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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에서 심장독성의 특징 

 

<지도교수 김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차 용 성 

 

배경 및 목적: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심장독성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서 나타나는 심장독성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6 년 1 월부터 2012 년 2 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은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결과: 심장독성을 보인 경우는 총 50 명(20.0%)이었다. Troponin I 가 상승한 군에서 

수치가 정상화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65.0(사분위수 44.0-96.0)시간이었고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11.0(사분위수 4.5-18.5)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장독성 군에서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은 7.5(사분위수 3.7-10.0)시간 비 심장독성 

군은 3.0(사분위수 1.0-7.5)시간이었다(p<0.001). 시행한 혈액검사상 염기과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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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독성 군에서 –4.8(사분위수-7.5—-1.5)mmol/L, 비 심장독성 군에서 -

2.0(사분위수-3.9--0.5)mmol/L 로 두군 간의 차이를 나타냈고(p<0.001) 젖산염의 

경우도 3.84(사분위수 1.88-6.36)mmol/L, 1.90(사분위수 1.35-3.23)mmol/L 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또한 CK-MB, CK, BNP 등 모두 심장독성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합병증으로 횡문근융해증은 심장독성 군에서 54.5%, 비 심장독성 

군에서 8.4%로 나타났고(p <0.001) 폐렴은 심장독성 군에서 9.1%, 비 심장독성 

군에서 0.6%로 나타났다(p =0.009). 또한 화상은 심장독성 군에서 9.1%, 비 심장독성 

군에서 1.9%로 나타났고(p=0.044) 급성 신손상은 심장독성 군에서 4.5%, 비 심장독성 

군에서 0%로 나타났다(p =0.048). 심장독성의 예측인자는 남성(OR 3.341, 95% CI 

1.171-9.531), GCS≤14(OR 9.920, CI 3.763-26.150),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이 2 시간 

이상(OR 7.743, CI 1.610-37.238)인 군으로 나타났다(P<0.05). 총 입원일수의 경우 

3.5(사분위수 0.0-7.0)일, 0.0(사분위수 0.0-2.0)일로 두군 간의 차이가 

있었고(p<0.001) 중환자실 입원일수 또한 0.0(사분위수 0.0-1.25)일, 

0.0(사분위수 0.0-0.0)일로 두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결론: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에서 심장독성은 20%에서 나타났다. 심장독성 군에서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이 길었고 내원시 의식저하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심장독성 군에서 염기과잉은 낮게 그리고 젖산염, CK-MB, CK, BNP, WBC, AST 수치가 

높았다. Troponin I 가 상승한 경우 정상화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65.0(사분위수 44.0-96.0)시간이고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11.0(사분위수 4.5-

18.5)시간이었다. 심장독성 예측인자로 남성, GCS≤14 CO 노출시간이 2 시간 이상이 

있다. 심장독성 군에서 총 입원일 수와 중환자실 입원일수가 길다.  

핵심되는 말: 일산화탄소 중독, 심장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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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산화탄소는 탄화수소의 불완전 산화에 의해 생성되며 무색, 무향, 무자극 

가스로서 대기 중에 0.001% 존재한다.
1
 연소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재, 석탄, 화재연기, 산업용매, 자동차 매연가스, 

담배연기, 비닐 플라스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2,15

 흡연 또한 중요한 

일산화탄소의 생성원이다. 비흡연자들은 혈액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의 

농도가 3%미만인 것에 비해 흡연자들은 혈액내 CO-Hb 의 농도가 보통 10%정도로 

나타나고 많게는 15%이상 나올 수 있다.
1
 

미국에서는 매년 4 만 명의 환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에 내원한다고 

한다.
1,8,17

 일산화탄소 중독은 미국에서도 가장 흔한 중독 관련 사망의 원인이고 또한 

중독과 관련된 후유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다.
3,4 

비의도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도 매년 500 명 가량 사망하고 고의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은 5-10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1,18

 현재까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0-31%로 알려져 

있다.
17,19,20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명인들의 자살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용되면서 자살의 도구로 

사용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 한편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많이 줄고 있어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환자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산화탄소의 독성은 조직의 저산소화와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통해 나타난다. 

일산화탄소는 혈색소에 결합하기 위해 산소와 경쟁적으로 결합한다. 일산화탄소와 

혈색소의 친화성은 극히 강하여 산소보다 250 배의 세기로 결합한다. 이 결과로 

조직에 산소의 전달이 감소되고 세포에 저산소가 초래된다.
1
 하지만 혈색소와 



- 2 - 

 

일산화탄소의 높은 결합력으로 생기는 일련의 과정으로만 모든 병태 생리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조직인 뇌, 심장, 근육과 콩팥에 

특히 손상을 쉽게 입힌다. 많은 생존자들이 증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심한 신경 정신학적 악화, 지연성 

뇌병증, 일산화탄소 중독 후 증후군(post-carbon monoxide poisoning syndrome)과 

파킨슨 증후군 등이다.
5-7
 물론 심한 중독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의식변화, 허약 등이 있을 수 있다.
1,8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의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인 심장독성은 CO-Hb 의 생산에 의한 저산소증, 심근세포의 

호흡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일산화탄소의 악영향 그리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관상동맥의 기능적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9-13 

하지만 이런 심장 독성에 

관해서는 심전도 변화, 심근 기능이상, 심근경색 등의 증례보고 등이 대부분이다.
21-30

 

한편 국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에 관한 심장 독성의 발생률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에서 심장효소가 상승하거나 허혈성 심전도 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일반적인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심장독성을 보이는 군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나타나는 심장독성의 유병률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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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 년 1 월부터 2012 년 2 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281 명의 환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그 

중 제외 대상은 18 세 미만(0 명), 이전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 질환 과거력(8 명), 

troponin I(19 명)나 심전도(2 명)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도착 당시 

심정지(2 명)로 온 환자이다. 따라서 총 281 명의 환자 중 31 명이 제외되고 250 명이 

포함되었다(Figure 1). 

 

Figure 1. Inclusion criteria 

 

 

():numbers included criteria 

CO poisoning  

281 cases 

Inclusion  

250 cases 

 

Exclusions 

 less than 18 years old (0) 

 coronary disease history (8) 

 not checked Tn I (19)  

 not checked ECG (2) 

 arrest on arrival at ED (2) 

 Total 31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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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자료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을 작성하였고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2-1 임상적 특징 

나이, 성별, 중독원인,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 과거력, 흡연유무, 내원시 증상, 

내원시 의식상태(Glasgow Coma Scale[GCS]), 내원시 생체 징후, 고압산소치료 여부 

및 횟수, 치료 기간 중 합병증 등을 조사하였다.  

 

2-2 혈액검사 

혈액 검사로써 동맥혈검사, 젖산염(lactate),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 

심장효소(CK-MB, troponin I), Creatine kinase(CK), B-type natriuretic 

peptide(BNP), 전체혈구계산(complete blood count[CBC])상 백혈구(WBC)와 

혈색소(Hb), 간효소 수치로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등을 조사하였다. 

 

2-3 심전도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심전도를 응급실에서 시행하였고 정상 

동성 리듬, 동성 빈맥, 허혈성 심전도 변화, 비특이적 ST-T 분절 변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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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심장독성의 정의와 고압 산소 치료의 적응증 

심장 독성은 병원 내원 후 troponin I 의 상승(≥0.7 ng/mL)을 보이거나 심전도 

상 허혈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는 새로운 ST 

분절상승 1mm 이상, 새로운 ST 분절하강 0.5mm 이상, T 파 역전 2mm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2
 

고압 산소 치료의 적응증은 내원시 CO-Hb 농도와 관련없이 의식변화, 경련, 

국소적 신경학적 결손, 허혈성 흉통, 심전도 변화, 새로운 부정맥 출현 또는 

저혈압을 보이는 경우와 CO-Hb 농도가 40%이상인 경우 그리고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 과거력, 60 세 이상, 2 시간 이상의 일산화탄소노출, Hb 10 미만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며 CO-Hb 농도가 25% 이상인 환자에게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원의 

고압산소탱크는 환자의 생체징후를 모니터 할 수 없어 기도 삽관을 하고 있거나 생체 

징후가 불안정한 환자는 시행 할 수 없었다. 

 

2-5 예후 

 환자의 예후를 비교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 및 총 입원일수, 사망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환자들에 대한 자료 분석을 위해 윈도우용 통계 프로그램 SPSS for Windows (ver. 

18.0 K,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각 군별 측정된 자료는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로 표기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사분위수])로 표기 하였다. 두군의 비교를 위해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한 검정을 시행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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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모두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test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상관분석을 다변량 분석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p 값이 

0.05미만일 경우 유의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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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일반적인 특징 

총 250 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선택되었고 남자는 129 명(51.6%)이었다. 연령은 

18 세부터 87 세까지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51(사분위수 37-68)세 이었고 

47 명(16.7%)의 환자가 의도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 되었다. 평균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은 4.0(사분위수 1.0-8.0)시간이었고 내원시 CO-Hb 농도는 13.55(사분위수 4.90-

27.50)% 이었다. 

총 66 명(26.4%)의 환자에서 흡연력이 있었으며 당뇨는 31 명(12.4%), 고혈압은 

69 명(27.6%), 고지혈증은 1 명(0.4%)이었다. 내원시 환자들의 증상으로는 두통 

83 명(33.2%), 어지러움 82 명(32.8%), 의식저하 80 명(32.0%), 호흡곤란 41 명(16.4%) 

순이었다. 그 이외에 흉통, 오심, 구토, 경련, 기력감퇴, 마비, 실어증, 기억상실 

등이 있었다.  

심전도에서는 정상 동성 리듬이 136 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동성 

빈맥 38 명(15.2%) 순이었다. 허혈성 심전도 변화를 보인 경우는 9 명(3.6%)이었다. 

내원시 수축기 혈압은 127(사분위수 114-144)mmHg 로 나타났고 평균 GCS 는 

15(사분위수 13-15)이었다(Table 1). 

CK-MB 와 troponin I 는 1.63(사분위수 0.68-5.35)ng/mL 과 0.017(사분위수 

0.006-0.101)ng/mL 이었다. 시행한 동맥혈 검사상 pH 와 염기과잉(base excess[BE])은 

7.41(사분위수 7.38-7.43)과 -2.50(사분위수 -4.77--0.60)mmol/L 이었고 lactate 는 

2.06(사분위수 1.44-3.94)mmol/L이었다. 

전체혈구계산 상 WBC 9200(사분위수 6220-12880), Hb 14.0(사분위수 12.7-

15.2)g/dL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 효소 수치 상 AST 28.0(사분위수 22.0-45.0)U/L, 

ALT 23.0(사분위수 15.0-31.0)U/L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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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이후 합병증으로는 횡문근융해증 37 명(14.8%), 화상 7 명(2.8%), 폐렴 

5 명(2.0%),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AKI]) 2 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총 입원일수는 0(사분위수 0-3)일로 나타났다. 

총 1명(0.4%)의 환자가 사망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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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 poisoning patients 

Characteristics Data 

Age(yrs) 51(37-68)
* 

Sex(male) 129(51.6%) 

Intentional poisoning 42(16.8%) 

CO exposure time(hrs) 4.0(1.0-8.0)
* 

Underlying disease  

DM 31(12.4%) 

HTN 69(27.6%) 

Hyperlipidemia 1(0.4%) 

Smoker 66(26.4%) 

Chief complaint  

Headache 83(33.2%) 

Dizziness 82(32.8%) 

Mental change 80(32.0%) 

Dyspnea 41(16.4%) 

Chest pain 15(6.0%) 

ECG  

Normal sinus rhythm 136(54.4%) 

Sinus tachycardia 38(15.2%) 

Ischemic change ECG  
ST elevation 2(0.8%) 

ST depression 4(1.6%) 

T wave inversion 3(1.2%) 

Troponin I elevation 43(17.2%) 

Initial troponin I elevation 31(12.4%) 

Cardiac injury 50(20.0%)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7(114-144)
*
 

GCS 15(13-15)
* 

Complication  
Rhabdomyolysis 37(14.8%) 

Burn 7(2.8%) 

Pneumonia 5(2.0%) 

Acute kidney injury 2(0.8%) 

Outcome  
Total admission(days) 0(0-3)

* 

Mortality 1(0.4%) 
*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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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boratory findings of CO poisoning patients 

Characteristics Data 

CO-Hb(%) 14.40(5.07-28.35)
* 

CK-MB(ng/mL)  1.63(0.68-5.35)
* 

Troponin I(ng/mL) 0.017(0.006-0.101)
* 

CK(U/L) 146(86-399)
* 

BNP(pg/mL)   27.60(10.60-75.00)
* 

pH  7.41(7.38-7.43)
* 

PaO2(mmHg)  102(83-137)*
 

Base excess(mmol/L) -2.50(-4.77--0.60)
* 

Lactate(mmol/L) 2.06(1.44-3.94)
* 

WBC 9200(6220-12880)
* 

Hb(g/dL) 14.0(12.7-15.2)
* 

AST(U/L) 28.0(22.0-45.0)
* 

ALT(U/L) 23.0(15.0-31.0)
* 

*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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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장독성 유무에 따른 특징 

내원 시부터 입원 일 동안 troponin I 의 상승(≥0.7ng/dL)을 보인 경우는 

43 명(17.2%)이었고 허혈성 심전도 변화를 보인 경우는 총 9 명(3.6%)이었다. ST 분절 

상승 2 명(0.8%), ST 분절 하강 4 명(1.6%), T 파 역전 3 명(1.2%)이었다. 심전도 

변화와 troponin I 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2 명(0.8%)이었다. 따라서 

심장독성을 보인 경우는 총 50명(20.0%)이었다. 

Troponin I 가 상승한 군에서 내원시 상승한 군은 31 명(72.1%), 내원 후 상승한 

군은 12 명(27.9%)이었다. 수치가 정상화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65.0(사분위수 

44.0-96.0)시간이었고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11.0(사분위수 4.5-

18.5)시간이었다(Table 3). 또한 troponin I 가 상승한 군에서 일별 troponin 

I 수치를 보면 내원일 1.216(사분위수 0.673-2.675)ng/dL, 1 일차 2.977(사분위수 

1.375-5.498)ng/dL, 2 일차 1.648(사분위수 0.685-3.570)ng/dL, 3 일차 

0.973(사분위수 0.737-2.116)ng/dL, 4 일차 0.533(사분위수 0.310-1.192)ng/dL 으로 

나타났다(Figure 2). 

 

 

 

 

 

 

 

 

 

 



- 12 - 

 

Table 3. Time of normalization and peak level of troponin I in troponin 

I elevated group 

 Time 

Normalization in Troponin I(hrs) 65.0(44.0-96.0)
*
 

Peak level in Troponin I(hrs) 11.0(4.5-18.5)
*
 

*
IQR(interquartile range) 

 

 

 

 

 

 

Figure 2. Daily pattern of troponin I in troponin I elevated group 

 

 

HD:hospita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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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 간에는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심장독성 군에서 노출 

시간은 7.5(사분위수 3.7-10.0)시간이었고 비 심장독성 군에서는 3.0(사분위수 1.0-

7.5)시간이었다(p<0.001).  

내원시 환자가 보인 증상 중 의식 저하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35(70.0%), 비 

심장독성 군에서 45(22.5%)로 나타났고(p<0.001) 내원시 GCS 는 심장독성 군에서 

11(사분위수 7-15)이었고 비 심장독성 군에서 15(사분위수 15-15)로 

나타났다(p<0.001). 흉통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0(0%), 비 심장독성 군에서 

15(7.5%)로 나타났다(p=0.047). 두군 간의 수축기 혈압은 심장독성 군에서 

122(사분위수 110-143)mmHg, 비 심장독성 군에서 130(사분위수 114-144)mmHg 로 

나타났다(p=0.174).(Table 4) 

두군 간의 심장 효소 결과는 CK-MB 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12.78(사분위수 

6.29-25.33)ng/mL, 비 심장독성 군에서는 1.14(사분위수 0.60-2.51)ng/mL 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고(P<0.001) troponin I 의 경우도 0.94(사분위수 0.36-

2.21)ng/mL 와 0.01(사분위수 0.01-0.03)ng/mL 로 나타났다(p<0.001). BNP 의 경우 총 

67 명(26.8%)에서 시행되었고 두군 간에 68.7(사분위수 30.4-134.0)pg/dL 과 

16.6(사분위수 8.9-56.7)pg/dL 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p=0.002). 그리고 CK 의 

경우 717.0(사분위수 187.5-3331.5)U/L, 124.0(사분위수 78.5-216.7)U/L 로 두군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Table 5) Troponin I 가 상승한 환자에서 

최고치로 측정된 troponin I 값과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 CO-Hb, 나이, GCS, lactate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Table 

6).  

내원시 동맥혈 검사상 PaO2 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93.7(사분위수 73.8-

133.0)mmHg, 비 심장독성 군에서 103.9(사분위수 86.4-138.1)mmHg 로 

나타났다(p=0.065). BE 의 경우 –4.8(사분위수 -7.5—-1.5)mmol/L, -2.0(사분위수 -



- 14 - 

 

3.9--0.5)mmol/L 로 두군 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고(p<0.001) lactate 의 

경우도 3.84(사분위수 1.88-6.36)mmol/L, 1.90(사분위수 1.35-3.23)mmol/L 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 전체혈구계산 상 WBC 는 심장독성 군 

12340(사분위수 7225-17285), 비 심장독성 군 8800(사분위수 6212-11712)로 

나타났고(p<0.001) 간 효소 검사상 AST 는 46(사분위수 32-85)U/L, 26(사분위수 21-

40)U/L 으로 나타났다(p<0.001).(Table 5) 

두군 간의 합병증에도 차이가 있었다. 횡문근융해증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24(54.5%), 비 심장독성 군에서 13(8.4%)로 나타났고(p <0.001) 폐렴의 경우도 

심장독성 군에서 4(9.1%), 비 심장독성 군에서 1(0.6%)로 나타났다(p=0.009). 또한 

급성 신손상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2(4.5%), 비 심장독성 군에서 0(0%)로 

나타났다(p=0.048).(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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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 poisoning patients according to 

cardiac injury 

Characteristics Cardiac injury(n=54) Non cardiac injury(n=227) p-value 

Age(yrs) 57.0(37.7-71.0)* 50.5(37.0-67.0)* 0.269 

Sex(male) 32(64.0%) 97(48.5%) 0.050 

Intentional poisoning 12(27.9%) 30(15.5%) 0.053 

CO exposure time(hrs) 7.5(3.7-10.0)* 3.0(1.0-7.5)* <0.001 

Underlying disease    

DM 8(16.0%) 23(11.5%) 0.388 

HTN 18(36.0%) 51(25.5%) 0.137 

Smoker 15(33.3%) 51(27.6%) 0.443 

Chief complaint    

Headache 8(16.0%) 75(37.5%) 0.004 

Dizziness 7(14.0%) 75(37.5%) 0.002 

Mental change 35(70.0%) 45(22.5%) <0.001 

Dyspnea 5(10.0%) 36(18.0%) 0.363 

Chest pain 0(0%) 15(7.5%) 0.05 

GCS 11(7-15)* 15(15-15)*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122(110-143)* 130(114-144)* 0.174 

Complication    

Rhabdomyolysis 24(54.5%) 13(8.4%) <0.001 

Burn 4(9.1%) 3(1.9%) 0.044 

Pneumonia 4(9.1%) 1(0.6%) 0.009 

Acute kidney injury 2(4.5%) 0(0%) 0.048 

Outcome    

Total admission(days) 3.5(0.0-7.0)* 0.0(0.0-2.0)* <0.001 

ICU admission(days) 0(0-1.25)* 0(0-0)* <0.001 

Mortality 1(2.0%) 0(0%) 0.203 

*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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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aboratory findings of CO poisoning patients according to 

cardiac injury 

Characteristics Cardiac injury(n=54) Non cardiac injury(n=227) p-value 

CO-Hb 15.9(8.2-28.9) 14.0(4.6-28.4)* 0.317 

CK-MB 12.78(6.29-25.33) 1.14(0.60-2.51)* <0.001 

Troponin I 0.94(0.36-2.21) 0.01(0.01-0.03)* <0.001 

CK 717.0(187.5-3331.5) 124.0(78.5-216.7)* <0.001 

BNP 68.7(30.4-134.0) 16.6(8.9-56.7)* 0.002 

pH  7.40(7.34-7.43) 7.41(7.38-7.44)* 0.144 

PaO2(mmHg) 93.7(73.8-133.0) 103.9(86.4-138.1)* 0.065 

Base excess -4.8(-7.5--1.5) -2.0(-3.9--0.5)* <0.001 

Lactate 3.84(1.88-6.36) 1.90(1.35-3.23)* <0.001 

WBC 12340(7225-17285) 8800(6212-11712)* 0.001 

AST 46(32-85) 26(21-40)* <0.001 

ALT 24(16-38) 22(15-31)* 0.281 

*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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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of troponin I and other factors 

  CO exposure time CO-Hb age GCS lactate 

Troponin I r
*
 -0.017 0.032 -0.046 -0.089 -0.051 

p-value 0.926 0.853 0.786 0.617 0.773 

*
r is a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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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장독성의 예측인자 

심장독성의 예측인자를 분석해본 결과 남성(OR 3.341, 95% CI 1.171-9.531), 

GCS≤14(OR 9.920, CI 3.763-26.150),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이 2 시간 이상(OR 7.743, 

CI 1.610-37.238)인 그룹이 심장독성에 대한 예측인자로서 의미있게 

포함되었다(P<0.05). 나이, 중독의 고의 여부, 흡연유무, 당뇨, 고혈압 등은 의미가 

없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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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dictors of myocardial injur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OR

*
 95% CI

*
 p-value 

Age 0.996 0.964-1.028 0.791 

Sex    

Male 3.341 1.171-9.531 0.024 

Female Reference Reference  

Cause    

 Accidental Reference Reference  

 Intentional 1.194 0.347-4.114 0.779 

DM 1.457 0.396-5.361 0.571 

HTN 1.604 0.572-4.502 0.369 

Smoking 0.665 0.223-1.980 0.464 

GCS    

15 Reference Reference  

≤14 9.920 3.763-26.150 <0.001 

CO exposure time(hrs)    

<2 Reference Reference  

≥2 7.743 1.610-37.238 0.011 

*
OR and CI denote odds ratio and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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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장독성 유무와 예후와의 관계 

총 입원일수의 경우 심장독성 군 3.5(사분위수 0.0-7.0)일, 비 심장독성 군 

0.0(사분위수 0.0-2.0)일로 두군 간의 차이가 있었고(p<0.001) 중환자실 입원일수 

또한 0.0(사분위수 0.0-1.25)일, 0.0(사분위수 0.0-0.0)일로 두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사망여부는 심장독성 군에서 1 명(2.0%) 비 심장독성 군에서 

0명(0.0%)으로 나타났다(p=0.203).(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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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심장의 손상은 Satran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심전도의 변화나 심장효소의 상승 등으로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두 가지를 

이용하여 심장독성을 정의하였다.
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이도가 떨어지는 CK-MB 는 

제외 하였다. 

Satra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등도 이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즉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7%에서 심장독성을 보였다.
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심장독성은 고압산소 치료의 적응증에 포함되지 않는 경증의 중독 

환자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 250 명 중 심장독성을 보인 경우가 총 50 명(20.0%)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CK-MB 를 제외하여 평가했기에 

Satran 등의 연구에 비해 심장독성 유병률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심전도상 정상 동성 리듬은 136 명(54.4%), 동성 빈맥은 38 명(15.2%), 허혈성 

심전도는 9 명(3.6%)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 비해 허혈성 심전도를 보인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Sahin 등이 연구에 의하면 정상 동성 리듬 48.2%, 

동성 빈맥 26.5%, 허혈성 심전도는 14.4%로 보고 하였다.
15
 

Troponin I 의 상승은 총 43 명(17.2%)에서 나타났다. Satran 등의 연구에서는 총 

35%의 환자에서 심장효소 수치의 상승을 보고 하였다.
2
 이 연구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중등도 이상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CK-MB 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이도가 떨어지는 CK-MB 는 심장독성의 정의에서 제외하였고 troponin I 

만을 사용하였기에 Satran 등의 연구보다 심장효소의 상승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troponin I 와 허혈성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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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동시에 보이는 군은 2 명(0.8%)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심장독성을 판단할 때 심전도와 troponin I를 모두 평가해야 할 것이다. 

Nihat Kalay 등의 연구에서는 심초음파를 통하여 심장기능을 조사하였다. 

심장기능이 떨어진 경우 대부분 24 시간 후에 정상화 된다고 보고 하였다.
14 하지만 

아직까지 심장효소 수치의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과 최고치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보고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troponin I 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0.94(사분위수 

0.36-2.21)ng/mL 로 비 심장독성 군의 0.01(사분위수 0.00-0.03)ng/mL 보다 

높았고(p<0.001) troponin I 가 상승한 경우 정상화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65.0(사분위수 44.0-96.0)시간으로 나타났고 troponin I 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11.0(사분위수 4.5-18.5)시간이었다. 또한 troponin I 가 상승한 군에서 중독 

이후 일별 troponin I 수치 변화를 보면 1.216(사분위수 0.673-2.675)ng/dL, 1 일차 

2.977(사분위수 1.375-5.498)ng/dL, 2 일차 1.648(사분위수 0.685-3.570)ng/dL, 

3 일차 0.973(사분위수 0.737-2.116)ng/dL, 4 일차 0.533(사분위수 0.310-

1.192)ng/dL 으로 나타났다(Figure 2). 이것은 Nihat Kalay 등의 심초음파를 이용한 

연구에 비해 좀더 긴 시간 이후 정상화되는 심장효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군의 수축기 혈압을 비교했을 때 심장독성 군에서 122(사분위수 110-143)mmHg, 비 

심장독성 군에서 130(사분위수 114-144)mmHg 으로 초기 저혈압이 troponin I 의 

상승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O-Hb 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라고 생각된다.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은 심장독성 군에서 7.5(사분위수 3.7-10.0)시간으로 비 

심장독성 군의 3.0(사분위수 1.0-7.5)시간에 비해 의미있게 길었다. 이것은 Nihat 

Kalay 등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과 초기 CO-

Hb 농도가 심근의 손상과 기능부전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하지만 우리 

연구에서 CO-Hb 은 심장독성 군과 비 심장독성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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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초기 CO-Hb 농도와 심장독성 관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의 

반감기를 고려해야 한다. 일산화탄소는 정상 대기에서 6 시간 정도의 반감기를 

보이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비교가 어려웠다.  

환자의 증상 중 의식 저하는 심장독성 군에서 의미있게 많이 나타났다(p<0.001). 

이는 역시 뇌와 심장 등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손상받기 쉽고 중추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 심장에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심장독성 군에서 내원시 GCS 가 낮은 환자가 많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흉통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오히려 심장 독성이 없는 군에서 

7.5%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심장독성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흉통의 유무로 심장독성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행한 동맥혈 검사에서 BE 는 심장독성 군에서 –4.8(사분위수 -7.5—-1.5)mmol/L, 

비 심장독성 군에서 -2.0(사분위수 -3.9--0.5)mmol/L 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초기 lactate 도 심장독성 군에서 3.84(사분위수 

1.88-6.36)mmol/L 으로 비 심장독성 군의 1.90(사분위수 1.35-3.23)mmol/L 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이것은 조직의 저관류를 나타내는 지표인 

lactate 가 올라가는 경우 심장 역시 손상을 받기 쉬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CK-MB 는 심장독성 군에서 12.78(사분위수 6.29-25.33)ng/mL 으로 

1.14(사분위수 0.60-2.51)ng/mL 을 보인 비 심장독성 군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01). 그리고 CK 도 심장독성 군에서 717.0(사분위수 187.5-

3331.5)U/L 로 124.0(사분위수 78.5-216.7)U/L 을 보인 비 심장독성 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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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이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취약한 장기 중 하나인 

근육이 손상받을 경우 역시 심장도 손상받기 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Nihat Kalay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서 높은 BNP 농도는 

낮은 좌심실 박축률(L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LVEF]) 또는 직접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효과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4
 본 연구에서도 심장독성 

군에서 68.7(사분위수 30.4-134.0)pg/dL 으로 비 심장독성 군의 16.6(사분위수 8.9-

56.7)pg/dL 보다 BNP 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02). 하지만 우리는 심장기능을 

심초음파로 직접 측정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심장독성 군에서 비 심장독성 군에 비해 의미있게 차이를 보인 항목 중 

일산화탄소 노출시간, GCS, lactate 등에 대해 troponin I 의 최고 수치와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분석결과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Table 6).  

두군 간의 합병증에도 차이가 있었다. 횡문근융해증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54.5%, 비 심장독성 군에서 8.4%로 차이가 있었고(p<0.001) 이것은 두군 간의 CK 의 

차이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다. 폐렴의 경우도 심장독성 군에서 9.1%, 비 심장독성 

군에서 0.6%로 차이가 있었다(p=0.009). 이는 의식저하 동안 생긴 흡인성 폐렴과 

원내감염에 의한 폐렴 모두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급성 신손상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4.5%, 비 심장독성 군에서 0%로 두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48). 

Satran 등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와 고혈압을 가진 경우가 심장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높다고 보고 했으나
2
 본 연구에서는 심장독성 군에서 남자의 비율이 

32 명(64.0%)로 비 심장독성 군의 97 명(48.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p=0.050) 고혈압 역시 심장독성 군에서 18 명(36.0%)으로 비 

심장독성 군의 51 명(27.6%)보다 높았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137). 그 

외에도 의도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경우가 심장독성 군에서 12 명(27.9%)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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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심장독성 군의 30 명(15.5%)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p=0.119).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심장독성 군에서 8 명(16.0%)으로 비 

심장독성 군의 23 명(11.5%)보다 높게 나타났다(p=0.388). 흡연유무와 심장독성 유무 

역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p=0.443). 이것은 Satran 등의 연구에서도 이미 보고 

되었다.
2
 

심장독성의 예측인자를 분석해본 결과 남성(OR 3.341, 95% CI 1.171-9.531), 

GCS≤14(OR 9.920, CI 3.763-26.150),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이 2 시간 이상(OR 7.743, 

CI 1.610-37.238)인 군이 의미있게 나타났다(P<0.05). 즉 남성인 경우, GCS≤14,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이 2 시간 이상인 경우 심장독성이 나타날 위험도가 높았다. 

나이, 중독의 고의여부, 흡연유무, 당뇨, 고혈압 등은 의미가 없었다(Table 6). 

노출시간을 2 시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일산화탄소 노출시간과 심장독성 유무에 

따른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상 2-4 시간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심장독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90%이상의 

민감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Satran 등의 중등도 이상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연구에서는 남성, GCS 14 점 이하,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심장독성의 양성 예측인자로 보고 되었다.
2
  

Henry 등의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환자에서 심장독성은 

사망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따라서 심장독성을 찾아내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16
 본 연구에서는 심장독성 군에서 총 

입원일수가 3.5(사분위수 0.0-7.0)일로 비 심장독성 군의 0.0(사분위수 0.0-2.0)일에 

비해 의미있게 길게 나타났다(p<0.001). 중환자실 입원일수 또한 심장독성 군에서 

0.0(사분위수 0.0-1.25)일로 길게 나타났다(p<0.001). 하지만 사망의 경우 심장독성 

군에서 1 명(2.0%) 비 심장독성 군에서 0 명(0%)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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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한 병원을 바탕으로 한 후향적 연구라는 것이다. 둘째, 

비록 환자 챠트를 분석 함으로 주요 정보와 퇴원 요약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정 

항목이나 특정 혈액검사는 정확성과 완벽도가 떨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 과거 심전도 유무, BNP 등이다. 앞으로 심장효소, 심전도, 

심초음파 등을 함께 조사하는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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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에서 심장독성은 20%에서 나타났다. 심장독성 군에서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이 길었고 내원시 의식저하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심장독성 군에서 혈액검사 상 염기과잉은 낮게 그리고 lactate, CK-MB, CK, BNP, WBC, 

AST 수치가 높았다. 심장독성 군에서 횡문근융해증, 폐렴, 화상, 급성 신손상 등의 

합병증이 많았다. Troponin I 가 상승한 경우 정상화 되는 데까지 65.0(사분위수 

44.0-96.0)시간이고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11.0(사분위수 4.5-18.5)시간이었다. 

심장독성의 발생 예측인자로 남성, GCS≤14 그리고 일산화탄소 노출시간이 2 시간 

이상이 있다. 심장독성 군에서 총 입원일 수와 중환자실 입원일수가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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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cardiac toxicity in carbon 

monoxide poisoned patients 

 

Yong Sung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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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yun Kim) 

 

Background and Purposes: The neurologic toxicity of carbon monoxide(CO) 

poisoning already have been investigated by others, but presently, the cardiac 

toxicity of CO poisoning have not been well investigat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cardiac toxicity in CO poisoned 

patients. 

Subjects and Methods: This study reviewed 250 cases of CO poisoning that were 

diagnosed and treated by the emergency department of Wonju Christian Hospital 

from January,2006 to February,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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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prevalence of cardiac toxicity among 250 patients was total 50 

patients(20.0%). The normalization time of troponin I in troponin I elevated 

group was 65.0(interquartile range[IQR] 44.0-96.0)hrs, and the time of peak 

level was 11.0(IQR 4.5-18.5)hrs. The CO exposure time for the cardiac toxicity 

group was 7.5(IQR 3.7-10.0)hrs, which was longer, compared to non-cardiac 

toxicity group 3.0(IQR 1.0-7.5)hrs (p<0.001). The base excess was decreased in 

cardiac toxicity group by -4.8(IQR -7.5—-1.5)mmol/L compared with non-cardiac 

toxicity group by -2.0(IQR -3.9—-0.5)mmol/L(p<0.001). The lactate was also 

increased in cardiac toxicity group by 3.84(IQR 1.88-6.36)mmol/L, compared with 

non-cardiac toxicity group by 1.90(IQR 1.35-3.23)mmol/L(p<0.001). The 

predictors of cardiac toxicity was male patients(OR 3.341, 95% CI 1.171-9.531), 

GCS≤14(OR 9.920, CI 3.763-26.150), CO exposure times≥2hrs(OR 7.743, CI 1.610-

37.238). The total admission and ICU admission days was increased in cardiac 

toxicity group 3.5(IQR 0.0-7.0)days and 0.0(IQR 0.0-1.25)days compared with 

non-cardiac toxicity group 0.0(IQR 0.0-2.0)days and 0.0(IQR 0.0-

0.0)days(p<0.001). 

Conclusions: The 20% of the total 250 CO poisoned patients were diagnosed and 

treated with cardiac toxicity. Compared to the rest of the CO poisoned patients, 

the cardiac toxicity group showed the increased CO exposure time and decreased 

mental status.  Among the laboratory values, increased values of lactate, CK-MB, 

CK, BNP, WBC, and AST, and lower base excess were found in the cardiac toxicity 

group. The normalization time of troponin I elevated group was 65.0(IQR 44.0-

96.0)hrs. and the time of peak level was 11.0(IQR 4.5-18.5)hrs. The positive 

predictors of cardiac toxicity were male patients, GCS≤14, and CO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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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2hrs. The total admission days and ICU admission days were increased in 

the cardiac toxicity group compared with the non-cardiac toxicity group. 

Key words: carbon monoxide(CO) poisoning, cardiac toxi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