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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1970-1980년 에는 연탄보일러에 의

한 비의도적 일산화탄소 중독이 부분이었으나1), 2008

년 유명 연예인의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건 후로 진행된

여러 국내 역학적 연구 등에서, 의도적 사고에 의한 일산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서 급성 심혈관계, 신경학적 독성의
위험요인과 노출 경로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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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Factors of Acute Cardiovascular and Neurological Toxicity in
Acute CO Poisoning Patients and Epidemiologic Features of Exposure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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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valuated aggressive hyperbaric oxygen therapy (HBOT) by understanding various exposure

routes of acute carbon monoxide (CO) poisoning, the risk factors causing acute cardiovascular, and neurological

toxicity caused by poisoning.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of 417 acute CO poisoning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care unit from March 2017 to August 2019. The exposure routes, HBOT performance,

age, sex, medical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ischemic heart disease, heart failure), intentionality, loss

of consciousness (LOC), intake with alcohol or sedatives, and initial test results (carboxyhemoglobin (COHb), tro-

ponin-I, electrocardiography, echocardiography, brain MRI) were examin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linical

information was conducted between the groups that showed acute cardiovascular toxicity and neurological toxicity,

and groups that did not.

Results: Among 417 patients diagnosed with acute CO poisoning, 201 cases (48.2%) were intentional, and char-

coal briquette was the most common route (169 patients (40.5%)). Two hundred sixteen cases (51.8%) were acci-

dental, and fire was the most common route (135 patients (32.4%)). The exposure route was more diverse with

accidental poisoning. Three hundred ninety-nine patients were studied for acute cardiovascular toxicity, and 62

patients (15.5%) were confirmed to be positive.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ntentionality, LOC, com-

bined sedatives, initial COHb, HTN, and IHD. One hundred two patients were studied for acute neurological toxicity,

which was observed in 26 patients (25.5%).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ge and LOC.

Conclusion: Active HBOT should be performed to minimize damage to the major organs by identifying the various

exposure routes of CO poisoning, risk factors for acute cardiovascular toxicity (intentionality, LOC, combined seda-

tives, initial COHb, HTN, IHD), and the risk factors for acute neurological toxicity (age,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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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 중독이 급증하고, 비의도적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

우에서 발생원이 이전과 비교하여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

인하 다2,3).

일산화탄소의 물리적 특성상 중독이 되더라도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4), 초기 중독

증상은 두통, 구역, 구토, 어지러움 등 비특이적이며 가볍

게 나타날 수 있다5). 중독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다양한

장기에 향을 줄 수 있으며, 심근 허혈, 심근경색, 심부

전, 폐부종 등 심혈관계 독성과 의식 저하, 실신, 경련, 혼

수 등 급성 신경학적 독성 및 4-6주 이내에 발생하는 지연

성 신경학적 독성(delayed neuropsychiatric sequelae,

DNS)이 표적인 중독 증상이다6,7).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심혈관계 독성은 심장 조

직의 저산소증, 미오 로빈/시토크롬에 한 일산화탄소

의 작용, 자유산화기 작용 등에 의한 심근수축력 감소, 심

박출량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8), 급성 및 지연성

신경학적 독성은 산소의 결핍, 혈관의 염증반응과 면역반

응, 흥분성 아미노산 등에 의해 유발된 탈수초화백색질뇌

증(leukoencephalopathy)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

었다9,10).

고압 산소 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 HBOT)

는 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100%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

는 치료이며, 2.5-3.0기압의 HBOT를 시행할 경우 동맥혈

산소 분압을 1,500-2,000 mmHg까지 증가시켜, 일산화

탄소에 의해 손상 혹은 감염된 조직이나 장기에 치료 효과

를 나타낼 수 있고, 뇌혈관을 수축시켜 뇌혈류와 사를

줄여 뇌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 등을 줄 수 있다11,12).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25% 이상(임산부의 경우

20% 이상)의 일산화탄소헤모 로빈(Carboxyhemoglobin,

COHb) 농도, 의식소실, 종말기관 허혈의 증거가 있는 경

우 고위험 환자군으로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이 된다13).

국내에서도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심혈관계, 신

경학적 독성 등에 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으나, 국

내 일산화탄소 중독 현황의 변화에 맞추어 두 가지 독성들

이 생기는 위험요인들을 함께 연구하여 HBOT 필요성에

해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HBOT(단일 챔버 2.75기압 120분)를 운 하는 권역응급

의료센터의 의료진으로서, 국내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

자들의 역학적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 변화에 맞추어 급성

심혈관계 독성 및 급성 신경학적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파악하여 주요 장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HBOT를 운 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

하 다.

상과 방법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으로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의 의무기

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본 연구는 인하 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

(IRB No. 2020-04-001).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의 진단은

병력, 임상적 특성, 혈액 검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급성 심혈관계 독성은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거부, 누락, 미시행, 응급실 내 사망)를 연구 상에서 제

외하 으며, 급성 신경학적 독성은 응급실 도착 후 48-72

시간 내에 뇌 자기공명 상검사(brain MRI)를 동의하여

진행한 환자를 연구 상으로 하 다(Fig. 1).

환자들의 나이, 성별, 병력(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

환, 심부전), 의도성, 노출 경로, HBOT 시행 여부, 의식소

실, 알콜 섭취 동반, 수면제 복용 동반, 초기 COHb 농도,

초기 Troponin-I, 초기 심전도, 심초음파, brain MRI 결

과를 확인하 다.

연구 기간 동안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HBOT 적응

증은 COHb > 25% 또는 수치와 상관없이 의식소실, 의식

변화, Troponin-I 상승, 심전도의 허혈성 변화가 있는 경

우 으며, 이를 참고하여 HBOT 시행 여부를 확인하

다. 자의 퇴원, 전원, 응급실 내 사망, 협조 불가, 기관 내

삽관 상태(본원 단일 챔버에서 시행 불가), 정상압 산소치

료(Normobaric oxygen therapy, NBOT) 필요 환자의

경우는 HBOT를 시행하지 않았다.

급성 심혈관계 독성은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이후 응급

실에 도착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초기 Troponin-I가

상승한 경우, 초기 심전도에서 허혈성 변화가 있는 경우,

심초음파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하 다. 초기 Troponin-I 상승은 0.12 ng/mL

이상 증가된 경우로 정의하 고, 초기 심전도의 허혈성 변

화는 연속된 2개 이상의 ST분절이 1 mm 이상 상승한 경

우(V2-V3에서는 2 mm 이상), 연속된 2개 이상의 ST분절

이 0.5 mm 이상 하강하는 경우, 연속된 2개 이상의 T파

가 1 mm 이상 역위된 경우로 정의하 다14). 일산화탄소

에 의한 심초음파 이상 소견은 전반적 저운동성(global

hypokinesia), 국소적 심근벽 운동이상(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WMA)이 관찰된 경우로 정의하

다.

급성 신경학적 독성은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이후 응급

실에 도착하여 48-72시간 이내에 시행한 brain MRI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하

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brain MRI 이상소견은 양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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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us pallidus 또는 white matter 포함 기타 역에서

T2 weighted image (and/or diffusion weighted

image)의 high signal intensity를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

다15).

1. 통계 방법

연속형 변수인 경우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두

집단의 분석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해 분석하 다.

범주형 변수의 분석에는 건수와 비율을 제시하고 chi-

square test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분석에는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 다. p값이 0.05미

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연구 기간 동안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급성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는 총 417명이었다. 급성 심혈

관계 독성에 한 연구는 심전도 검사 거부 2명, 누락 2

명, 미시행 11명, 응급실 내 사망 3명, 총 18명의 환자를

연구 상에서 제외하여 399명이 최종 상이 되었다. 급

성 신경학적 독성에 한 연구는 응급실 도착 후 48-72시

간 내 brain MRI를 동의하여 시행한 환자 102명이 최종

상이 되었다.

1. HBOT 시행여부(Table 1)

총 417명 중 HBOT를 시행한 환자는 206명(49.4%)으

로, 3회 초과 189명(45.3%), 3회 2명(0.5%), 2회 3명

(0.7%), 1회 12명(2.9%) 다. HBOT를 시행하지 않은 환

자는 211명(50.6%)으로, NBOT만 필요한 144명(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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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s flow. 399 patients with acute CO poisoning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by acute cardiovascular toxicity. 102 patient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by acute neurotoxicity.



치료 거부 및 자의 퇴원 43명(10.3%), 협조 안되어 실패

한 8명(1.9%), 기관 내 삽관 상태 8명(1.9%), 응급실 내

전원 5명(1.2%), 응급실 내 사망 3명(0.7%)이었다.

2. 노출 경로(Table 2)

총 417명 중 의도적 사고는 201명(48.2%)으로, 번개탄

169명(40.5%), 연탄 23명(5.5%), 화재 4명(1.0%), 숯불 2

명(0.5%), 부탄가스 1명(0.2%), 배기가스 1명(0.2%), 미

상 1명(0.2%)이었다. 비의도적 사고는 216명(51.8%)으

로, 화재 135명(32.4%), 산업현장 30명(7.2%), 난로 14명

(3.4%), 숯불 10명(2.4%), 번개탄 8명(1.9%), 연탄 7명

(1.7%), 도시가스 5명(1.2%), 아궁이 4명(1.0%), 가스보

일러 2명(0.5%), 미상 1명(0.2%)이었다.

3. 급성 심혈관계 독성

총 417명 중 심전도 검사 거부 2명, 누락 2명, 미시행

11명, 응급실 내 사망 3명, 총 18명의 환자를 연구 상에서

제외하여 399명이 최종 연구 상이 되었으며, 이 중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급성 심혈관계 독성군은 총 62명

(15.5%)이었다. 초기 Troponin-I는 51명(12.8%)에서 증

가되었고, 초기 심전도의 허혈성 변화는 16명(4.0%)에서

확인되었다. ST분절의 상승이 3명, ST분절의 하강이 2명,

T파의 역위가 11명이었다. 심초음파는 초기 Troponin-I

증가 혹은 초기 심전도의 허혈성 변화가 있는 환자들 중

35명에서 시행되었고, 9명(2.3%)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심초음파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전반적 저운동성(global

hypokinesia)이 8명, 국소적 심근벽 운동이상(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WMA)이 1명이었다(Table 3).

심초음파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 중 초기 COHb 농도

25% 이상인 환자는 6명으로, 45세 이하 1명, 46-59세 1명,

60세 이상이 4명이었고, 초기 COHb 농도 25% 미만인 환

자는 3명으로, 45세 이하 1명, 46-59세 1명, 60세 이상이

1명이었다. 급성 심혈관계 독성이 확인된 환자 중 51명은

HBOT를 시행하 고, 자의 퇴원 3명, 기관내 삽관 상태 3

명, 협조 불가하여 실패한 1명, NBOT 4명, 총 11명에서

시행하지 못하 다.

1) 급성 심혈관계 독성의 위험요인(Table 4)

의도성, 의식소실, 수면제 복용 동반, 초기 COHb 농도,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비독성군과 비교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의도성은 비독성군에서

151명(44.8%), 독성군에서 43명(69.4%) (p<0.001), 의식

소실은 비독성군에서 99명(29.4%), 독성군에서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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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related to whether HBOT was per-
formed in patients with acute CO poisoning (n=417)

n (%)

HBOT was performed 206 (49.4)
> 3 times 189 (45.3)
3 times 02 (0.5)
2 times 03 (0.7)
1 times 12 (2.9)

HBOT was not performed 211 (50.6)
NBOT 144 (34.5)
refused or self discharge 043 (10.3)
failed 08 (1.9)
intubated state 08 (1.9)
transfered out 05 (1.2)
expired in emergency room 03 (0.7)

HBOT: hyperbaric oxygen therapy, NBOT: normobaric oxygen
therapy, CO: carbon monoxide

Table 2. Exposure routes of CO in patients with acute CO poi-
soning (n=417)

n (%)

Intentional 201 (48.2)
Charcoal briquette 169 (40.5)
Coal briquette 23 (5.5)
Fire 04 (1.0)
Charcoal fire 02 (0.5)
Butane gas 01 (0.2)
Exhaust gas 01 (0.2)
Unknown 01 (0.2)

Accidental 216 (51.8)
Fire 135 (32.4)
Industrial 30 (7.2)

Cooking place 07 (1.7)
Gasoline engine 07 (1.7)
Gasoline 04 (1.0)
Brown coal 04 (1.0)
Oil mist 03 (0.7)
Tool 01 (0.2)
Heat treatment 01 (0.2)
Diving 01 (0.2)
Precipitator 01 (0.2)
Paint 01 (0.2)

Stove 14 (3.4)
Charcoal fire 10 (2.4)
Charcoal briquette 08 (1.9)
Coal briquette 07 (1.7)
City gas 05 (1.2)
Fireplace 04 (1.0)

CO: carbon mon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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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acute cardiovascular and acute neurological toxicity in patients with acute CO poisoning (n=399 in acute cardiovas-
cular toxicity, n=102 in acute neurological toxicity)

n (%)

Non-acute cardiovascular toxicity 337 (84.5)
Acute cardiovascular toxicity 062 (15.5)

Initial troponin-I > 0.12 ng/ml 051 (12.8)
Initial EKG ischemic change 16 (4.0)

STE 03 (0.8)
STD 02 (0.6)
T wave inversion 11 (2.8)

TTE abnormality 09 (2.3)
Global hypokinesia 08 (2.0)
RWMA 01 (0.3)

Non-acute neurological toxicity 076 (74.5)
Acute neurological toxicity (brain MRI acute lesion) 026 (25.5)

Localized on globus pallidus 018 (17.6)
Globus pallidus + other territory 07 (6.9)
Localized on cerebellum 01 (1.0)

EKG: electrocardiography, STE: ST segment elevation, STD: ST segment depression, TTE: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RWMA: region-
al wall motion abnormalit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able 4.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acute cardiovascular and acute neurological toxicity in patients with acute CO poisoning (n=399 in
acute cardiovascular toxicity, n=102 in acute neurological toxicity)

Non-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Odds ratio
ptoxicity (n=337) toxicity (n=62) (95% Cl)

Age (y) 43.93±15.57 45.95±19.42 0.44
Sex (male) 206 (61.1) 32 (51.6) 0.16
HTN 33 (9.8) 13 (21.0) 2.44 (1.20-4.97) <0.011
DM 30 (8.9) 5 (8.1) 0.83
IHD 02 (0.6) 4 (6.5) 11.55 (2.07-64.52) <0.006
CHF 01 (0.3) 1 (1.6) <0.287
Intentional 151 (44.8) 43 (69.4) 2.79 (1.56-4.98) <0.001
LOC 099 (29.4) 34 (54.8) 2.92 (1.68-5.07) <0.001
c Alcohol 113 (33.5) 22 (35.5) <0.765
c Sedatives 051 (15.1) 19 (30.6) 2.49 (1.34-4.59) <0.003
COHb (%) 15.55±15.40 24.81±15.87 <0.001

Non-neurological Neurological Odds ratio
ptoxicity (n=76) toxicity (n=26) (95% Cl)

Age (y) 42.41±17.14 51.50±17.12 <0.022
Sex (male) 046 (60.5) 15 (57.7) <0.799
HTN 06 (7.9) 05 (19.2) <0.142
DM 04 (5.3) 03 (11.5) <0.367
IHD 01 (1.3) 1 (3.8) <0.447
CHF 01 (1.3) 1 (3.8) <0.447
Intentional 053 (69.7) 16 (61.5) <0.441
LOC 043 (56.6) 21 (80.8) 3.22 (1.10-9.45) <0.028
c Alcohol 032 (42.1) 08 (30.8) <0.307
c Sedatives 019 (25.0) 09 (34.6) <0.343
COHb (%) 26.75±14.84 30.52±15.01 <0.268

CO: carbon monoxid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LOC:
loss of consciousness, c Alcohol: combined alcohol, c Sedatives: combined sedatives, COHb: carboxyhemoglobin



(54.8%) (p<0.001), 수면제 복용 동반은 비독성군에서 51

명(15.1%), 독성군에서 19명(30.6%) (p=0.003), 초기

COHb 농도는 비독성군에서 15.55±15.40%, 독성군에서

24.81±15.87% (p<0.001), 고혈압은 비독성군에서 33명

(9.8%), 독성군에서 13명(21.0%) (p=0.011), 허혈성 심

질환은 비독성군에서 2명(0.6%), 독성군에서 4명(6.5%)

(p=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평균연령, 성별, 당뇨, 심부전, 알콜 섭취 동반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연령은

비독성군에서 43.93±15.57세, 독성군에서 45.95±19.42세

(p=0.440), 성별은 비독성군에서 남성이 206명(61.1%),

독성군에서 32명(51.6%) (p=0.160), 당뇨는 비독성군에서

30명(8.9%), 독성군에서 5명(8.1%) (p=0.830), 심부전은

비독성군에서 1명(0.3%), 독성군에서 1명(1.6%) (p=0.287).

알콜 섭취 동반은 비독성군에서 113명(33.5%), 독성군에

서 22명(35.5%) (p=0.76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4. 급성 신경학적 독성

총 417명 중 응급실 도착 후 48-72시간 내 brain MRI를

동의하여 시행한 환자 102명이 최종 연구 상이 되었으

며,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brain MRI 이상소견은

총 26명(25.5%)에서 확인되었다. Globus pallidus에 병

변이 국한된 환자 18명, globus pallidus 포함 다른 역

에 병변이 동반된 환자 7명, cerebellum에만 병변이 국한

된 환자 1명이었다(Table 3). 급성 신경학적 독성이 확인

된 환자 중 22명은 HBOT를 시행하 고, 기관내 삽관 상

태 3명, 협조 불가하여 실패한 1명, 총 4명에서 시행하지

못하 다.

1) 급성 신경학적 독성의 위험요인(Table 4)

평균연령, 의식소실의 경우 비독성군과 비교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평균연령은 비독성군에서

42.41±17.14세, 독성군에서 51.50±17.12세(p=0.022),

의식 소실은 비독성군에서 43명(56.6%), 독성군에서 21

명(80.8%) (p=0.02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별,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의도성,

알콜 섭취 동반, 수면제 복용 동반, 초기 COHb 농도의 경

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은

비독성군에서 남성이 46명(60.5%), 독성군에서 15명

(57.7%) (p=0.799), 고혈압은 비독성군에서 6명(7.9%),

독성군에서 5명(19.2%) (p=0.142), 당뇨는 비독성군에서

4명(5.3%), 독성군에서 3명(11.5%) (p=0.367), 허혈성

심질환은 비독성군에서 1명(1.3%), 독성군에서 1명(3.8%)

(p=0.447), 심부전은 비독성군에서 1명(1.3%), 독성군에

서 1명(3.8%) (p=0.447), 의도성은 비독성군에서 53명

(69.7%), 독성군에서 16명(61.5%) (p=0.441), 알콜 섭취

동반은 비독성군에서 32명(42.1%), 독성군에서 8명

(30.8%) (p=0.307), 수면제 복용 동반은 비독성군에서 19

명(25.0%), 독성군에서 9명(34.6%) (p=0.343), 초기

COHb 농도는 비독성군에서 26.75±14.84%, 독성군에서

30.52±15.01% (p=0.2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 기간 동안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내원한 환

자 417명 중, 270명(64.8%)에서 HBOT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었으나, 치료 거부 및 자의 퇴원한 43명(10.3%), 협

조 안되어 실패한 8명(1.9%), 기관 내 삽관 상태 8명

(1.9%), 응급실 내 전원 5명(1.2%)을 제외한 206명

(49.4%)에서 HBOT를 시행하 다(Table 1). 급성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 417명 중 의도적 사고는 201

명(48.2%), 비의도적 사고는 216명(51.8%)으로, 의도적

사고에서는 번개탄 169명(40.5%), 연탄 23명(5.5%), 비

의도적 사고에서는 화재 135명(32.4%), 산업현장 30명

(7.2%)이 다수 고, 비의도적 사고들의 경우 일산화탄소

노출원이 더욱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2012년에 발표된 국내 Choi 등3)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

사고가 38.5%, 비의도적 사고가 61.5% 으며, 본 연구에

서는 의도적 사고의 비율이 48.2%로 이전 국내 연구보다

의도적 사고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oi 등3)의 연구에서 의도적 사고는 번개탄, 연탄, 비의도

적 사고는 화재가 다수 으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의도적 사고의 경우에서 산

업현장의 비율이 두번째로 높았고, 노출원의 종류가 이전

연구들보다 더욱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의

도적 사고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일산화탄소 노출

원들이 포함되어있어, 환자의 임상 양상 파악과 병력 청취

를 충분히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가려내고 빠른 치

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료진의 판단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

혈관계 독성, 급성 신경학적 독성이 발생한 환자군의 임상

적 특성을 통해, 이러한 독성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심장, 뇌 등 주요 장

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HBOT를 운 하

박진수 외: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서 급성 심혈관계, 신경학적 독성의 위험요인과 노출 경로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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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 다.

급성 심혈관계 독성의 경우 의도성, 의식소실, 수면제

복용 동반, 초기 COHb 농도,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에

서 비독성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평균연령, 성별, 당뇨, 심부전, 알콜 섭취 동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도성의 경우 번개탄, 연탄

등의 비율이 높았고, 주로 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의식소실 및 수면제 복

용 동반 환자의 경우에도 의도 혹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일산화탄소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렇게 일산화탄소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환자의 경우 초기

높은 COHb 농도의 결과를 초래하고, 심혈관계에도 더욱

큰 손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Hb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독성이 생길 위험이 높

아진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부합한다16). 고혈압은 심혈관

계 질환의 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17), 고혈

압이 있는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의한 심혈관계 독성이 더

잘 발생하는지에 한 생리학적 연구는 추후 진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비독성군에

서 2명(0.6%), 독성군에서 4명(6.5%)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되었으나, 환자수가 충분하지 않

아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성 신경학적 독성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내원

후 48-72시간 이내에 brain MRI 시행을 동의한 환자만 진

행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연령, 의식소실에서 비독

성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평균

연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노화가 진행될 수록 뇌의 구조적, 화학적, 신경생리학적

변화로 뇌기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으며18), 이러한 기

능의 저하가 일산화탄소 노출에 의해 더욱 손상받기 쉬운

환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령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뇌손상에 한 직접적

인 연관성은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

식 소실의 경우 일산화탄소에 의한 급성 신경학적 손상의

임상양상으로 판단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하 다. 이는 본원의 HBOT 적응증에 의식소실, 의식저

하 등이 포함된 것과 부합하 고, 기존 연구들의 HBOT

적응증과도 부합하 다13). 본 연구에서는 성별, 고혈압,

당뇨, 허헐성 심질환, 심부전, 의도성, 알콜 섭취 동반, 수

면제 복용 동반, 초기 COHb 농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급성 신경학적 독성에

한 연구 사례가 소수임에 따른 제한점으로 판단된다. 여

러 연구들에서 높은 COHb 농도, 낮은 Glasgow Coma

Scale score 등이 신경학적 독성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

으며19), 본 연구와의 차이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신

경학적 독성에 한 더욱 많은 사례들을 통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일산화

탄소 중독환자에서 초기 brain MRI에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DNS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었으며19), DNS

를 예방하기 위한 HBOT의 중요성에 한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20,21). 본 연구에서 급성 신경학적 독성과

DNS의 연관성에 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급성 신경학적 독성의 위험요인들을 빠르게 파악

하여 brain MRI 이상 소견 및 DNS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

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HBOT를 시행하는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급성 신경학적 독성군 26명 중 16명(61.5%),

비독성군 76명 중 20명(26.3%)에서 급성 심혈관계 독성

이 확인되었다. 일산화탄소가 단일 장기가 아닌 다양한 주

요 장기들에 동시다발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의 연구들과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7).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내원했을 시 검사 시간까지 오래

지체되는 brain MRI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Troponin-

I, EKG, TTE 등을 빠르게 확인하여 급성 심혈관계 독성

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HBOT를 시행하여 급

성 신경학적 독성 및 다른 주요 장기들의 손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 론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의 노출 경로는 의도적 사고의 경

우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비의도적 사고의 경우

노출 경로가 다양하여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환자의 임상 양상과 병력청취, 검사 결과들을 토 로 빠르

게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가려내는 의료진의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

자로 진단된 환자에게서 의도성, 의식소실, 수면제 복용

동반, 초기 COHb 농도,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 급성

심혈관계 독성의 위험요인들과, 평균 연령, 의식소실 등

급성 신경학적 독성의 위험요인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심

혈관계, 신경계 등 주요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HBOT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Troponin-

I, EKG, TTE 등을 통해 급성 심혈관계 독성이 확인된 환

자에게 적극적으로 HBOT를 시행하여, 다른 주요 장기들

의 손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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