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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ytic

어민이나 일반인은 해양생물에 의하여 다양한 건강피해를 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식인 어류에 의하여 공격을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이다. 1996년 서

해안에서 상어가 출몰하여 사람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출어를 기피해 어민 생

계에도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었다.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을 그들의 먹이

인 물개로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해양생물의 독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복어 중독이다. 복어의 난소, 고환, 간장, 피부, 장 등에 함유

되어 있는 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에 의한다. 바지락이나 굴은 베네루핀

(venerupin)이라는 독소에 의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홍합류는 삭시톡신(saxitoxin)에 의하여 건강장해를 일으켜 심하면 전신마비 등

을 일으키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홍합류와 굴 등은 패류 독소를 검사하여 허용치 

(80 ㎍/100 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홍합류 채취 금지령을 내린다. 경남 진해만 및 주

변 해역의 마비성 패류 독소는 1월 중순~2월 중순 사이에 최초로 발생하고, 그 이후 

수온이 8.3~12.4 ℃로 올라가면 허용치를 초과한다. 4월 중순~5월 초순에 그 정도가 

가장 심하며, 수온이 18 ℃ 이상으로 올라가는 6월 중순 이후 자연 소멸한다. 

1986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부산에서 80여 명이 폐선 해체 작업을 실

시하였다. 이들 중 25명이 입술, 잇몸, 혀의 감각 이상, 사지의 지각 이상 등의 신경계 

증상이 발생하여 16명이 입원하고 2명이 사망하였다. 진주담치(blue mussel) 섭취에 

의한 마비성 패류 중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으로 진단하였으며, 동물

실험에서 PSP 독소량은 진주담치 조직 100 mg당 평균적으로 대략 1,200 ug이었다. 

어민이나 일반인은 해양생물에 의하여 자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체에 손상을 일

Poi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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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강장동물로는 해파리, 전기 해파리, 말미잘 및 불산호충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해양생물보

다 독성을 자주 일으킨다. 이들의 촉수 속에는 찌르는 가시가 숨어 있다. 이들이 피부에 마찰하거나 

접촉하게 되면 꼬였던 가는 실이 풀리며, 가시같이 강하게 뻗치면서 찌르면 부드러운 껍질의 해양생

물뿐 아니라 사람의 피부도 뚫고 들어가며, 이를 통해 독소를 분비한다. 대부분 독소는 열에 강하고, 

단백질 분해 물질에 의해 분해된다. 또한 신경 활동을 방해하며, 심부전도 유발할 수 있다. 가시의 크

기와 독성 물질은 강장동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접촉성 피부염부터 전신적 합병증까지 나

타날 수 있다. 전기 해파리는 심각한 전신 증상을 일으키지만 말미잘은 전신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독성 물질에 찔리면 피부에 일직선의 홍반성 수포가 생긴다. 통증은 대개 24시간 후면 사라

지지만 출혈성 수포와 두드러기 같은 피부 병변은 한 달간 지속하기도 한다. 전신 반응은 두통, 소양

감, 근육 동통, 발한이 나타나고 실신하기도 한다. 합병증으로 찔린 부위에 반복된 발진과 단순 포진

이 생기거나 육아 조직이 형성되기도 한다. 상처 부위에 피하지방이 위축되고, 육아종 및 켈로이드가 

형성된다.

해면동물인 해면도 접촉하면 옻에 접촉한 것과 같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접촉 부위가 가렵

고 홍반, 동통 및 수포가 생기며 여러 주간 계속되기도 한다. 극피동물에는 성게, 불가사리, 해삼 등

이 속하고 많은 극피동물에 독이 있으며, 이 중에서 성게 독은 널리 알려져 있다. 조피볼락(우럭), 도

미, 쏠감펭이 등지느러미에 강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생선에 의해 찔리는 경우, 가오리 꼬리 부분에 

있는 독침에 찔리는 경우 등이 어민이 흔히 경험하는 사례이다.

1. 성게 가시에 의한 육아종

 

1995년 4월경 31세 여자가 우측 중지의 근위지 관절

의 강직 및 운동 장해로 필자를 방문하였다. 그녀는 어

민으로 1년 전 보라성게<그림 1>가 담겨 있는 광주리를 

차에 싣기 위하여 운반하여 차에 놓는 순간 우측 중지

를 성게 가시에 찔려서 즉시 성게 가시를 제거하였다. <그림 1> 보라성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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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게 가시에 찔렸을 때는 따끔하고 뽑아낸 후는 우측 중지가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었으나 다음날

부터 특이 소견은 없었다. 2개월이 지나서 우측 중지의 근위부 관절이 갑자기 부으면서 쑤시고 아파

서 잠도 자지 못하였다. 진통제를 복용한 후 우측 중지 근위지 관절의 종창은 계속되었으나 동통은 

사라지고 우측 중지 근위부 관절의 강직 및 운동 장해의 후유증이 10개월 이상 계속되었다. 

단순 수지 방사선 검사에는 수지의 종창 이외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초음파를 이용하

여 2.4 mm의 가느다란 음영을 관찰하여 성게 가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국소 마취 하에 제거 수

술을 실시하였다. 우측 제 3수지 근위지 관절 부위에 피부 절개를 가하자 두꺼운 섬유성 육아 조직으

로 구성된 지름 1 cm의 종괴가 있었다. 종괴를 제거한 후 절개를 가하자 2 mm 길이의 가는 성게 가

시가 발견되었다. 종괴는 연부 조직과 딱딱한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자의 대부분은 활막 조직으

로 구성되었고 활막 내에 수 개의 2~3 mm 크기의 육아종성 결절이 관찰되었다. 각각의 결절은 중앙

에 건락화 괴사, 상피양 세포로 구성되고 결절 주위에는 림프구양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변연

부에 섬유화가 진행되었다. 작은 조직에서 석회화가 진행된 성게 가시의 일부가 관찰되었고 성게 가시

는 거대 세포로 쌓여 있으며, 주위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성게 가시에 찔리면 국소 홍반과 부종에 동반된 격통을 호소한다. 몸에 남겨진 조각에 대한 반응으

로 염증이 생기며, 무감각이 동반되기도 한다. 염증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는 몇 주부터 몇 개월이 필

요하다. 큰 조각은 흡수되기보다 몸 밖으로 배출된다. 드물게 쇠약, 오심, 실신, 감각 이상, 근육연축, 

호흡곤란, 호흡기능 억제 등의 전신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신경이나 관절 

근처가 찔리면 지각 과민, 감각 결손, 관절 동통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다. 

성게 가시에 상해를 입은 후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3가지 형태의 지연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첫

째, 인체에 성게 가시의 상피 조직이 남아 있으면 이에 의한 표피 봉입낭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인체

에 성게 가시 조각이 남아 있으면 이에 의한 이물 육아종이 생기며, 수술로 가시 조각을 제거하면 대

개 사라진다. 셋째, 인체에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때는 1~5 mm 크기의 사르코이드모양 육아종이 

생기기도 한다. 사르코이드모양 육아종은 동통이 없으며, 중앙에 건락화 괴사가 관찰되지 않고 연분

홍색이나 푸른색으로 중간이 함몰되어 있다. 이러한 반응은 과민성 반응에 기인한 것이다. 

98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7 August Vol. 352



이 사례는 성게에 찔린 후 남아 있던 성게 가시 조각에 의한 육아종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육아종

은 결핵과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 및 손가락에 결핵이 발생하면 반드시 직업력과 성게 

가시에 찔렸는지를 물어서 감별 진단을 하여야 한다.

구두나 장갑은 성게 가시에 찔리는 것을 거의 예방하지 못하므로 성게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방법이다. 성게 가시에 찔렸을 때의 치료는 우선 열탕 액침(43~46 ℃)과 상처 청결이 중

요하다. 열탕 액침은 성게 가시와 함께 병변에 주입된 단백질이 함유한 물질이 열에 약하기 때문이

다. 또는 신선한 뇨에 담그는 것도 좋다. 신선한 뇨에는 아세톤이 많이 함유되어 가시의 유기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선 소견상 성게 가시가 보이면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여야 하고 사르

코이드모양 육아종은 병변 내 코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주사로 호전되기도 한다.

2. 군소 알에 의한 급성 독성 간염

 

군소(Aplysia kurodai, sea hare)는 삶아서 술안

주로 하거나 산적을 만들어 제사상에도 올리는 귀

한 식품이다. 2003년 5월경 47세 남자가 오전부터 

구역 및 구토, 복통을 호소하고 10회 이상 수양성 

설사를 하여 다음날 새벽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

실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평소 건강하였으나 내원 

이틀 전 오후 2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3명이 바닷

가에서 군소와 알<그림 2>을 직접 채취하여 술과 함

께 먹었다.

군소는 내장을 제거하고 씻은 후 삶아 먹었으며, 

군소 알도 삶아서 세 숟가락 정도를 먹었다. 함께 

먹은 직장 동료 2명은 적은 양을 먹었고 비슷한 증 <그림 2> 군소(A)와 알(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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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호전되었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급성 병색을 보였다.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이 감소되어 있었고 결막

은 창백하지 않았으나 공막은 옅은 노란색이었다. 복부는 부드러웠으며, 전반에 경한 압통을 호소하였

으나 반동 압통은 없었고 장음은 증가되어 있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청 검사에서 아스퍼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AST)는 446 IU/L,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T)는 

334 IU/L, 감마 글루타밀전이효소(γ-GTP)는 204 IU/L, 총빌리루빈은 2.1 mg/dL로 간기능 효소치

가 증가하고 황달이 있었다. 군소 알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진단하였다. 치료는 수액공급 및 혈청 전

해질 불균형을 교정하는 등 전격간염으로의 진행 여부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간기능

검사가 호전한 후 퇴원하였다. 

군소는 입속에 치설이 있어 갈조류나 녹조류를 갉아먹고 산다. 군소는 자웅동체이며, 성숙 및 산

란 시기에 무리를 형성하여 교미행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한 마리가 5억 개 정도 알을 낳는데, 

3~7월경 얕은 바다의 해조류나 바위틈에 산란을 한다. 알은 꼬불꼬불하게 엉켜있는 한천질 속에 숨

겨 놓는다.

군소에 독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리스 시대에는 군소의 보라색 액으로 독주를 

만들어 사약으로 사용하였다. 보라색 액이 머리에 묻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먹으

면 구토를 하고, 죽게 된다고 믿었다. 자산어보(1814년)에는 군소를 굴명충(堀明蟲)이라 하였고, “전

신이 피로 덥혀 있고 맛이 없다. 영남사람들은 이것을 먹는데 백번 씻어 피를 없애지 않으면 먹지 못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군소의 독성 물질은 디아실헥사디실글리세롤(diacyl hexadecylglycerol) 및 아플리시아닌 등으로 

알려져 있다. 디아실헥사디실글리세롤은 군소 알의 지질성분으로 설사 및 구토를 유발한다. 아플리

시아닌은 자유기 또는 중간 대사물질을 통해 6∼12시간 후 독성 간염을 유발한다. 중독 증상이 경미

한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거나 의료진이 잘 몰라 보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례와 같이 군소와 알을 섭취했지만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도 유추할 수 있다. 군소의 산란기인 늦봄과 초여름에 알을 먹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독성이 강하여 

5월에 많이 발생한다.

1110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7 August Vol. 352



아플리시아닌이 군소의 내장과 알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장 

또는 알을 먹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플리시아닌의 독성은 가열하여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익혀 먹어

도 독성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군소 내장과 알을 섭취하면 구역,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염 증상뿐

만 아니라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의료인과 일반인이 인지하고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고둥에 의한 테트라민 중독

2003년 8월 24일,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 시장에서 큰 흰색에 약간 붉은 빛이 도는 큰 고둥 

(북방매물고둥으로 추정)을 57세 여자가 구입하여 사위와 딸 1(사위의 처), 딸 2와 같이 4명이 섭

취하였다. 시장에서 고둥 구입 시 중독에 대한 주의 및 침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

였다. 그녀는 고둥 1개 정도만 섭취하고 30분 후 복부 불편감이 나타났고, 다른 증상은 없었다.  

특별한 처치 없이 섭취 2시간 후 상기 증상은 사라졌다. 사위인 32세 남자는 고둥 5~6개를 섭

취한 30분 후 어지러움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눈이 침울하고 어지러

움이 심해져 운전을 중단하였다. 섭취 60여 분 후 오심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다. 가족 중 고둥

을 가장 많이 섭취하였고, 가장 심한 증상을 보였다. 특별한 처치 없이 섭취 3시간 후, 모든 증

상은 소실되었다. 딸 1(31세)은 고둥 섭취 20~30분 후 다른 증상은 없이 어지러움만 나타났다.  

가족 중 가장 적은 양을 섭취하였다. 특별한 처치 없이 섭취 40~50분 이내, 어지러움은 소실되었다.  

딸 2(27세)는 고둥 3~4개를 섭취한 30여 분 후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증상은 없었

다. 특별한 처치 없이 섭취 1시간 후, 모든 증상은 소실되었다.

이들 4명은 모두 증상이 발생하기 30~60분 전 고둥을 섭취한 적이 있고 고둥은 침샘에 포함된 테

트라민(tetramine)에 의하여 중독증이 발생할 수 있다. 테트라민은 마비성 독으로 사람의 중독량은 

350~440 mg으로 섭취 후 30여 분부터 두통, 흐려보임, 현기증, 오심, 구토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은 비교적 가볍고 테트라민 자체가 우리 몸에서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수액 처치만으로 수 시간 

이내에 회복하며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례들이 진술한 고둥은 크기가 크고 흰색에 붉은 빛이 있다고 진술하여 북방매물고둥일 가능성

이 높고, 이 고둥은 테트라민을 함유하고 있다. 북방매물고둥은 테트라민 때문에 먹으면 잠이 온다고 

하여 일본에서는 ‘졸리는 우렁이’로 불리며, 크기가 15 cm 정도로 크고, 색깔은 흰색이나 갈색 바탕에 

붉은 빛이 도는 등 다양하다. 고둥의 침샘은 테트라민을 함유하고 있다<그림 3>. 고둥의 껍질을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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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후 화살표 부위를 세로로 절개하였을 때 양쪽으로 침샘을 볼 수 있다. 테트라민은 가열하여도 

비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둥 섭취 전 침샘을 제거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테트라민은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국내 공중보건학계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테트라민 중독

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의사는 환자 내원 시 섭취한 음식에 대한 문진

을 소홀히 하기 쉽고 다른 질환으로 오진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하

여 많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 실시 후 호전되어 퇴원하는 사례는 테트라민 중독증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의료인이나 일반인이 고둥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테트라민 중독에 대하여 정확히 숙

지한다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고둥 상인들이나 해안 주변 주민들은 침샘을 ‘골’이라 부르며 골에 

독이 있는 고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

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시장에서 구입할 때 고둥 취급방법에 대

하여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례도 상인으로부

터 침샘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섭취하여 중독된 

경우이다. 따라서 판매자들이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고둥을 소비자에

게 팔 때 침샘을 제거하여 섭취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술에 취

한 듯한 증상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침샘을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량의 테트라민을 쥐에 주입한 결과 호흡 마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생물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건강피해를 입히므로 이를 인지하여 예방을 하여야 한다. 한편 영

양가가 좋은 고품격의 식품이며, 이를 이용한 약품 개발 등 이용 가치가 높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그림 3> 고둥 내 침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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