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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에서 흔히 락스라 불리는 가정용 표백제는 4-5% 농도

의 차아염소산 나트륨과, 소량의 수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

를 포함한 염소계 화학복합제로 pH 11-13인 알칼리 제재 용

액이다[1]. 맑은 녹황색 액체로 특징적인 염소 가스 냄새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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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odium hypochlorite is commonly used as a household bleaching agent (for example, the Clorox 
brand). Sodium hypochlorite poisoning with ingestion of a bleaching agent is often observed in clinical practice.
Current Concepts: Ingestion (intentional or accidental) is the most common route of exposure to household 
bleaching agents. Accidental ingestion of household bleaching agents is rarely clinically important. However, 
ingestion of a large amount of a dilute formulation or a high-concentration preparation of bleaching agents 
can result in severe and rarely fatal corrosive injury. Therefore, prompt supportive care is essential because a 
specific antidote is currently unavailable. Severe poisoning requires hospital admission. Emergency endoscopy 
and thoracic and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are warranted to aid with diagnosis and management of 
hypochlorite-induced corrosive injury in patients with severe poisoning, who develop clinical features suggestive 
of corrosive injury.
Discussion and Conclusion: Intentional poisoning, which accounts for most cases of household bleaching 
agent poisonings in Korea, is likely to cause severe corrosive inju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ain deeper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linical aspects and treatment of poisoning by household bleach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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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주성분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 용

액에 염소 가스를 가하여 얻어지며, 화학 구조식은 NaOCl이

다[1].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소독, 방

취, 표백 목적으로 가정용 외에 의료용,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2-5% 용액은 항균 및 조직 용해력이 있기 때문에 치아 근관

속의 유기물을 녹이고 세균을 없애는 목적으로 치과에서 사용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대한소아치과학회지에 보

고되었다[2]. 10-25%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은 공업용으로 

제지와 펠트제조 공장의 세척제와 공업용 표백제, 실내수영장 

소독 등에 사용되며, 50% 용액은 생물 또는 화학테러 물질에 

노출된 개인보호장비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락스에 중독되었을 경우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의한 인체 

부식 손상의 기전은 첫째, 피부, 위장관계 또는 호흡기계 점

막에 존재하는 수분과 반응하여 차아염소산(hypochlorous 

acid)을 생성한다(Figure 1A). 차아염소산은 세포 내 단백질

을 붕괴하여 세포독성을 일으키는 염산(hydrochloric acid)

과 산화자유라디칼(oxidative-free radical)로 빠르게 대사

되어 부식 손상을 초래한다[3,4]. 둘째, 차아염소산 나트륨

은 수영장에서 흔히 존재하는 질소 폐기물이나 클리너 등 암

모니아를 함유하는 물질과 반응하여 클로라민(chloramine) 

가스를 발생시킨다(Figure 1B). 클로라민 가스는 호흡기계 

점막의 수분과 반응하여 암모니아와 염산 가스, 자유기로 대

사되어 호흡기계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 고농도에 노출된 경

우 화학적 폐렴이나 폐부종을 유발시킨다[5]. 셋째, 차아염

소산 나트륨은 산성 물질과 반응 시 염소(chorine) 가스를 발

생한다(Figure 1C) [6]. 염소 가스 발생 정도는 산성 물질의 

pH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pH 2.4 이하의 산성 물질

과 반응 시 상당량의 염소 가스가 발생한다. 염소 가스는 수

분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염산과 차아염소산으로 대사된다. 

차아염소산은 다시 염산과 산화자유라디칼로 변화되어 세

포독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전으로 락스는 음독, 흡입, 혈

관주입을 통해 인체 내 흡수될 경우 다양한 장기 손상을 일

으킬 수 있다.

가정 내 표백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쉽게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적 또는 고의적 중독 사고가 적지 않

게 보고된다[6].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염소계 소독제에 속하는 차아염소산 나트

륨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염소계 소

독제의 사용실태 조사에서 참여자 42%가 1회 이상의 차아염

소산 나트륨 노출에 의한 위장관 또는 호흡기계 이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7]. 가정용 표백제 중독 사고와 관

련한 국내 통계자료는 없으나,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노출된 

성인 환자 중 83.6%가 자살 목적의 고의적 음독이었다[8]. 사

고에 의한 소량 음독이 많은 국외의 보고를 참고하여 차아염

소산 나트륨을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살 목적으로 다량 음독하고 있는 국내 환자와 

비교 시 체내 독성 및 중증도, 합병증, 예후 등이 다를 수 있

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 특히 가정

용 표백제 음독 시 임상 양상과 치료에 대해 정리하였다.

임상 양상

음독은 가정용 표백제 중독의 가장 흔한 노출 경로로 음

독 의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소아에서의 음독은 탐색

적 행동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소량을 음독한다. 이에 반해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대부분 고의적 음독으로 다량을 음

독한다[9].

일반적으로 4-5%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인 가정용 표백

제를 소량 음독한 경우에는 구역, 구토, 구강 내 작열통 등 

경한 위장관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그 외에 드물게 토혈, 설

사,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10,11]. 그러나 일시적인 

급성 증상 외에 영구적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12]. 

(A) With water
2NaOCl + H2O → Na2CO3+2HOCl
2HOCl → 2HCl+ O2

(B) With amine
NaOCl + NH3 → NaOH + NH2Cl
NH2Cl + H2O → NaOCl + NH3

(C) With acid
NaOCl + HCl + H2O → 2NaOH + Cl2
Cl2+ H2O → 2HCl + 1/2O2

Figure 1. the reaction of sodium hypochlorite with water (A), an amine (B) and 
an aci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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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표백제를 음독한 소아 환자 393명에서 위장관 천공

이나 식도협착은 발생하지 않았다[13]. 또한 가정용 표백제

를 음독한 평균 연령 3.4세인 환아 74명 중 8명이 내시경에

서 경미한 식도 손상을 보였으며, 3주 후 시행한 추적검사에

서 식도협착 등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14].

그러나 고의적으로 다량을 음독하거나 6% 이상의 농도의 

표백제를 음독한 경우 심한 식도 손상을 동반한 중증도의 중

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15]. 특히, 성인이 희석된 표백제를 

150-200 mL 이상 음독하거나 소아가 40 mL 또는 체중당 5 

mL 이상 음독한 경우 부식 손상과 전신 중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15,16]. 부식 손상으로 구강, 인두, 식도에 홍반, 부

종 또는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식도와 위에 천

공이 발생할 수 있다[17,18]. 500 mL 가정용 표백제를 음독

한 환자의 식도에서 Mallory Weiss 출혈을 동반한 2b 단계

의 식도 손상이 관찰되었다[8]. 가정용 표백제(5.25% 차아염

소산 나트륨)를 반 컵 음독한 38세 환자는 입술과 연구개 홍

반, 토혈, 연하곤란, 침 흘림을 보였으며, 3주 후 시행한 검사

에서 식도협착이 관찰되었다[19]. 의도적으로 미상량의 락스

(6.5% 차아염소산 나트륨)를 음독한 55세 남자 환자는 기면 

상태와 침 흘림을 보였으며 내시경에서 식도하부에 2b 등급

의 미란성 식도염과 출혈을 동반한 미란성 위염, 3b 등급의 

위 근위부에 전층화상이 관찰되었다. 입원 2일 개복술에서 

위괴사가 관찰되어 전체 위절제수술을 시행받았다[20]. 가정

용 표백제(4.5% 차아염소산 나트륨) 100 mL를 고의 음독 후 

위세척을 받은 16세 환자는 기면과 호흡곤란, 저혈압을 보였

다. 10일 후에 시행한 내시경에서 심한 식도협착이 관찰되었

다. 음독 16일 후 몇 차례 구토 후 흉통과 발열을 동반한 식

도천공으로 인한 급성 종격동염이 발생하여 식도절제술과 대

장 개입술을 받았다[21]. 위장관 증상 외에도 고나트륨혈증

과 고염소혈증과 같은 전해질 이상과 대사성산증이 중증 중

독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22]. 락스 1,000 mL를 고의 음독

한 42세 여자 환자는 혈압상승제를 필요로 하는 저혈압과 의

식 저하를 보였다. 식도 중간부위에서 위식도 경계 부위까지 

3도의 부식성 식도염과 중등도의 출혈성 위염이 관찰되었다. 

내원 10시간 후 급성신부전과 고나트륨혈증, 고염소혈증, 대

사성산증 등이 진행되어 혈액투석을 받았다[23].

호흡기계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빈호흡, 흡입성 폐렴, 상

기도 폐쇄, 호흡정지, 폐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빈맥, 

저혈압, 혼수 등도 나타날 수 있다[24].

42세 여자 환자가 가정용 표백제를 반 컵을 음독하고 12 

mL는 정맥 투여한 경우, 음독 후 5일째 호흡곤란, 흉통, 발

열, 기침을 보였고, 분당 5 L 산소 제공 시 산소포화도는 

73%였으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기관지 폐포세척에서 

미만성 혀파꽈리 내 출혈이 관찰되었다[25].

합병증인 식도협착은 음독 후 2-8주 후에 나타날 수 있

으며, 사고로 소량의 표백제를 음독한 경우는 발생이 드물

다[26,27].

가정용 표백제 음독 후 발생한 사망 사례 보고는 많지 않

다. 미상량의 락스(5.25% 차아염소산 나트륨)를 고의로 음

독한 환자에서 구토, 의식 저하, 불분명 발음, 저혈압, 빈맥 

등이 보였고, 대사성산증과 고나트륨혈증, 고염소혈증이 관

찰되었으며, 영상검사에서 양측 기흉과 공기복막증을 시사

하는 복강 내 공기가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사후 부검에서 식도와 위에 부식 손상과 위천공 

소견이 관찰되었다[12].

진단

내원 시 연하곤란, 과다 침분비, 토혈, 흉골 뒤 통증을 보

일 경우, 중증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질 명칭과 농도, 음독량을 포함한 병력 청취

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된 국가와 제품에 따라 가정용 표

백제에 포함된 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산-염기 상태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실시하

며, 다량 음독 환자에서 고나트륨혈증 등 전해질 이상 소견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해질검사를 시행한다. 그 외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한다[1].

기존에는 부식 제재 음독 시 증상이나 징후로 식도 손상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단적 내시경을 우선적으

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고에 의한 차아염소산 나

트륨 음독인 경우에도 관례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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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차아염소산 나트륨 중독 환자에서 내시경 시행의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차아

염소산 나트륨 농도가 확인이 되는 가정용 표백제를 음독

한 무증상 환자는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28].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는 음독의 의도성 

여부나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결정된다. 의도적 음독인 경

우는 증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내시경검사를 하도록 권장

하며, 특히 들숨 협착음이 있거나 구토, 통증, 침 흘림 3가

지 중 2개 이상 증상이 보이는 환자에서 시행하도록 권유하

고 있다[9,28]. 구토나 통증에서 하나를 호소하고 경구 섭취

를 거부하는 환자는 주의하여 관찰해야 하며, 증상이 소실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시

경을 시행한다[9,28].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환자가 부식 손

상을 시사하는 입 작열통, 구인두통, 복통, 구토, 호흡곤란, 

연하곤란, 침 흘림, 들숨협착음(stridor) 등에서 하나라도 

관찰된다면 바로 내시경 시행을 권유하기도 한다[1]. 내시

경은 음독 후 12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일

반적으로 24시간 이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특히 음독 후 

48시간 이후부터 2주 이내에는 천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

행해서는 안된다[28]. 내시경으로 확인된 식도 손상의 중증

도는 Zargar 등의 등급법을 이용하여 0 등급에서 3b 등급

까지 분류한다[28] (Table 1). 내시경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컴퓨터단층촬영

을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단층촬영은 

비침습적이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

할 수 있고, 특히 위장관 장막(serosal) 

손상 정도와 위장관 천공 여부를 추가

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8]. 

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식도 손상 정

도의 진단은 내시경을 이용한 식도 손

상 진단율과 유사하였고, 식도협착 발

생 예측률도 유사하였다[29]. 이 논문에

서 사용된 컴퓨터단층촬영의 식도 손상 

정도는 식도 벽 부종과 두께, 식도와 주

변 구조물 사이의 경계 명확성 등을 이

용하여 식도 손상 정도를 등급화하였다

(Table 2) [29].

치료

소아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용 표백제 음독에서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

나 6% 이하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표백제를 비의도적 사고에 

의해 소량 음독한 소아는 무증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집에서 관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10].

단, 성인에서 150-200 mL 이상과 소아에서 40 mL 또는 

체중당 5 mL 이상 다량을 음독하였거나, 고의적 음독인 경

우는 손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28]. 의

도적 음독이나 다량의 음독 환자에서도 부식 손상이나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만 의학적 관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경우도 있다[1]. 6시간 관찰 이후에 환자가 임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고 무증상이며 정상적으로 삼키거나 마실 

수 있다면 추가적 평가 없이 귀가하도록 권유한다[1].

의도적으로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음독하거나 다량의 차아

염소산 나트륨을 음독한 환자의 최근 치료 방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Modified Zargar’s endoscopic classification of injury at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Grade  Endoscopic finding

0 Normal examination

1 Edema and hyperemia of mucosa

2a Friability, hemorrhage, erosion, blisters. Whitish membrane, exudates and superficial ulceration

2b Grade 2a+deep discrete or circumferential ulceration

3a multiple ulceration and small scattered areas of necrosis (evidenced by brown black or grayish 
discoloration)

3b Extensive necrosis

Table 2. Computed tomography grading of caustic injuries in esophagus

Grade Computed tomography finding

1 No definitive swelling of esophagus wall (<3 mm, within normal limit)

II Edematous wall thickening (>3 mm) without periesophageal soft tissue infiltration

III Edematous wall thickening with periesophageal soft tissue infiltration plus well demarcated tissue 
interface

IV Edematous wall thickening with periesophageal soft tissue infiltration plus blurring of tissue interface or 
localized fluid collection around esophagus or descending aorta

Adapted from Ryu HH et al. Clin Toxicol (Phila) 2010;48:137-14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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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도유지 및 호흡보조

가정용 표백제를 고의적 음독하거나 다량 음독한 경우 기

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목소리가 변하거나 침을 삼

킬 수 없음, 협착음 등은 절박 기도 폐쇄(impending airway 

compromise)의 징후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내

시경 진단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해 

기도는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1].

2. 위장관 오염제거

위장관 오염제거는 권장되지 않는다. 위세척은 표백제의 

역류로 인해 추가적 노출을 일으켜 기도 부종, 호흡곤란, 식

도협착 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행하면 안된다

[21]. 활성탄은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흡착하지 못하며, 내시

경 시행 시 시야를 방해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28].

3. 희석과 중화요법

즉시 입 안을 물로 헹구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 조절과 구

인두에 남아 있는 표백제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만 구토와 흡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량의 물로 한 번에 입

안을 헹구는 것은 피해야 한다[1]. 또한 음독한 표백제를 희

석할 목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

고, 호흡과 삼킴 장애, 구역 등을 포함한 증상들이 없으며, 

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환자에서 음독 직후에 시행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음독 후 5분 이내에 제공한 물이나 우유는 식

도 손상 저하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30]. 표백제는 일

반적으로 알칼리 제재이므로 산성 용액을 이용한 중화요법

을 떠올릴 수 있지만 중화 반응 도중에 발생하는 발열과 기

체에 의한 추가적 손상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1].

4.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지지 요법

여러 메타분석과 후향적 분석에서 스테로이드 투여가 식

도협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기도 염증 저하 목적 외에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았다

[28]. 그러나 최근 진행된 전향적 연구에서 2b 등급 식도 손

상에 단기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식도협착을 의

미 있게 감소시켰다[31].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식도 손

상 2b 등급 환자에게 3일간 1 g/1.73 m2/일 메틸프레드니

솔론(methylprednisolone)과 세프트라이약손(ceftriaxone), 

H2 수용체 차단제 투여를 권장하기도 하였다[9,28].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양성자펌프저해제(proton 

pump inhibitor)나 H2 수용체 차단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32]. 그 외 나타나는 저

혈압, 호흡 부전, 전해질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조적 치료를 

시행한다. 혈액관류와 혈액투석은 체내 차아염소산 나트륨

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 단지 심한 산증이나 전해질 

이상 등 신대체요법 적응증 발생 시 시행할 수 있다.

5. 영양 공급

영양 공급은 부식 손상을 받은 상부 위장관의 빠른 회복과 

대사성 장애의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치료 요소 중 하나이

다. 영양 공급 방법은 대개 내시경으로 진단된 식도 손상 정

도에 의해 결정된다. 1 등급 손상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28]. 2a 등급은 부식 손상이 식도에만 

한정되어 있고, 위 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서 환자가 

가능하다면 연식을 시작할 수 있다.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위창냄술(gastrostomy), 공장창냄술(jejunostomy) 

등을 이용한 장관 영양을 시행하거나 완전비경구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이용하여 영양 공급을 신속히 시작

한다. 2b 또는 3 등급 손상인 경우는 완전비경구영양 통한 

영양 공급을 시행한다. 일부에서는 내시경적 손상 정도보다

는 환자의 침 흘림, 연하곤란이나 음식 섭취를 피하는 행동, 

구강과 구인두 손상, 백혈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구 섭취

를 결정하도록 주장하기도 하였다[33].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시경 손상 정도가 환자의 경구 섭취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가정용 표백제인 락스의 주요 성분

이며 체내에 흡수될 경우, 소화기와 호흡기계의 합병증이 주

로 발생하지만, 사고에 의한 음독은 음독양이 적고,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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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서 장기 합병증 발생이 드물고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고의로 음독하였거나 다량의 락스를 음독한 

경우는 중증의 급성 중독 증상을 유발시키며, 식도협착이 발

생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의적 음독

으로 다량을 음독하는 환자가 많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쉽게 생각

한다면 환자의 중증도 판단과 초기 처치의 적절한 기회를 놓

칠 수 있다. 부식 손상에 대한 임상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

는 경우는 권장된 시간 내에 진단적 내시경 또는 컴퓨터단층

촬영이 시행되어야 하며, 전신적 증상 발현 시 적극적인 대

증적 치료와 더불어 부식 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

어야 한다.

찾아보기말: 치아염소산나트륨; 중독; 표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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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락스 

등의 표백제를 사용하면서 표백제 성분인 차아염소산 나트륨 중

독에 관해서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 잘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

다. 자살 목적으로 락스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연히 표백제에 

과다 노출되었을 때의 증상, 중증도, 합병증. 예후 등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위식도 내시경 검

사를 시행해야 하는 기준을 의도성 여부, 임상 증상, 음독 후 진

행 시간 등으로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으며 컴퓨터단층촬영을 통

한 진단 및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치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락스와 같은 표백제에 의해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중독되

거나 의도적인 음독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임상 현장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가정용 표백제 중독  129

Moon JM · Chun BJ · Cho YS·Household bleach poisoning


	c
	bb
	_GoBack
	bb
	c
	bb
	aaa
	c
	bb
	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