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operidd과 Benztropine의 과량복용에 인한
항콜린성 증후군 치험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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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콜 린성증후군(Anticholinergic syndrome) 이란

17세된 여 자환자가 1987년 7월 14일부터 3개월간

삼환계 항우울제, 항파킨슨제제 항정 신병 약물중 일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Thioridozine),

정온一 최면제, 항경 련성

당시 환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고 밥에 소변을

(Antispasmodic)제제, 일부식물(예 ; 흰독말풀, 버

넣었다면서 식사를 거부하고, 있지도 않은 쌍동이
동생이 왕족에게 시집을 가서 살고 있다는 둥의

부(특히

섯종류중 일부등)과 같이 항무스카린(Antimuscarinic)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을 과량, 혹은 병합

망상과 이러한 망상에 부합되는 내용의 환청 및

복용시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으로 혼미, 지남력

느닷없이 공격적이며 충동적이고, 눈을 한 곳에

장애, 섬망상태, 경련, 빈맥, 부정맥, 동공산대, 장

고정한채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는 등의 증상이 있

운동저하, 또는 마비 및 급성 배뇨곤란등이 특징

었다. 이에 Haloperid이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적으로 나타나며，이 증후군은 치명적 가능성이

소량에서부터 추체외로증상이 자주,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 Benztropine 2mg을 계속 병합사용하였다. 약

있는 내과적, 정신과적 응급상태이다.
치료는 항콜린성제제들의 중추성 및 말초성 항

3개월정도 입원하면서 증세의 호전을 보이고 안정

콜린성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혈뇌장벽 (Blood-

된 병실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다소 퇴행적인 면과

Brain Barrier) 도 통과하는 Physostigmine(® Antili-

유아적인 행동양상이 남은 상태에서 Haloperidol은

rium) 제제가 선택적이라고 알려져 있다(Baldessa-

12mg으로 유지치료하면서 퇴원하였다.

rini 1985).
본저자들은 항정신병 약물인 Haloperidol과 항

통원치료하는 동안에도 외 래방문을 자주 거부하
고, 빈번한 진전, 안구운동 발작, 구강건조, 변비둥을

파킨슨제제인 Benztropine을 급성적으로 과량복용

호소하며 약을 먹으려 하지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함으로써 발생된 항콜린성증후군에 physostigmine

생활에는 안정을 유지하고 정신병적인 양상은 상

을 사용하여 치료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당히 호전되 어 Haloperidol 3mg, Benztropine 2mg을

바이다.

하루용량으로 유지사용하게 되었다. 어느날 환자는
약을 먹기 싫고,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으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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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16일분의 용량인
Haloperidol 48mg, Benztropine 32mg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 이에 환자는 약을 복용한지 1시간 반이
지나서 부모에 의해 응급실로 내원케 되었다.

자연소실되었고 지남력, 기억력 및 집중력장애 등도
보이 지 않고 명료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혈

응급처치를 시작할 당시 환자는 주치의를 알아
보고 인사도 하며, “ 입이 마르고, 조금 어지러워요”

건반사등도 정상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후 3일간

압, 맥박, 동공의 크기 및 대광반사, 장운동, 심부

라고 불편을 호소하는 둥, 의식상태는 비교적 명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료하였으며, 생명징후(vital sign) 및 신경학적 검

퇴원한 뒤 외래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항콜린성

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채혈,
수액의 정맥주사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력청취를

증후군에 의한 어떤 이상도 지속되지 않았다.

고

하는 동안에 갑자기 혼자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찰

환각증세를 나타내고 사람을 못알아 보며 홍분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및 목적없는 동작을 하면서

본 증례에서는 Haloperidd과 Benztropine의 두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심부건반사의 증가,

약물을 함께 급성적으로 과량복용한 예로서 항콜

동공산대, 대광반사의 지연, 빈맥이 나타났으며 점

린성효과(Anticholinergic effect) 면에서 상승작용의

점 정신상태가 더 불안정해지면서 심지어는 수액
세트를 스스로 나꿔채 뽑아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

항콜린성 효과가 미 약하다는 점과 입원당시 더 많은

다. 따라서 Lorazepam 4卿을 정맥주입 하였으나

용량의 Haloperido을 복용했었다는 점, 그리고 강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Haloperid이은 비교적

상태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환자와의 협조가 불

력한 항콜린성 효과를 갖고 있는 Benztropine을 일일

가능하여 위세척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학적검사 소견상 하복부 팽대, 장운

치료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복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증례의 항콜린성증후군의 발생은 Be

동저하 및 세맥과 혈압강하등이 현저해져 이에 대한

nztropine 이 주된 원인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대증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Physo-

항콜 린성증후군이 란

stigmine은 구할 수 없어서 항콜린성증후 군에 대한
지나면서도 심한 배뇨곤란, 장운동저하, 동공산대,

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약물들을 급성적으로 과량복
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크게 두가지 징
후로 특징지워진다. 첫째, 신경정신과적 징후로서

목적없는 과다한 움직임등 전신상태의 징후에 개

불안, 초조, 안절부절，목적없는 동작, 섬망, 지남력

선택 적 치료는 시 행하지 못했다. 약복용후 8시간이

항무스카 린(Antimuscarine)

선이 없을뿐만 아니라 의식 및 정신상태의 호전도

장애，구음장애, 환각, 경련발작등이 나타나며 둘

보이지 않아, 우선 항콜린성의 말초성 징후를 개

째는 전신징후로서 빈맥, 부정맥, 동공산대 및 대
광반사지연, 공막의 충혈, 피부건조, 체온상승，점

선시키 기 위하여 Neostigmine 0.5mg씩을 30분간격
으로 두번 근육주사 하였다. 주사한지 두시간이

액분비 저하，배 뇨곤 란, 장운동저 하등을 나타낸다

지나면서부터 환자는 대변과 소변을 다량 배설하고

(Baldessarini 1985). 본 증례에서도 상기 징후들이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을 알아보고, 지남력
장애, 환각늪세，섬망의 소견등이 극적으로 사라졌

뚜렷하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실제 임상에서 사

고 동공의 크기, 대광반사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항콜린성효과가 나타나는데，이는 이 제제들의 무

용되는 항정신병약물과 삼환계항우울제 모두에서
수용기 (Muscarinic-Cholinergic

또한 동공의 크기도 상당히 수축되는 등의 말초성

스카린성一 콜린성

항콜린성 효과가 개선되었으나, 의식 및 정신상태는

Receptor) 에 대한 친화력과 관련이 있다. 항우울

호전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18시만에야

제중에는 Amitriptyline이 가장 강한 항콜린성효과

physostigmine을 구하여 l.Omg을 근육주사 할수 있

가 있고, Desipramine과 Nortriptyline은 비교적 적

었다. 주사후 30분만에 의식이 명료해졌으나 약간의

다. 더우기 최근 새로운 항우울제인 Iprindole, Tra

기억력장애, 집중력장애 및 이자극성을 보여 첫주

zodone, Mianserine둥은 항콜린성효과가 아주 적

사후 30분만에 다시 Physostigmine 0.5mg을 근육

다고 한다(Baldessarin 1983).

주사 하였다. 그러나 두번째 주사후에 얼굴이 창
백해지고, 동공이 축소되며 가슴의 답답함과 복통,

mazine 이 항콜린성효과가 가장 강하고, 반면에 Ha

발한 및 현기증과 긴박뇨등을 호소하였다. 이런

loperidol 은 항콜린성효과가 가장 적다고 보고된다

호소는 두번째 근육주사후 두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Synders등 1974 ; Bernstein 1978). 또한 항정신

항정신병약물중에는 Thioridazine과 Chlorpro

병약물 투여에 따른 신경학적 부작용의 치료제로서

Physostigmine에 의한 섬망의 치료와 항콜린성독

항파 킨슨약물을 사용하는데 이들 항파킨슨약물중

성상태에 있는 파킨슨씨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어

에 Amantadine(® Symmetrel) 을 제외한 Benztro-

왔다.

pine(® Cogentin), TrihexypheridyK® Artane) 등의

첫치료용량(Initial Dose)

또는

시험용량(test

약물들은 매우 강한 항콜린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

dose) 으로 l~2mg의 physostipmine을 정맥주사로

Benztropine의 용량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약물의

5~10분에 걸쳐투여한다. 만일 Physostigmine 첫

치료용량은 보통 일일용량 lmg에서 6mg까지 사용할

용량에 반응을 보이면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의식이

수 있으나 과량 용량을 사용할 경우 항콜린성위기

부분적으로 명료해지는데, 계속해서 심박동수, 동

(Anticholinergic crisis) 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공의 크기, 장운동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15~30분

Ananth와 Jain(1973) 은 일일 투여량이 6mg이하인

간격으로 반복 투여할 수 있다(Weiner와 Davis

경우에서 독성섬망 상태가 초래됨을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도 김학성등(1976) 은 하루 2mg의 Benz

1987). 그러나 Physostigmine을 지나치게 빨리 과

tropine 사용으로도 독성섬망이 발생되었다는 보고

발한, 서맥, 복통, 빈뇨 및 혼미, 경 련등을 초래하기도

량투여하면 콜린성효과가 증가되어 타액의 증가,

를 하면서 독성섬 망상태 와 Benztropine의 용량과는

한다. 또한 심장질환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는데,

mine 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이 중가되어 심한 서맥,

본증례에서는 Benztropine을 급성적으로 일일 치
료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복용하여 발생된 독

또는 일시적인 심박동정지(Transient systolic Ar-

성섬망상태이므로 용량과의 관계를 비교하기엔 곤

기관지 경련(Bronchospasm) 을 일으킨다.

란하였다.

있는 환자는 physostig

rest) 를 초래하며, 천식같은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본 증례에서는 Physostigmine(® Antiliaium) 을

치료용량의 Benztropine 복용후 섬망이 초래되
기까지의 시간에 대하여는 몇 시간부터 몇 개월까지

구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일단 고식적인 대증요법

다양하게 보고(Dunlap 1969 ；김학성등 1976) 되고

성의 말초성효과들의 많은 개 선을 얻었고, 또한 ph-

있으나 대개는 일주일이내에 발생되는 것이 통상

ysostigmine을 근육 주사하여 30분만에 극적인 중

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Ananth둥 1973). 본 중례

추성 항콜린성징후의 개선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및 Neostigmine을 사용하여 전신징후 즉, 항콜린

는 약물복용후 두시간 정도 지나서 섬망상태가 초

있었다. 이는 Bernstein(1978) 과 Granacher(1975)

래되었지만, 이는 치료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의 항콜린성증후군에서 Physostigmine투여후 15~

급성 적으로 복용하여

초래 된 독성 섬 망상태 이다.

20분안에 극적인 호전을 얻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항콜린성중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를 평가할때, 우

것이었다. 아울러 두번째 Physostigmine 투여후,

선적으로 이학적, 신경학적검사 및 정신상태검사를

복통, 긴박뇨, 창백둥이 나타났던 것은 phsostig-

시행하여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중상이 나타

mine의 과도한 콜린성효과에 의하여 발생되었던

나기 4~ 6시간전의 약물복용에 관하여 반드시 물
어보아야만 한다. 항콜린성 증후군의 치료방법 은

것으로 생각된다.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vital sign이

결

론

안정되 어 있고, 단지 경한 혼미와 지남력의 장애가
있을때는 아주 친밀한 보호자의 관찰보호하에 조

본 저자들은 과량의 Haloperidd과 Benztropine을

용한 방에서 소위 섬망상태의 일반적인 지지 치료
로만으로도 충분하나, 섬망이 악화되고 환자가 초

복용하여 발생된 항콜린생증후군에 대하여 physos
tigmine을 사용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였

조해지고 안절부절해지면 Diazepam 10mg을 정맥

기에 이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주사로 투여할 수 있고, 환자가 안정상태를 찾을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할 수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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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Report on the Management of an Acute Anticholinergic Syndrome Caused
by Overdose of HaloperkJol and-Benztropine
Sook-Haeng Joe, M.D., Hyeong-Seob Kim, M.D.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The authors experienced an acute anticholinergic intoxication syndrome in a 17 year-old
female schizophrenic patient who had taken overdose of haloperidoK® Haldol) and Benztropine
(® Cogentin).
This patient showed restless agitation, confusion, disorientation, hallucination, purposeless
overactivity, tarchycardia, urinary retention, pupil dilatation and reduced bowel mot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is patient, physostigmine (® Antilirum) had been tried and proved to
be dramatically eff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