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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음독 후 발생한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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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repor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a patient with quadriplegia and impaired cognition as

neurological sequelae after ingestion of herbicides. A 59-year-old man with toxic encephalopathy and hypoxic encephalopathy
after the ingestion of herbicides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Hyulbuchuko-tang mixed with Ondam-tang-gami (血府逐瘀湯合
溫膽湯加味), cupping, moxibustion, and rehabilitation. Clinical symptoms were measured with the Manual Muscle Test (MMT),
Korean Mini Mental Status Exam (K-MMSE),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and Modified Barthel Index (MBI).
After three months of treatment, clinical symptoms improved. The motor function improved (MMT on both sides, Gr. 3+F/4G
→Gr. 4-G~4G/4+G), cognition improved (K-MMSE, 13→21), and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s also improved
(FIM 41→74; MBI 20→63). Korean medical treatment could effectively treat neurological sequelae after ingestion of herbicides
in this case.

Key words: herbicide intoxication, toxic encephalopathy, hypoxic encephalopathy, quadriplegia, impaired cognition, Korean
medicine treatment, case report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로 10만명당 24.6명에 이른다1. 자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며, 이 중 농약 음독은

자살 방법 중 3위를 차지한다2. 농약의 한 종류인

Glufosinate계 제초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농

약 독성 분류 기준상 보통 독성(어독성 III급)에

속하며, 1994년 처음 소개된 이래 그 사용 빈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음독 환자도 증가하였다3. 국

내에서 농약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Glufosinate계 제초제가 원인인 경우가 6.3%를 차

지하였다. Glufosinate계 제초제는 음독 후 초기 위

장관 자극 증상과 호흡기 자극 증상을 일으키며,

지연성의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의식

상태의 변화, 호흡중추의 억제에 따른 호흡저하,

호흡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4.

본 증례는 환자가 자살을 목적으로 Glufos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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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제초제를 음독한 후 발생한 의식소실을 주소로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하던 중 지연성으

로 독성 뇌병증 및 지연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

을 받고 급성기적 중독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본원

으로 입원할 당시 사지의 근력 저하, 인지저하, 구

음장애 등의 후유증상에 대한 한방치료 및 재활치

료를 시행한 후 제반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었다.

독성 뇌병증(Toxic Encephalopathy)이란, 독성 노

출로 인해 발생한 뇌 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독성

뇌병증이라는 용어는 뇌 조직의 무증상적인 결손부터

명백한 임상 장애까지 다양한 증상의 스펙트럼을 포

함한다5. 저산소성 뇌병증(Hypoxic encephalopathy)이

란, 산소나 포도당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뇌 조

직에 손상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의 강도

및 시간에 따라 각성 상태의 저하, 식물인간 상태,

뇌전증, 자율신경계 부전, 운동 장애 등의 임상 양

상이 나타난다6. 본 증례의 환자는 이러한 뇌의 병

변으로 인하여 사지의 근력저하, 인지저하 및 우측

안구의 내사시와 복시의 신경학적 후유증이 관찰

되었다.

중독 후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實用中醫內

科學≫에서 “或大嘔大瀉 或如狂如 或昏不知人 或

腹中絞痛至 瞳孔散大 面色靑紫 呼吸迫促 厥逆氣

絶”이라 기술하고 있다7. 이는 농약 음독 후 초기

에 점막 자극 증상에 의해 구역, 구토, 설사, 복통

이 발생하고, 지연성으로 의식 및 호흡의 변화가

보이며, 회복기에 기억 장애의 증상이 나타난다8는

현대 의학의 설명과 유사하다. 중독의 치료와 예후

에 대해서는 ≪東醫寶鑑-雜病篇≫에서 解毒에 대

하여 “害何物之中 審其遠近 久則不救 又手足面靑

過時者亦不救”라고 기술하였으며, 治法에 있어서는

吐法과 下法을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9. 이는

중독의 치료에 있어 중독된 원인물질과 중독 후

경과한 시간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농약 음독 후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한

여러 증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급성기에

해독 작용을 위하여 감두탕가미방10-12을 투여하거

나, 병발된 혈액학적 이상 수치를 정상화하거나 급

성기의 위장관 자극 증상의 치료13가 대부분이었으

며,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독성 뇌병증이나 저산소

성 뇌병증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치료한 증례보고

는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Glufosinate계 제조체 음

독 후 발생한 뇌병증으로 인한 사지 근력저하, 인

지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하여 제반증상의 호전이 보였기에 이

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2020년 06월 15일부터 2020년 09월 15일까지 본

원에 입원한 환자 1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IRB

승인(WKUIOMH-IRB-2021-07)을 얻었다.

1. 환자 이름 : 박⃝⃝(M/59)

2. 진단명 : 독성 뇌병증, 저산소성 뇌병증, 상세불

명의 뇌경색증

3. 발병일 : 2020년 05월 04일

4. 주소증 : 사지소력, 인지저하, 어둔, 우측 외사시

및 복시, 소화불량

5. 치료기간 : 2020년 06월 15일~2020년 09월 15일

6. 과거력 : 발병일 이후 고협압, 고지혈증 진단 하

약물복용 중, 약 2~3년 전 ⃝⃝병원 우측 어깨

골절 진단 하 수술 시행

7. 가족력 : 부(고혈압)

8. 사회력 : 소주 1.5병/일, 흡연 1.5갑/일*20년

9. 현병력

2020년 05월 04일 Glufosinate계 제초제 음용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당일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MRI 상 chronic infarction

외에는 별무소견(Fig. 1 (A)) 하 보존적 치료

도중 2020년 05월 14일 시행한 Brain MRI 상 독

성 뇌병증, 지연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Fig. 1

(B)) 하 응급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입원치료

(2021년 05월 04일~2020년 06월 15일) 후 2020



제초제 음독 후 발생한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인지저하를 호소한 환자의 한의치료 증례보고 1례

906

년 06월 15일부터 2020년 09월 15일까지 본원에

서 입원치료 시행하였다.

Fig. 1. Brain MRI diffusion weighted image.

10. 검사 소견

1) MSE(Mental State Examination)

(1) Mental status : Confuse

(2) K-MMSE(Korean Mini Mental Status Exam)

: 13

2)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1) MBI(Modified Barthel Index) : 20

(2)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ment)

: 41

3) Deep Tendon Reflex

(1) Biceps reflex : ++/++

(2) Triceps reflex : ++/++

(3) Patellar reflex : ++/++

(4) Achilles tendon reflex : ++/++

4) 진단검사결과 (2020.06.16.) : Table 1 참고

5) 영상검사 소견 : 2020년 05월 14일 ⃝⃝대학교

병원 Brain MRI 상 독성 뇌병증, 지연성 뇌손

상(Fig. 1 (B)) 소견

Result High/Low
Reference
value

ESR* 13 High ≤9 mm/hr
CRP†정량 0.8 High <0.5 mg/dL

RBC‡ 4.17 Low 4.20-6.10 106/μl
MCV§ 101.2 High 80.0-100.0 fL
Glucose 66 Low 70-100 mg/dL
ALP∥ 88 - 40-130 U/L
AST¶ 19 - <40 U/L
ALT** 18 - <41 U/L
Albumin 4.07 - 3.50-5.20 g/dL

Total Protein 6.46 - 6.40-8.30 g/dL
Total Bilirubin 0.61 - ≤1.20 mg/dL
*ESR :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 C-Reactive
protein, ‡RBC : red blood cell, §MCV : mean corpuscular
volume, ∥ALP : Alkaline Phosphatase,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Table 1. Blood Chemistry Examination (2020.06.16.)

11. 문 진

1) 食 : 일반식 1/4~1/3공기

2) 食慾 및 消化 : 식욕저하, 소화불량

3) 大 便 : 1회/1일, 정상변

4) 小 便 : 3-4회/1일. 불편감 없음

5) 睡 眠 : 양호

6) 體 型 : 보통

7) 面 色 : 赤, 黃

8) 眼 : 정면 주시 시 우안 외측으로 편위되어 있

음(정중선에서 약간 넘은 정도)

9) 鼻 : 정상

10) 口 : 정상

11) 胸 : 정상

12) 喀 痰 : 無

13) 汗 : 정상

14) 舌 : 紅 苔白厚

15) 脈 : 滑

12. 평가도구

1) Manual Muscle Test(MMT) : 사지마비의 호

전 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력 평가도구인

MMT를 사용하였다. Lovett이 제안한 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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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검사로 이는 중력과 저항, 관절가동범위의

세 가지의 기준을 사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다. 입원 및 퇴원 시점에 평가하였다14.

2) Korean Mini Mental Status Exam(K-MMSE) :

K-MMSE는 인지능력의 선별검사로, 환자의

인지능력의 호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K-MMSE

검사를 입원 및 퇴원 시점에 평가하였다

3)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Modified

Barthel Index(MBI) : 근력 호전 및 균형장애

의 호전에 따른 기능적 회복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도구인 MBI, FIM 평

가를 입원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시행하였다.

FIM은 기능성 독립성 척도로 운동능력 부분과

인지능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의 전

체적인 기능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준화

된 평가도구이다. MBI는 일상생활 동작의 자

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표이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4.

13. 치료방법(Fig. 2)

1) 침치료 : 치료 혈위로 양측 合谷(LI4), 神門

(HT7), 中渚(TE3), 外關(TE5), 手三里(ST36),

曲池(LI11), 陽陵泉(GB34), 足三里(LI10), 陰

陵泉(SP9), 懸鐘(GB39), 三陰交(SP6), 太衝

(HT7), 百會(GV20), 우측의 陽白(GB14)과

攢竹(BL2) 및 絲竹空(TE23)을 선정하였다.

2) 한약 치료 : 환자분은 독성 뇌병증,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받은 분으로, 四肢少力, 語鈍의 中

風 증상과 함께 譫妄, 癲證과 같은 인지저하

증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醫林改錯⋅

癲狂總論≫에서 癲證을 치료하기 위해 活血

化瘀의 치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

여 中風에 사용되는 처방 중 血瘀에 쓰이는

血府逐瘀湯을 기본방으로 선정하였다. 1일 2첩

3회, 1회당 80 cc씩 경구 복용하였다(Table 2).

입원 중 軟便, 泄瀉 증상이 관찰되어 2020년

07월 09일~07월 29일 동안 복용하던 한약을

중단하고 藿香正氣散加味方(Table 3)을 투여

하였다. 軟便, 泄瀉 증상은 정확하게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입원당시부터 소화불량증

상을 호소하였던 환자분으로, 血府逐瘀湯의 當

歸, 生地黃, 桃仁 등의 약재가 소화불량을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입원

당시 여름이라 병실에 에어컨이 계속 가동되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寒濕의 外邪와 消化不

良, 泄瀉의 內傷이 겸하였다고 판단하여 外感

內傷의 치료와 祛痰의 효능을 가진 藿香正氣

散을 사용하였다. 軟便, 泄瀉 증상의 호전 후에

는 다시 本病의 치료를 위하여 血府逐瘀湯合

溫膽湯加味(Table 2)를 재투여하였고, 消化不

良과 泄瀉 증상은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3) 뜸 치료 : 中脘(CV12)은 八會穴 중 腑會로,

健脾和胃, 化痰安神 하는 효능이 있어 中脘에

間接灸(神氣灸, 햇님온구사)를 20분씩, 1일 1

회 시행하였다.

4) 부항 치료 : 舒筋活絡, 調氣行血 등의 작용을

위하여 背輸穴에 건식부항을 유관법의 방법으

로 10분씩, 1일 1회 시행하였다.

5) 재활 치료 : 본원 양방재활의학과에 협진 의뢰

하여 전기자극치료, 보행훈련, 신경발달학적치

료, 복합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적응훈련 치

료를 시행하였다.

6) 양방 약물 치료 : ⃝⃝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퇴원 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Table 4).

7) 입원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불편감 및 부작용

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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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line of treatment.

Herb Pharmacognostic name
Dose (g)
per day

당 귀 Angelicae Gigantis Radix 8
생지황 Rehmanniae Radix Recens 8
도 인 Persicae Semen 4
지 각 Aurantii Fructus Immaturus 8
적작약 Paeniae Radix Rubra 8
시 호 Bupleuri Radix 8
감 초
(炙)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Praeparata cum Melle

8

길 경 Platycodonis Radix 8
천 궁 Cnidii Rhizoma 8
우 슬 Achyranthis Radix 8
홍 화 Carthami Flos 8
단 삼 Salviae Miltiorrhizae Radix 12
황 기 Astragali Radix 12
천 마 Gastrodiae Rhizoma 8
백강잠 Batryticatus Bombyx 8
조구등 Uncariae Ramulus cum Uncus 16
반 하
(薑製)

Pinelliae Rhizoma Praeparatum
cum Zingibere et Alumine

12

진 피 Citri Unshius Pericarpium 12
적복령 Poria Sclerotium 12
지 실 Ponciri Fructus Immaturus 8
죽 여 Phyllostachyos Caulis in Taeniam 8
석창포 Acori Graminei Rhizoma 8
생 강 Zingiberis Rhizoma Recens 8

Table 2.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血府逐
瘀湯合溫膽湯加味)

Herb Pharmacognostic name
Dose (g)
per day

곽 향 Agastachis Herba 12
자소엽 Perillae Folium 8
백 지 Angelicae Dahuricae Radix 4
대복피 Arecae Pericarpium 4
백복령 Poria Sclerotium 8
후 박 Magnoliae Cortex 4
백 출 Atractylodis Rhizoma Alba 4
진 피 Citri Unshius Pericarpium 4
길 경 Platycodonis Radix 4
감 초
(炙)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Praeparata cum Melle

4

저 령 Polyporus Sclerotium 4
택 사 Alismatis Rhizoma 4
생 강 Zingiberis Rhizoma Recens 4
대 조 Zizyphi Fructus 4
반 하
(薑製)

inelliae Rhizoma Praeparatum
cum Zingibere et Alumine

8

Table 3.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藿香正
氣散加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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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ncine Method Dose
Edarbi 80 mg tablet qd pc 1

Clopidogrel tablet 75 mg qd pc 1
Aricept 5 mg tablet qd pc 1
Lipinon 20 mg tablet qd pc 1
Harnal 0.2 mg tablet qd pc 1
Airtal 100 mg tablet bid pc 1
Paramacet tablet bid pc 1

Gasmotin 5 mg tablet bid pc 1
Gliatamin soft capsule bid pc 1
Baclofen 10 mg tablet tid pc 1
Magmil 500 mg tablet tid pc 1

Riperidone 0.5 mg tablet qd pc 0.5
Riperidon 1 mg tablet qd pc 1
Orfil SR 300 mg tablet qd pc 1
Qurokel 100 mg tablet qd pc 1

* qd (quaque die, daily) : 하루 1회 투여, pc (post
cibum, after meals) : 식후 경구 투여, bid (bis in die,
twice daily) : 하루 2회 복용, tid (ter in die, three
times daily) : 하루 3회 복용

Table 4. Prescription of Western Medicine

14. 치료경과

1) 사지소력

(1) 2020년 06월 15일(입원 1일째) : 양측 상하

지로 근력저하 관찰되며(MMT 상 양측 Gr.

3+F/4G) 환자는 등받이 없이 좌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하였다. 식사, 목욕, 옷 갈아

입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

어 타인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

다. 휠체어를 통한 이동만 가능하였으며, 침

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도 타인의 부축 없

이는 불가능하였다.

(2) 2020년 06월 27일 : 환자분 5~10분 정도 등

받이 없이 좌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

하며, 중등도의 부축 하 Walker기 보행 10 m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타인의 감독 하에 좌

위 상태에서 혼자 기립할 수 있게 되었다.

(3) 2020년 07월 06일 : 타인의 가벼운 부축 하

100-120 m(복도 왕복 1회)정도 보행 가능하

게 되었다.

(4) 2020년 07월 22일~07월 29일 : MMT 상

both Gr. 3+F/4G~4+G으로 하지의 근력

향상되었다.

(5) 2020년 08월 28일 : 타인의 가벼운 부축(살

짝 손을 잡아주는 정도) 하에 난간을 잡고

경사로를 보행할 수 있었으며, 타인의 중등

도 부축 하에 계단 보행 가능하였다. 또한

트레드밀 위에서 타인의 보조 없이 8분 정

도 걷기 연습이 가능하였다. 전반적으로 보

행능력의 호전이 관찰되었다.

(6) 2020년 09월 09일 : 병실 내 짧은 거리 내에

서는 부축 없이 천천히 보행이 가능하였으

며, 몸을 숙여 바닥에 있는 물체를 집는 움

직임이 가능하여 무게중심 이동 시에도 균

형을 잡을 수 있었다.

(7) 2020년 09월 15일(퇴원) : 환자분 퇴원 시

MMT 상 근력은 both Gr. 4-G~4G/4+G으

로 측정되었다. 타인의 감독 하에 500 m정

도의 평지 보행 및 경사로 보행 가능하였다.

계단 보행은 올라갈 때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었으나, 내려갈 때는 가벼운 부축 하에 난

간 잡고 계단 보행 가능하였다. 복시 증상으

로 낙상의 위험이 있어 항상 타인의 감독

필요하며, 계단 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였다. 또한 침상에서 기립 시 타인의 도움

없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등 보행, 이동 영역에서의 ADL이 개선된

모습 보였다.

전반적으로 환자의 ADL을 평가하는 FIM

은 입원 시 41점에서 74점으로, MBI는 입원

시 20에서 퇴원 시 63점으로 상승하였다. 상

지와 하지 근력은 좋은 편이나 환자분 복시

증상으로 인해 몸 치장하기, 옷 입고 벗기,

식사하기와 같은 생활면에서 환자의 운동기

능이나 인지기능에 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점수의 상승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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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 인지저하

(1) 2020년 06월 15일(입원 1일째) : 인지저하로

인하여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

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의욕이 없어 보이

고, 멍하니 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시

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어 있

으며,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있는 상태였다.

입원 당시 시행한 K-MMSE는 13점이었으

며, 기억회상, 주의집중 및 계산, 명령시행,

단어 이름대기 등의 항목에서 올바른 대답

을 하지 못하였다.

(2) 2020년 07월 06일 : 묻는 말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비슷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날짜를 묻는 질문에 틀린 날짜이기는 하지

만, 질문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

는데 이전보다 수월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작 지시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

었다.

(3) 2020년 08월 10일 : 환자분 인지상태 점차

호전되며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

할 수 있게 되면서 복시 증상에 대해 ‘상이

어른거리고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며, 2-3겹으

로 상이 겹쳐보인다’라고 표현하였다.

(4) 2020년 09월 15일(퇴원) : 입원 시점에는 지

시 이행이 되지 않았고,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도 없었으나, 퇴원 시점에서는 자연스

러운 대화가 가능하였다. K-MMSE는 입원

시 13점에서 퇴원 시점에서는 21점으로 점수

가 상승되었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

남력은 정확하였으며, 기억 등록 및 회상 영

역에서도 모두 맞는 대답을 하였다. 다만 계

산 영역과 같이 고등연산 작용이 필요한 질

문에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복시

증상으로 인해 글씨를 읽거나 쓰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어려워하였다.

3) 우측 외사시, 복시

(1) 2020년 06월 15일(입원 1일째) : 우측 안구

는 정면 주시 시 정중선에서 약간 외측으로

편위되어 있는 모습 관찰되었으며, 내측으로

는 정중선 내측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모

습 보였다. 복시 증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물체를 알아보지 못하며, 물체 움직임에 따

라 초점을 옮기는 것도 어려워하였다.

(2) 2020년 07월 01일 : 양측 안구 움직임이 자

연스러워졌으며, 정면 주시 시에도 안구의

편위는 관찰되지 않았다.

(3) 2020년 08월 10일 : 환자분 인지상태 점차

호전되며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

할 수 있게 되면서 복시 증상에 대해 ‘상이

어른거리고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며, 2-3겹으

로 상이 겹쳐보인다’라고 표현하였다.

(4) 2020년 09월 09일 : 복시 증상은 호전양상으

로 전반적으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느낌

은 없어졌으며, 이전에는 2-3개로 겹쳐 보이

던 상이 1.5개 정도로 겹쳐서 보인다고 표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

는 모습을 보이며, 악수를 하거나 작은 물체

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잡는 동작을 수

행하기 어려워하였다.

(5) 2020년 09월 15일 (퇴원) : 양측 안구의 편

위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복시 증상

으로 상이 1.5개 정도로 겹쳐보이는 상태 유

지되었다.

4) 소화불량

(1) 2020년 06월 15일(입원 1일째) : 소화불량은

주로 식후 더부룩한 감을 호소하였다. 식욕

저하 증상도 있어 식사량은 1/4~1/3 정도로

적은 편이었으며, 이는 키 180 cm, 몸무게

90 kg 정도의 큰 체구에 비해 식사량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 2020년 06월 24일 : 소화불량 증상 약간씩

좋아지며, 식사량 1/3공기로 증가하였다.

(3) 2020년 07월 07일~07월 09일 :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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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일 대변 소량씩으로 수차례 지리는 양상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07월 09일 설

사 1회 하였다. 복통은 없었고, 소화불량 증

상은 지속되었다. 탕약을 藿香正氣散加味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4) 2020년 07월 14일 : 추가적인 설사 증상은

없으나 아직 대변이 다소 무른 상태이며, 대

변 횟수는 1회/일로 횟수 감소하였다. 식욕

도 증가하여 매 식사 당 1/2공기 이상 섭취

하였다.

(5) 2020년 07월 22일~07월 29일 : 대변은 정상

변으로 1회/일 보며, 소화불량, 식욕부진 증

상 모두 호전되어 매 식사 당 1공기 가까이

드시는 모습 관찰되었다. 이에 07월 29일 탕

약을 다시 血府逐瘀湯合溫膽湯加味로 변경

하였다.

(6) 2020년 09월 15일(퇴원) : 탕약을 다시 변경

하고 퇴원일까지 소화불량, 설사 증상이 관

찰되지 않았고, 식욕저하 증상도 호전되어

매 식사 당 1공기씩 섭취하였다.

Ⅲ. 고 찰

Glufosinate계 제초제는 음독 후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중독 치료의 프로토콜을 따라 위장

관 세척 후 대증치료를 시행한다. 음독 후 초기에는

구역, 구토, 인후통 등의 위장관 자극 증상을 보인다.

또한 주로 노출 4시간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하는 중

추신경계 증상이 특징인데, 주로 의식 저하 및 기억

상실과 같은 의식 상태의 변화와 호흡중추의 억제에

따른 호흡저하, 무호흡증, 호흡정지,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외 패혈증, 신부전, 폐부종, 심독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15. 지연성으로 나타나

는 중추신경계 병증 양상은 뇌병증(encephalopathy),

추체외로증후군(extrapyramidal syndrome), 축삭돌기

다발신경병증(axonal polyneuropathy), 호흡저하에

의한 저산소성 뇌병증(Hypoxic encephalopathy)의

양상으로 나타난다8,16고 보고되고 있다.

Glufosinate 제초제 음독 후 Brain MRI 검사 상

뇌부종을 동반한 뇌병증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백

색질에 미만성의 소규모 병변의 양상으로 소혈관

성 뇌경색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형태로

도 나타난다. 영상검사 결과는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지 않으며17, 영상검사 상에서 보이는 뇌의 변화

정도와 나타나는 임상증상의 심각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5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

자로부터의 음독한 원인물질, 섭취량 등의 병력청

취가 중요하다.

Glufosinate계 제초제에 의한 중추신경 증상의

발생 기전은 글루타민 합성 효소 억제에 의한 조

직 내 암모니아의 축적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과용량을 음독할 경우 Glufosinate가 글루

타민 탈카르복실 효소를 억제하여 뇌신경전달 물

질인 GABA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것이 중추신경

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18,19.

농약 음독은 한의학적으로 ‘中毒’의 범주에 해당

한다. 한의학에서는 中毒 후에 吐, 下法을 사용하

거나, 解毒을 위해서는 甘豆湯9, 紫金錠이나 黃連解

毒湯을 隨證加減하여 투여하는 방법이 있다20. 중추

신경계 억제 증상에 牛黃淸心元에 星香正氣散을

調服시키거나, 半夏白朮天麻湯에 活血之劑와 通氣

之劑를 加味하여 사용하기도 한다20. 그러나 이 증

례의 경우에는 타병원에서 급성기에 중독에 의한

의식 저하, 호흡부전 등의 급성기의 증상을 치료한

후 본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독성 뇌병증, 저산소성

뇌병증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손상 후유증상들이

주로 관찰되었다. 뇌손상으로 인한 人事不省, 手足

癱瘓, 言語蹇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

의중풍진단표준화위원회에서 정의한 中風의 범주

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中風이란 元代 王履가

“人有卒暴僵仆 或偏枯 或四肢不擧 或不知人 或不

死者 世似中風呼之”라고 정의하였으며, 현대에서는

뇌혈관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등을 포함하는 범

주로 볼 수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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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후유 증상을 치료하기 위

한 목적으로 血府逐瘀湯 合 溫膽湯加味를 투여하

였다. 血府逐瘀湯은 ≪醫林改錯≫에서 처음 출전22

되었으며, 桃紅四物湯에 柴胡疎肝散이 합방된 처방

으로 氣滯血瘀에 쓰이는 처방이다. 본 증례의 환자

는 認知低下, 譫妄, 癲證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지남력이 저하되었으며,

지시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혼잣말로 하고, 의욕이 없어 보이며, 멍하니 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이는 정신적 이상을 나타

내는 癲狂 중 陰的이고 정서적으로 침체되어있는

癲證의 양상과 유사하다23. 癲證에 대하여 王淸任은

≪醫林改錯⋅癲狂總論≫에서 “元氣一时不能上轉

于腦髓…乃气血凝滞腦氣, 腑氣不接所致, 治療當應

用活血化瘀法.”24이라 하여 活血化瘀가 기본 治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환자는 癲證 중에서

도 무표정, 흐린 눈빛, 동작의 이상, 말에 순서가

없는 모습이 氣鬱을 겸한 癲證으로 판단되어 기본

처방으로 氣滯血瘀에 쓰이는 血府逐瘀湯을 선택하

였다.

한편, 溫膽湯은 唐代 ≪千金要方≫에 처음으로

수록된 처방으로, 祛痰和胃하는 작용을 가진다25.

膽氣가 鬱滯되어 化火하여 胸悶虛煩하고 痰火가

胃를 침범하여 胃氣가 逆上하여 惡心嘔吐 등이 발

생하는 등의 증상에 理氣化痰하여 치료한다. 임상

적으로는 理氣化痰, 淸痰和胃하는 효능으로 精神情

志의 증후가 나타날 때, 痰의 증후가 있을 때, 惡

心, 嘔吐 등의 胃失和降이 나타날 때, 舌苔가 白膩,

滑한 것을 기준으로 응용한다23. 본 증례의 환자가

食慾不振, 消化不良, 舌紅苔白厚, 脈滑, 面色黃·赤한

熱證 양상의 痰飮 증상이 관찰되어 溫膽湯을 合하

여 처방하였다.

四肢少力, 認知低下 증상에 대해서는 中風에 준

하여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鍼灸大成≫ 및 각종

고문헌에서 제시한 혈위들을 참고하여 合谷(LI4),

中渚(TE3), 外關(TE5), 手三里(ST36), 曲池(LI11),

陽陵泉(GB34), 足三里(LI10), 陰陵泉(SP9), 懸鐘

(GB39), 三陰交(SP6), 太衝(HT7), 百會(GV20)를

選穴하여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認知低

下를 치료하기 위해 心經의 原穴로서 養心安神, 益

智定驚의 효능을 가진 神門(HT7), 足三陰의 交會穴

및 陰陽二總穴인 三陰交를 配穴하였고, 사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우측의 陽白(GB14), 攢竹(BL2), 絲

竹空(TE23)을 選穴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입원 당시 양측 상하지 근력의

저하(MMT 상 양측 Gr. 3+F/4G)가 관찰되었으며,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있

어 타인의 도움 필요한 상태였다. 보행은 불가하고,

휠체어를 통한 이동만 가능하였다. 퇴원 시점에는

MMT 상 근력은 양측 Gr. 4-G~4G/4+G으로 입원

시보다 호전되었으며, 타인의 감독 하에 부축 없이

500 m 정도 평지 보행 및 경사로 보행, 가벼운 부

축 하에 계단 보행 가능하였다.

인지 기능은 입원 당시에는 지시에 대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

모습 관찰되었으나, 퇴원 시점에는 지시를 올바르

게 수행하고,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황에 맞는 상호

작용을 하는 모습 보였다. K-MMSE 점수는 입원

일에 13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퇴원일에는 21점으로

상승 보였다(Table 5, Fig. 3). 다만 계산과 같은

고등연산은 어려워하였고, 복시 증상으로 읽기, 쓰

기는 어려워하였다.

입원 시 食慾不振, 消化不良 증상이 관찰되었으

며 입원 시에 식사량은 1/4~1/3 공기로 저조하였

으며, 식후 더부룩한 감을 호소하였다. 認知低下

및 食慾不振, 消化不良, 舌苔의 양상으로 痰飮을

겸한 瘀血證으로 변증하여 血府逐瘀湯合溫膽湯加

味로 한약을 처방하였다. 이후 2020년 07월 06일

전후로 대변의 양상이 소량씩의 軟便, 이후로는 泄

瀉의 양상 관찰되어 한약을 藿香正氣散加味로 변

경하였고, 약 20일간 투여 후 泄瀉를 비롯한 食慾

不振, 消化不良의 증상 모두 호전되어 식사량은 매

식사에 1공기씩 섭취하였고, 대변도 1회/일, 정상

변의 양상으로 변화하여 2020년 07월 29일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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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전의 血府逐瘀湯合溫膽湯加味를 투여하였다.

복시 및 외사시 증상은 입원일에는 우측 안구가

정면 주시 시 정중선에서 약간 외측으로 편위되어

있었고, 좌측 주시 시 정중선 내측으로 잘 움직이

지 못하였다. 또한 복시 증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물체를 잘 알아보지 못하며,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 관찰되었다. 본원 입원 치료 후 안구 편위 및

움직임은 회복되었고, 복시 증상은 상이 1.5개 정도

로 겹쳐 보이는 정도로 호전되었다.

전반적인 ADL은 입원일에는 FIM 41, MBI 20

에서 퇴원일에는 FIM 74, MBI는 63점으로 상승하

였다(Table 5, Fig. 4). 사지 근력의 호전이나 인지

기능의 상승에 비해 ADL의 점수가 높지 않은 이

유는 복시 증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 및 감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사료된

다.

농약 음독 자살은 국내 자살 수단 중 빈도가 3

위를 차지하며 매년 8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다. 그 중 Glufosinate 계 제초제는 중독 후 나타난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이 약 22.2%에서 발생하였으

며, 그 중 40%의 환자가 사망이나 가망 없는 퇴원

을 보이는 등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중

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많은 경우에

예후가 불량하여 서양의학에서도 주로 급성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발표되고 있으며
3,4,15, 이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16.

또한 중추신경계 중독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

는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독성 뇌병증 외에 저산소

성 뇌병증도 병발할 수 있어, 손상되는 뇌의 부위

를 특정할 수 없고 나타나는 증상이 환자마다 다

양하여 그 후유장애와 예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

만, 농약 중독 후 발생한 소뇌기능장애, 진전, 안구

진탕 증상이 10년 후에도 관찰되었다는 연구가 있

었다16. 국내에서 농약 음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치료를 시행한 증례들은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급

성기 치료 및 증상관리가 목적이었다. 解毒을 위하

여 甘豆湯加味方을 투여하였거나10-12, 혈액학적 검

사 상 나타난 이상 수치의 교정 및 위장관 자극 증

상의 치료13가 목적으로 본 증례와 같이 농약 음독

후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손상에 대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치료한 결과 제반증상이 호

전을 보인 증례보고는 없었다. 이에 농약 음독 후

발생한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하여 한방치료를 시

행한 후 제반 증상의 호전을 보여 한방치료의 유

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증례가 1례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어

정확한 효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제

반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었으나, 복시 증상은 완전

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본원을 퇴원하였으며, 이

후 경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농약 음독 후

발생한 중추신경계의 후유증상의 한방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06.15
(Admission)

2020.07.14
(After 1month)

2020.08.13
(After 2 month)

2020.09.15
(Discharge)

FIM 41/126 51/126 60/126 74/126
MBI 20/105 34/105 42/105 63/105

K-MMSE 13/30 21/30
* FIM :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ment, MBI : modified Barthel index, K-MMSE : Korean mini mental
status exam

Table 5. The Change of FIM, MBI, and K-M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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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 of Korean mini mental status
exam (K-MMSE).

Fig. 4. The change of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ment (FIM), modified Barthel index
(MBI).

Ⅳ. 결 론

본 증례는 농약 음독 후 사지마비, 인지저하, 소

화불량, 우측 외사시 및 복시 증상을 호소하는 환

자를 瘀血證 兼 痰飮證으로 변증하여 한약 치료,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등 한방치료를 시행하

였다. 사지마비는 퇴원 시 타인의 감독 하에 자력

보행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되었으며, 인지 기능도

지남력, 지시 이해 및 수행이 가능하는 등의 호전

이 보였으며, 소화불량, 식욕부진 증상 모두 소실

되었다. 우측 안구의 외사시 및 복시 증상도 입원

시보다는 호전 보였으나 후유 증상 남아있는 상태

로 퇴원하였다. 위와 같이 농약 음독 후 신경학적

후유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한방치료를 시행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관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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