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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뱀교상: 외과적 일차치료 지침 

 

목적: 독사 교상은 교상 부위의 동통, 부종, 연조직 괴사 등과 같은 국소증상 

비롯하여 어지럼증, 안구신경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급성 신부전 등의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치료 체계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항사독소 투여 여부에 따른 외과적 치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독사 교상 환자의 치료에서 외과적 치료를 중심으로 독사교상의 치료 

지침을 만들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2008 년 1 월부터 2012 년 12 월까지 독사 교상으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 

후 입원한 독사 교상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상환자의 

중증도와 뱀종류별, 교상 부위의 외과적 중증도를 토대로 항독소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외과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교상 환자 총 111 명 중 

변연절제술이 필요했던 환자는 총 46 명(41.4%)으로 항독소 피부 반응검사상 

양성소견 보이거나 유혈목이인 경우 항사독소 투여를 받지 않고 즉시 변연 

절제술을 시행한 군을 A 군, 항사독소 투여를 받고 지연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군을 B 군으로 하였다. 각 군 간의 입원 당시의 중증도, 연령, 과거력, 항독소 

투여까지 시간, 교상부위, 혈액검사, 외과적 처치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하였다. 

항독소 투여시 과민성 쇼크, 혈압 감소 등의 항독소 합병증도 조사 하였다.  

결과: 전체 46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A 군 총 10 명(21.7%)으로 

Grade I 이 6(60.0%)명, Grade II 가 3명(30.0%), Grade III 가 1(10.0%)명으로 

Grade II 인 3 명의 환자 중 2 명(66.6%)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였고 그 중 

1 예에서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피부이식을 시행하였다. B 군은 

36 명(78.2%)으로 Grade I 이 13 명(36.1%), Grade II 가 20 명(55.5%), Grade 

III 가 3 명(8.3%)이였다. B 군 중 19 명(52.7%)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였으며 

2 명의 환자에서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피부이식을 시행하였으며 1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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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고 피부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절단술, 관절운동제한이나 신경손상, 골수염 등 

주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결론: 응급실에 내원한 독사 교상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치료 

지침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독사 교상 환자에게 중대한 합병증 없이 비교적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외과적 일차치료의 좋은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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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뱀교상:외과적 일차치료 지침 

 

<지도교수 오 진 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권 성 민 

 

제1장 서론 

 

독사란 독니(fang)이라는 뿌리에 독샘이 있어 물 때 독을 뿜는 특수한 형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뱀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독사는 약 3,500 

종이며 이중 약 10%정도가 인간에게 해롭고, 미국의 경우 독사 교상 환자가 연간 

8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1, 2.세계 보건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연간 독사에 

교상되는 환자 수는 약 3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 수는 약 3만에서 

4만명이라고 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역은 남부 아시아 

지역으로서 2만 5천명으로 보고되어 있다3.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총 4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독성이 강하지 

않고 독사 교상 환자에서 전신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망률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우리 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해마다 상당수의 

독사 교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소방 본부에 따르면 2013년 

6월에서 뱀 출몰 신고가 30여 건에 이르며 2013년 6월 대구의 한 워터파크에서 

독사 교상 환자가 발생하였고 2012년 서울 도심에서도 독사 가 출몰되었으며 

본원의 경우 매년 20여명의 독사교상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는 등 독사 교상 

환자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독사 교상과 관련한 치료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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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종설은 거의 없으며 항독소의 투여기준이나 투여방법도 병원마다 다르다. 

연구의 대부분은 합병증이나 증례보고의 경우가 주를 이루고 국내 독사종류와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항독소의 사용과 그에 따른 외과적 치료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며 외국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 지역적 특성상 뱀교상 환자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내원한 111명의 독사 교상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결과를 조사하여 뱀의 종류와 사독 중독의 중증도 및 

환부의 외과적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항독소 투여와 그에 따른 외과적 치료에 

대한 안정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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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상 및 치료방법 

1. 대상 

2008 년 1 월부터 2012 년 12 월까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독사 

교상으로 내원한 환자 111 명에 대해 의무기록을 기초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외과적 치료가 필요했던 46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뱀에 

의한 교상이 불확실한 경우 환부에 두 개의 교상흔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Grade I 이하에서 6 시간동안 관찰을 거부한 경우와 Grade II 이상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한 경우, 과거력에서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와 나이가 

18 세 미만이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항독소를 투여받은 경우, 환자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와 연구 참여를 거부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치료 방법 

독사 교상 환자의 치료는 저자들의 기존 임상 경험과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독사 교상의 치료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그림 

1).응급실 내원시 생체 징후를 측정하고 환자의 문진을 통해 뱀종류를 

확인하였으며 교상의 중증도를 평가 시행하여 항독소 투여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전신 증상이나 합병증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혈액검사로는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크레아티니 카이네이즈등을 

확인하였다. 

임상소견과 혈액검사를 기준으로한 Parrish, McCollough, Gennard 의 

분류(Table 1)5로 교상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항독소 투여여부를  

판단하였다. 항사독소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세척 및 

베타딘을 이용한 담금 치료를 시행하였다. 독사 교상 후 살모사 종류의 

독사가확실하거나 독사의 종류를 알 수 없는 Grade II 이상의 환자에서 

기본적으로 항독소를 투여하였으며 교상부위로부터 관절면을 2 개이상 침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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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이나 발적, 심한 통증 등에서는 Grade 와 상관없이 임상적으로 

투여하였다.초기에 기준에 부합되어 항사독소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6 시간 

마다 검사소견, 30 분마다 생체 징후 및 상처부위 검사 등 임상적인 재판단을 

통해 항사독소 투여를 결정했다. 항독소 주사 후의 과민성 쇼크나 혈청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원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했으며 

항사독소 사용 전 피부반응검사는 살모사 항사독소 제품(코박스 건조 살모사 

항사독소 주, ㈜한국백신)에 있는 항사독소분말과 염화나트륨 용액을 섞어 용액 

1cc 와 생리식염수를 9cc 섞은 후 0.1cc 를 피하주사 시행, 30 분후 부종이나 

발적이 1cm 이상이거나 쇼크등 양성반응을 보이면 투여하지 않았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0.1cc 투여하고 남은 0.9cc 용액을 다시 피하주사로 투여 후 30 분 

후 관찰하여 양성여부를 판단하였다. 항사독소의 초기용량은 grade II 의 경우 

6000IU, 그 이상의 경우 12000IU 을 사용하며 12 시간 후에도 임상 증상 

호전이 없거나 PT/PTT 증가, INR 2 이상으로 증가가 있는 경우, 혹은 

교상부위로부터 피하출혈이 증가하는 경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의식저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초기용량의 50%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항사독소를 

사용하였을 때의 합병증(과민성 쇼크, 혈압 감소, 폐부종, 심박출량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항사독소와 함께 항히스타민(peniramine 4mg), 

히드로코르티손(solucortef 100mg) 등을 투여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파상풍 

예방 치료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였다. 항사독소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 변연절제술 및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세척 및 베타딘을 이용한 담금치료를 

즉시 시행하였으며 항사독소를 투여한 경우 72 시간 이후 지연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의료용 이온수기(Dion Magic, Shenpix, Japan)로 만든 산성수를 

이용한 담금치료를 하루에 두 번 시행하였다. 변연절제술은 괴사조직을 가능한 

모두 제거하여 건강한 조직이 나타날 때까지 시행하였다 6. Grade 0,I 는 

응급실에서 6 시간동안 관찰, 병변의 통증 및 부종의 진행 등의 증상 악화 

소견이 없고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퇴원 조치하였으며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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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상의 경우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외과적 처치를 시행한 경우 퇴원 

후 7일, 28 일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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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reatment protocol of snake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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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rade of envenomation7 

Severity Scale  Manifestations 

Grade 0 No envenomation Local or systemic signs or symptoms absent 

No symptom development during first 12 hours 

Grade I Minimal Local swelling<15 cm 

Absence of systemic sign, normal laboratory findings 

No systemic involvement after 12 hours 

Grade II Moderate Swelling extending past bite sites (15~30 cm) 

1 or more systemic sign or symptom 

Abnormal laboratory findings 

Grade III Severe Marked(>30 cm) swelling, tissue loss, 

Immediate, multiple or severe systemic signs, rapid progression of 

symptoms 

Grade IV Very severe Sudden pain, rapid development of local reaction, ecchymosis, necrosis, 

blebs, blisters,swelling severe enough to obstruct venous or arterial flow, 

swelling may involveipsilateral trunk 

Systemic manifestations within 15 minutes 

* Sytemic manifestations : Nausea & vomiting, dyspnea, diziness, visual disturbance, hematuria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교상 환자 총 111 명 중 변연절제술이 필요했던 환자는 총 46 명(41.4%)으로 

유혈목이의 교상이거나 항사독소 피부 반응검사상 양성소견 보여 항독소 투여를 

받지 않고 즉시 변연 절제술을 시행한 10 명(21.7%)의 환자군을 A 군, 항사독소 

투여를 받고 지연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36 명(78.2%)의 환자군을 B 군으로 

하였다. 각 군 간의 입원 당시의 중증도, 연령, 과거력, 교상부위, 혈액검사, 

변연절제술의 시기, 외과적 처치의 종류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하였다. 항사독소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과민성 쇼크, 혈압 감소 등의 항사독소 합병증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는 SPSS 13.0 (IBM corp., Chicago)를 사용하였으며 두 

군간의 통계학적 차이는 만-위트니 검정(Mann-Whitney test),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했으며 중증도에 따른 통계는 크러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사용하였으며 빈도가 5 이하인 경우 필요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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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p<0.05 인 경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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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1. 전체 대상자의 임상적 특징과 검사실 소견 

독사 교상 환자중 외과적 치료가 필요했던 46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52.3±14.8 세 였으며 남자가 32 명, 여자가 14 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2.3 배 정도로 더 많았다. 응급실 내원까지 시간은 122±184 분이었으며, 평균 

재원 일수는 8.4±2.3 일이었다. Grade 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교상부위는 손가락과 손 등, 수부가 30 예(65.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표 2). 

 

표 2. Bas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nake bite severity grading scale 

Total 

(n=46) 

Grade I 

(n=19) 

Grade II 

(n=23) 

Grade III 

(n=4) 
P-value 

Age 52.3±14.8 51.2±16.5 52.7±12.4 54.4±14.1 0.735 

Sex 
     

Male 32(69.6%) 13(68.4%) 16(69.5%) 3(75.0%) 0.906 

Diabetes 12 3 8 1 0.815 

Hypertension 11 2 8 1 0.450 

Chronic liver disease 5 1 2 2 0.166 

Time interval(min) 122±184 132±63 112±228 136±112 0.435 

Antivenom injection 36(78.2%) 13(64.8%) 20(86.9%) 3(75%) 0.761 

Injured body areas 
     

Finger 17(36.9%) 6(31.5%) 9(39.1%) 2(50.0%) 
 

Hand 13(28.2%) 5(26.3%) 7(30.4%) 1(25.0%) 
 

Forearm 6(13.0%) 3(15.7%) 3(13.0%) 0 
 

Toe 5(10.8%) 2(10.5%) 3(13.0%) 0 
 

Foot 3(6.5%) 2(10.5%) 1(4.3%) 0 
 

Ankle 1(2.2%) 1(5.3%) 0 0 
 

Lower leg 1(2.2%) 0 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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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군과 B 군의 임상적 특징 

A 군의 경우 Grade I 이 6(6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B군은 

Grade II 가 20(55.5%)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나이, 성별, 과거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상 부위 는 A군과 B군 모두에서 수부가 가장 많았으며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표 3). 

표 3. Comparison between Group A and Group B 

 

Total 

(n=46) 

Group A 

(n=10) 

Group B 

(n=36) 
P-value 

Grade  
   

Grade I 19(41.3%) 6(60.0%) 13(36.1%) NS 

Grade II 23(50.0%) 3(30.0%) 20(55.5%) NS 

Grade III 4(8.7%) 1(10.0%) 3(8.3%) NS 

Age  52.3±14.8 51.5±49.8 52.6±13.5 0.672 

Sex  
   

Male 32(69.5%) 7(70%) 25(69.4%) 0.082 

Diabetes 12(26.8%) 3(30%) 9(25%) 
 

Hypertension 11(23.9%) 2(20%) 9(25%) 
 

Chronic liver disease 5(10.8%) 2(20%) 3(8.3%) 
 

Time interval 122±184 135±95 119±228 0.226 

Injured body areas  
  

NS 

Finger 17(36.9%) 4(40%) 13(36.1%) 
 

Hand 13(28.2%) 3(30%) 10(27.7%) 
 

Forearm 6(13.0%) 1(10%) 5(13.9%) 
 

Toe 5(10.9%) 1(10%) 4(11.1%) 
 

Foot 3(6.5%) 1(10%) 2(5.6%) 
 

Ankle 1(2.2%) 0 1(2.8%) 
 

Lower leg 1(2.2%) 0 1(2.8%) 
 

 

3. 외과적 합병증 및 항독소 투여량  

A 군의 Grade II 인 3 명의 환자 중 2 예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였고 그 중 

1 예에서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전신마취하에 피부이식술 시행하였다. B 군의 경우 

9 명의 환자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였으며 2 명의 환자에게서 피부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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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B 군 중 Grade III 에 해당하는 1 명의 

환자에게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전신마취하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고 2 주후 

지연봉합술 시행하였으나 부분 피부 괴사 발생하여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4. 외과적 주요 합병증 및 항독소 투여 합병증  

두 군 모두에서 절단, 영구적 관절운동제한, 신경손상, 골수염등 기능적 영구 

장애를 남길 만한 외과적 주요합병증은 없었으며 B군의 1명의 환자에서 피부 

발진 소견 관찰되었으나 항히스타민제를 치료하였다.  

 

5. A 군과 B 군 전신 합병증에 대한 치료 결과 

횡문근 융해증은 A군에서 1(10.0%)명 B 군에서 4(11.1%)명에서 

발병하였으며파종성 혈관내응고는 A군에서 2(20.0%)명, B 군에서 7(19.4%)명 

발병하였으며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경우는 A군에서 1(10.0%)명, B군에서 

3(8.3%)명이 발병하였으나 조기 치료 되었으며 중증 합병증 및 사망으로 이어진 

예는 없었다(표 4). 

표 4. Systemic complication between Group A and Group B 

 

Total 

(n=46) 

Group A 

(n=10) 

Group B 

(n=36) 
P-value 

 
 

   

Rhabdomyolysis 5(10.9%) 1(10.0%) 4(11.1%) NS 

DIC* 9(19.6%) 2(20.0%) 7(19.4%) NS 

Acute renal failure 4(8.7%) 1(10.0%) 3(8.3%) NS 

*DIC: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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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우리나라의 경우 총 16 종의 뱀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독사는 살모사과에 

속하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의 살모사 3 종과 뱀과의 유혈목이까지 총 

4 종의 독사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이들 중 살모사가 가장 흔하고 

사람과 접촉이 쉬운 산기슭이나 밭에 서식하고 있어 이에 의한 교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빈도로 독사 교상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으나 연 평균 409.6 명의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경미한 환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좀 더 

많은 교상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보고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1 의 비율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50 대가 가장 많은 

교상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9. 교상 부위별 분포는 손과 발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등 원위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국과 다르게 상지가 

하지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다 5.독사 교상 부위별 분포는 중증도 및 치료 결과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10 대부분 내과적 합병증에 국한되며 외과적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근육과 

피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의 경우 교상 부위가 하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부가 많은 빈도를 보이는 만큼 사독이 

인대나 신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사 교상을 

받은 환자들은 교상 부위의 동통 및 부종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중증 합병증인 

급성신부전, 급성 호흡부전, 심근경색, 객혈, 파종성혈관내 응고, 혼수와 사망에 

이르는 다양한 임상 경과를 나타낸다 11.  

외과적 측면에서 의사가 독사 교상 환자를 치료시 가장 처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교상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이다. 외상 환자들은 가능한 초기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괴사조직의 초기 제거를 통해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초기 독사 교상의 경우도 과거 사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과적 처치를 



 

15 

 

이용하여 초기에 사독을 제거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12-17. 과거 많은 수의 

저자들이 항독소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교상부위 주위를 가능한 초기에 광범위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항독소를 투여하지 않고 지혈대나 냉찜질등의 치료를 

실시하였다 18, 19. 그러나,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이 연부조직의 손상을 일으켰으며 

피부이식이나 피판의 실패, 절단, 골수염등을 일으키며 독사교상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 이상 독사교상 환자의 치료에 초기 변연 절제술이 사용되어 

지지 않으며 항독소의 사용 후 지연 변연절제술이 최근 독사교상 환자의 표준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20-26. 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 독사교상 부위 

괴사된 근육사이에서 살아있는 조직들이 관찰되어 항사독소 사용 후 지연 

변연절제술의 또 다른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모두 해외의 

독사교상의 연구이며 우리나라의 독사 교상 후 외과적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표준화된 치료 지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항독소의 개발에 있어 동물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말에 

독소(IgG)를 주입하여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2 년 이전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항독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전체 IgG 를 사용하였을 때 과민성 쇼크등 

부작용이 많아 안정성 확보를 2002 년부터 살모사독의 항원 결합부위를 이용한 

Crotalidae Polyvalent Immune Fab 이 개발되어 한국 FDA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메타 분석에 의하면 독사교상의 치료에서 Fab 항독소를 이용한 

임상결과가 좋았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IgG 항독소는 

사용 되지 않고 있다 22.국내 독사에 대한 항독사 혈청은 미국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양을 필요로 하며 혈청병과 과민성 반응의 발생 빈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보고를 바탕으로 항독소 피부반응에 양성을 보인 환자들에게 

환자의 외과적 치료를 위해 항독소를 투여하고 지연 변연절제술을 시행해야 할지 

아니면 항독소를 투여하지 않고 바로 변연절제술을 시행할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으며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항독소 사용여부에 따라 변연절제술의 시기를 달리 하여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독사 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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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서 사독이 항사독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드러난다. 또 다른 

기준인 독사의 종류에 따른 항독소의 투여 여부는 그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유혈목이는 국내에서 독사로 분류되며 임상증상을 나타내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항독소는 살모사과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만 

된다면 불필요한 항독소의 사용을 줄일수 있으며 변연절제술도 즉시 시행할 수 

있어 교상 환자의 치료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에서의 

독사교상 환자의 치료 결과이며 의무기록에 근거한 후향적 연구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환자 자체의 수가 적으며 특히 중증 환자의 비율이 

적었으며 grade IV 환자는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사 교상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추가적인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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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응급실에 내원한 독사 교상 환자를 미리 설정한 치료 지침에 따라 항사독소의 

투여의 투여를 결정하고 연부조직 손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며 절제 

범위에 따른 이차적인 치료를 한 결과 비교적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치료 지침은 독사 교상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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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ake bite in Korea: a guideline to primary surgical management 
 

Objective: Snake bite causes local symptoms such as pain, swelling, and 

necrosis as well as systematic symptoms such as dizziness, ocular nerve palsy,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and acute kidney injury. Although 

the injury may lead to mortality without a proper treatment, there has not been 

a proper treatment guideline for the bite. Also, study on surgical treatment 

outcome after antivenom administration has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investigated safety and validity of snake bite’s surgical treatment protocol. 

Method: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12, a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on patients who arrived at our emergency room due to venomous 

snake bite. Antivenom administration was decided depending on severity of 

symptoms, snake species, severity of the bite wound. When necessary 

surgical debridement was also performed, and 46 (41.4%) out of 111 patients 

underwent debridement. Those who had received debridement 

withoutantivenom administration due to positive skin reaction test were 

classified as group A, and group B received antivenom and delayed surgical 

debridement. We reviewed emergency room and admission charts of the 

patients in each group, and their age, sex, past medical history, bite site, 

severity of local and general symptoms, time to receive debridement, and 

complications were recorded and compared. Complications of antivenom such 

as anaphylaticshock or low blood pressure from hypersensitivity were also 

investigated. 

Results: There were 10 patients (21.7%) in group A. In group A, there were 6 

patients (60.0%) with grade I severity, 3 patients (30.0%) with grade II 

severity, and 1 patient (10.0%) with grade III severity. Among grade II patients, 

2 (66.6%) developed cellulitis, and one of them experienced skin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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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ing in skin graft. In group B, there were 36 patients (78.2%). There were 

13 patients (36.1%) with grade I severity, 20 patients (55.5%) with grade II 

severity, and 3 patients (8.3%) with grade III severity. In group B, 19 patients 

(52.7%) developed cellulitis. Skin necrosis occurred in 2 patients of whom 1 

received skin graft. Compartment syndrome was found in 1 patient, and 

fasciotomy was performed. In the end, the patient received skin graft. No case 

with complications such as amputation, limited range of motion, nerve injury, 

and osteomyelitis were reported.  

Conclusion:Treatment protocol performed to treat snake bite patients admitted 

to emergency center during this research was safely and properly used in 

patient’s surgical treatment.   

 

Keywords: Snake bite, Antivenom, Surgical Management, debrid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