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입원시 검사를 

통한 금단 섬망의 예측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이         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입원시 검사를 

통한 금단 섬망의 예측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이         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입원시 검사를 

통한 금단 섬망의 예측

지도교수  이 홍 식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8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이          은



이  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년  12 월  4 일



감사의 

부족한 제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식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남궁

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연구 과정에 도

움을 주신 안석균 선생님, 김재진 선생님, 이충헌 선생

님, 박성혁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 진행

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늘 저를 지지해 주시는 최문종 

선생님, 이필구 선생님,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낳아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산

과 서울의 부모님, 동생,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자 



차 례

국문요약․․․․․․․․․․․․․․․․․․․․․․․․․1

Ⅰ. 서 론․․․․․․․․․․․․․․․․․․․․․․․․1

1. 연구 배경․․․․․․․․․․․․․․․․․․․․․․1

가.알코올 의존 연구의 필요성 ․․․․․․․․․․․․․1

나.알코올 금단 섬망 치료의 중요성․․․․․․․․․․․1

2. 연구 목적․․․․․․․․․․․․․․․․․․․․․․3

II.  재료 및 방법 ․․․․․․․․․․․․․․․․․․․․4

1. 연구 대상․․․․․․․․․․․․․․․․․․․․․4

2. 연구 방법․․․․․․․․․․․․․․․․․․․․․5

3. 자료 분석․․․․․․․․․․․․․․․․․․․․․5

III. 결 과 ․․․․․․․․․․․․․․․․․․․․․․․6

1.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음주력․․․․․․․7

2. 금단 섬망군과 대조군의 임상 병리 결과 비교․․․․․․7

3.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의 위험인자․․․․․․․․8

IV. 고 찰․․․․․․․․․․․․․․․․․․․․․․․10

V. 결 론 ․․․․․․․․․․․․․․․․․․․․․․․13

참고문헌․․․․․․․․․․․․․․․․․․․․․․․․14

문요약․․․․․․․․․․․․․․․․․․․․․․․․17



- 1 -

표 차례

표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음주 관련 변인․․․․․․․․7

표 2. 임상 병리 검사 결과의 비교 ․․․․․․․․․․․․7

표 3.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에서의 금단 섬망의 예측 인자 

․․․․․․․․․․․․․․․․․․․․․․․․․․․․9



국문요약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입원시 검사를 통한 금단 섬망의 예측

 본 연구는 알코올 의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해독 치료를 위해 입원 

환자의 음주 관련 변인과 입원 첫날 시행한 혈액학적 검사 및 간기능 

검사 소견 등을 비교하여 알코올 금단 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

인을 밝히려 하 다. 

 본 연구는 1998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일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566명의 환자의 병록지 조사로 시행된 후

향적 연구 다. 대상자는 DSM-Ⅳ의 진단 기준에 따라 알코올 의존으

로 진단된 환자 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음주 관련 변인, 입원 당시의 

혈액 검사 소견 및 동반된 신체 질환을 조사하 다. 금단 섬망의 유무

에 따라 섬망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두 대상군간의 변인들의 차이

를 비교하 다. 혈색소, 빌리루빈, 금단 섬망의 과거력, 이전 해독횟수

를 잠재 위험 요인(potential risk factor)으로 선택하여 금단 섬망을 얼

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금단 섬망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혈색소, 적혈구 용적율, 혈소판이 유

의하게 낮았고, AST, γ-GT, 빌리루빈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포타슘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잠재 위험 요인 중에서는 혈색소가 낮을수록, 

빌리루빈이 높을수록, 과거에 금단 섬망의 과거력이 있을수록 금단 섬

망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 환자의 금단 섬망의 과거력, 혈색소, 혈중 빌리루빈 농도

를 통해 금단 섬망의 발생을 약 72.5%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이전 연구와 달리 신체질환의 존재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후향적 연구의 한계와 신체 문제가 

적은 환자들만이 입원하는 단과 병원의 특성으로 생긴 표집 오차 때문

일 수 있다. 그러나, 신체 질환 자체에 의한 섬망을 배제하 다는 의미

가 있겠다. 따라서, 더 일반화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앞

으로 필요하다. 

핵심되는말 : 알코올 의존․알코올 금단 섬망․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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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환자의 입원시 검사를 통한 금단 섬망의 예측

<지도교수 이 홍 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은

I. 서  론

1. 연구 배경

가. 알코올 의존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은 이미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

장 중요한 사회․보건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의존 및 음주 

관련 문제의 치료와 예방에 많은 직접․간접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1999년 통계청 발표
1
에 의하면 우리나

라 20세 이상의 성인 중 음주 인구는 64.6%로 남자 82.9%, 여자 

43.6%가 음주를 하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술은 인간 사회의 활력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각

종 사회적 문제들의 핵심에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의학적 중요

성이나 사회경제적 향력으로 볼 때 알코올 의존에 대한 연구는 가

장 중요한 의학 연구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나. 알코올 금단 섬망 치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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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의존의 금단 증상(alcohol withdrawal)은 알코올의 섭취를 

중단하 거나 줄여서 유발되는 행동, 생리, 인지적 상태의 변화이다. 

손과 혀 등의 진전(tremor)과 오심/구토, 자율신경계의 항진, 피로감, 

기립성 저혈압, 불안, 우울감, 이자극성(irritability), 환각

(hallucination)이나 착각(illusion), 두통,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

다. 운동성 경련(seizure)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피로, 

양 결핍, 신체 질환, 우울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알코올 금단 섬망(alcohol withdrawal delirium)은 단주 후 1-4일

후에 나타나는 심각한 금단 증상으로서 환각과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

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동반되는 내과적 문제는 금단 섬망

의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거나 금단 섬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알코올 

금단 섬망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해독치료(detoxification)를 받는 알코

올 의존 환자의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

우 5-15%의 높은 사망율을 보인다
2
.

    알코올 금단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벤조다이아제핀

(benzodiazepine)계 약물, 카바마제핀(carbamazepine)과 같은 항경련제

(anticonvulsant), 클로니딘(clonidine), 베타차단제(β-blocker) 등이 사

용된다. 이중, 알코올 금단 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은 벤조다이아

제핀 뿐이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치료 안전 지수(therapeutic 

safety index)가 높고, 경구 및 정주로 투여하기 용이하며, 자체의 항

경련효과(anticonvulsant property)를 가지고 있고, 알코올 금단 섬망

의 예방에 효과가 좋으므로 알코올 금단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3
.

    그러나, 해독 치료시 과도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의 사용이 과

진정작용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의존 가능성이 높은 알코

올 의존 환자에게 벤조다이아제핀 의존을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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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벤조다이아제핀 사용을 줄이자는 주장도 있

다
4
.
 
 Saitz 등

5
은 금단 증상의 정도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용량의 

벤조다이아제핀을 투여함으로써 기존의 표준 치료 요법(standard 

treatment regimen)보다 벤조다이아제핀의 용량을 줄이고 해독 기간

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연구 목적

    알코올 금단 섬망 발생의 위험 인자를 예측하는 것은 불필요한 

벤조다이아제핀 사용량과 기간이 줄이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해독 치

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직 국내외에서 알코올 금단 섬

망의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금단 섬망의 과거력 및 해독횟수가 금단 섬망 발생의 위험

인자로서 제시된 바 있다
6,7,8

. 또한 Fergurson 등
9
은 급성 신체 질환의 

유무와 마지막 음주 후의 경과 시간이 금단 섬망 발생의 중요한 요인

이라고 보고하 고 Wetterling 등
10
은 혈중 염화물(chloride)이나 포타

슘(potassium) 농도의 감소, 혈중 ALT나 γ-GT농도의 증가, 운동실조

(ataxia)와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등이 위험인자라고 보고

하 다. 국내에서는 금단 섬망이 발생한 환자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낮고, 술을 매일 마시고, 단주 의지가 약하고, 기능 수준이 

떨어지며 동반된 신체 질환이 많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으

나
11
, 이는 금단 섬망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국한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의 병록지를 

자료로 후향적 연구로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대상을 알코올 금단 섬망의 발생 유무에 따라 금단 섬망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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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으로 분류하고 두 군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나이, 학력), 음

주 관련 변인(음주기간, 음주 형태, 해독치료 횟수, 금단 섬망의 과거

력), 입원 첫날의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일반 화학 검

사 및 동반된 신체 질환의 유무에 대상군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는 독립변수들이 금단 섬망의 발생을 얼

마나 설명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전의 연구에서 금단 

섬망의 위험 인자로 제시된 바 있는 금단 섬망의 과거력, 해독횟수가 

금단 섬망 발생의 위험인자로서 제시되었으므로
6,7,8,12 

금단 섬망의 과

거력과  해독횟수, 빌리루빈을 잠재 위험 요인으로 선택하여 분석시 

고려하 다. 

    입원 당시 얻는 정보로 섬망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고위

험군에서는 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저위험군에서는 불필요한 

벤조다이아제핀의 사용을 줄이고 해독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1998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일 정신병원에서 알

코올 의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566명의 병록지를 대상으로 하

다. 2인의 정신과 의사에 의해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

판
13
의 진단 기준에 따라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기질성 정신장애, 주요 정신증, 정신 지체, 기타 약물 남용의 

진단이 동반된 환자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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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금단 섬망의 유무에 따라 금단 섬망군과 대조군으로 분류

하 다. 금단 섬망군은 독립 변수가 금단 섬망의 발생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기 위하여 입원시 이미 금단 섬망이 있었던 6명은 제외하여 

총 40명으로(남자 37명, 여자 3명) 구성되었다. 섬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520명은 금단 섬망군과 나이, 성별, 음주 기간, 음주 형태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t=0.204, p=0.839; Fisher's test 결

과 p=0.605; t=0.380, p=0.705; χ
2
= 1.147, p=0.284). 따라서, 520명 중 

금단 섬망군과 나이, 성별, 음주기간, 음주 형태를 짝짓기 표본으로 40

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선택하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환자 병록지 조사를 통한 후향적 연구로서 연구 대상

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나이, 학력), 음주 관련 변인(음주 기간, 

음주 형태, 해독 치료 횟수, 금단 섬망의 과거력), 입원 당시의 일반 

혈액 검사(혈색소, 적혈구용적율, 평균 적혈구 용적, 혈소판), 간기능 

검사(AST, ALT, γ-GT, 빌리루빈, 알부민, 암모니아), 전해질 검사

(Na, K), 일반 화학 검사(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아 라아제) 소견 

및 동반된 신체 질환 유무를 조사하 다. 입원 환자 중 한 번의 입원

으로 끝난 경우는 그 당시의 병록지를 조사하 고 한 환자가 조사 기

간 중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는 첫 번째 입원 기간 동안의 병록지로 

자료를 분석하 다. 

3.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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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망군과 대조군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음주 관련 변인, 일반 혈

액 검사, 간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일반 화학 검사 및 동반된 신체 

질환 유무를 t 검정 및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각각의 변인들이 금단 섬망의 발생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 다. 잠재 위험 

요인으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 던 변인인 섬망의 과거력, 혈

색소와 빌리루빈, 이전 해독횟수를 선택하 다. 혈액학적 자료들 중 

혈색소와 적혈구 용적율(r=0.982, p<0.01), 혈색소와 혈소판(r=0.274, 

p<0.05), 적혈구 용적율과 혈소판(r=0.293, p<0.05) 등은 서로간에 정

적 상관을 보 으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혈액학적 검사를 대표한

다고 판단되는 혈색소를 잠재위험요인으로 선택하 다. 한편, 간기능

검사 값 중 ALT와 AST 보다는 빌리루빈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심각

도를 더 잘 반 하고 위험인자로서 중요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
14
를 

참조하여 빌리루빈을 잠재위험요인으로 선택하 다. 모든 유의 수준

은 0.05 미만으로 하 고,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III.  결   과

1.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음주력

연구 대상의 평균연령은 46.0세 고, 남자가 74명, 여자가 6명이었

다. 금단 섬망군이 대조군보다 섬망의 과거력의 존재 비율이 더 높은 

것 외에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 음주 관련 변인에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각 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음주력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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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음주 관련 변인

섬망군

(n=40)

대조군

(n=40)
t/x

2
p

나이(세) 46±9.8 46±9.8 0.000 1.000

성별(% 남자) 92.5(%) 92.5(%) 0.000 1.000

음주 기간(년) 14.1±10.1 13.3±10.0 0.366 0.715

교육기간(년) 10.9±4.2 11.2±3.6 -0.375 0.709

음주 행태

Continuous 87.5(%) 87.5(%) 0.000 1.000

Binge 12.5(%) 12.5(%)

해독치료 횟수 3.3±7.0 1.6±2.7 1.44 0.154

섬망의 과거력(%) 35 7.5 9.038 0.005

경련의 과거력(%) 25 15 1.250 0.402

신체질환의 과거력(%) 33 35 0.056 1.000

두부 외상의 과거력(%) 13 18 0.392 0.755

   

2.  금단 섬망군과 대조군의 임상 병리 결과 비교

금단 섬망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혈액 검사 소견인 혈색소(t=3.221, 

p<0.05), 적혈구 용적율(t=3.521, p<0.05), 혈소판(t=2.198, p<0.05)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간기능지수인 AST(t=-2.074, p<0.05), γ

-GT(t=-2.231, p<0.05), 빌리루빈(t=-2.654, p<0.05)은 유의미하게 높

았으며, 전해질 농도 중에서는 포타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t=2.234, 

p<0.05)(표 2).

표 2. 임상 병리 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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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치
섬망군

(n=40)

대조군

(n=40)
t p

Hemoglobin(g/dl)
M: 14-18

F: 12-16
12.9±1.36 14.0±1.62 3.221 0.002

Hematocrit(%)
M: 42-52

F: 37-47
38.6±4.42 42.3±5.13 3.521 0.001

MCV(μ
3
/dl)

M: 80-94

F: 81-99
95.4±4.64 94.1±5.02 -1.161 0.249

Platlet(10
3
/dl) 130-400 183±102 230±85 2.198 0.031

AST(IU/L)
M: 8-30

F: 8-28
107±79 74±63 -2.074 0.042

ALT(IU/L)
M: 8-30

F: 8-28
55±50 49±41 -0.560 0.577

r-GT(IU/L)
M: 0-30

F: 0-25
328±343 185±198 -2.231 0.029

Bilirubin(g/dl) 0.2-1.2 1.7±1.1 1.1±0.6 -2.654 0.010

NH3(μg/dl) 70-120 149±58 128±40 -1.825 0.072

Albumin(g/dl) 3.3-5.3 3.9±0.4 4.1±0.5 1.824 0.072

BUN(mg/dl) 5-25 10.2±5.5 11.7±4.9 1.336 0.185

Creatinine(mg/dl) 0.5-1.4 0.95±0.68 0.87±0.19 -0.712 0.478

Amylase(U/dl) 60-180 150±133 97±68 -1.660 0.107

Sodium(mmol/L) 135-145 142±5 144±3 1.805 0.075

Potassuim(mmol/L) 3.5-5.5 3.57±0.57 3.82±0.41 2.234 0.028

3.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의 위험인자

금단 섬망의 과거력, 혈색소, 빌리루빈, 해독횟수가 포함된 모델의 

예측변수 -2 log likelihood는 85.54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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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x
2
=25.358, df=4, p=0.000).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전반적 분

류 정확도는 72.5%이었다. 즉, 상기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은 금단 

섬망 발생 환자 40명중 32명(80.0%)을 금단 섬망이, 8명(20.0%)을 금

단 섬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금단 섬망이 발생

하지 않은 40명중 26명(65%)을 금단 섬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14명(35%)을 금단 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내에서 각각의 예측 요인들 중 금단 섬망의 과

거력(p<0.05), 혈색소치(p<0.05), 빌리루빈치(p<0.05)가 금단 섬망의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혈색

소와 빌리루빈이 일정할 때 금단 섬망의 과거력의 존재는 없는 경우 

보다 금단 섬망의 발생 확률이 5.85배 증가하 다. 금단 섬망의 과거

력과 빌리루빈이 일정할 때 혈색소가 1 감소하면 금단 섬망의 발생 

확률이 1.52배 증가하 다. 그리고 금단 섬망의 과거력과 혈색소가 일

정할 때 빌리루빈이 1 증가하면 금단 섬망의 발생 확률이 2.188배 증

가하 다(표 3).

표 3.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에서의 금단 섬망의 예측 인자

B S.E. Wald df p Exp(B)(C.I.
*
)

섬망의 

과거력
1.768 0.745 5.630 1 0.018

5.859

(1.360-25.245)

Hemoglobin -0.418 0.187 4.981 1 0.026
0.658

(0.456-0.950)

Bilirubin 0.783 0.343 5.222 1 0.022
2.188

(1.118-4.283)

해독 횟수 0.105 0.074 1.992 1 0.158
1.110

(0.960-1.284)

* : 신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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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금단 섬망군은 대조군에 비해 섬망의 과거력이 

많았으며 혈색소, 적혈구 용적률, 평균 적혈구 용적, 혈소판 수치는 더 

낮았다. 간기능 검사에서는 AST, r-GT, 빌리루빈의 농도가 더 높았

고 전해질 검사에서 포타슘의 농도가 더 낮았다. 이들 중 금단 섬망

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변인들로는 혈색소, 빌리루빈, 금단 

섬망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혈색소치가 낮을수록, 혈중 빌리루빈값이 

높을수록 금단 섬망의 과거력이 있을수록 금단 섬망이 잘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금단 섬망의 과거력이 있을수록 금단 섬망이 잘 발생

하 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
6,7,8

와도 일치하는 소견이다. 과거의 

연구에서도 많은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금단 증상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록 금단 증상의 정도가 알코올 금단 발작이나 알코올 금단 섬망 등

으로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의 악화는 점화 

이론(kindling hypothesis)으로 설명될 수 있다
15
. 즉, 금단 증상을 겪

을수록 뇌세포의 흥분성(neuronal excitability)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로 인해 금단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혈중 빌리루빈 농

도와 금단 섬망의 발생을 예측하는데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간질환이 금단 섬망의 발생에 중요하지 않다는 보고

가 있었으나
16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간질환과 금단 섬망 발생의 높은 

연관을 보고하고 있다
10,17,18,19

. 일반적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ALT보다는 AST가 더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enon 등
14

은 AST나 ALT보다 빌리루빈 농도가 알코올성 간질환의 심각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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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를 더 잘 반 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ALT는 대상군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AST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AST는 

금단 섬망의 발생을 예측하는데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빌리루빈은 유

의한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혈중 빌리루빈 농도와 금단 섬망의 발생

사이에 높은 연관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간질환이 심할수록 금단 

섬망이 더 잘 발생함을 지지할 수도 있겠다. 대조군에 비해 금단 섬

망군에서 혈중 포타슘 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0,20

. 혈중 포타슘의 저하는 알코올 금단 기간중의 구

토나 탈수에 의해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색소가 금단 섬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과 금단 섬망과의 관계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

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
21,22

. Hemmingsen등
22
은 금단 섬망 발생군에서 

혈색소가 유의하게 낮았지만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하 으며, 이러

한 현상은 알코올 환자에게 입원시 대개 수액을 공급하므로 혈액 희

석에 의해 혈색소치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금단 섬망군과 대조군 모두 수액을 공급받은 상태 고 금단 섬

망군의 혈색소치가 대조군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상 범위보다도 낮은 

결과를 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금단 섬망군이 보인 빈혈은 혈

액 희석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속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골수의 혈액 

생성 억제와 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23
. 뇌혈

류량과 뇌의 산소 공급이 금단 섬망 발생의 중요한 인자라는 보고도 

있는데
16
, 빈혈과 탈수가 동반된 경우 뇌의 산소 공급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알코올로 손상받은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내의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을 것이다. 빈혈로 인한 뇌의 산소 공급의 저하가 GABA, glut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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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알코올 금단 증상 발생과 관련되는 신경전달물질 체계와 칼슘통

로체계(calcium channel system)의 기능 이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와 이전 연구가 다른 점은 대상군 사이에 신체 질환의 유

무에 따른 금단 섬망 발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동반되는 신체 질환이 있을 때 금단 섬망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관

찰되었다
24
. 또한, 금단 섬망이 수술 병동이 있는 종합 병원에서 자주 

관찰되어 신체 질환이 금단 섬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

다고 제시되었다
25
. 금단 섬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내과적 

질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 폐렴 등의 감염, 사고에 의한 외상, 수술 등

이 있는데 본원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이는 정신과 단과 병원의 입

원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심한 내․외과적 질환이 동

반된 환자는 입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체 질환 자체

에 의한 섬망을 배제한 채 섬망의 위험요인을 찾아보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다.  더 일반화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앞

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이번 연구가 후향적 연구로서 자

료를 병록지에 의존하 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도는 알 수 없지만 

환자나 정보 제공자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거나 동반 신체 질환, 마지

막 음주로부터의 경과 시간과 같은 음주관련요인에 대한 정보가 누락

되었을 수 있다. 둘째,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의존 환자만

을 대상으로 하 으므로 다양한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전향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금단 섬망 발생의 위험 인자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정신과 전

문 병원을 포함한 종합 병원에 입원하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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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입원시 혈색소, 빌리루빈의 농도와 금단 섬망

의 과거력을 통해 알코올 금단 섬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금단 섬망의 고위험군에게는 맞춤 치료를 통해 섬망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고 저위험군에서는 불필요한 벤조다이아제핀의 사용

을 줄이고 해독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V. 결   론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입원 첫날 시행한 혈색소, 적혈구용적율, 혈

소판은 이후 섬망이 발생한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

았고, AST, γ-GT, 빌리루빈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포타슘은 유의

하게 낮았다. 금단 섬망의 과거력, 혈색소, 혈중 빌리루빈 농도를 통해 

금단 섬망의 발생을 약 72.5%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금단 섬망의 

과거력, 빈혈, 간기능의 저하 등이 금단 섬망의 위험인자라는 이전의 

연구와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이전 연구와 달리 신체질환의 존재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후향적 연구의 한계와 신체문제

가 적은 환자들만이 입원하는 단과 병원의 특성으로 생긴 표집 오차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신체 질환 자체에 의한 섬망을 배제하 다는 

의미가 있겠다. 따라서, 더 일반화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

가 앞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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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Factors for Delirium Tremens in In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Eu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 Sik Lee)

 Alcohol withdrawal delirium is a serious disease which can appear 

in 5% of alcohol dependence patients and show high mortality rate 

of 5-15% if not treated proper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risk factors which can predict the development of 

alcohol withdrawal delirium with informations easily available.

 The authors reviewed 566 charts of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for alcohol dependence in DSM-Ⅳ criteria. Patients were 

divided into withdrawal delirium group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alcohol withdrawal delirium. We compared 

sociodemographic variables, drinking histories, hematologic tests, 

liver function tests, electrolytes, blood chemistry and somatic 

diseases between two groups. In addition, we used logistic 

regression to predict risk factors for alcohol withdrawal delirium 

among potential risk factors.

 Alcohol withdrawal delirium group showed significant lower 

hematocrit, MCV and platelet counts than control group. Alcohol 

withdrawal delirium group showed significant higher ALT, γ-GT 

and bilirubin level than control group. Alcohol withdrawal delirium 

group showed signifcant lower potassium level than control group. 

Among potential risk factors, low hematocrit, high bilirubin level 



- 18 -

and presence of past withdrawal delirium history ar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lcohol withdrawal delirium.

 We showed that the prediction of development of alcohol 

withdrawal delirium with informations easily available at the 

admission is possible. These risk factors will help screening of 

high risk patients of alcohol withdrawal delirium. Therefore, 

individualization of alcohol detoxification would be possible. 

KEY WORDS : Alcoholism․Alcohol withdrawal delirium․Risk 

fa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