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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인산염제제는 acetylcholinesterase를 불활성화하여 내인

성 acetylcholine이 축적되도록 하여 각종 증상을 유발한다. 

무스카린성 증상으로 분비물 증가(기관지, 타액, 눈물, 땀), 

기관지수축(천명, 흉부압박감), 서맥, 저혈압, 위장관계 운동

성 증가(구토, 복통, 설사)가 나타나고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두통, 불면, 혼란, 불안, 초조, 발작이 일어나며 니코틴성 증

상으로 근 부분수축과 이어지는 이완성 마비를 유발한다.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자살 목적이나 실수로 섭취

할 경우 수 분 내지 수 시간 이내에 전술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48시간 내지 72시간 정도 지속된다. 이러한 콜린

성 시기(cholinergic phase)에는 atropine, diazepam 등을 투여

하며 무스카린성 증상 및 중추신경계 증상을 치료해야 하

고 24-48시간 내에 효소재활성제인 pralidoxime을 투여해야

만 한다. 콜린성 위기가 지나고 중독 1-4일 이후에 inter-

mediate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시적인(5-10일) 호

흡 근육 마비, 뇌신경 마비, 경부 굴곡근 및 사지 근위부 

근육의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 

4-18일 안에 완전하게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후발성으로 

다발신경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1,2)

  유기인산염중독 환자에 전신마취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신경근육이음부(neuromuscular junction)의 기능 이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근육이완제의 신중한 선택과 신경근육이음

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급성기에는 cholinesterase가 

억제되므로 이에 의하여 대사되는 약제의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급성기 유기인산염중독 환자에서 

신경근육감시(neuromuscular monitoring)를 하며 atracurium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 기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

이다.

증      례

  환자는 체중 50 kg의 53세 남자로 자살목적으로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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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진 유제)를 마시고 복부를 과도로 찔 다. 수상 6시간 

30분 후 본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내원당시 구역, 구토 증

상과 과도한 타액배출, 배뇨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상복부

에는 넬라톤 카테터 전장이 삽입되는 2 cm 길이의 찔린 상

처가 있었으며 활력징후는 혈압 100/60 mmHg, 맥박수 분당 

120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oC 다. Atropine을 시간당 

8 mg으로 지속 정주하기 시작하 고 pralidoxime을 투여하

다. 환자는 간열상으로 인한 혈액복막(hemoperitoneum) 의

심 하에 탐색개복술(exploratory laparotomy)을 위하여 전신마

취가 계획되었다. 근육이완제로는 atracurium을 선택하 고 

신경자극기를 이용하여 근육이완제를 최소한으로 투여하도

록 하 다. 유기인산염중독 15시간 후 수술실에 입실하 고 

환자는 혼란 상태로 타액 및 기관지 분비물이 과도하 으

며 활력징후는 혈압 150/90 mmHg, 맥박 분당 110회로 측정

되었다. 시간당 2 mg으로 감량된 atropine을 증량하고 전투

약 없이 심전도, 맥박산소측정기를 거치하고 신경자극기(TOF- 

watch, Organon Technika, Netherlands)를 왼손에 부착한 후 

thiopental 200 mg을 정주하여 의식을 소실시킨 후 atracurium 

10 mg을 정주하 다. 정주 3분 후에도 자발호흡이 소실되

지 않아 10 mg을 추가로 정주하 고 다시 3분 후에도 자발

호흡이 소실되지 않아 10 mg을 추가로 정주하고 기관내삽

관을 시행하 다. 좌측 요골동맥에 동맥카테터를 거치하고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는 pH 7.42, PaCO2 32 mmHg, 

PaO2 246 mmHg, HCO3
- 20.7 mmol/L, SaO2 100% 다. 2분

마다 train of four (TOF) stimulation을 반복하 고 세 번째 

연축(T3)이 나타나면 atracurium을 5 mg씩 추가로 정주하

다. 마취 유도 55분 후, 70분 후, 85분 후, 100분 후에 각각 

5 mg씩 총 4회에 걸쳐 20 mg이 추가로 투여되었다. 마취는 

sevoflurane과 N2O 2 L/min, O2 2 L/min로 유지하 다. 수술 

종료 후 근 이완 길항제는 투여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자발

호흡이 일회호흡량 250 ml 이상, 분당 호흡수 30회 미만으

로 회복되었으며 TOF stimulation시 사연속반응비(train of 

four ratio)는 86% 다. 그러나 간열상 봉합 부위 보호 및 

intermediate syndrome 발생을 우려한 외과의의 요구에 의하

여 진정상태로 기관내관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환자를 중

환자실로 이송하 다. 총마취 시간은 2시간 30분이었으며 

정질액 3,800 ml, 신선동결혈장 2단위가 투여되었으며 소변

량은 170 ml 다. 중환자실에서 T-piece를 통해 O2 5 L/min

로 호흡하면서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는 pH 7.45, PaCO2 

32.8 mmHg, PaO2 92.6 mmHg, HCO3
- 22.6 mmol/L, SaO2 

97% 다. 이후 환자는 중독 37시간 후 기관지 분비물이 감

소하여 atropine을 중지하 고 48시간 후 성공적으로 발관하

다. 수술 후 5일까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계에 대한 면

한 관찰과 보존적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수술 후 12일에 

합병증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유기인산염중독 환자의 마취는 마취과의사에게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 유기인산염제제가 신경근육이음부에 미치

는 향으로 탈분극근육이완제와 비탈분극근육이완제에 대

한 반응이 모두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중독 후 2년이 지

난 후에까지도 관찰된다.1) 더욱이 급성기의 유기인산염중독 

환자의 마취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은 이루어지고 있

지만 임상적인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1)

  Baraka 등은3) 체중 80 kg의 28세 남자 환자가 자살 시도

로 유기인산염에 중독되고 2주 후 까진위염(erosive gastritis)

으로 위절제술을 받게 되었을 때 atracurium 0.5 mg/kg를 투

여하여 20분간 근 이완이 지속되었고 이후 10분마다 유지

용량으로 5 mg씩 투여하 으나 같은 환자가 기관절개술을 

받을 때에는 succinylcholine 0.5 mg/kg를 투여하여 근 이완

이 45분이나 지속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 환자에서 혈장 

cholinesterase 치는 정상의 1/10 수준이었으며 pseudocholines-

terase에 의해 대사되는 succinylcholine은 회복이 지연되지만 

atracurium은 이에 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 

  Dillard와 Webb는4)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목적으로 유기인

산염중독이 된 53세 남자 환자에서 2주 후 원인질환 치료를 

위한 전기경련충격요법(electroconvulsive therapy)을 시행하 을 

때 succinylcholine을 사용한 경험을 보고하 다. 총 6회의 전

신마취를 시행하 는데 첫 번째 마취시에는 succinylcholine 40 

mg을 투여하여 1시간 후에, 두 번째에는 20 mg을 투여하여 

30분 후에 자발호흡이 회복되었고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에

는 각각 15 mg을 사용하여 15분만에 자발호흡이 회복되었다

고 보고하 다. 이들은 유기인산염제제가 cholinesterase 뿐만 

아니라 pseudocholinesterse도 불활성화하므로 이에 의해 대

사되는 succinylcholine 역시 대사가 지연되어 작용 시간이 

증가할 수 있지만 소량을 투여하면 저명한 증가 없이 사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 으며 세 번째 마취에서 통상 용량

의 1/5에 해당하는 용량을 투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었다고 보고하 다.

  Goonasekera 등은5) 자살목적으로 유기인산염제제 malathion

을 섭취한 체중 50 kg의 20세 여자 환자에서 자궁출혈에 의

한 혈액복막 의심 하에 탐색개복술을 위해 중독 후 48시간

이 지나지 않은 급성기에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를 보고

하 다. 이들은 atracurium 10 mg을 투여하여 삽관하고 40분 

후 10 mg을 추가 투여하 으며 45분 후 자발호흡이 회복되

어 발관하 다고 보고하 다.

  대체로 근육이완제 투여시 임상적으로 75-95% 근이완상

태(TOF stimulation에서 단일 수축[twitch]이 3개 이하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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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태)를 적절한 근육이완상태로 평가하는데6) 저자들은 

술 후 호흡억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혈액복막 

의심 하에 시행되는 탐색개복술의 특성상 적절한 복근 이

완을 위해 T3가 나타나는 시점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 다. 

수술 중 환자의 자발호흡이 회복되거나 기침, 딸꾹질, 사지

의 움직임 등 불충분한 근육이완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

다.

  Singh 등은7) 29명의 급성 유기인산염중독 환자들을 대상

으로 횡격막 신경 전도에 대한 연구를 하 는데 횡격막의 

복합근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가 인공호

흡기를 필요로 한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유의하

게 낮았다고 보고하 다. 중독 후 시간이 지나면서(4-18일

에 걸쳐) 근활동전위가 서서히 회복되는데 36%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43%의 환자에서는 여전히 감소되어 있었으며 

이들에서 인공호흡기 이탈은 79%가 첫 시도에서 성공하

지만 21%의 환자에서는 실패하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횡격막 복합근활동전위의 감소여부로 인공호흡 치료가 필

요한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증례의 환자도 횡

격막 복합근활동전위를 측정하 다면 intermediate syndrome

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치료 기간

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유기인산염제제는 cholinesterase에 의해 가수

분해되는 약물(국소마취제, esmolol)의 작용시간을 연장시키

며 전해질평형장애(저칼륨혈증), 내분비 기능 장애(adreno-

corticotrophic hormone 감소, 고혈당증), 체온조절 장애, 면역 

반응 장애, 기억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마취 전후에 주의를 

요한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

며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의 위험도 마취과 의사가 유의

해야 할 사항이다.1)

  이상에서 유기인산염중독 환자가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

게 된 몇 가지 증례 및 연구를 알아보았다. Atracurium은 cho-

linesterase나 pseudocholinesterase에 의해 대사되지 않고 비특

이 에스테르분해효소(nonspecific esterase)와 Hofmann elim-

ination으로 제거되므로5) 비가역성으로 cholinestrase를 억제

하는 유기인산염에 중독된 환자의 마취에 이론적으로 적합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급성 유기인산염중독 환자의 전신마취 시 근

육이완제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본 증례에서

는 신경근육감시를 통해 적절한 용량의 atracurium을 사용하

으며 전신마취 후 근이완이 적절하게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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