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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약중독 증상, 예를 들어 서맥, 빈맥, 부정맥, 귀 울림, 현기증, 호흡억제, 떨림, 경

련, 의식 장애, 혼수, 대사성 산증, 호흡성 산증, 간 기능 장애 등의 임상결과가 원인

약을 추정하는 지표가 된다.

1. 초기 치료

흡수되지 않은 약을 제거하려면 우선 구토유도와 위세척이 필요하다. 약은 종종 흡

수가 느리므로 음독 후 4시간 이내라면 적용될 수 있다. 구토유도는 인두·설근부

를 물리적으로 자극한다. 위세척은 고무관을 삽입하여 위의 내용물을 흡인 제거하

고 식염수 약 500mL를 주입하여 세척을 반복한다. 위 내용물 및 장내로 이동한 

약은 활성탄으로 흡착하거나 탄닌으로 불용화시켜 흡수를 저지한다. 또한 세정액, 

흡착제, 하제(下劑)를 조합하여 장 세정을 한다.

흡수된 약의 제거에는 강제이뇨, 혈액투석 등의 혈액정화법이 있다. 살리실산(sal-

icylic acid) 등의 산성약에는 탄산수소나트륨액을 점적하여 소변을 알카리성으로 

전환시켜 배설을 빠르게 한다.

약리학적 조치로는 해독제, 길항제를 투여한다. 즉, 아연, 은 등의 중금속 중독에

는 thiol기를 가진 dimercaprol을, acetaminophen 중독에는 N-acetylcyste-

ine을, 콜린작용성 약중독에는 atropine을, 마약중독에는 naloxone을 투여한다.

Ⅵ.	급성	약중독의	증상,	진단	및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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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급성	약중독의	증상,	진단	및	치료법 2. 쇼크에 대한 대처

		약에 의한 anaphylaxis 쇼크: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대

량으로 유리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순환허탈, 심박출량의 감소로 인한 혈압저하, 맥

박미약, 청색증, 의식 장애 등이 나타나고 기관지수축 및 점액분비로 인한 호흡곤

란, 복통, 설사, 구토, 두드러기 등의 증상들을 수반한다. 중증의 경우 죽음을 초

래할 수 있다. Penicillin에 많고 streptomycin, cephalosporin 등의 항생제, 

salicylic acid 유도체 등의 소염진통제 등 여러 약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처치는 우선 수액요법을 한다. 즉, 유산첨가 링거액과 사람 혈장 알부민액 

200~300mL를 투여하여 심장 전부하를 상승시켜 심박출량의 증가를 도모한다. 

심근수축력을 높이기 위해서 dopamine 등의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부신피질호르

몬을 초기에 대량 투여한다.

세균성 쇼크: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rickettsia 등의 감염에 의해 일어난다. 발

열, 빈맥, 과호흡, 혈압강하 등이 나타난다. 처치는 항생제에 의한 감염증의 치료와 

부신피질호르몬 대량요법을 시행한다.

출혈성 쇼크: 외상으로 인한 대량의 출혈에 의해 순환혈액량이 소실되는 것에 의한

다. 처치는 수액요법과 지혈처치를 한다.

심원성 쇼크: 급성심근경색에 의해 심장기능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급성순환부전에 

의해 전신의 주요 장기기능이 손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처치는 수액요법을 시행하

고 dopamine을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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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소마취제 급성중독

발생기전: 국소마취제가 급속도로 혈액 속에 흡수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과

량투여, 주사바늘이 혈관 내로 들어가는 것 등에 의하지만 용량과 용법이 적절해

도 투여 부위에 혈관분포가 많거나 개인의 과감수성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증상: 안면창백, 냉한, 현기증, 입 주위의 저림, 입 뒤틀림, 가슴통증, 혈압강하, 호

흡곤란, 떨림, 경련, 의식 장애 등 순환계 억제 및 중추신경계 억제가 나타난다.

처치: 약한 경우는 뇌빈혈 증상이다. 자율신경-순환반사의 마비에 의한 것으로 앉

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쉽다. 환자를 눕히는 것만으로도 회복된다. 국소마취제에 포

함된 epinephrine에 의해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일시적이다.

중등도의 경우는 쇼크로 호흡허탈, 순환허탈, 경련, 발작 등을 일으킨다. 곧바로 

산소흡입을 하고 혈압이 저하된 경우 혈압 상승제인 dopamine을 함유한 링거액

을 점적한다. 맥박이 잡히지 않고 심음이 들리지 않으며, 동공의 산대 등 심장정지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곧바로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흉골 아래 1/2 

부분을 1초에 1번 비율로 흉골이 4~5cm 함몰하도록 강하게 압박)를 한다. 경련에

는 diazepam을 정맥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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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항생제/이현우

Ⅱ .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고정태

Ⅲ . 해열진통제/고정태

Ⅳ . 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고정태

Ⅴ . 소염효소제/고정태

Ⅵ . 치주질환 치료 약/고정태

Ⅶ . 가글제/고정태

Ⅷ . 인공 침/백정화

Ⅸ . 트로키제/백정화

Ⅹ . 국소지혈제 및 지혈보조제/백정화

ⅩⅠ . 항불안제/백정화

ⅩⅡ . 항히스타민제/백정화

ⅩⅢ . 소화성 궤양치료제/백정화

ⅩⅣ . 소화제/백정화

ⅩⅤ . Probiotics/백정화

ⅩⅥ . 비타민/백정화

치과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의 사용방법, 효능, 작용기전, 부작용, 다른 약과의 병용에 의한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은 물론, 약의 상호작용 면에서도 

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신의 지식을 습득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문진하고 약 투여의 안전

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유용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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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에는 자연 항생물질에서 유도된 항생제와 합성 항생제가 있고, 살균작용 또는 

정균작용을 나타낸다. 살균작용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작용이고, 정균작용은 미생

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에 생체 방어기구에 의

해 미생물이 사멸된다. 따라서 정균작용을 갖는 약은 유효혈중농도 이상을 유지하도

록 투여해야 한다.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내성균의 발현 등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약제감수성을 확인

한 후 감염 치료에 필요한 최소의 기간 동안만 투여하도록 주의한다. 또한 농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개 배농을 시행해야 한다.

Ⅰ.	항생제

  한마디 메모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은 위장관 장애이다. 원인으로는 항생제에 의한 소

화관 직접자극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로 상부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한 항생제

가 정상 장내 세균총을 파괴함으로써 설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위에서 흡수 시 점막 장애를 유

발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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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항생제 표 1. 항생제 분류와 작용기전

항생제 작용기전 특성	

살균성 항생제 

β-Lactam계 

Penicillin계

Cephalosporin계

Carbapenem계

세포벽 합성 저해작용 세포벽은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택성이 

뛰어나다.

Vancomycin 세포벽 합성 저해작용

Aminoglycoside계 단백질 합성 저해작용
동물의 리보솜에는 결합하지 않으므로 선택성을 발

휘한다.

Fluoroquinolone계 DNA 손상
세균에 특이한 DNA gyrase를 저해하므로 선택성을 

발휘한다.

Metronidazole DNA 손상
절대 혐기성 세균에서 약이 환원되어 DNA를 손상시

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정균성 항생제

Tetracycline계 단백질 합성 저해작용 세균의 리보솜 30S 혹은 50S subunit에 결합하여 항

균작용을 발휘한다. 동물의 리보솜에는 결합하지 않으

므로 선택성을 나타낸다.

Macrolide계 단백질 합성 저해작용

Lincosamide계 단백질 합성 저해작용

표 2. 항생제의 주요 부작용

부위 부작용

소화기
식욕부진, 오심, 구토, 소화불량, 무른 대변, 설사, 변비, 상복부불쾌감, 대장염, 위막성 대

장염＊, 구내염, 설염, 목마름

신장 급성신부전＊, 간질성신염(interstitial nephritis)＊

간 간기능 장애, 황달, 지방간

호흡기 간질성폐렴(interstitial pneumonia)＊, 호산구증가성 폐침윤 증후군＊

신경
중추신경장애(두통, 현기증, 이명, 졸음, 불안, 착란＊ 등) - quinolone계, tetracycline계 

경련＊

피부
두드러기, 광과민증, 피부점막안증후군(Stevens-Johnson증후군)＊, 중독성 표피괴사용

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Lyell 증후군)＊, 박리성 피부염(exfoliative dermatitis)＊

혈액 빈혈, 호산구증다증, 과립구감소, 혈소판감소,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빈혈＊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발열,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부종 등), 쇼크＊, 전신권태감

기타
비타민 K 결핍증상(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 B군 결핍증상(설염, 구내염, 

신경염 등), 두개내압상승＊(tetracycline계), 저혈당＊(quinolone계)

＊심각한 부작용



40 치과 임상 약 매뉴얼

2

1.	Penicillin계	항생제

제제

【내산성 penicillin계 항생제】

● Penicillin V

신실린

【넓은 항균범위를 가진 penicillin계 항생제】

● Amoxicillin

목실린, 아목사펜, 아목시실린, 에이씰린, 

키목신, 파목신

●   Amoxicillin·clavulanate(β-lactamase 

억제제) 복합제제

구멘틴, 네오크라, 듀오크라, 라모크린 듀

오, 라타목스, 맥시크란, 목사멘틴, 목시클, 아모라닉, 아모크라, 아목사 듀오, 아목시클, 아

목클란, 아목타심, 오구맥, 오구멘틴, 오구실린, 오그멕스, 오메틴, 오멘, 오클라틴, 유크라, 

카모딕스, 크라맥스, 크라모넥스, 크라목스, 크라목신, 크라몬, 듀오넥스, 크목신린, 클라린, 

티라목스, 파목클, 아모시탈, 에어클라, 에이멘틴, 에이크란, 유로멘틴, 클라씨린, 투멘

● Ampicillin

앰씰린, 펜브렉스, 바카펜

● Ampicillin·sulbactam(β-lactamase 억제제) 복합제제

락타실린, 루카신, 박시린, 박타신, 설바신, 설바실린, 시너탐, 썰바신, 암피박탐, 유나신, 유

니설암, 유바실린, 유박탐, 유포신, 프로진, 박탐씰린, 설린, 유실린 

● Ampicillin·cloxacillin 복합제제

앰피크록스, 앰크록사, 펜크록스

● Bacampicillin(ampicillin의 전구약)

바캄씰린, 바캄피씰린, 베카실, 베캄펜, 캄피실, 펜그로브

● Lenampicillin 제제(ampicillin의 전구약)

바라시린

● Ciclacillin 

와이비탈, 크라신

 주의사항

•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

로 기왕력, 약력, 가족력 등에 대해서 충분히 

문진해야 한다.

•  모유를 통해 유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수

유부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투여할 경

우는 수유를 중지).

•  Amoxicillin은 항생제 유발 설사/대장염의 가

장 흔한 원인이며, ampicillin 또는 amoxicillin

은 비알레르기성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

※ 굵은 글씨(일반명), 가는 글씨(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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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시 주의사항

효능

다수의 구강 내 세균감염에 일차적으로 선택되는 약이다. 알레르기를 제외하면 부작

용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약이지만, 여러 항생제 중에서 약 알레르기(쇼크)가 가장 일

어나기 쉬운 약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작용

알레르기(발진, 발열, 가려움 등), 식욕부진,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가 있다. 가끔 쇼크증상과 빈혈, 신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약에 따라서는 미각

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으나 투여를 중지하면 회복된다(ampicillin).

약 상호작용

통풍치료 약(allopurinol)과의 병용에 의해 피부 발진이 증가할 수 있다(amoxicillin, 

ampicillin).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나 뇨산 배설촉진제(probenecid)와의 병용에 의

해 본 제제의 배설이 억제되어 penicillin의 혈장반감기가 증가될 수 있다.



42 치과 임상 약 매뉴얼

2

2.	Cephalosporin계	항생제

제제

【1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

● Cefadroxil 

데록실, 듀리세프, 드로세프, 메디세파, 사

파락실, 세파드로, 세파드록실, 세파딜, 세

포실, 카멕스, 하나세프, 하프록실, 비드세

프, 세프락실, 에바세프, 쿠니세프

● Cefatrizine 

세파디핀, 세파트리진, 세파트린, 세프로, 

세로트진, 세프노민, 세프틴

● Cephalexin 

메섹신, 메치렉신, 세파메칠, 세파치올, 세

팔렉신, 케파신, 팔렉신

● Cephradine 

메가세프, 브로드세프, 사프딘, 세프라딘, 세파딘, 세프딘, 트리세프

【2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

● Cefaclor

네오세프, 뉴클러, 뉴포린, 미클라, 세나프, 세라, 세시드, 세크런, 세크로신, 세클, 세클러, 세

클렉스, 세클린, 세파라신, 세파렉스, 세파로, 세파록스, 세파클, 세파클러, 세파클린, 세플

러, 세피클, 섹틴, 센클라, 시크렌, 시클러, 싸이클러, 씨트클러, 오라클러, 올세파, 원클러, 제

크라, 케모신, 크린세프, 클렉스, 클리프, 파크러, 파클, 뉴젠클러, 안티클, 클러진, 파나세프 

● Cefotiam hexetil 

브로스포린

● Cefrozil

세란트, 세프로질, 세프질, 투세프, 프로질

● Cefuroxime axetil 

세록심 

【3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

● Cefdinir 

 주의사항

•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

로 기왕력, 약력, 가족력 등에 대해서 충분하

게 문진해야 한다.

•   H2 차단제나 제산제와의 병용에 의해 흡수가 

저해되어 항균력이 저하될 수 있다. 

•   뇨당검사에서 위양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

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우유,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제와 병용하면 변

이 붉게 될 수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cefdinir 제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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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Cephalosporin계	항생제

옴니세프

● Cefditoren pivoxil 

메이액트

● Cefixime 

세라신, 세포락스, 세피락스, 세피렉심, 세피맥신, 세픽, 세픽스, 세픽심, 슈세프, 에픽심, 유

닉심, 포세프, 포픽심, 세빅심, 세피릭스, 섹심, 슈프락스, 슈픽심 

● Cefpodoxime proxetil 

바난, 반틴, 세포독심, 세포세틸, 포독세프, 포독스, 다단, 세프포독심프록세틸, 포세딘, 프

로틸

● Cefteram pivoxil 

토미론

● Ceftibuten 

세텐, 세프템

처방 시 주의사항

효능

구강 내 세균감염에 사용될 수 있는 약이다. 알레르기를 제외하면 부작용이 적은 비

교적 안전한 약이다.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지만 주된 문제는 penicillin과의 교차 알레르기이다. 알레르기 

(발진, 발열, 가려움 등), 식욕부진,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흔

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간 효소 수치의 일시적 상승, 신장독성 등이 있다. 1, 2세대 제

제의 경우 위막성 대장염이 드물지만, 3세대 제제에서는 더 흔하게 나타난다.

약 상호작용

제산제는 cefaclor, cefdinir의 혈장농도를 감소시킨다. Aminoglycoside계 항생제나 

고리이뇨제(loop diuretics)의 병용에 의해 신장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