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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크롬산 화상에 의한 다발상 장기부전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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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Organ Failure Resulted from Chromic Acid Burn
Myongjin Kim, M.D., Jaechul Yoon, M.D., Dohern Kym, M.D., Jun Hur, M.D., Yong-Suk Cho, M.D. and Wook Chun, M.D.
Department of Surgery and Critical Care, Burn Center,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This case is about 68-years old male patients who was exposed to hexavalent chromic acid on whole body. After the accident,
he was transferred to burn center and received massive fluid resuscitation. Despite of the resuscitation, renal failure had progressed and pulmonary dysfunction happened subsequently. Pulmonary dysfunction had aggravated that ECMO was required on hospital day 3, the patient had been transferred to other hospital that could manage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Soon after the transfer, the patient died. We report this case because the acute chromic acid poisoning lead to multiple organ
failure including renal impairment. (J Korean Burn Soc 202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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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솜(lysosome) 손상과 관련된 세포독성을 일으킨다[3]. 크

서

론

롬 화상은 발생률이 매우 낮은 희귀한 화학 화상이지만 수
상 이후 급성 중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발성 장기

크롬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의학, 치의학 분야에서 도구,

부전으로 사망하였기에 이를 증례보고하는 바이다.

임플란트 등의 구성 물질로 이용된다. 저농도에서 크롬은
지방과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증

례

기여한다. 크롬산은 보통 2가지의 형태를 가지는데 하나는
3가 크롬이며 다른 하나는 6가 크롬이다. 3가 크롬이 좀 더

68세 남자가 내원 1시간 전에 작업 도중 39도의 무수크

안정적이며 6가 크롬이 좀 더 독성이 강하다[1]. 급성 크롬

롬산에 빠지며 양쪽 하부 팔, 양쪽 발을 수상하여 응급의료

산 중독은 간부전, 신부전, 위장관 출혈, 구토, 설사, 중추

센터에 내원하였다.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고, 내원 당시의

신경계 장애, 빈혈 및 혈액응고장애를 야기하며 현재 효과

활력 징후는 혈압 136/103 mmHg, 맥박수 120회/분, 호흡

적인 치료로는 신속한 병변의 절제가 크롬 흡수에 의한 전

수 20회/분, 체온 36.3oC였고, 급성 병색을 보였으며 구역,

신적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2].

구토 등이 동반되었다. 양안의 동공 반사는 정상이었고 신

크롬 이온은 피부나 점막에 빠르게 흡수되어 궤양을 유발

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심음과 호흡음은 정상이었

시키고, 가 크롬이나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고, 복부 진찰에서는 장음이 다소 항진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성 중간물질(biological reactive in-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신은 누렇게 착색되어 있

termediates)에 의해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와 라이

었으며 양팔의 수상 부분에 대해서는 찰과상과 같은 병변
이 동반되어 있었고 증기에 의한 흡입화상을 배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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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었다. 과거력으로 10년 전 목골절로 인해 타원에
서 수술받은 기록 외에는 특이병력 없었다. 응급의료센터
에서 시행한 동맥혈 검사에서 pH 7.380, pCO2 28.5 mmHg,
pO2 183.2 mmHg, HCO3 17 mmol/L, SaO2 98.9%로 산-염
기 균형의 문제는 없었으며, 혈청 삼투압 305 mOsm/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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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음이온 차는 6.2, 혈청 삼투 차이는 12 mOsm/Kg이

4.54 mg/dL, 사구체여과율 14 mL/min로 급성 신부전 소

었다. 전해질 검사에서 소듐 137 mEq/L, 칼륨 4.5 mEq/L,

견 확인되었고 같이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입원

염소 103 mEq/L로 정상 소견을 보였고, 생화학적 검사에

당일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양 폐야에서 급격한 반점

서 혈당 218 mg/dL, 아스파라진산아미노전이 효소 29

경화 병변의 증가 소견이 확인되었다. 급성 신부전에 의한

IU/L,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17 IU/L, 요산 6.4 mg/dL, 크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의심 하에 high flow O2 40 L/min,

레아티닌 1.26 mg/dL, 사구체여과율 60 mL/min, 알칼리

flow rate 40 L/min 적용하고 2시간 후 다시 시행한 동맥혈

포스파타아제 72 IU/L, 젖산 4.9 mmol/L로 경도의 고혈당

검사에서 pH 7.329, pCO2 28.9 mmHg, pO2 149.2 mmHg,

증 외에는 특이 소견 없었다. 시행한 심전도에서는 심박수

HCO3 15.4 mmol/L, 계산한 음이온 차 9.3 SaO2 99.2%로

87회로 정상 소견이었고,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특이

산증 및 호흡부전이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다. 수액 증량하

소견 보이지 않았다. Nasal prong O2 3 L/min 적용하고

고 시간 이후에도 시간당 소변량 회복되지 않아 CRRT 적

중환자실 입실 후 20시간 동안 4,000 mL 수액 치료와 대증

용하였고 4시간 후 SpO2 100%로 측정됨에도 dyspnea 소

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환자 상태 안정화 이후 가피 절제

견 보여 동맥혈 검사 시행하였고 pH 7.267, pCO2 35.6

술을 계획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역

mmHg, pO2 84.4 mmHg, HCO3 16.4 mmol/L, 계산한 음

감과 소량의 구토, 설사가 지속되었으며 입원 2병일에도 상

이온 차 9.1, SaO2 94.8% 확인되어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기 증상들은 지속되었다. 입원 2병일 오전 6시경 시행한 동

적용하였다. 인공호흡기 적용 이후 SpO2 100% 확인되었으

맥혈 검사에서 pH 7.376, pCO2 29.9 mmHg, pO2 129.1

나 2P경 시행한 동맥혈 검사에서 pH 7.236, pCO2 39.7

mmHg, HCO3 17.7 mmol/L, SaO2 98.9%, 계산한 음이온

mmHg, pO2 75.9 mmHg, HCO3 17.0 mmol/L, 계산한 음

차는 9.3으로 입원 당일 시행한 동맥혈 검사결과와 큰 차이

이온 차 9.3, SaO2 92.3%으로 산증 및 호흡부전 지속적으로

없었으나, 크레아티닌 1.65 mg/dL, 사구체여과율 48 mL/min,

악화되었으며 3P경 ABP 88/50 mmHg 혈압강하 소견도 확

아스파라진산아미노전이효소 25 IU/L, 알라닌아미노전이

인되었다. 노르에피네프린 사용하며 혈압 일시적으로 상승

효소 16 IU/L로 신기능의 악화 소견이 확인되었다. 상처

되었으나 3시간 후 ABP 74/44 mmHg로 다시 강하되어 노

확인 이후 피페라실린-타조박탐(piperacillin-tazobactam)

르에피네프린 증량하고 도파민 병용하였다. 동맥혈 검사상

항생제를 적용하였으며 시간당 소변량이 이전까지는 시간당

에서 pH 7.316, pCO2 32.0 mmHg, pO2 57.7 mmHg,

30 cc 이상 유지되었으나 입원 3병일 0시부터 10 cc 이하로

HCO3 16.5 mmol/L, 계산한 음이온 차 7.9, SaO2 87.6%로

줄어들어 투여 중인 수액 60 gtt 증량하고 CRRT 고려하며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인한 호흡부전 진행하는 양상 확

경과관찰하였다. 6시간 이후 SpO2 92∼93% 관찰되며

인되어 인공호흡기 환기량 및 산소 투여량 증량하였으나

dyspnea 동반되어 시행한 동맥혈 검사에서 pH 7.281,

6P경 SpO2 83%로 떨어지고 추가 시행한 동맥혈 검사상

pCO2 33.1 mmHg, pO2 64.5 mmHg, HCO3 15.7 mmol/L,

pH 7.285, pCO2 34.0 mmHg, pO2 46.3 mmHg, HCO3 16.3

계산한 음이온 차 9.3 SaO2 89.8%로 대사상 산증이 급격하

mmol/L, 계산한 음이온 차 8.7, SaO2 77.3%로 산 증 및 호

게 진행하는 소견 보였으며 신기능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흡부전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상에

Table 1. Time table for progression of disease

HD
HD
HD
HD
HD
HD

#1
#1
#1
#2
#3
#3

20:10
20:33
20:37
06:43
03:53
06:40

HD
HD
HD
HD
HD

#3
#3
#3
#3
#3

09:30
12:41
15:18
17:28
19:40

HD #3 19:54
HD #3 20:34

환자 작업 중 크롬산에 의한 화학화상 수상.
응급실 내원.
수액 치료 및 상처 부위 드레싱 시행. 이후 구역감 동반하는 greenish vomiting 지속됨.
혈청 크레아티닌 1.55, 사구체여과율 48로 감소함.
시간당 소변량 5 cc/hr로 급격히 감소.
산소포화도 92∼93%까지 급격히 감소하며 호흡곤란 동반되어 동맥혈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 후 r/o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하에 high flow 적용.
CRRT 적용.
SpO2 100% 확인되나 sudden dyspnea 호소. 기관삽관 시행함.
혈압 88/50 mmHg로 강하소견 확인되어 수액 증량하며 경과관찰.
혈압 74/44 mmHg로 다시 강하하여 도파민 투여 시작함.
지속적으로 산증 및 호흡부전 소견 악화되어 호흡부전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위해 ECMO 적용가능한 재단병원으로
이송.
Cardiac arrest 발생. PEA로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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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특별한 호전 소견 없었다. 이에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내에 병변에 대해 완전 절제를 시행했을 때 추가적인 합병

에 대한 치료를 위해 ECMO 적용 가능한 재단병원으로 전

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함으로써 뒷받침되었다[6].

원을 고려하며 경과관찰하였고 이를 위해 7P경 CRRT stop

위장관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

하였으나 직후 ABP 67/46 mmHg로 저하되는 소견보였다.

나, 가장 먼저 호전되게 된다. 장 내강으로 수액 소실이 이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증량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

루어지며 심각한 혈색소 농축이 일어나며 이어서 위장관

없어 에피네프린 추가 적용한 후 타병원 전원하였다. 전원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위장관 출혈은 대다수의 경

도중 무수축에 의한 심정지 발생하였고 타병원 응급실 도

우에서 수혈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며, 초기 수시간 내에 다

착하여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맥박 및 호흡 회복되지

량의 수액 소생 치료를 시행하면 쇼크로 진행하는 것을 예

않아 8P경 사망 선언하였다. 환자 사망까지의 주요 경과는

방할 수 있다.
간 병변은 초기 수시간 내에 보통 응급의료센터에서 시

Table 1에 정리하였다.

행한 검사에서 발견하게 되며 수 일 내에 간세포 괴사와

고

찰

간합성능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하게 된다. 간 효소 수치는
혈장 단백질 수치가 정상화되고 나서 30일 이상 경과된 후

6가 크롬에 의한 급성 중독은 심각한 피부와 위장관 손
상, 간부전 및 신부전을 일으켜 치명적인 상황을 야기한다
[4].

정상화된다. 간부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이식 외에는 현
재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다.
신부전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크롬 화상 초기에 발

크롬 화상에 대한 치료는 즉각적이어야 하며, 다량의 물

생하는 핍뇨 또는 무뇨기는 빈번한 혈변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phosphate buffer를 이용하여 화상상처를 씻어내는

하는 prerenal azotemia와 크롬에 의해 세뇨관과 사구체가

것이 필수적이다. 10% calcium EDTA 연고는 크롬을 che-

파괴되어 발생하는 intrinsic renal azotemia가 복합적으로

lation하거나 6가 크롬을 보다 독성이 작은 3가 크롬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prerenal azotemia는 위장관 출

환원시키는 작용이 있어 역시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Sodium

혈이 그 원인일뿐만 아니라 생각되며 피부 병변을 통한 수

citrate, lactate 또는 tartrate를 적신 드레싱 제제나 ascorbic

분의 소실도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세뇨

acid를 함유한 연고 등도 크롬 화상으로 인하여 피부에 구

관과 사구체의 직접적 손상에 의한 intrinsic renal azotemia

멍이 난 환자들에게서 국소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고

도 발생하므로 따라서 소변량 감시와 함께 신기능의 감시

있다.

가 동반되어야 하며 무뇨증은 불량한 예후와 깊은 연관성

Ascorbic acid는 피부나 위장관으로의 노출이 있은지 1∼
2시간 내에 투여될 경우 6가 크롬의 3가 크롬으로의 산화작

이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수액 소생술
및 혈액투석 시행이 필요하다[4].

용을 촉진시켜 체세포막으로의 흡수작용을 저해시킨다[4].

복막투석, 혈액투석, 그리고 교환수혈 또한 지난 과거 동

활성탄의 사용은 아직 유의한 치료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하

안 이용되었던 방법이고 이로 인해 수차례 성과를 얻었었

였으며 전해질 및 수액 균형유지는 광범위한 피부 및 점막

다. 수상 후 1시간 이내라면 6가 크롬은 투석을 통해 제거될

병변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항목인

수 있으나 3가 크롬이 이미 적혈구에 부착되어 버린 이후라

데 이는 손상된 피부 및 점막으로 다량의 수액 소실 또는

면 교환 수혈 외의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다[2].

출혈이 일어나 조기 사망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
이다.

이 증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롬 화상은 비록 흔하지는
않지만, 신부전 및 이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증후근 등의 치

전신적인 치료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dimercarpl,

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

ascorbic acid 또는 sodium calciumedetate 등이 있으나 치

로 산업체에서의 철저한 관리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선

명적인 크롬 중독의 경우에 유의미한 생존률의 향상을 나

행되어야 되며, 크롬 화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부전의 위

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험성에 대해 주의, 인지함으로써 초기에 다량의 수액 치료

크롬 화상에 의한 피부 궤양병변은 둥글거나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괴사된 중심부를 붉은 주변부가 둘러싸고

및 혈액 투석 등의 적극적 치료를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여
겨진다.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5]. 상기 병변에 대한 즉각적인 절제
가 크롬 흡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그에 의한 전신적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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