요법에서 생리식염수와 비교하여 링거액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생리식염수와는 달리 링거액은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
지 않고 요의 pH를 알칼리로 유지할 수 있었다.또한,다량의 링거액
투여로도 대사성 산증이 유발되지 않았다.
독시라민은 에탄올아민 계통의 항히스타민 제제로 중추신경계를 억

제하는 작용 때문에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고 있다.치료 용량은 성인
의 경우 수면 전 25mg이며 하루에 75mg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다.독시라민은 위장관을 통해 쉽게 흡수되며 복용 후 2.4
시간 만에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고 혈중 반감기는 10.1시간으로
알려져 있다.흡수된 약물의 60% 정도는 신장으로 배설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간에서 대사된 후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13

독시라민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
나,독시라민이 근세포에 직접 독성 작용을 나타내어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987년 Koppel등은 모든 예에서 혼수상
태에서의 근육 압박,쇼크에 의한 근허혈,장기간의 경련이나 저칼륨
혈증 등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기에,독시라민이 횡문근에 직접적인
독성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국내의 몇몇 보고에서도 근허
혈,경련,저칼륨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에서 횡문근융해증이 유발
되어 독시라민에 의한 직접적인 횡문근 손상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3,4,6본 연구의 환자 28명도 독시라민 복용 외에 횡문근융
해증 유발원인으로 생각할 만한 근허혈,경련,저칼륨혈증 등은 발견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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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등은 독시라민 과량복용 환자에서 횡문근융해증의 발생빈도는
57.7%이며 체중 kg당 25mg이상의 독시라민을 복용한 경우에는 횡
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또한 복용 후 14시간
후에 CK를 측정하거나 8시간 후에 myoglobin을 측정하여 횡문근융해
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본 연구에서 독시라민
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발생빈도는 박 등이 보고한 것보다 적은 31%
이었으나 복용량의 과다와 무관하게 모든 독시라민 복용자를 대상으
로 하였고,내원 후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측정된 CK값으로 진단
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혈청 내 CK는 근육 손상 후 24-36시간 내에 최고치에

도달하며 하루에 39% 정도씩 감소하게 된다.14횡문근융해증은 특정
CK 수치로 정의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CK 수치가 정상치 보다 5
배가량 상승해 있다면 진단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1000IU/L를 기준
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본 연구 역시 이것을 기준으로 하였다.15,16

횡문근융해증의 합병증이자 수액요법 및 요의 알칼리화치료의 대상
인 급성신부전의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Gabow 등은 33%,Ron등은 50% 정도에서 급성신부전이 합병됨을
보고하였고,국내의 경우 16%와 58%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7-20

동물연구에 따르면 myoglobinuria에 의한 신손상은 urinepH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한다.21 즉,urine pH 5.6이하에서는 myoglobin이
ferrihemate와 globin으로 분리되는데 이중에 ferrihemate가 신 세뇨관
에 직접적인 독성작용을 나타낸다고 한다.
횡문근융해증 치료의 원칙은 초기에 대량의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다.대량의 수액을 가능한 빨리 투여하면서 소변량을 200-300m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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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해야 한다.22Better등은 횡문근융해증 환자를 치료할 때 기본
적으로 요를 알칼리화 함으로써 신부전과 과칼륨혈증(hyperkalemia)
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Ron등은 외상성 횡문근융해증에
서 압박에서 풀려난 지 첫 12시간 내 충분한 수액정주 및 urinepH를
6.5이상으로 유지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신손상을 방지할 수 있
다고 하였다.20이때 수액요법 만으로 urinepH를 6.5이상으로 유지
할 수 없을 때는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300
mEq이상의 많은 양의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본 연구의 프로토
콜은 위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다량의 수액을 투여하면서 urinepH가
6.5이하인 경우 중탄산나트륨을 추가 투여하도록 구성되었다.그러나
링거액과 생리식염수가 serum pH,전해질 및 urinepH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탄산나트륨은 수액요법 시작 후 12시간 이후
까지도 urinepH가 6.5이하인 경우에 투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량의 생리식염수 투여는 경증의 대사성산증을 유

발한 반면 링거액은 경증의 대사성알칼리증을 유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몇몇 연구에서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면 대사성 산
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이 산증을 희석성산증(dilutional
acidosis)라 부르기도 한다.10-12산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상 혈장 내
의 Cl-농도는 대략 98∼108mEq/L로서 몸에서는 Cl-와 HCO3-가 상
호보완적인 성질을 띠어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지는 식으로 조
정되는데 HCO3-를 함유하지 않은 수액을 투여함으로써 혈장 내
HCO3-가 희석되기 때문이다.10-11,23-25따라서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 투
여로 유발되는 산-염기이상은 대개는 과염소성대사산증이다.산증은
심장기능을 떨어뜨리고,심장 수축 촉진제(cardiacinotropicdrug)의
작용 및 신관류(renalperfusion)를 감소시킨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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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액은 생리식염수에 함유된 Cl-의 농도가 인체의 Cl- 농도보다
높다는 사실 때문에 탄생하였다.27White와 Goldhill는 링거액 안에 들
어있는 lactate의 운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링거액 안의 lactate는 간
에서 gluconeogenesis(70%)와 oxidation(30%)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대사된다.두 경로 모두 H+를 소비하는 과정(H+consumingprocess)
으로 H+가 소비되면서 OH-가 남게 되는데 남은 OH-가 CO2와 결합하
여 HCO3-가 형성된다.Lactate로부터 HCO3-가 형성되는 모든 반응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대략 1시간이 소요되며 1리터의 링거액에서 생성
되는 HCO3-는 대략 29mmol이라고 한다.따라서 환자가 심한 간부전
이 있지 않다면 링거액 안의 lactate는 산혈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28

링거액 내의 K+은 체내에 있는 전체 K+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양에
지나지 않으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본 연구 결과
역시 링거액 군의 혈중 K+값은 생리식염수군에 비해 높지 않았다.
또한 생리식염수 군의 serum Cl-가 링거액 군에 비해 의미 있게 높

았던 결과는 이전에 발표된 결과들과 일치한다.10-12 이는 그 성분상
[Na+]/[Cl-]비율에 있어서 생리식염수(1:1)가 링거액(1.18:1)이나 혈장
(1.38:1)에 비해 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Scheingraber등의 연구에 의하면,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생리식염수 또는 링거액을 2시간 동안 70ml/kg를 투여하였을 때,생
리식염수군에서는 serum pH가 7.41에서 7.28로,serum HCO3-가 23.5
mmol/L에서 18.4mmol/L로 감소하였으며,serum Cl-가 104mmol/L
에서 115mmol/L로 증가하였다.그러나 링거액군에서는 serum pH,
HCO3-,Cl-가 의미 있게 변하지는 않았다.11Stewart는 체내의 강이온
차이(strongiondifference,[Na+]+[K+]-[Cl-])가 H+이온 농도를 결정
하는 주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12이러한 강이온차이의 감소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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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증과 연관 있고,Cl-농도의 변화는 H+항상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음이온 요소이다.그러므로 생리식염수 주입에 따른 과
염소증(hyperchloremia)는 강이온차이를 감소시키고 결국 대사성산증
을 유발한다.11,24

몇몇 논문에서 중증 질환자의 소생 시에 링거액이 생리식염수에 비
해 우월하다는 보고를 하였는데,이는 아마도 중증질환자는 대개 산
성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링거액이 혈액 내의 Cl-와 pH의 변화
를 저지하는 보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1,12한편 William
등은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대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연구
를 진행한 결과,몇몇의 자원자 중에서 복통과 복부불편감,오심,복잡
한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능력저하 등이 발생하였다.10

이번 연구에서 CK가 정상수치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p=0.058),각
군당 대상 환자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 연구를 진행하면 통계학적
인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중맹검법이 아닌 단일맹검법을 사용한 연구로 환자는

치료받고 있는 수액의 종류를 알지 못하였으나 치료자는 수액의 종류
를 알고 있었다.하지만 검사실 결과를 기본으로 두 군의 차이를 비
교했으므로 치료자의 편견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횡문근융해증 치료에 있어서 초기에 대량의 수액투여와 중탄산나트

륨을 투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중맹
검법에 의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또한 몇몇 연구자
들은 요의 알칼리화 부분에 있어서도 urinepH가 6.0이상일 때 중탄
산나트륨 투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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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독시라민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의 수액요법과 관련된 의문점들
을 해소하는 첫 단계로서 두 가지 대표적인 수액제 간의 유용성을 비
교하고자 하였다.또한 향후 최적의 수액양을 찾는 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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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독시라민 중독으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 치료에서 생리식염수와 링
거액의 효과를 비교하였다.횡문근융해증 발생 후 CK가 정상수치로
떨어질 때까지의 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링거액은 중탄
산나트륨 투여 없이도 요의 pH를 알칼리로 유지할 수 있었다.또한,
다량의 링거액 투여는 과염소성대사산증을 유발하지 않았다.결과적
으로 독시라민 중독으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 치료에서 링거액은 생
리식염수보다 유용하였다.



-21-

참고문헌

1.최옥경,유지영,김무수,정구영.도시지역 응급센터를 내원한 약물
중독 환자.대한응급의학회지 1995;2:324-329.
2.HampelG,HorstkotteH,RumpfKW.Myoglobinuricrenalfailure
duetodrug-inducedrhabdomyolysis.Hum Toxicol1983;2:197-203.
3.KoppelC,TenczerJ,IbeK.Poisoning withover-the-counter
doxylaminepreparation:Anevaluationof109cases.Hum Toxicol
1987;6:355-359.
4.윤천재,오진호,구홍두,이한식.Doxylaminesuccinate과용에 대
한 고찰.대한응급의학회지 1998;9:317-322.
5.FrankelD,DolginJ,MurrayBM.Nontraumaticrhabdomyolysis
complicating antihistamine overdose. J Toxicol Clin Toxicol
1993;31:493-496.
6.박준석,윤유상,정상원,황태식,정성필,장석준,김승호.독실라민
중독시 횡문근 융해증 발생 빈도와 예측. 대한응급의학회지
2000;11:120-126.
7.TintinalliJE,KelenGD,StapczynskiJS.EmergencyMedicine.A
comprehensivestudyguide.6thed.New York:McGraw-Hill;2004.
p.1751
8.RichardsJR.Rhabdomyolysisanddrugsofabuse.JEmergMed
2000;19:51-56.
9. Better OS, Stein JH. Early management of shock and
prophylaxisofacuterenalfailureintraumaticrhabdomyolysis.N
EnglJMed1990;322:825-829.
10.WilliamsEL,HildebrandKL,McCormickSA,BedelMJ.The



-22-

effectofintravenouslactatedRinger'ssolutionversus0.9% sodium
chloridesolutiononserum osmolarityinhumanvolunteers.Anesth
Analg1999;88:999-1003.
11.ScheingraberS,Rehm M,Sehmisch C,FinstererU.Rapid
saline infusion produces hyperchloremic acidosis in patients
undergoinggynecologicsurgery.Anesthesiology1999;90:1265-1270.
12.Ho AM,KarmakarMK,ContardiLH,Ng SS,Hewson JR.
Excessiveuseofnormalsalineinmanagingtraumatizedpatientsin
shock: a preventable contributor to acidosis. J Trauma
2001;51:173-177.
13.Matthew JE,SethS,GrayO,JoathanW.Ellenhorn'smedical
toxicology:diagnosisandtreatmentofhumantoxicology2nded.
William andWilkins:1997.p888-889
14.Tan W,Herzlich BC,Funaro R,Koutelos K,Pagala M,
AmaladeviB,Grob D.Rhabdomyolysisand myoglobinuricacute
renalfailure associated with classic heatstroke.South Med J
1995;88:1065-1068.
15.WelchRD,ToddK,KrauseGS.Incidenceofcocaine-associated
rhabdomyolysis.AnnEmergMed.1991;20:154-157.
16.BrodySL,WrennKD,WilberMM,SlovisCM.Predictingthe
severity ofcocaine-associated rhabdomyolysis.Ann Emerg Med
1990;19:1137-1143.
17.Gabow PA,Kaehny WD,Kelleher SP.The spectrum of
rhabdomyolysis.Medicine1982;61:141-152.
18.김효연,최승옥,신승준.횡문근 융해증 250예의 분석.대한신장학



-23-

회지 1994;13:810-817.
19.신영태,빈기태,김성숙.횡문근 융해증에 의한 급성 신부전증의
임상양상.대한신장학회지 1994;13:818-825.
20.RonD,TaitelmanU,MichaelsonM,Bar-JosephG,Bursztein
S,Better OS.Prevention of acute renalfailure in traumatic
rhabdomyolysis.ArchInternMed1984:144:277-280.
21.PerriGC,GoriniP.Uraemiain therabbitafterinjection of
crystallinemyoglobin.BrJExpPathol1952;33:440-444.
22.SlaterMS,MullinRJ.Rhabdomyolysisandmyoglobinuricrenal
failureintraumaandsurgicalpatients:areview.JAm CollSurg
1998;186:693-716.
23.WatersJH,MillerLR,ClackS,Kim JV.Causeofmetabolic
acidosisinprolongedsurgery.CritCareMed.1999;27:2142-2146.
24.ProughDS,BidaniA.Hyperchloremicmetabolicacidosisisa
predictableconsequenceofintraoperativeinfusion of0.9% saline.
Anesthesiology.1999;90:1247-1249.
25. Dorje P, Adhikary G, Tempe DK. Avoiding iatrogenic
hyperchloremic acidosis: call for a new crystalloid fluid.
Anesthesiology.2000;92:625-626.
26.NarinsRG,BastlCP,RudnickMR.Acid-basemetabolism,in
Goncik HC,editor.CurrentNephrology.New York,NY:Wiley;
1982.p.79-130.
27.BaskettTF.Sydney Ringerand lactated ringer's solution.
Resuscitation.2003;58:5-7.
28. White SA, Goldhill DR. Is Hartmann's the solution?



-24-

Anaesthesia.1997;52:422-427.
29.Curry SC,Chang D,Connor D.Drug and toxin induced
rhabdomyolysis.AnnEmergMed1989;18:1068-1084.



-25-

AAAbbbssstttrrraaacccttt

ComparisonofRinger'slactatesoultionandnormalsalineinthe
treatmentofrhabdomyolysisinducedbydoxylamineintoxication

YoungSoonCho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ungHoKim)

The incidence of rhabdomyolysis induced by doxylamine
intoxication is reported from 5% to 57%.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rhabdomyolysis is necessary to minimize kidney
damage.Aggressiveintravenoushydration with crystalloid fluids
such as normalsaline or Ringer's lactate solution and urine
alkalization is a recommended treatment.But,large amountof
normal saline infusion may induce hyperchloremic metabolic
acido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 of Ringer's lactate solution and
normalsaline in the treatmentofrhabdomyolysis induced by
doxylamineintoxication.
Inthis15-monthslongprospectiverandomizedsingle-blindstudy,
after excluding 8 patients among 97 doxylamine-intoxicated
patients,28 patients(31%) developed rhabdomyolysis and were
randomlyallocatedtonormalsalinegroup(15patients)andRinger's
lactategroup(13patients)respectively.After12hours'ag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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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tion(300ml/h),urine/serum pH weresignificantly higherin
Ringer'slactategroup,serum Na+/Cl- weresignificantlyhigherin
normalsaline group.There were no significantdifferences in
serum K+levelandthetimetoCK normalization.Theamountof
sodium bicarbonate administered and the frequency ofdiuretics
administrationweresignificantlyhigherinnormalsalinegroup.
Unlikenormalsalinegroup,Ringer'slactategroupneededlittle

supplementalsodium bicarbonate and did notdevelop metabolic
acidosis.Inconclusion,Ringer'slactateismoreusefulthannormal
salineinthetreatmentofrhabdomyolysisinducedbydoxylamine
intox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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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rhabdomyolysis,doxylamine,normalsaline,r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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