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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suicide by self-poisoning of prescribed or non-prescribed drugs on purpose has been increasing and is a major
cause of mortality. It is very important to treat promptly and properly for saving the lives from those suicides. There is
neither an organization such as poison control center nor measurement in S. Korea, though.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information of frequently used substances for suicide attempt in S. Korea. Our results also can provide
healthcare provider including pharmacists and doctors, etc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health and welfare for Korean.
From June 1st 2006 to April 30th 2012, we retrospectively studied patients visiting emergency room due to suicide
attempt. We collected information of underlying disease, history of past medical condition and suicide attempt, ingredient and getting route of ingesting substances, emergency treatment, and outcome by reviewing electronic medical
record. We also evaluated actual treatment of self-poisoning and made guide information about antidote medication for
S. Korean healthcare provider. Among total 242 cases of suicidal attempts, cases ingesting substances including prescription, non-prescription drugs and agricultural chemicals were 86.4%. The most frequently used drugs for suicide
attempt were sedatives-hypnotics (53.6%), followed by analgesics (16.7%) and antidepressants (12.4%). Analgesics
including acetaminophen and aspirin were most in teenagers but sedatives-hypnotics including benzodiazepines, nonbenzodiazepine (zolpidem) and antihistamine were most in other ages including elderly people. Most frequently used
antidote was activated charcoal (62.7%) and specific antidotes for some substances (acetaminophen, aspirin, agricultural
chemicals) were also treated properly, accompanying with medication for supportive care. In conclusion, the most used
substances for suicide attempt were sedatives-hypnotics and treatments for self-poisoning in emergency room were
appropriate based on existing references. Therefore, information of frequently used substances and antidote reflecting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for South Korean healthcare provider.
□ Key words - self-poisoning, suicide, antidote, emergency room, benzodiazepines

현대사회의 구조 특성 상 각 개인에게 나날이 증가되고 있
는 과중한 의무와 경쟁은 각 개인의 외로움과 고립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전세계적으로 현대인의
자살 시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손실과 비극을 떠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로 체계적인 대책 및 예방이 매우 시급한 사항이
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약 1,000,000
명이 자살로 사망하였으며,1) 2010년 통계청 자료는 한국의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망률
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2)
자살은 주로 외상, 음독 등의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며, 이
가운데 고의적인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자살 사망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요한 요인이며,3) 여성에서는 가장 흔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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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남성에서는 두 번째로 흔한 자살시도 방법이다.4) 특히
한국의 경우, 의료 기술 및 보험의 증진으로 인해 최근 일반
국민들의 약물 접근성의 용이해졌고 또한 인터넷 발달로 인
한 검증되지 않은 약물정보의 습득 용이성에 따라 약물 과
다 복용에 의한 자살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약물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지 간에 약물의 과량 복용
시, 투약으로부터 가능한 초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
면, 과량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어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한 환자의 경우에, 빠른 발견과 함
께, 신속하고 올바른 해독 응급 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부
분 환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5) 이에 한국에서 다빈도
로 발생되는 중독약물들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평소 이들 약
물들에 대한 해독제의 정보와 응급 처치에 대한 체계적인 준
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 약국의
약사 및 의료진들은 평소 한국에서 다빈도로 자살 시도에 사
용되는 약물들에 관한 정보 및 이들에 대한 해독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숙지함으로써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 첫째, 선진국에서 지역별로 활성화되
어 24시간 운영되는 PCC (Poison Control Center)가 설치되
어 운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6) 둘째, 약물로 인한 독성
발생 시의 응급상황에 대한 약물해독가이드 라인이나 운영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실제 고의
적 약물 과다 복용에 관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자살시도
시 다빈도로 사용되는 약물 및 해독제에 관한 한국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처치
및 대응을 하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약물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알아보고자
자살시도 과거력이나 기저질환에 관해서도 조사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및 해독제에 대한 자료는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자살 시도에
사용되는 약물의 오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5년 11개월(2006년 6월 1일~2012년 4월 30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자해(외상, 약물 등)를 주소로 응급실
을 경유한 환자들의 목록을 의무기록실을 통해 얻었으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사례들(242건)에 대한 전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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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연구 자료의 수집은
IRB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이루어졌다(IRB #KHNMC IRB
2012-04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건강상태 분석
연구대상자들의 나이, 성별, 현재 및 과거 질환, 자살 시도
수단, 자살시도 과거력, 내원 당시 활력 징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을 분
석해보고자 과거 및 기저 질환에 대하여 만성질환(당뇨, 고
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 허리 및 무릎 통증, 퇴행성 관
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포함)과 정신과 관련(우울증, 불면,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질환을 구분하여 수집 및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약물접근성이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살시도용으로 사용된 약물 분석
자살 시도용으로 사용된 약물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약물들의 계열에 따른 빈도, 연령별 자살 시도 시 약물 간의
차이, 자살시도용 약물 습득경로에 관해서도 평가하였다. 또
한, 만성질환과 정신과 질환의 가진 환자들에서 어떠한 약물
이 자살 시도용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분석하였다.
3) 응급실에서의 해독 처치 분석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실려온 연구대상자에게 행해진 처치
들에 대하여, (1) 약물별 문헌적으로 알려진 특이적인 해독
제(‘특이해독제’), (2) 모든 약물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사용
가능한 해독제 (‘비특이해독제’), (3) 증상개선을 위해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therapy, supportive therapy)로 사용되는
처치제(‘증상개선용’) 중 어떤 처치가 행해졌는지 분석하여
올바르게 처치 되었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약물 처치 이외
에 정신과 상담이 행해지는지도 분석하였다.
4) 응급 처치 후 결과 분석
응급 처치 이후에 귀가, 입원, 중환자실, 사망 등의 치료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5) 한국형 기초 자료에 기반한 다빈도 자살시도용 약물 및
해독제에 대한 정보제공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국에서 다빈도로 자살시도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 알려진 해독제와 실제 처치 시 사용
된 약물들에 관하여 해당 용도와 사용 금기(contraindication)
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건의료인들에게 한국형 다빈도 해독
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당 약물들의 독성
및 해독 처치 관련 논문들과 Maryland 및 Illinois의 poison
control center에서 발행되어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해독제 자
료 등을 참고하여 비교 정리하였다.7)8)
통계 처리
정량적인 항목은 통계적 계산 및 결과 처리는 Microsoft
Excel 2007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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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Period

2006.6.1~2012.4.30

Total case/patients number

242/237

Sex

Female/Male

62.4%/37.6%
Stable Status

18(33.3%)

Unstable Status
Record

Vital signs

132.8(±22.6)

Diasotlic Blood Pressure (mmHg)

77.4(±12.5)

Heart Rate (/min)

92.4(±23.0)

Respiratory Rate (/min)

20.6(±14.3)

o

Temperature ( C)
No record
Drugs
Method of suicidal attempt

Type of past medical history

Type of current medical history

Prescribed & Non-prescribed drugs

157(64.9%)

Agricultural chemicals

52(21.5%)

24(9.9%) (Wrist cutting, hanging)

Others

9(3.7%)

No record
Record
No record

36.5(±0.5)

188(77.7%)

External Injuries

Record

36(66.7%)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Past medical history

88(37.1%)

No Past medical history

37(15.6%)

112(47.3%)
Current medical history

129(54.4%)

No current medical history

62(26.2%)

46(19.4%)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건강상태 평가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37명의 대상환자에 대하여 62.4%가 여성으로 더 높았
다. 10대에서 8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가
운데 40대가 21.5%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1.4%, 60세 이
상의 노년층은 25%를 차지하였다(Table 1, Figure 1).
2) 내원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
총 242건 중 내원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54건(22.3%)이었으며, 이 중 66.7%의 환자가 비정상
적인 활력징후를 보였다. 기록된 54건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32.8 mmHg, 이완기 혈압 77.4 mmHg, 평균 맥박수 분당
92.4회, 평균 호흡수 20.6 회였으며, 평균 체온은 36.5oC 이
었다(Table 1).
3) 자살시도 수단
자살 시도 시, 행해진 수단에 대한 분석 결과, 242건의 사
례 가운데, 약물이 86.4%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약물중독으
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요인인지는 정보의 부재로 판단할
수 없었으나, 1건의 당뇨병성 혼수가 포함되었다(Table 1).
4) 과거 건강상태

Fig. 1. The distribution of age and sex in total suicide attempt
patients.

총 237명 가운데 과거 건강상태에 관하여는 과거 질환이
없던 환자는 37명(15.6%)이었으며, 과거 질환기록이 있는 88
명(37.1%) 중 정신과 관련 과거질환이 있던 환자는 29명
(33.0%), 천식, 고혈압,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9명(10.2%)이었으며, 각종 수술, 낙태, 결핵과 같은 질
환의 과거력을 갖는 환자는 50명(56.8%)이었다. 관련정보가
없는 환자도 112명(47.3%)이었다(Table 1).
5) 자살 시도 과거력
총 237명 가운데 이번이 자살 시도가 처음이었던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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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44.3%)이었고, 과거 1회 이상의 자살 시도를 했던 환자
는 52명(21.9%) 이었고, 85명(35.9%)은 관련 정보가 없었다.
자살 시도의 과거력 있는 대상자 중 5명은 해당 연구 기간
내에 본 응급실을 자살시도로 2번을 방문하였다. 자살 과거력
있는 52명 가운데, 23명(44.2%)은 같은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15명(28.8%)은 다른 방법을 시도 하였고, 14명(26.9%)은 방법
에 관한 정보는 없었다(Table 1, Figure 2).
6) 현재 건강 상태
연구 대상자의 약물 접근성과 자살 시도 시의 사용 약물과
의 접근성 및 기타 요인에 관한 연관성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기저질환도 분석하였다. 237명 가운데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78명(32.9%), 정신과 질환을 가진 환자는
82명(34.6%)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기저질환 없는
경우 62명(26.2%), 기저질환 정보가 없는 경우 46명(19.4%)이
었다. 기저질환을 갖는 129명 가운데, 기저 질환으로 만성 질
환만 가진 환자는 47명(36.4%), 정신질환을 동반한 만성질환
자는 31명(24.0%)이었다(Table 1, Figure 3).

자살시도용으로 사용한 약물들 평가
1) 약물 중독 양상
자살 시도에 약물을 이용한 209건 가운데, 진정-수면제
(benzodiazepine계, non-benzodiazepine계, 항히스타민계 수면유
도제)가 5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통해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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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in, acetaminophen, NSAIDS)가 16.7%, 항우울제(TCA,
SSRI 등)가 12.4%이 있었다. 또한, 24.8%의 농약이 포함되었다
(Table 2). 진정-수면제의 경우, benzodiazepine계에는 triazolam,
alprazolam, clonazepam, lorazepam, diazepam, etizolam,
bromazeepam이 있었으며, non-benzodiazepine계는 zolpidem, 항
히스타민계에는 doxylamine, diphenhydramine이었다.
2) 연령별 자살시도용 약물의 경향
연령대 별로 시도하는 약물의 종류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
으나, 10대(24건)의 경우에만 acetaminophen(54.2%)이 가장
높았고, 20대 이후에는 diazepam, alprazolam을 포함한
benzodiazepine과 zolpidem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78.9%), 70대(75.0%), 80대(75.0%)에서는 이 계열 약물
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Figure 4).
3) 자살시도용 약물의 습득경로
자살 시도 시 복용한 약물(농약 제외)을 습득하게 된 경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152건 중 처방약이 69.1%, 비처방약이
25.7%,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 5.2%이었다.
4) 자살시도용 약물종류의 개수
자살 시도 시 약물(농약 포함)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복
용 약물 종류의 개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는 복용한 약물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약물인지 복합적으로 다른 계열 약물과 섞어서 복용하였는지
를 의미한다. 약물로 인한 자살시도의 209건 가운데 단독 약

Fig. 2. The frequencies of past history in total suicide attempt patients.

Fig. 3. The distribution of underlying diseases in total suicide attemp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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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ype and number of ingesting substances for
suicide in S. Korea
The number of
cases(%)

Substances

Fig. 4. The distribution of the most used drug for suicide
attempt per age.
* BDZ; Benzodiazepine, APAP; Acetaminophen, N=number of
patients attempting suicide by drugs

물이 52.6%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5) 기저질환과 자살시도용 약물 간의 상관성
10대의 경우 기저질환과 자살 시도용 약물 간의 상관성은
16.7%이었으며, 20대 이후 40%정도의상관성을 가졌으며, 30
대의 경우 65%, 80대의 경우 75%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Figure 5).

응급실에서의 처치에 대한 평가
해독제는 1) 위장관으로 섭취된 약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거나, 2) 이미 흡수된 약물의 경우 제거를 촉진하거나, 3)
약리학적으로 반대 작용을 가지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통
해 해당 약물을 해독시키며, 과다 복용에 의해 나타나는 증
상들을 보존적으로 처치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이에
따라 다빈도로 자살 시도에 사용된 약물에 대한 처치를 특
이해독제, 비특이해독제, 증상개선제로 나누어 정리를 하여 표
로 나타내었다. 특이해독제의 경우, acetaminophen에 대한
acetylcysteine투여, benzodiazepine 및 non-benzodiazepine에 대
한 flumazenil 투여, aspirin에 대한 KCl, NaHCO3 투여, 마약
류에 대한 naloxone투여, 농약에 대한 atropine, pralidoxime투
여를 말한다. 비특이 해독제는 특정 약물에 의한 해독이기 보
다는 약물과다복용 시 전반적으로 사용가능한 해독제인
activated charcoal(활성탄)을 의미한다. 증상개선제는 약물 과
다복용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약물 처치를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평가한 결과, 모든 경우에 hydration이 진행되
었다. 해독제로써는, 전체 약물 과다복용 사례(209건) 가운데,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통한 약물의 흡수를 저지하는
처치가 가장 많이(62.7%) 시행되었다. 또한 특이 해독제는
acetaminophen(21건 중 81.0%), aspirin(11건 중 81.8%), 농약(52
건 중 44.2%)에 대하여만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benzodiazepine 및 non-benzodiazepine(zolpidem)의 경우 해독
제로 알려진 flumazenil이 사용된 경우는 3건(전체 91건 중
3.3%)이었고, oxycodone을 복용한 1건에 대하여 naloxone이

Sedatives-hypnotics

112 (53.6%)

Benzodiazepine

55 (26.3%)

Non-benzodiazepine (Zolpidem)

36 (17.2%)

Anti-histamines

20 (9.6%)

Analgesics (Acetaminophen[21],
Aspirin[11], Other NSAIDs[8])

The type
Antidepressants (TCA[14],
of
ingesting SSRI[14], Other[6])
substances Gastrointestinal related medicine
(Prokenetics[5], H2 receptor
blocker[5], Others[7])

35 (16.7%)
26 (12.4%)
16 (7.6%)

Antipsychotics

11 (5.3%)

Anticonvulsants

5 (2.4%)

Antihypertensives (Calcium Channel Blocker[3], β-blocker[3],
Diuretics[1])

3 (1.4%)

Opioids

1 (0.5%)
Single

The number
of type of ingesting
substances

Multiple

Unknown

110 (52.6%)
2

36 (17.2%)

3

15 (7.2%)

4

14 (6.7%)

5

12 (5.8%)

6

6 (2.8%)

7

1 (0.5%)

>20

1 (0.5%)
14 (6.7%)

*TCA; Tricyclic antidepressants,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H2 receptor; Histamine 2 receptr

Fig. 5. The distribution of correlation between underlying
disease and used drugs for suicide attempt by ages.

투여가 되었다.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특이 해독
제가 없는 경우는 증상 개선제를 통해 처치되었다. 증상 개

응급실 내원한 자살 시도 환자의 자살시도용 약물 및 해독제 사용 현황에 대한 평가

Table 3. The classification of antidote treatment per each
attempting suicidal substance in this study
1)Specific antidote
The types of drugs
used for suicide

Type of
antidote

2)Nonspecific antidote
3)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Benzodiazepine
( n=55)

Sedativeshypnotics
( N=112)

Non
benzodiazepine
[zolpidem]
( n=36)
Antihistamine
( n=20)

Aspirin
( n=11)
Analgesics
( N=35)
Acetaminophen
( n=21)

1) Flumazenil
2) Charcoal

29(52.7%)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35(63.6%)

1) Flumazenil

Antidepressants
( N=26)
TCA
( n=14)

1(2.7%)

2) Charcoal

22(61.1%)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24(66.7%)

1) NA

0(0.0%)

2) Charcoal

16(80.0%)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16(80.0%)

1) KCl, NaHCO3

9(81.2%)

2) Charcoal

7(63.6%)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9(81.2%)

1) Acetylcysteine

17(81.0%)

2) Charcoal

16(76.2%)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20(95.2%)

1) NA
SSRI
( n=1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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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0.8%, 사망 0.4%이었다.

한국형 기초 자료에 기반한 다빈도 자살시도용 약물 및
해독제에 대한 정보제공
한국형 다빈도로 자살시도 약물 및 해독제의 목록과, 해독
제의 용도와 사용 금기(contraindication)에 대하여 해당 약물
들의 독성 및 해독 처치 관련 논문들과 Maryland 및 Illinois
의 poison control center에서 발행되어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해독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비교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자살 시도 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및 접근성
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해독약물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한 자해환자들에 대하여 71개월간
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
어진 결과는 약물을 통한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사용가능하며, 또한 한국적 자살 시도 약물에 대한
해독제 정보 제공은 약사 및 의료진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0(0.0)%

2) Charcoal

11(78.6%)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7(50.0%)

1) NA

0(0.0%)

2) Charcoal

9(64.3%)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10(71.4%)

1) Atropine, Pralidoxime,
Others
Agricultural NaHCO3
(agricultural
chemicals
chemicals,
2) Charcoal
( n=52)
N=52)
3) Treatment for supportive care

23(44.2%)
33(64.5%)
41(78.8%)

* NA: Not applicable

선 시에 사용된 약물은 위장관계 약물(H2-수용체 차단제, 위
장관운동 조절제, 프로톤펌프억제제), benzodiazepine
(lorazepam, midazolam), vasopressor (dopamine, epinephrine,
dobutamine, norepinephrine), 전해질보급제(KCl, NaHCO3,
MgSO4) 등이 사용되었다(Table 3).
또한, 자해를 주소로 응급실을 경유한 경우, 지속적 정신
과 치료나 자살 원인, 자살 재발 가능성 등에 관한 정신과
상담이 모든 경우에 진행되었다.

응급 처치 후 결과 평가
자살시도한 242건에 정신과 상담은 모두 이루어 졌으며,
치료 후 일반병실로 이동한 경우는 79.1%, 중환자실 19.7%,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건강상태 평가
자살시도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한 성별 및 연령을 분
석한 결과, 기존에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이
62.4%로, 남성보다 높았고,9)10) 40대가 21.5%로 가장 많은 비
율을 보였다. 정신과 상담 시, 자살 이유가 기록되었던 일부
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40대는 경제적 주체로써 가족 부양
에 대한 경제적 책임감과 부담감, 가정 내 불화가 자살 시도
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11.4%를 차지한 10
대는 학업적 스트레스 및 친구들과의 갈등이 자살을 유발하
는 것으로 보였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25%를 차지하
고 있었는데,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무기력, 기저 질환으로부
터의 고통 등이 노년층의 우울증 및 자살 시도에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경우, 우울증, 나이 증가, 남성, 이혼
혹은 사별, 미혼, 무자녀, 자살 과거력, 자살 가족력, 약물 혹
은 술 남용, 스트레스, 신체적 질병이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1)12)
자살시도자들의 과거 및 현재 건강상태를 평가한 결과, 정
신질환이나 만성질환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살
시도가 더욱 많이 시행되었다. 또한, 자살 시도 환자 가운데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환자가 21%를 차지하였다. 우울
증이나 자살 시도 과거력이 자살의 위험 인자로 이미 알려져
있는 만큼 자살 예방을 위하여 환자 면담 시 관련 정보에 대
한 수집과 지속적인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3)13)-15) 만성
질환자의 치료 시에도, 질환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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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지할 수 있는 상담과 관리 제공이 필요하다.

자살시도용으로 사용한 약물들 평가
약물로 인한 자살 시도 209건 가운데, 진정-수면제가
53.6%로 가장 많이 시도되는 약물이었으며, 다음으로 진통해
열제(16.7%), 항우울제(12.4%) 등이 있었으며, 한편 농약을
복용한 경우는 24.8%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통제와
항우울제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며, 개발도상국에서
는 제초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3)16)17) 다른
연구에서는 1980년 대에는 barbiturates, TCA, propoxyphen
이 많이 사용되었고, 1990년 대에는 BZD, TCA가 사용되었
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opioid 가 증가하여 사용되고 있다
고 한다.18) 그러나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 수면진정제 24.8%
로, 진통제가 1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9) 본 연구에서
도 역시 진정-수면제가 가장 많았고 진통제, 항우울제 순이
었으므로, 세계적으로 빈도 높은 약물들의 종류는 비슷하나
그 빈도 간에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 맞춤형 자료와 정보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 시도 시 약물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복용 약물 종류
의 개수를 비교하여 본 결과 단독 계열이 52.6%로 가장 많
았지만 다른 계열 약물과 함께 복용한 경우도 41.3%이었으
며, 계열을 알 수 없는 경우는 6.7%이었다. 약물이 단일 계
열만 과량 복용하여도 위험하지만, 여러 계열의 약물을 함께
과다 복용한 경우, 약물 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더욱 위험해
질 수 있으며 또한 해독 처치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
므로 약물 복용 이력 파악을 의료제공자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연령별 자살 시도용 약물의 차이를 본 결과, 10대의 자살
시도용 약물의 경향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acetaminophen,
aspirin의 진통소염제 과량 복용(54.2%)이 많았으며, 기저 질
환 및 현재 복용약과의 상관성(16.7%)은 타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가정상비약이나 다양한 약국을
통해 얻은 비처방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하였는데, 이는 청소
년들 사이에서의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오남용 실태
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 10대의 약
물 인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20대 이후에는 benzodiazepine계열 및 non-benzodiazepin
(zolpidem)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50대(78.9%)에서 높게
사용되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자살시도용 약물과
기저질환과의 상관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살 시도한 환자들
의 기저 질환의 분포에서 우울증 및 불면 등의 정신과적 병
력을 가진 환자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만성질환에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만성 질환의 치료 약물이 자살 시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치료 약물이 자살 시도에
사용된 사례는 4건뿐이었다. 정신과적 동반질환 없이 만성질
환만은 가진 47명 가운데서도 benzodiazepine계열과 non-

Kor. J. Clin. Pharm., Vol. 22, No. 4, 2012

benzodiazepine인 zolpidem이 3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는 점에서 만성질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신경안정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더불어 복용하는 환자에게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약물의 습득 경로에 관하여 기록된 일부 내용에서, 환자 본
인의 약이 아니라 지인(가족, 주변)의 약을 복용한 경우가 9
건, doxylamine, diphenhydramine과 같이 약국에서 비처방약
으로 판매되는 수면유도제의 경우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산
경우 5건, acetaminophen, aspirin, ibuprofen 과 같이 상비약
용도로 집에 있던 약을 복용한 경우 12건이었다. 한 10대 청
소년은 자살에 관한 인터넷동호회에서 얻은 지식으로, 비처방
약물인 acetaminophen제제를 사서 복용한 사례도 있었다. 최
근 우리 나라는 비처방약물(OTC) 약물 가운데 가정 상비약으
로 acetaminophen, ibuprofen의 진통해열제를 비롯한 일부 약
물이 슈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약물 접근에 대
한 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간과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은 높아졌으
나, 정보의 전문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검증이나 여과없이 접
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안전한 대책과
전문가들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실에서의 처치에 대한 평가
본 연구기관의 해독관련 치료에서 모두 hydration이 진행
되었고, 문헌 상 알려진 해독제 처치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
한 결과 acetaminophen, aspirin, 농약과 같이 해독제가 알려
진 경우에는 해독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7)8)19-32) 또한,
약물 중독 시 1차적으로 사용되는 비특이해독제인 활성탄이
해독제로써는 가장 많이 사용(62.7%)되었으며, 이와 함께 증
상 개선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행해졌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supportive care가 해독 치료의 주류라고 제시한 것을 미루어
보아3)19) 적절한 처치가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
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 활성탄은 비특이적 위장관 정화
제(gut decontaminator)로써, 급성 약물 과다 복용 시 1차 치
료제이다. 이는 위장관에서 약물을 흡착시켜 위장관의 약물
흡수를 저해하여 약물의 제거를 돕는다.20) 활성탄은 대부분의
독성의 약을 섭취한 뒤 1시간 안에 투여되기를 권장하지만, 금
기 사항이나, 활성탄으로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없는 일부 약
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Table 4).20)
응급 처치 후 결과 평가
본 연구 대상자의 응급 처치 후 치료 결과를 살펴보면, 모
두 자살 시도하였으나 응급실로 온 환자의 경우 99%의 생
존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의 논문에서도 역시
96%가 생존하였고, 3.8%명 중환자실 입원, 4%가 사망한 것
과 비슷한 치료 결과인데,18) 이는 현대 응급의료 기술 발달
과 함께 약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응급실 방문을
통하여 올바른 처치를 받는다면 생명에 구할 수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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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다빈도 자살시도용 약물 및 해독제에 대한 정보제공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다빈도로 자살시도에 높은 빈도
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의료인들은 다빈
도로 자살시도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과량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하여 숙지하여 해당 상황 발생 시 빠르
게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또한 이에 대한 해독제에 관한 정보 보유가 중요하다.
따라서, 다빈도 약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다음
과 같으며 처치될 수 있는 해독제 목록과 해독 약물들의 해
당 용도와 사용 금기(contraindication)에 대하여서는 표4로
정리하였다(Table 4).
Aspirin에 의한 중독은 흔하며, Salicylate 중독 시 과호흡,
이명, 위장관 자극감이 나타난다.21) Acetaminophen의 급성 독
성이란 8시간의 안에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7.5~10 g을 섭취한
경우이다. 22)23) Acetaminophen은 과량 복용 시 비정상적인 대
사과정에 의해 생성된 대사체(N-acetyl-p-benzoquinone imine)의
간 손상에 의해 독성효과를 나타내는데,24) Acetaminophen 과
량 복용의 증상은 3가지 단계로 나타난다. 1상(복용 후 1224시간)에는 위장관 자극감,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을 보이
며, 2상(복용 후 48 시간)에는 간 효소, 빌리루빈, 락테이트
등이 상승하나 점차 정상으로 회복된다. 3상(3-5일 후)에는
심각한 간괴사로 진행되어, 혼수, 황달, 응고 장애 등이 나타
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2)23)
항우울제인 TCA의 경우, TCA 과량복용으로 2005년 272명
이 영국에서 사망했으며, 영국의 약물 사망 가운데 18%를 차
지하며, TCA 작용으로 졸음, 혼수, 호흡부전, 발작, 섬망 등
이 나타날 수 있다.25)26) SSRI의 독성에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진전, 경미한 저혈압 혹은 고혈압, 빈맥, 심싱설부정맥
등이 있다.25) 또한 trazodone과 같은 항우울제는 치료 초기
자살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어 치료 초기 주의가 필요하다.25)
BZD의 급성 중독 증상은 4시간 안에 일어나며, 초기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 졸음, 운동 기능 장애, 불안, 섬망, 환각 등
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관계 증
상, 심각한 경우 무호흡, 깊은 혼수, 저온증, 저혈압, 서맥,
심정지 등이 나타나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25)27) BZD는 넓은
치료역을 가지기 때문에 과량 복용 만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나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술, barbiturates,
opioids, TCA항우울제, 진정성 항정신병약, 항경련제, 항히스
타민제 등과 함께 과량 복용 시 특히나 위험해 진다.27)-31)
Zolpidem은 단기간 작용 non-benzodiazepine 수면제로써, 작
용 기전은 benzodiazepine과 마찬가지로 GABA의 작용을 강
화시키며, 과량 복용 시 과도 진정, 호흡 기능 억제,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다.25)32) 항히스타민계 수면유도제인
diphenhydramine과 doxylamine의 독성에는 구갈, 동공확대,
불명, 악몽, 환각, 발작 등이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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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의한 자살 시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앞서 제시하였듯이 10대의 경우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
는 진통소염제를 가장 많은 자살 시도용 약물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0대를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의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비처방약 구매 시
보호자의 확인, 혹은 약사의 서명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80대의 경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환자뿐 아니라 만성
질환자에서도 benzodiazepine 및 non-benzodiazepine인
zolpidem이 자살시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결과를 보였다.
현재 benzodiazepine 및 zolpidem이 남용되어 사용한 결과 이
와 같은 오용의 문제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만성질환자를 대
상으로 benzodiazepine 및 zolpidem의 약물 사용 평가 연구
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에 대해서는 처방 일수와 외래 follow-up 시
기를 조절하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교육을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위급
상황 시에 언제라도 처치가 가능하도록 benzodiazepine계, 및
non-benzodiazepine계의 해독제인 flumazenil을 병원뿐 아니라
지역 약국에서도 항상 구비하며, 해당 병원에서도 flumazenil처
치법을 인지하여 약물의 과다 복용 시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
며, 자살 과거력이 있거나 고 위험군에 대하여서는 보호자가
이 약물을 구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우울증 및 자살시도가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고 있는데 노인 환자의 자살 시도는 우울증, 나이 증
가, 남성, 이혼 혹은 사별, 미혼, 무자녀, 자살 과거력, 자살
가족력, 약물 혹은 술 남용, 스트레스, 신체적 질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노인 환자에 대하
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살 계획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보고에 따르면, OTC진통제의 각 포장 단위를 감소시키
는 것이 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20) 이에 따라 acetaminophen의 경우 1일 최대
용량인 3.5 g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을 규제하거나, 포장 용
기도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는 bottle packaging 보
다는 blister packaging이 효과적으로 과량 복용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33) 수면유도제나 진통제와 같이 비처방약
의 경우, 환자들에게 다빈도로 자살시도 시 사용되는 약물이
기 때문에 이 약물들에 대하여서는 일주일 이내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지정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도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poison control center
(PCC)가 운영 중이라 약물 과다 복용 의심 시 주의 사람이
PCC를 통해 전화 상담을 통해 응급처치나 신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구토 유도제인 Ipecac syrup을 상비하고

Type of antidote

Toxin

Bezodiazepine
or Zolpidem

Antidote

Flumazenil

Indication
Treatment of benzodiazepine and nonbendzodiazepine(zolpidem) overdose
Initial dose: 0.2 mg over 30 seconds; if the desired level of consciousness is not obtained, 0.3 mg can
be given over 30 seconds
Repeat doses: 0.5 mg over 30 seconds repeated at 1-minute intervals
Maximum total cumulative dose: 3 mg (usual dose: 1-3 mg) Patients with a partial response at 3 mg may
require additional titration up to a total dose of 5 mg. If a patient has not responded 5 minutes after
cumulative dose of 5 mg, the major cause of sedation is not likely due to benzodiazepines.

Contraindication25)
Hypersensitivity to flumazenil,
benzodiazepines; patients given
benzodiazepines for control of potentially
life-threatening conditions, patients who are
showing signs of serious cyclic
antidepressant overdose

Antidote for acute acetaminophen poisoning
[IV]
Loading dose: 150 mg/kg (maximum: 15 g),
Dilute in D5W 200 mL; administer over
Acetaminophen Acetylcysteine 60 minutes.
Second dose: 50 mg/kg (maximum: 5 g),
Dilute in D5W 500 mL; administer over 4
hours.
Third dose: 100 mg/kg (maximum: 10 g), Dilute
in D5W 1000 mL; administer over 16 hours

Aspirin

Antidotes for
Korea based on
results

NaHCO3 &
KCl

Specific
antidotes

[PO]
72-hour regimen
: Consists of 18 doses
; total dose delivered: 1330 mg/kg
Loading dose: 140 mg/kg
Maintenance dose: 70 mg/kg every 4 hours; repeat dose
if emesis occurs within 1 hour of administration

1)Enhancing urine output by alkalization : Putting 3 ampules of 40% sodium
bicarbonate into D5W (1000 mL)
2)KCl infused rapidly at a rate at least 2~3 mL/Kg/hour for prevention of hypokalemia :
total dose of 40 mEq/L

Antidote for anticholinesterase poisoning (carbamate insecticides, nerve agents, organophosphate
insecticides)
: Initial: 1-6 mg; repeat every 3-5 minutes as needed, doubling the dose if previous dose did not induce
atropinization. Maintain atropinization by administering repeat doses as needed for ≥2-12 hours based on
recurrence of symptoms
Atropine

[IV]
Following atropinization, administer 10% to
20% of the total loading dose required to
induce atropinization as a continuous I.V.
infusion per hour; adjust as needed to maintain
adequate atropinization without atropine
toxicity

Hypersensitivity to acetylcysteine

1) NaHCO3: Alkalosis, hypernatremia, severe
pulmonary edema, hypocalcemia, unknown
abdominal pain
2) KCl: Hypersensitivity to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hyperkalemia. In addition,
solid oral dosage forms are contraindicated in
patients in whom there is a structural,
pathological, and/or pharmacologic cause for
delay or arrest in passage through the GI tract

Hypersensitivity to atropine; narrow-angle
[IM]
glaucoma; adhesions between the iris and
Mild symptoms: Administer 2 mg as soon as an exposure is lens (ophthalmic product); pyloric stenosis;
known or strongly suspected. If severe symptoms develop
prostatic hypertrophy
after the first dose, 2 additional doses should be repeated in
rapid succession 10 minutes after the first dose; do not
administer more than 3 doses.
Severe symptoms: Immediately administer three 2 mg doses
in rapid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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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ntidote Guidelines of self-poisoning for Korean

Treatment of muscle weakness and/or respiratory depression secondary to poisoning due to
organophosphate anticholinesterase pesticides and; control of overdose of anticholinesterase
medications used to treat myasthenia gravis

Agricultural
chemicals

Anticholinesterase poisoning (eg, neostigmine, pyridostigmine): I.V.: 1000-2000 mg; followed by
increments of 250 mg every 5 minutes as needed
Pralidoxime

Organophosphate poisoning
[IV]
Loading dose: 1000-2000 mg; Maintenance:
Repeat bolus of 1000-2000 mg after 1 hour and
repeated every 10-12 hours thereafter,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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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ophosphate poisoning
[IM]
Mild symptoms: 600 mg; repeat as needed for persistent
mild symptoms every 15 minutes to a maximum total dose
of 1800 mg; may administer doses in rapid succession if
severe symptoms develop
Severe symptoms: 600 mg; repeat twice in rapid succession
to deliver a total dose of 1800 mg
Persistent symptoms: May repeat the entire series (1800 mg)
beginning ~1 hour after administration of the las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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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ntidote Guidelines of self-poisoning for Korean(continued)

Non-specific Activated
antidote
Charcoal

Elimination of certain drugs and improving decontamination of excessive ingestions of
sustained-release products
Single dose : 25-100 g
Multidose: Initial dose: 50-100 g followed by 25-50 g every 4 hours

Hypersensitivity to charcoal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intestinal
obstruction; GI tract not anatomically intact; patients at risk of hemorrhage or GI
perforation; patients with an unprotected airway; if use would increase risk and
severity of aspiration
Not effective for cyanide, mineral acids, caustic alkalis, iron, ethanol, methanol, or
lithium poisoning.

Atropine

Medication to inhibit salivation and secretions; treatment of symptomatic sinus
bradycardia, AV block (nodal level);

Hypersensitivity to atropin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narrow-angle
glaucoma; adhesions between the iris and lens (ophthalmic product); pyloric stenosis; prostatic hypertrophy

Acetylcysteine

Adjunctive mucolytic therapy in patients with abnormal or viscid mucous secretions in
acute and chronic bronchopulmonary diseases; pulmonary complications of surgery and
cystic fibrosis; diagnostic bronchial studies

Hypersensitivity to acetylcystein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Benzodiazepine

Controlling seizure, agitation

Hypersensitivity to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cross-sensitivity with other
benzodiazepines may exist); acute narrow-angle glaucoma; sleep apnea
(parenteral); intra-arterial injection of parenteral formulation; severe respiratory
insufficiency (except during mechanical ventilation)

Ceftriaxone

Prophylaxis of infection due to aspiration

Hypersensitivity to ceftriaxone sodium,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or other
cephalosporins

Clindamycin Prophylaxis of infection due to aspiration

Hypersensitivity to clindamycin, lincomycin,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in the treatment of shock which persists after adequate fluid volume Hypersensitivity to sulfites (commercial preparation contains sodium bisulfite);
Dopamine Hypotension(Adjunct
replacement)
pheochromocytoma; ventricular fibrillation
Dobutamine
Treatment
of
supportive
care

Hypersensitivity to dobutamine or sulfites (some contain sodium metabisulfat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idiopathic hypertrophic subaortic stenosis
(IHSS)

Furosemide Increasing urine output

Hypersensitivity to furosemid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anuria

H2-blocker Protecting or relieving of GI Uncomfortness from irrigation

Hypersensitivity to H2 antagonists,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Metoclopramide

Preventing of nausea and vomiting or stimulating gastric emptying and intestinal
transit of barium during radiological examination of the stomach/small intestine

Hypersensitivity to metoclopramid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GI
obstruction, perforation or hemorrhage; pheochromocytoma; history of seizures or
concomitant use of other agents likely to increase extrapyramidal reactions

Pantoprazole

Protecting or relieving of GI Uncomfortness from irrigation

Hypersensitivity to pantoprazole, substituted benzamidazoles (eg, esomeprazole,
lansoprazole, omeprazole, rabeprazol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Calcium
gluconat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hypocalcemia; treatment of tetany, cardiac disturbances
of hyperkalemia,

Hypersensitivity to calcium gluconat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ventricular fibrillation during cardiac resuscitation; digitalis toxicity or suspected
digoxin toxicity; hypercalcemia

KCl

Treatment or prevention of hypokalemia

Hypersensitivity to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hyperkalemia. In addition,
solid oral dosage forms are contraindicated in patients in whom there is a structural,
pathological, and/or pharmacologic cause for delay or arrest in passage through the
GI tract

NaHCO3

Management of metabolic acidosis; gastric hyperacidity; as an alkalinization agent for
the urine; treatment of hyperkalemia;

Alkalosis, hypernatremia, severe pulmonary edema, hypocalcemia, unknown
abdominal pain

NaCl

Hypotension(Additive for parenteral fluid therapy, severe hyponatremia and
hypochloremia, Hydrating solution)

Hypersensitivity to sodium chloride or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hypertonic uterus, hypernatremia, fluid retention

MgSO4

Treatment and prevention of hypomagnesemia;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eizures

Hypersensitivity to any component of the formulation; heart block; myocardial
damage

KH2PO4

Treatment and prevention of hypophosphatemia

Hyperphosphatemia, hyperkalemia, hypocalcemia, hypomagnesemia, renal failure

Cyproheptadine, Deferoxamine, Fomepizole, Digoxin Immune Fab, Glucagone, Hydrocobalamine, Methylene blue, Naloxone, Octreotide, Physostigmine, Phytonadione, Pyridoxine, Benztropine,
Bromocriptine, Dantrolene, Dimercaprol, Edetate calcium disodium, Folic acid, Glycopyrrolate, Leucovorin, calcium, D-Penicillamine, Phentolamine, Protamine sulfate, Sodium thiosulfate, Thi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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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otes for investigating in the future
based on other
references7)8)

Hypotension(Short-term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ardiac decompensation,
Positive inotropic agent for use in myocardial dysfunction related to sepsis; stress
echocar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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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약물 과다 복용 시 PCC와 상담을 통한 가이드에 따
라5) 투여를 통해 신속히 위해 약물을 배출해내는 것이 가능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물론 의약
품안전관리원, 마약퇴치본부 등에서 약물의 사용을 평가하고
오남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PCC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러한 위급 사항 상담 가능한 hot-line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기록된 의무기록에 대한 후향적 연구라서 정
보 수집 시 누락되는 정보가 많았으며,
단일기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관 특이성을 배제하지
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추
가 연구에 대한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자살방지를 위한 국가
적인 대책 마련 시에 근거자료로써 활용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민보건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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