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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cohol ingestion enhances impulsivity and aggression, and has been proven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suicid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lcohol co-ingestion affects the Poisoning Severity Score (PSS) grade in patients with intentional
poisoning.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intentional poisoning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E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0. Patients were divided into non-drunken and drunken groups. We collected the data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s and serum ethanol level results recorded during initial blood tests at the ED. To grade the
PSS, the highest score was assessed through clinical signs and test results during the hospital sta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A total of 277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163 (58.8%) were in the non-drunken group, and 114 (41.2%) were in
the drunken group. The PSS grad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p=0.002). While grade 1 (mild) was
observed more in the non-drunken group, grade 2 (moderate) and grade 3 (severe) were seen more in the drunken group. In an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lcohol co-ingestion (adjusted odds ratio [aOR] 2.557, 95% confidence interval [CI] 1.554-
4.208, p<0.001) was considered to be a risk factor for a higher PSS grad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rum ethanol level and the PSS grade. (p=0.568)
Conclusion: Intentional poisoning patients with alcohol co-ingestion had a higher PSS. Hence close observation and aggressive
treatment in the ED is warranted in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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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살은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매년 약 800,00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

고있다1). 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2), 2019 년 인구 100,000

명 당 26.9명의 자살률을 보 다3). 특히 의도적인 중독은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자살시

도 환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독 물질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임

상경과를 보인다4). 따라서 중독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코올 음주 상태에서는 충동성과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어, 자살과 접한 관련이

있음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5-7). 그러나 음주를 동반한 경우, 환자 본인에게 병력 청취가

제한적이며, 동반한 보호자도 독성 물질의 노출에 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

다. 때문에 음주를 동반한 중독 환자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방침을 세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중독 중증도 지수(Poisoning Severity Score, PSS)는 중독 환자를 상으로 중독 중증도를

등급화하고자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과, 의료인에 의해 관



찰되는 객관적인 징후, 검사결과를 통해 중독의 위험도를 정성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8). 이는 중독 물질의 종류와 양에 무

관하게 적용 가능하며, 환자의 전체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가장

심각한 증상 혹은 징후를 적용하는 후향적인 평가 방법이기에,

내원 당시 환자의 진술이나 이학적 소견뿐 아니라, 이후의 전

반적인 임상경과를 반 할 수 있다. 중독 환자의 경우, 초기의

급성 증상뿐만 아니라, 약물의 발현시간이나 사과정에 의한

후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환자의 임상 결과를

보다 명확히 반 하는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

에서는 약물 중독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의 중증도 평가에

도 유용함을 나타낸 바 있었다9,10).

알코올 음주가 자살에 미치는 향을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

를 고려하 을 때5-7), 알코올 음주 동반은 의도적인 중독의 중등

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는 PSS 등급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 목적의

약물 및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상으로 PSS 등급을 산출하

여, 음주의 동반 유무에 따른 중증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

펴보고, 상 환자의 특성들 중 높은 PSS 등급에 한 위험 요

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상과 방법

1. 상 환자

본 연구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관찰 연구로, 연간

내원 환자수 약 55,000명인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

하 다. 상 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응급

의료센터로 내원한 자살 목적의 중독 환자를 상으로 하 으

며, 본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IRB No. 2021-01-014). 중독 환자의 정의는 약물 중독 및 일

산화탄소 중독으로 하 고, 자살사고의 여부는 환자 본인의 진

술을 토 로 하되, 환자의 병력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반한 보호자의 진술을 토 로 하 다. 중독이 비의도적이거나,

자살사고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상환자에 포함하지 않았

다. 중독 외에 다른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진 경우와, 자의 퇴원

한 경우, 타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이후의 임상 경과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는, 정확한 PSS 등급을 산출할 수 없기에 상

환자에서 제외하 다.

알코올 음주 환자의 분류는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진술

상 음주가 명확히 확인된 환자 중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에서 에탄올 수치가 10.0 mg/dl 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군으로

분류하 고, 음주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비음주군으로 분

류하 다. 음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이나 검사결과가

불충분한 경우는 상에서 제외하 다.

상 환자들은 내원 당시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혈액 및 상

검사를 하고, 중독물질의 종류와 임상 징후에 따른 치료를 시

행하 다. 약물 중독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와 증요법을 시행

하고, 길항제의 적응 유무에 따라 길항제를 투여하 으며, 투

석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급 투석을 시행하 다. 일산

화탄소 중독 환자들은 정상압 산소치료를 시행하며, 고압산소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이상의 고압산소치료를 병행

하 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정상압 산소치료만 유지하 다.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은 COHb≥25%, 의식 소실이나 경련

등의 신경학적 증상, 심전도 상 ST분절의 변화가 있거나,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된 경우로 하 다.

2. 자료 수집

본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상 환자들의 성별, 나이, 혼

인, 직업, 독거 여부, 과거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중독 물질의

종류, 치료결과를 확인하 으며,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상 혈중 에탄올 수치를 확인하 다. PSS 등급의 정의에 따라,

초기부터 퇴원 시까지 모든 임상 경과를 확인하여 가장 위중한

상태의 점수를 각 상 환자들의 PSS 등급으로 적용하 으며,

등급 산출 항목에는 소화기, 호흡기, 신경학적 증상, 근골격계,

피부과 및 안과적 증상 등의 임상 증상과, 혈압, 맥박, 체온, 호

흡수와 같은 활력 징후, 그리고 전혈구 검사, 전해질 수치, 간기

능 검사, 혈청 크레아티닌 및 요검사, 크레아틴 키나제 등의 진

단검사결과가 적용되었다8). 이에 따라 PSS 등급을 0부터 4까지

총 다섯가지의 단계로 나누었다. 상 환자들의 알코올 섭취

유무가 PSS 등급을 산출하는 의료진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PSS 등급 산출

과 음주군의 분류를 각각 다른 의료진이 시행하 다.

상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직업

여부, 독거 여부를 확인하 으며, 혼인 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

/사별한 경우로 분류하 다. 임상적 소견으로는 자살시도의 과

거력과 중독물질의 종류, 응급센터에서의 진료결과를 확인하

다. 중독물질의 종류는 정신과적 약물, 진통제, 일산화탄소

중독을 구분하 고, 그 외의 약물(살충제, 제초제, 살서제, 소

화제, 진해거담제)과 복합적인 계열의 약물 중독은 기타로 분

류하 다. 응급센터에서의 진료결과는 퇴원, 일반병실 입원,

중환자실 입원으로 분류하 다. 상환자 중 응급센터 내에서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3. 통계 분석

명목형 변수들은 Pearson’s chi-square test를 시행하여 분석

하고 빈도와 백분율로 표현하 다. 연속형 변수들은 Shapiro-

Wilk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엔 Student t

test를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현하 으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엔 중앙값과 사분위로 표현하고 Kruskal-

Wallis H 검정을 시행하여 분석하 다. 높은 중증도에 한 위

험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교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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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 다. 데이

터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 다.

결 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일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목적의 중독 환자는 총 384명이었다. 이 중 다른 물

리적인 손상이 동반된 16명, 자의 퇴원한 56명, 타병원으로 전

원을 시행한 5명과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가 불충분한 30명을

제외하 으며, 최종적으로 277명이 상환자로 포함되었다.

상 환자들 중 비음주군은 163명(58.8%)이었으며, 음주군은

114명(41.2%)이었다(Fig. 1).

1.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소견

비음주군과 음주군 간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적 소견을 비

교하 다(Table 1). 분석 결과 비음주군과 음주군 간의 연령 차

이는 없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여성은 비음주군이 많았

으나, 남성에서는 음주군이 더 많았다(p=0.012).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는 미혼과 이혼/사별한 경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기혼자에서 음주군이 더 많은 결과를 나타냈다(p=0.009). 직업

여부에서는 비음주군에서 무직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p=0.003),

독거 여부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살 시도 과거

력과 중독 물질의 종류 역시 음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

며, 응급실 진료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중독 중증도 지수(Poisoning Severity Score, PSS)

PSS 등급은 비음주군과 음주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02). 상 환자 중 PSS 1등급의 비율은 비음주군에서 많

았으며, 음주군에서는 PSS 2등급과 3등급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많은 비율을 보 다(Table 2).

3.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높은 PSS 등급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Table 3). 분석 결과, 더 높은

PSS 등급에 한 위험인자로써 나이(adjusted odds ratio [aOR]

1.046, 95% confidence interval [CI] 1.024-1.068, p<0.001)와

알코올 동반 섭취(aOR 2.557, 95% CI 1.554-4.208, p<0.001)

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 음주를 동반한 군의 교차비가, 비

음주군에 비해 2.557배 더 높았다.

4. 중독 중증도 지수에 따른 혈중 에탄올 농도

상 환자들 중 음주 환자만을 상으로 하여 PSS 등급에 따

른 혈중 에탄올 농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4). 그

결과, PSS 등급에 따른 혈중 에탄올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68).

고 찰

본 연구는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자살 목적의 중독 환자들

을 상으로 하여, 음주 여부에 따른 PSS 등급을 후향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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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diagram of patients enrolled in this study.



가/비교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음주 환자군에서 더 높은 PSS

등급 비율을 나타냈다. 비음주군과 음주군 모두에서 PSS 1등급

이 가장 많았으나, 음주군에서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 으며,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더 높은 PSS

등급에 한 위험인자로써 나이와 알코올 동반 섭취가 유의성

을 보여, 음주군에서 더 위중한 임상 양상을 많이 나타냄을 확

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첫째로는 알코올과 중독물질 간의 상승효과 및 상호작

용에 의한 향이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신체에 다양한 작용

을 하여 여러가지 임상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중추

신경계에 많은 향을 미친다. 알코올 섭취는 뇌의 포도당

사를 감소시키고 GABA (γ-aminobutyric acid) 수용체 기능을

항진할 뿐 아니라 소뇌의 혈류를 감소시켜 운동기능의 불균형

을 야기한다11,12). GABA 는 중추신경계의 표적인 억제성 신

경전달물질로, 진정 작용 및 수면에 관여하기 때문에 임상적으

로 항불안제/수면제 및 항경련제의 주요 기전으로 사용된다13).

때문에 Benzodiazepine을 비롯한 많은 정신과 약물 또한 GABA

증 작용을 하며, 그 외 많은 중독성 물질들도 의식과 호흡기

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알코올 동반 섭취 시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로 인해 같은 중독 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알코올을 동반 섭취한 경우, 임상적으로 더 위중한 징후를 보

을 수 있다.

둘째, 음주로 인한 충동성 및 공격성의 증가로 인해 더 위험

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 음주 상태에서는

충동성이 증가하여 억제되지 않은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5,14).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폭력, 범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하며, 특히 이러한 충동성과 공격성은 자살과 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들이다7). Kaplan 등6)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음

주 환자에서 더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자살 시도가 이뤄짐을 보

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의 자살 시도는 더 위력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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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factors and clinical findings between non-drunken and drunken groups

Variables Non-Drunken (n=163) Drunken (n=114) p-value

Age, mean±standard deviation 39.63±20.32 41.79±15.43 0.315*
Gender, n (%) 0.012*

Male 049 (30.1) 51 (44.7)
Female 114 (69.9) 63 (55.3)

Marriage status, n (%) 0.003*
Single 089 (54.6) 45 (39.5) 0.117*
Married 041 (25.2) 51 (44.7) 0.009*
Divorce & Bereaved 033 (20.2) 18 (15.8) 0.346*

Inoccupation, n (%) 116 (71.2) 61 (53.5) 0.003*
Live alone, n (%) 046 (28.2) 36 (31.6) 0.547*
Previous suicidal attempt, n (%) 068 (41.7) 45 (39.5) 0.708*
Type of poisoning, n (%) 0.852*

Psychiatric agents 077 (47.2) 55 (48.2)
Analgesics 13 (8.0) 6 (5.3)
Carbon monoxide 042 (25.8) 31 (27.2)
Others 031 (19.0) 22 (19.3)

Outcome of ED, n (%) 0.389*
Discharge 031 (19.6) 18 (15.8)
Admission to GW 091 (55.8) 60 (52.6)
Admission to ICU 040 (24.5) 36 (31.6)

Data are presented as n (%) and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ED: Emergency department, GW: General ward, ICU: Intensive care unit
* p-value by adjustment of Bonferroni correction

Table 2. Poisoning severity score between non-drunken and drunken groups

Non-Drunken (n=163) Drunken (n=114) p-value

Poisoning severity score, n (%) 0.002
Grade 0 (none) 20 (12.3) 11 (9.6)0 0.496
Grade 1 (mild) 98 (60.1) 45 (39.5) 0.001
Grade 2 (moderate) 26 (16.0) 32 (28.1) 0.015
Grade 3 (severe) 17 (10.4) 25 (21.9) 0.009
Grade 4 (fatal) 2 (1.2) 1 (0.9) 0.782

Data are presented as n (%)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외상의 중등도와 음주와의 연관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조사된 바 있다15-18). 많은 연구에서 손상의 정

도 및 사망률은 음주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다고 하 으나, 몇

몇 연구에서는 반 의 결과를 보이기도 하 다. 이러한 차이에

는 많은 부분이 향을 미쳤을 터이지만, 특히 외상의 의도성

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Madan 등17)의 연구에서

는 상해와 같은 의도적인 외상의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이 동반되면 중증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충동성과 공격성의 증가와 함께 위

험에 한 합리적 판단력의 소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는 통증의 역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므

로19), 더욱 과감한 방법의 자살 시도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중증도를 증가시키는 데 향을 주었을 수 있다.

반면에, 급성 중독 환자의 임상 양상에 알코올 섭취가 미치

는 향을 보고한 Lee 등20)의 선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

른 결과를 보인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 음주 여부에 따른 PSS

등급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비음주군에서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더 길었으며, 음주군에서는 자의퇴원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이와 상충하는 결과를 보여, 음주 여부와 중독의 중증

도의 관련성에 하여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도적

인 중독 환자와 비의도적인 중독 환자들을 모두 상에 포함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살 목적의 의도적인 중독 환자만을

포함하여, 음주와 자살 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중독의 중증도

를 살펴보고자 하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자의 퇴원한 환자들을 상에서 제외하 다.

자의 퇴원의 경우는 중독 초기의 임상 양상 만을 확인할 수 있

고, 후기의 임상 경과를 확인할 수 없어, PSS 등급이 낮게 산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 기에 이들을 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이러한 상 환자 선정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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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β aOR 95% CI p value

Age -0.045 1.046 1.024-1.068 <0.001*
Gender

Female Ref
Male -0.293 0.746 0.438-1.270 <0.281*

Marrital status
Married Ref
Single -0.376 1.456 0.680-3.117 <0.333*
Divorce/Bereaved -0.064 0.938 0.468-1.879 <0.857*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Ref
Inoccupaton -0.145 1.156 0.682-1.961 <0.590*

Live alone
No Ref
Yes -0.091 1.095 0.628-1.909 <0.749*

Previous attempt
No Ref
Yes -0.272 0.762 0.462-1.256 <0.286*

Type of poisoning
Analgesics Ref
Psychiatric agents -0.199 0.819 0.393-1.709 <0.595*
Carbon monoxide -0.235 0.790 0.415-1.505 <0.474*
Others -0.034 1.035 0.362-2.922 <0.948*

Alcohol co-ingestion
No Ref
Yes -0.939 2.557 1.554-4.208 <0.001*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 p-value<0.05

Table 4. Comparison of serum ethanol level by PSS grade in drunken group (n=114)

PSS grade Grade 0 (N=11) Grade 1 (N=45) Grade 2 (N=32) Grade 3-4 (N=26) p-value

Serum Ethanol level 191.00 111.80 127.10 110.75 0.568
(mg/dL) (28.80-250.40) (42.35-181.40) (42.50-191.75) (64.26-168.28)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PSS: Poisoning severity score



어 서로 다른 결과를 보 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자살 환자와 음주의 연관성을 보고한

바 있다21). 이 연구에 따르면, 자살 환자의 음주율은 일반 환자

에 비해, 남성의 경우 1.83배, 여성의 경우는 2.4배나 높았다.

특히 45세 미만의 자살환자에서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남녀 모

두에서 2배 이상 많았으며, 폭음은 모든 연령 에서 자살의 위

험인자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목적의 중독 환자만

을 상으로 하 기에, 일반 환자와의 음주 비율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 환자 중 41.2%가 알코올 음주 상태 던

점을 보았을 때, 음주와의 연관성이 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과도한 음주의 예방은, 음주 운전 및 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들 뿐 아니라, 자살, 외상과 같은 보건의료적

인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혈액 내 에탄올의 농도와 PSS 등급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p=0.721). 이는 알코올 음주로 인한 충동성과

유해성이 알코올의 섭취량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rk 등22)의 연구에서는 음주의 정도에 따라 자살 방

법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등도의 음

주 시에는 치명률이 높은 자살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찰되

었으나, 그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는 오히려 자살 시도

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체내 알코올의 농

도와 자살 방법의 치명률이 비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이러

한 결과의 원인으로 음주로 인해 신체 기능과 계획적 수행 능

력이 저하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 다. 본 연구에서

도 혈중 에탄올의 농도와 PSS 등급이 비례하지 않는 점을 보았

을 때, 음주 자체는 의도적인 중독의 중증도를 높일 수 있으나,

알코올의 섭취량에 단순히 비례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결과에는 음주에 따른 신체의 사 반응이나 기

존의 건강 상태, 그리고 습관과 성격의 차이 역시 향을 미칠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일 기관 연구로

일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만을 상으로 하 기에, 지

역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들에 해서는 반 하지 못하므

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둘째, 후향적 관

찰 연구로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연구를 시행하 기 때문

에, 기록의 오류 및 누락에 의한 향을 배제할 수 없고, 의무기

록이 불충분한 부분은 변수에 포함하지 못하 다. 향후 다기관

환자군을 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결과를 보

다 일반화 할 수 있고, 음독 후 경과시간, 음독 물질의 양 혹은

일산화탄소 노출 시간과 같이, 본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변수

들을 보다 정확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적용된 PSS 등급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중증도 분류 항목

에 포함되므로, 환자 개개인의 성향이 중증도 분류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객관적인 지표만을 반 하는 scor-

ing system 을 함께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음주를 동반한 중독의 경우는 일차적인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자

살목적의 중독 환자들을 상으로 하여 PSS 등급을 평가하

을 때, 음주를 동반한 환자에서 최종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보

인 경우가 많았으나, 혈중 에탄올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진

않았다. 음주는 자살과 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음주를 동반한 음독의 경우 더 위중한 임상 경과를 보일 수 있

으므로,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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