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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산염 중독의 임상 양상에 대한 고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내과

나현희강보리신정아이지선박영정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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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inical consideration about clinical manifestations of the Bromate poisoningA clinical consideration about clinical manifestations of the Bromate poisoningA clinical consideration about clinical manifestations of the Bromate poisoningA clinical consideration about clinical manifestations of the Bromate poisoning

Hyun Hee Na, M.D., Bo Ri Kang, M.D., Jung A Shin M.D., Ji Sun Lee, M.D.,
Young Jung Park, M.D. and Won Do Park,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romate which is an oxidant exists as a form of potassium bromate (KBrO3) and sodium bromate
(NaBrO3) and has been primarily used as a permanent neutralizer in a household. In 1985, that has
been reported for clinical course of bromate poisoing1). After 1985, many variable clinical manifestation
of the bromate poisoning were reported in Korea. In 2003, three patients of the bromate poisoing
admited in Sanggye Paik hospital,Inj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In this work, the bromate
poisoning was investigated based on 3 cases experienced previously 8 cases reported in Korea1-8) and
compared with the case report of foreign country9).(Korean J Med 67:S788-S79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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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
브롬산 은 산화제로서 브롬산칼륨(bromate) (KBrO3

분자량 과브롬산나트륨 분자량167.01) (NaBrO3 150.91)
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가정용 파마 중화제로 이용되
고 있다 외국에서는 주로 소아의 부주의로 인한 중독으.
로 여러 예가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성인이 주로
자살목적으로 음독 이후 중독증상이 나타난 예가 보고
된 바 있다 브롬산 중독의 일반적인 임상양상은 오심. ,
구토 설사 등의 경미한 위장관 증상과 핍뇨성 급성신부,
전 영구적 청력상실같은 심각한 손상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브롬산 중독에 의해 동반된 핍뇨성.
급성신부전의 경우 현재까지 보고된 예에서 혈액투석

이나 복막투석을 시행해야만 급성신부전이 호전이 되었
고 영구적 청력상실은 투석에 상관없이 발생한 예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저자는 영구적 청력상실을 동반하지 않.
은 핍뇨성 급성신부전이 혈액투석으로 호전된 예 비핍1 ,
뇨성 급성신부전에서 청력상실을 동반하지 않고 혈액투
석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임상증상이 호전된 예 핍뇨1 ,
성 급성신부전과 영구적 청력상실을 동반한 브롬산 중독
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예를 합하여 예를 경험하1 3
였기에 국내에서 보고 된 개 증례를8 1-8) 토대로 국외의
증례와9) 비교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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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주 소주 소주 소 :::: 오심 구토,
현병력현병력현병력현병력 :::: 위 환자는 내원 시간 전에 친구와 심하게2

다투고나서 자살 목적으로 소주 반병과 파마 중화제인
브롬산 나트륨 정도를 마신 후 약 시간 후 오심150 cc 1
과 구토로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 :::: 특이사항 없었다.
직업직업직업직업 :::: 미용보조원
진찰 소견진찰 소견진찰 소견진찰 소견 :::: 내원 당시 혈압 호흡수110/70 mmHg,
회분 맥박 회분 체온 였다 의식은 명료하였20 / , 72 / , 36 .

고 급성병색을 하고 있었고 심박수는 규칙적이었고 호, , ,
흡음은 깨끗하였다 상복부에 압통을 호소하는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검사 소견검사 소견검사 소견검사 소견 :::: 말초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적12.6 g/d,

혈구용적 백혈구수39 vol%, 2,910 mm3 호중구( 89%),
혈소판수 223,000 mm3이었으며 혈청 전해질 검사에서
Na/K/Cl 135/3.9/99 mEq/L, Ca/P/Mg 7.8/4.7/1.8

이었다 생화학적 검사에서mg/dL . BUN 8 mg/dL, Cr
0.6 mg/dL, AST/ALT 17/15 IU, bilirubin 0.6 mg/dL,
총 단백 알부민 요산6.2 g/dL, 4.0 g/dL, 4.3 mg/dL,

이었다 동맥혈 가스검사에alkaline phosphatase 37 IU .
서 pH 7.37, PCO2 40 mmHg, PO2 104 mmHg, HCO3

였다23.1 mmol/L, SaO2 100% .
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 :::: 환자는 내원하여 바로 활성탄으로 위

세척을 시행하였고 내원 시간 후 측정한 크레아티닌이, 6
로 상승하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핍뇨성 급성2.0 mg/dL

신부전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관찰하기로 하였다 내.
원 시간 후 측정한 크레아티닌이 로 증가하24 3.1 mg/dL
였고 이뇨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은 시간당, 20

정도 나왔다 내원 시간 후 측정한 크레아티닌25 cc . 36
이 로 상승하였고 시간당 소변이 이하6.0 mg/dL , 20 cc
로 줄기 시작하여 내원 시간 후부터 혈액투석을 시작48
하였다 혈액투석 시간 후에 측정한 크레아티닌이. 24 4.3

로 감소하였으나 시간당 소변은 이었다mg/dL 0 cc/hr .
혈액투석 시간 후에 측정한 크레아티닌이72 2.7 mg/dL
로 감소하였고 시간당 소변은 이었다 이후 이, 20 cc/hr .
틀에 한번씩혈액투석을 시행하였고 투석시작한지 일, 10
후 크레아티닌이 로 정상화되어 혈액투석을1.0 mg/dL
중단하고 퇴원하였다.

증 례증 례증 례증 례 2
환 자환 자환 자환 자 :::: 여자 세46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 오심 구토,
현병력현병력현병력현병력 :::: 내원 일 전 집에 있던 파마 중화제인 브롬5

산 나트륨을 약 가량 마신 후 이차 병원에서 약200 cc
을 먹은 사실을 숨긴 채 오심 구토로 보존적 치료를 받,
던 중 혈중 크레아티닌이 상승하여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 :::: 여년 전 정신분열증 진단 받고10

약물치료를 자의로 중단한 상태였다.
직업직업직업직업 :::: 년 전에 미용사였고 내원 당시는 무직이었다5 .
진찰 소견진찰 소견진찰 소견진찰 소견 :::: 내원 당시 혈압은 호흡수120/70 mmHg,
회분 맥박수 회분 체온 였다 급성 병색을20 / , 64 / , 36.3 .

띠지는 않았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이학적 검사 소견은, .
혀는 심하게 말라 있었고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검사 소견검사 소견검사 소견검사 소견 :::: 말초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2.3 gm/dL,

적혈구 용적 백혈구수35 vol%, 8,280 mm3 호중구(
혈소판수75.5%), 170,000 mm3 이었으며생화학검사에

서 크레아티닌 총단백BUN 70 mg/dL, 8.2 mg/dL, 6.6
알부민 요산g/dL, 3.9 g/dL, 7.2 mg/dL, alkaline

총 빌리루빈phosphatase 48 IU, AST/ALT 19/11 IU,
혈청 전해질은1.25 mg/dL, Na/K/Cl 131/3.6/91 mEq/L,

이었다 동맥혈 가스검사에Ca/P/Mg 9.5/4.7/2.3 mg/dL .
서 pH 7.45, PCO2 33 mmHg , PO2 86 mmHg, HCO3

이었다22.9 mmol/L, SaO2 98% .
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 :::: 환자는 크레아티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량은 시간당 이상은 유지하고 있었80 cc
고 내원 당시 탈수증세가 심했던 것도 생리적 식염수를,
정주하고 나서는 점점 호전되었다 소변량이 시간당. 80
정도로 유지되고 수액요법으로 환자 상태가 호전되cc

고 있어 혈액투석은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기
로 하였다 다음날 크레아티닌은 로 감소하였. 6.1 mg/dL
고 혈청 전해질은 이었다, Na/K/Cl 135/3.7/99 mEq/L .
상복부 통증 또한 점점 호전되어 내원 일 후 부터는 식2
사도 할 수가 있었다 혈중 크레아티닌은 이. 2.3 mg/dL,
후 로 감소하였다 청력검사와 안저검사에서1.3 mg/dL .
이상소견은 없었다 내과적 전신상태가 호전된 이후 정.
신과적 치료를 위해서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퇴원하였다.

증 례증 례증 례증 례 3
환 자환 자환 자환 자 :::: 남자 세52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 오심 구토 무뇨, ,
현병력현병력현병력현병력 :::: 내원 일 전 부인과 다툰 후 홧김에 파마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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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와 주방세재를 함께 음독하고 오심 구토 증세가 있,
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오심 구토 증상이 호,
전되지 않고 청력상실이 있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
다.
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과거력 및 가족력 :::: 특이사항 없었음
직업직업직업직업 :::: 전기 엔지니어
진찰 소견진찰 소견진찰 소견진찰 소견 :::: 내원 당시 혈압은 호흡수140/90 mmHg,
회분 맥박수 회분 체온 였다 급성 병색을20 / , 74 / , 36.3 .

띠었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이학적 검사 소견은 혀는 심, .
하게 말라 있었고 상복부 통증과 청력상실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 없었다.
검사 소견검사 소견검사 소견검사 소견 :::: 말초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5.7 gm/dL,

적혈구 용적 백혈구수42.5 vol%, 12,760 mm3 호중구(
혈소판수86.4%), 164,000 mm3이었으며생화학 검사에

서 크레아티닌BUN 150 mg/dL, 14.2 mg/dL, amylase
총 단백 알부민253 U/L, lipase 2,034 U/L, 7.9 g/dL, 4.5

요산g/dL, 23.3 mg/dL, alkaline phosphatase 37 IU,
총 빌리루빈 혈청 전AST/ALT 12/25 IU, 1.74 mg/dL,

해질은 Na/K/Cl 129/3.5/82 mEq/L, Ca/P/Mg
이었다 동맥혈 가스검사에서7.4/13.2/3.4 mg/dL . pH

7.34, PCO2 27 mmHg, PO2 121 mmHg, HCO3 14.5
였다mmol/L, SaO2 98% .

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치료 및 경과 :::: 환자는 시간당 소변량이 로 호0 cc/hr
흡곤란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폐수종과 양쪽 흉막강내에
흉막삼출액이 발생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크레아, BUN,
티닌 상승과 오심 구토 증세의 악화로 내원하여 시간, 24
이후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급성 췌장염은 내원. 5
일 후부터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급성,

Table 1.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ing in KoreaTable 1.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ing in KoreaTable 1.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ing in KoreaTable 1.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ing in Korea
agent dose admission1) Gastrointestinal sx ARF CRF deafness anemia PN others lavage dialysis time2) dialysismethod3) outcome

1 F/20 KBrO3 nause,vomitingdiarrhea + - + + + disorientation HD(1D) dead
2 F/21 KBrO3 nause,vomitingdiarrhea + - + - + HD(4D) alive
3 M/22 KBrO3 nause,vomitingdiarrhea + - + + + HD(3D) alive
4 F/23 NaBrO3 nause,vomitingdiarrhea + + + + + retinopathy HD(7D) alive
5 F/30 KBrO3 nause,vomitingdiarrhea + - + + + HD(2D) alive
6 F/19 NaBrO3 nause,vomitingdiarrhea + - + + + disorientation HD(5D) dead
7 F/29 NaBrO3 10ml 48h nausea, vomiting + - + - - - 96h HD(30D) alive
8 F/37 NaBrO3 17.5g 12h nause,vomitingdiarrhea + + + + + retinopathy - 12h PD(30D)HD(50D) alive
9 F/27 NaBrO3 100ml 2h nause,vomitingdiarrhea + - _ _ - + - - alive
10 F/41 NaBrO3 50mg 24h nause,vomitingdiarrhea + - + - + pancreatitis + 24h HD(14D) alive

11 F/40 NaBrO3 100ml 48h nause,vomitingdiarrhea + - _ + - + 96h HD(7D) alive
12 F/39 NaBrO3 24h nausea, vomiting + + + - + retinopathy - 96h PD(26D)HD(70D) alive
13 F/18 KBrO3 240hr vomitingepigastic pain + + + + + retinopathyseizure - 240hr HD(60D) alive
14*F/23 NaBrO3 150ml 2h nause,vomiting + - _ + - + 48h HD(9D) alive
15*F/46 NaBrO3 200ml 120h nause,vomitingdiarrhea + - - - - + - - alive
16*M/52 NaBrO3 250ml 96h nausea,vomiting + + + - + pancreatitis + 120h HD(70)PD alive
본원의 증례* : , : not reported, : nonoliguric acute renal failure; ARF, acute renal failure; CRF, chronic renal failure; PN,polyneuropathy; others, other symptoms; 1) : the time to admit hospital at emergency room aftter bromate ingestion 2) : the time ofstarting dialysis after admission, 3) : duration of dialysis, HD, hemodialysis; PD, peritoneal 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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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에 대해서는 격일 간격으로 혈액투석을 시행하였
다. 혈액투석을 시작한지 일 후 부터는 하루 소변량이10

로 유지되었고 혈중 크레아티닌은1,500 mL , 15 mg/dL
로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하는 것으로 하
고 퇴원하였다 청력상실은 검사상 감각성 청력상실로.
판명되었고 말초 신경염까지 동반이 되었다 현재는 만.
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에서 복막투석으로 전환하여 외
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고 찰고 찰고 찰
본원에서 경험한 증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증례와 국외에서 보고된 증례를 비교하여 국내
와 국외 성인과 소아간의 임상적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국내 브롬산 중독의 임상양상국내 브롬산 중독의 임상양상국내 브롬산 중독의 임상양상국내 브롬산 중독의 임상양상(표표표표 1)

본원의 예와 국내에서 보고된 증례3 13 1-8) 에서 위장
관 증상은 모든 환자에서 나타났고 급성신부전도 모든,
환자에서 볼 수 있었다 예 중에 핍뇨성 급성신부전은. 16
예 비핍뇨성 급성신부전은 예였다 비핍뇨성 급성신14 , 2 .

부전의 경우 투석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으로
신기능이 회복되었으나 핍뇨성 급성신부전 예에서는14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행하여 신기능이 회복된 예
가 예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예가 예였다 감9 , 5 .
각성 청력상실의 경우 예 중 예였고 예 모두 감16 12 , 12
각성 청력상실이 회복되지 않았다 빈혈의 경우 예 중. 16
예였고 용혈성 빈혈의 양상이었으며 퇴원할 때는 모두9 ,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다발성 신경증의 경우 예 중. 16 7
예가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퇴원할 때까지 증상이 남아,
있었다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16
예 중 예가보고 되었고 이 중 예가 입원 당시부터 의3 , 2
식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있던 중 사망을 하였다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급성 췌장염과 시신경염이 있었는데
급성 췌장염의 경우가 예 시신경염이 동반된 경우가2 , 4
예 있었다 급성 췌장염의 경우는 모두 회복이 되었고. ,
시신경염이 동반된 예 중 예에서는 호전이 되었고3 2 , 1
예의 경우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예 중에 혈액투석. 16
을 시행한환자는 비핍뇨성 신부전 예를 제외하고 예3 12
가 있었고 복막투석을 시행한 예가 예였으나 복막투석, 2
을 먼저 시행한 경우 예는 심한 장마비로 예는 내원1 1
당시 혈압감소로 혈역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혈액투석을
못하고 복막투석을 시행 중 혈역학적으로 안정이 되어
혈액투석으로 전환을 하였다 본원의 증례 중 만성신부.
전으로 진행하여 혈액투석을 시행 중에 환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복막투석으로 전환한 예가 있었다1 .

2) 국내와 국외 및 성인과 소아의 비교국내와 국외 및 성인과 소아의 비교국내와 국외 및 성인과 소아의 비교국내와 국외 및 성인과 소아의 비교(표표표표 2)

De Verises A etc9)의 소아 성인과 국내 증례의 브롬,
산 중독 환자의 임상양상을 비교하여 봤을 때 위장관 증
상은국외의소아 명중 명 성인 명중22 22 (100%), 22 22
명 에서나타났고 국내성인의 명중 명(100%) , 16 16 (100%)
에서 나타났다 급성신부전은 국외의 소아 명 중 명. 22 17

성인이 명중에 명 국내성인이 명(77%), 27 26 (96%), 16
중 명 으로소아에비하여성인이급성신부전의16 (100%)

Table 2. Comparision of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ning in the foreign report with Korean reportsTable 2. Comparision of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ning in the foreign report with Korean reportsTable 2. Comparision of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ning in the foreign report with Korean reportsTable 2. Comparision of clinical manifestation of bromate poisoning in the foreign report with Korean reports
De Vriese A etc Korea (%)

Pediatrics adult adult
Gastrointestinal Sx 22/22 (100%) 22/22 (100%) 16/16 (100%)

ARF 17/22 (77%) 26/27 (96%) 16/16 (100%)
CRF 4/21 (19%) 9/18 (50%) 5/16 (31%)
deafness 2/9 (22%) 23/27 (85%) 12/16 (75%)
anemia 9/13 (69%) 6/8 (75%) 9/16 (56%)

polyneuropathy * 6/7 (85%) 7/16 (44%)
CNS involvement 16/16 (100%) * 3/16( 19%)

death 1/22 (5%) 9/27 (33%) 2/16 (13%)
* :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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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만성 신부전은 국외 소.
아가 명중 명 성인이 명중 명 국내21 4 (19%), 18 9 (50%),
성인이 명 중 명 으로 성인이 소아보다만성신16 5 (31%)
부전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고 영구적 감,
각성 청력상실의경우국외소아는 명중 명 성9 2 (22%),
인은 명 중 명 국내 성인은 명 중 명27 23 (85%), 16 12

으로 소아의 경우가성인에비해청력상실의 발생(75%)
률이 적었다 빈혈의 경우 국외 소아는 명 중 명. 13 9

성인은 명중 명 국내성인은 명중(69%), 8 6 (75%), 16 9
명 이었다 다발성 신경염의 경우 국외 소아는 보(56%) .
고된 바가 없고 국외 성인은 명 중 명 국내 성, 7 6 (85%),
인은 명 중 명 으로국외성인이국내성인보다16 7 (44%)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추신경계 증상은.
국외 소아 명 중 명 성인은 보고된 바가 없16 16 (100%),
었고 국내 성인은 명 중 명 으로 국외 소아의, 16 3 (19%)
경우가 발생률은 높으나 모두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
이 된 반면 국내 성인에서 중추 신경계 증상이 동반된 3
명 중 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중추 신경계 증상의 발2
생률은 소아에서 높았으나 증상의 정도는 성인이 더 심
각함을 알 수 있다 브롬산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은 국.
외 소아는 명중 명 성인은 명중 명22 1 (5%), 27 9 (33%),
국내 성인은 명중 명 으로 소아가 성인보다사16 2 (13%)
망률이 적고 국내 성인이 국외 성인보다 사망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롬산은 산화제로서 무색 무미 무취의 수용성 물질, ,

로 용액상태에서 가정용 퍼머넌트의 중화제로2 10%
이용되고있으며 치사량은 정도이다, 160 500 mg/kg 10, 13).
중독증상으로는 위장관 증상인 오심 구토 및 설사 그리,
고 복부 동통이며 이러한 증상은 브롬산 중독 후 몇 시
간안에생기며1-9) 이외에도 무력감 무감동 경련등 중, , ,
추 신경계 증상과 말초 신경염 급성신부전 감각성 청력, ,
상실 용혈성빈혈등의증상이나타날수있다, 1-9, 11, 19, 20).
위장관 증상은 브롬산염이 위에서 염산과 반응하여 브
롬산이 생겨 브롬산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생기며 음독
후 가장 흔하고 다른 임상 증상보다도 먼저 나타나며 심
할 경우에는 토혈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12, 18) 급성신부,
전의 경우 브롬산 중독 후 몇 시간 안에 생기며 일부 환
자에서는 신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한경우도보고되고있다1-3, 7-9) 감각신경형태의청.
력상실은 비가역적이며 브롬산 중독 후 시간 안에4 16
생기며 청력 상실이 발생한 증례에서는 급성신부전이

동반되었고 동물실험에서도 청력상실을 일으킨 모든 예,
가 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력상실과 신장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10) 국내의 브롬산염.
중독의 경우 위의 임상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시
력상실 중추신경계 손상 말초 신경염 등 비교적 흔하지, ,
않은 증상도 유발할 수 있음을 국내외의 보고에서 알 수
있었다.
브롬산 중독시 치료는 음독 후 시간 내에 청력4 16

상실과 신부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토제나 구토제를
이용해 위내에 있는 브롬산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고 이미 흡수된 브롬산에 대해서는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으로 조기에 제거해 주는 것이 합병
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보.
고된 증례를 보아도 음독 후 빠른 시간 내에 위세척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세척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브롬산.
의 혈중농도와 임상증상의 경중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보고된 바는 없으나12, 19, 21) 소아가 성인보다 예,
후가 좋은 것은 성인보다 음독량이 적었을 가능성이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국내와 국외에서 보고된 증례 비교를 통하여 보았듯

이 브롬산 중독의 대부분의 경우 급성 핍뇨성 신부전이
동반이 되었을 경우 투석이 불가피 하였고 감각성 청력,
소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석과 상관없이 발생하며 영
구적인 합병증을 남겼으며 시신경이나 말초 신경 손상
이동반된경우에도회복이안되는것을볼수있었다1-9).
따라서 브롬산 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임상양상
을 바탕으로 봤을 때 향후 브롬산 중독으로 인한 급성신
부전 발생이 핍뇨성 급성신부전과 비핍뇨성 급성신부전
으로 발현이 되는 차이점 신 손상의 정도와 청력상실의,
연관성 브롬산의 음독량과 혈중농도와의 관계 효과적, ,
인 위 내 브롬산 제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요 약요 약요 약요 약
브롬산 은 산화제로서 브롬산칼륨 분(bromate) (KBrO3

자량 과 브롬산나트륨 분자량167.01) (NaBrO3 150.91)
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가정용 파마 중화제로 이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년 표 등. 1985 1)의 연구에서 브
롬산 중독의 임상경과에 대하여 보고 되었고 그 후 우,
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브롬산 중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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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고가 산발적으로 보고 되었다 저자들은 세명의 브.
롬산 중독 환자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증례를 보고하고
이들의 임상경과를 바탕으로 년까지 우리나라에서2003
보고된 브롬산 중독환자의 증례와 국외에서 보고된 브
롬산 중독의 증례를 임상양상별로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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