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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The electrical burn is not a common disease
entity, but brings severe tissue and vital structure damage, so
eventually results in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Especially
in high tension injury over 1,000 volts, not only severe tissue
damage but also renal failure or sepsis can occur. We will analyze the past electrical injuries, so can establish the proper
management protocols.
Methods: A retrospective clinical record analysis of 625 patients who admitted in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for 7
years, from January 1999 to December 2005, was done . The
following items are evaluated; age, sex, injury mode, input
and output of electric current, differences between low-tension and high-tension electrical injury, amputation, reconstructive surgery, concomitant injury and complication,
sequelae, and mortality.
Results: On the basis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pidemiologic data and treatment protoc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ge & Sex: In low-tension injury under 1,000 volts
(group 1), children under 10 years old took the major portion,
166 among 185 patients. In high-tension injury over 1,000
volts, male and adults are most prevalent in number.
2. Injury mode: In group 1, steel chopstick insertion into wall
socket while playing were 158 patients, electric work in
low-voltage were 14, accidentally contact to electric wire in a
field of construction work were 8. In group 2, electric work in
high-voltage were 372, contact to electric wire in industrial
situation or in railroad were 47, when doing mechanical facilities repair work were 11, and so on. 3. Treatment: In group
1, the total numbers of flap surgery were 62 cases to 48 pa-

tients (1.3/1 person), and the groin flap was the most common surgery (33 cases). In group 2, total 650 flap surgery
were done to 306 patients (2.1/1 person) and also the groin
flap was the most common surgery (197 cases), especially
the free flap (176 cases, 27%) possess relatively high portion.
4. Sequelae: The most common sequelae in group 1 was
hand functional disability from nerve or tendon injury. In
group 2, upper extremity disability from major amputation
was most common. 5. Mortality: Mortality was 5.7%, and all
patients were injured by 22,900 volts electric current. The
causes of death were renal failure, sepsis, and cardiac failure
in order.
Conclusions: Adequate management of electrical injuries
can minimize the severe sequelae and mortality, and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mordality. (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 2007;10:100-106)
Key Words: Electrical burn, Injury mode, Treatment,
Sequelae, Mortality

서

론

전기화상은 흔하게 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손상 외에 다른 주요장기 손상이나 신경학적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열탕화상이나 화염화상에 비해 이환
율(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기화상은 크게 직접 접촉 및 화염에 의한 열화상(thermal
burn), 전기가 손목이나 액와부 등 굴곡부위를 건너 뛰면서
발생하는 아크화상(arc burn), 그리고 직접 전기가 몸안으
로 통하는 진성 전기화상(direct electrical burn)으로 구분
할 수 있다.1) 이로 인한 조직손상의 정도는 전압의 세기(고
압, 저압), 전류의 형태(직류, 교류), 전류량, 수상부위, 전도
경유방법, 접촉시간, 각 조직의 저항차이, 동반된 2차 손상
들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2)
특히 고압 전기손상의 경우에는 감전된 피부의 상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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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도 피하 연부조직에 커다란 손상이 나타나며, 손상된
근육이 융해되면서 고칼륨혈증(hyperkalemia)이 생기고 혈
중으로 마이오글로빈(myoglobin)을 방출한다. 마이오글로
빈은 횡문근(striated muscle)에 있는 저분자량의 물질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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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근이나 심장근육에 분포하고, 혈중 농도 상승시 초기에

군 185명, 제2군 440명) 625명을 대상으로 수술기록, 경과기

적절히 교정해 주지 않으면 신기능의 저하로 급성신부전이

록, 각종 검사기록 등의 의무기록을 고찰하여 후향적으로

올 수 있다. 초기 수액요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손실된 체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에는 발생원인, 환자의 나이, 성별, 전

액량을 등장성 용액(isotonic fluid)으로 빠르게 보충해 주

류의 입구와 출구, 동반손상, 합병증, 사지 절단 유무, 후유

는 것이며 일반 화상처럼 화상면적에 따르는 수액요법은 볼

증, 재건 수술의 종류, 사망률 등을 포함시켰다.

3)

륨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변량이 100 ml 이상이

사지절단에서는 빈도, 소절단, 대절단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고, 재건수술 분야는 동종피부이식, 인공진피, 피부이

되는 것을 지표로 보충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전되는 순간, 신체는 하나의 전도체가 되므로 몸 안에

식을 제외한 피판수술의 시행빈도와 종류를 분석하였다.

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피부 및 연부조직

대상환자를 1,000볼트 미만의 저압손상(제1군 185명,

는 물론 근육이나 골에까지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전형

29.6%)과 1,000볼트 이상의 고압손상(제2군 440명, 70.4%)

적인 고압 전기화상은 손상의 경계가 분명하고, 전층을 포

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이것은 각 군간의 연령, 손상기

함하며, 촉지시 가죽처럼 딱딱하게 느껴진다.4) 발견되지 못

전 및 부위, 절단율, 수술시행 빈도, 사망률 등이 다른 양상

한 숨겨진 근육손상은 패혈증(sepsis)의 원인이 되기도 한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다. 수상당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이나 호흡부
전(respiratory arrest)이 오면 즉사할 가능성도 있다.5) 특히,

결

과

사지의 심한 손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어 절단
이나 운동장애 등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저자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경험한 전기
화상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조사로 전기화상의

1. 역학적 분석
1) 성별
제1군의 185명은 남자 146명(78.9%), 여자 39명(21.1%)이

발생원인, 유입부와 사출부의 분포, 저압과 고압 전기에 따

었고, 제2군의 440명은 남자 436명(99.1%)과 여자 4명(0.9%)

른 예후 차이, 심혈관, 신장, 신경계 등 합병증의 발생, 수술

으로 각 군에서 남자가 현저히 많았다(Table 1).

의 종류, 사지 절단의 빈도, 후유증, 사망률 등에 대한 통계

2) 연령

적 고찰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점들을 찾

제1군의 연령분포는 10세미만 166명, 40대 11명, 30대 6

아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 자료들을 표준화하여 추후 방문

명 순으로 대부분 10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제2군은 40대

하는 환자들의 치료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39명, 30대 110명, 50대 82명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

3) 발생원인
제1군의 발생당시 행위는 총 185명 중 가정용 전기 콘센

대상 및 방법

트에 금속 젓가락을 꽂은 경우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9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7년간 한림대학교 한강

저압 전기 작업시 감전된 경우가 14명, 전선을 잘못 만져

성심병원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체 전기 화상

일어난 경우가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2군에서는 총 440명

환자 1,120명 중 전류의 유입이 명확한 진성 전기화상(제1

중 고압전기 보수 공사 혹은 점검 중 손상이 372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건설현장, 선로 등에서 부주의로 고압선에 접
촉한 경우가 47명, 기계설비 보수 공사 중 손상이 11명 등이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Group 1 Group 2
(n=185)
(n=440)
Sex
Age
Age group

Male
Female
Min/Max (y)
Median (y)
0∼9.9
10∼19.9
20∼29.9
30∼39.9
40∼49.9
50∼59.9
60∼69.9
Over 70

146
39
1/65
3
166
2
0
6
11
0
0
0

436
4
9/72
42
2
4
66
110
139
82
35
2

Total
(n=625)
582
43
1/72
168
6
66
116
150
82
35
2

었다(Table 2).

Table 2. Injury Mode

Behavior
Steel chopstick misuse
Electric work, repair
Accidental contact to live wire
Construction or railroadwork
Mechanical facility repair
Others

Group 1 Group 2 Total
(n=185) (n=440) (n=625)
158
14
8
0
0
5

0
372
0
47
11
10

158
386
8
4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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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의 222명은 332예의 소절단술을 받았고, 이들은 우

4) 화상의 입, 출구
전류의 입, 출구가 불분명한 154명을 제외하고 전형적인
전기화상의 입, 출구 소견을 보이는 471명(제1군 185명, 제

측수지 107예, 좌측수지 83예, 좌측족지 76예, 우측족지 66
예 등이었다.

2군 28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대절단의 분석

제1군은 수부 → 수부가 178명(96.2%), 수부 → 족부가 7
명(3.7%)이었으며, 제2군은 수부 → 족부가 130명(29.5%),
수부 → 수부가 98명(22.2%), 두부 → 족부가 32명(7.2%) 순

제1군에서 5명이 대절단술을 받았고 상지가 4명, 하지가
1명이었다.
제2군에서는 89명이 대절단술을 받았고 상지가 62명
(69.6%), 하지가 18명(20.2%)이었으며, 2지 이상의 다발절단

으로 많았다.

도 9명(10.1%)에서 시행되었다. 다발절단은 5명에서 상지하지 절단을, 2명에서 상지-상지 절단을, 2명에서 하지-하지

2. 절단분석
1) 절단빈도

절단을 받았다.

제1군 185명 중 24명에서 소절단이 시행되었고, 5명에서
대절단이 시행되어 총 29명(15.6%)이었다. 제2군 440명 중
329명(74.7%)에서 절단술을 하였고, 소절단은 222명, 대절
단은 89명, 둘다 시행된 경우가 18명이었다(Table 3).

3. 피판수술
동종피부이식, 인공진피, 피부이식을 제외한 피판수술의
시행빈도를 분석하였다. 피판수술은 제1군 185명 중 48명

2) 소절단의 분석

(25.9%)에게 62예가 시행되어 1인당 1.3예였고, 상지에서

제1군의 24명이 38예의 소절단술을 받았고, 부위별로는

59예(95.1%), 하지에서 2예(3.2%) 순으로 시행되었고, 서혜

우측수지 21예, 좌측수지 10예, 좌측족지 5예, 우측족지 2예

부 피판술이 33예(53.2%)로 가장 많았고, 복부 피판술이 20

등이었다.

예(32.2%), 기타 국소 피판술, 교차수지 피판술, 유리 피판
술 등이 시행되었다.
제2군 440명 중 306명(69.5%)에서 650예의 재건술이 시

Table 3. Amputations

행되어 일인당 평균 2.1예로 조사되어 제1군보다 훨씬 더
Amputation

많은 피판수술을 필요로 하였다. 상지에서 376예(57.8%),

Total

Minor

Major

Combined

하지에서 233예(35.8%), 두경부에서 35예(5.3%)순으로 시행

Group 1 (n=185)
Group 2 (n=440)

29 (15.6)
329 (74.7)

24
222

5
89

0
18

판술 95예(14.6%), 광배근 유리 피판술 87예(13.4%), 전외측

Total (n=625)

358 (32.0)

246

94

18

대퇴 유리 피판술 56예(8.6%), 국소전위 및 회전 피판술 53

되었고, 그 내용은 서혜부 피판술이 197예(30.3%), 복부 피

예(8.1%), 요골전완 유리 피판술 33예(5.0%), 비골 섬 피판술

( ): %

Table 4. Reconstructive Procedures

Procedure group

Head, Neck
G-1

G-2

Groin F. (Distant F.)
Abdominal F. (Distant F.)
Local transposition F.
Anterolateral thigh free F.
Radial forearm free F.
Latissimus dorsi free F.
Cross finger F.
Posterior interosseous F.
Reverse sural island F.
Tissue expansion
Others

4 (0.6)
1 (1.6) 10 (1.5)

Total

1 (1.6) 35 (3.8)

F: flap, ( ): %

Trunk
G-1

G-2

Upper Ext.
G-1
33 (53.2)
20 (32.2)

4 (0.6)

3 (0.5)

3 (0.5)
14 (2.1)

3 (0.5)

G-2
197
95
4
2

Lower Ext.
G-1

(30.3)
(14.6)
(0.6)
(0.3)

4 (6.4)
2 (3.2)

G-1
33 (53.2)
20 (32.2)

2 (3.2)
5 (0.7)
26 (4.0)
24 (3.7)

G-2

Total

42
54
30
65

(6.4)
(8.3)
(4.6)
(10.0)

2 (3.2)
4 (6.4)
2 (3.2)

31 (4.7)
23 (3.5)
0

6 (0.9)

59 (95.1)

376 (54.3)

11 (1.7)
2 (3.2) 233 (34.0)

1 (1.6)
62 (100)

G-2
197
95
53
56
33
87
26
24
31
4
44

(30.3)
(14.6)
(8.1)
(8.6)
(5.0)
(13.4)
(4.0)
(3.7)
(4.8)
(0.6)
(6.8)

6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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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예(4.8%), 교차수지 피판술 26예(4.0%), 후골간막 섬 피판

적으로 화염이나 불꽃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화상의

술 24예(3.7%), 조직 확장술 4예(0.6%) 등이었다(Table 4).

수상부위는 넓으나 진성 전기화상이나 아크화상보다 치유
과정이 매우 짧고 예후가 양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였다.

4. 동반손상 및 합병증
제1군은 저압 감전이면서 부위가 작아 동반손상이나 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000볼트 이하의 저압손상과

료중 합병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소아였

1,000볼트 이상의 고압손상은 연령, 발생기전, 치료 및 예후

기 때문에 의식소실 여부도 불명확하였다.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로 두 군을 분리하여 통계화

제2군에서는 동반손상으로 의식소실 89명(20.2%), 낙상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으로 인한 골절 27명(6.1%), 척수손상 10명(2.2%), 각막손상

우선 환자의 역학적 분석에서 제2군은 고압 전기작업 등

4명(0.9%)의 순으로 많이 발생되었고, 치료중 합병증으로는

산업현장에서의 구성이 남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남자의

정신과적 장애 35명(7.9%), 신부전 19명(4.3%), 비뇨기과적

비율이 99.1%로 절대 다수인데 반해, 제1군의 남자비율은

장애 8명(1.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폐렴, 폐부종, 상처감염

78.9%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제1군이 대부분 소아였

등 빈도수가 높은 일반적 합병증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고, 여아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연령별로는 제
1군의 185명 중 10세 미만 소아가 16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

않았다.

며 대부분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금속 젓가락을 전기

5. 후유증

콘센트에 꽂았거나 전선을 잘못 만져 일어난 경우가 많았

후유증의 범주는 심한 화상 후 대부분 발생하는 비후성

고, 성인의 경우는 저압 전기작업으로 인한 손상이 대부분

반흔이나 수지, 액와부 등 관절구축 기타 주관적인 통증이

이었다. 제2군은 30∼50세까지 산업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나 소양증 등은 제외하고, 절단으로 인한 보행장애, 사지 절

하는 성인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접 고압전기 작업

단장애와 신경, 인대손상으로 인한 수부 기능장애나 보행

을 하는 전기기술자, 공사현장 등에서 물건을 들고 가다가

장애, 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조사하였다.

고압전선에 접촉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군에서는 신경, 인대손상으로 인한 수부 기능장애가

재건을 위한 피판수술은 제1군의 경우 소아가 많아 불가

21명(11.3%), 다발성 수지절단으로 인한 수부 기능장애가

피한 경우에만 시행하였으나 제2군의 경우 여러 번의 재건

14명(7.5%), 다발성 족지절단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8명

수술을 요하는 심한 손상이 많아 1인당 평균 2.1예의 재건

(4.3%), 상지 절단장애가 3명(1.6%)으로 조사되었고, 배뇨장

술을 시행하였다. 제1군의 경우는 대부분 소아의 수지손상

애는 없었다.

이 심한 경우가 많았고, 피부이식을 하더라도 수지구축을

제2군에서는 상지 절단장애가 82명(18.6%)로 가장 많았

최소화하기 위해 1차수술부터 전층 피부이식을 많이 시행

고, 다발성 수지절단으로 인한 수부기능장애가 77명

하였고, 피판수술을 시행할 경우 서혜부 피판술이 53.2%로

(17.5%), 신경이나 인대손상으로 인한 수부 기능장애가 50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2군의 경우 국소전위 피판술

명(11.3%), 다발성 족지절단이나 신경, 인대손상으로 인한

이나, 복부 및 서혜부 피판술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보행장애가 43명(9.7%), 하지 절단장애가 21명(4.7%), 척수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나 광범위 손상에서는 혈관 조영술로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6명(1.3%)으로 나타났다.

혈관상태를 확인한 후 혈관상태가 양호한 환자에서는 유리
피판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비율이 전체 피판술 650예 중

6. 사망분석

176예(2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망환자는 모두 36명으로 5.7%의 사망률을 보였으며,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전기화상은 전체 화상의 3∼8.9%

모두 제2군의 고압 감전환자였다. 사망의 주원인으로는 신

정도를 차지하고, 평균연령은 33.7세로 85∼96%가 남자라

부전 12명, 패혈증 10명 심부전 4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 하였으며, 저압손상이 고압손상보다 더 많이 발생하여
전체 전기화상의 72.8∼76.3%를 차지한다고 하였다.6-8) 우

고

찰

리병원의 경우 전기화상이 전체 내원 화상의 9% 정도를 차
지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고,9) 오히려 고압손상이 70.4%

전기화상은 보통 직접 접촉 및 화염에 의한 열화상, 아크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원이 화상 전문병원으로 특

화상, 그리고 진성 전기화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서론에

화되어 국내의 중증 전기화상 환자가 많이 내원하기 때문

서 언급하였으나 열화상의 경우 일차적으로 전기에 의해

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수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류자체에 의한 손상보다는 이차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저압손상에서는 외국보고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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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치료중 패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분석자료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1,000볼트 이하의 저압

한다.7,19) 대부분의 보고에서 근막절개술로 절단을 줄일 수

10세미만 소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었다.

손상에서는 가정용 전압인 220볼트에 의한 손상이 80% 정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보고에서는 조기 근막 절개술을

도로 절대다수였으며, 380볼트가 15% 정도로 이 경우는 모

시행해도 절단을 줄이지는 못했다고 하였고,7) 본원의 경우

두 성인이었다. 1,000볼트 이상에서는 22,900볼트 고압선에

조기 근막 절개술로 혈행을 회복하고 적절한 피판으로 피

의한 손상이 85%로 절대다수였는데 이것은 고압전기 작업

복하여 절단율은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주요신경 및 인대

자나 산업현장에서의 감전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손상이 많아 사지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었고, 일

사망률의 경우 화상환자를 비교적 많이 다루는 국내 타
11)

12)

부 환자들은 2차적으로 신경, 인대의 이식수술로 상당한 정

병원의 사망률 1.9% 보다 높은 3.2% 로 나타났고, 본 저

도의 사지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임상

자의 조사군(625명)에서는 5.7%를 보인 점도 중환자를 많

에서는 사지의 기능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이 생명이 위

이 다루는 본원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여진다.

독하거나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주

화상의 조직손상의 기전은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

로 전신상태를 회복시키는 부분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

뀌면서 조직에 열손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입구부에서는

으므로 사지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피부가 열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을 넘어설 경우 피부를
태우면서 몸으로 들어온다. 저항을 이기고 몸으로 들어온
전기는 조직저항이 적은 신경과 혈관을 타고 빠져 나가면
13)

전기 화상을 수상하고 내원한 환자의 치료방침은 다음과
같다.
환자 도착 즉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하

그래도 남아있는 전기는 출구부

고 동시에 수액요법을 시작한다. 이들 검사는 처음 2주까지

로 빠져나가면서 근육이나 지방조직, 피부를 태우게 된

는 2∼3일 간격으로 시행하고 정상화되면 1주일 간격으로

서 일부가 열로 바뀐다.
1,5,14)

그래서 전기화상은 입구나 출구에서 피부가 전기로

추적검사를 시행한다. 소변검사에서 마이오글로빈뇨증

그을린 화상을 입게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주요조직

(myoglobinuria)이 나타나는 경우는 수치와 소변 색깔이

에 손상을 주게 된다. 활선(a live wire)과 직접적인 접촉

정상이 될 때까지 매일 추적검사를 시행한다. 저혈량

없이도 전위차에 의해 생기는 아크는 순간적으로 근육까지

(hypovolemia)과 마이오글로빈에 의한 신부전 예방을 위해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아크는 고압손상시 전압차에 의해서

시간당 요량이 100 ml3) 이상 되도록 충분한 수액요법을 하

형성되는 이온화된 입자로 구성된 강한 불꽃으로서 약

고, mannitol을 사용하여 신혈류량(renal perfusion)을 증가

다.

o

13)

3,000∼20,000 C의 열을 지닌다.

이것은 1,000볼트당 2∼3

시키고, sodium bicarbonate의 사용으로 소변의 알칼리성

cm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고압에서는 직접적으로 활선

(urine alkalinity)을 유지하여 수액요법 초기부터 대사성 산

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거리 안에 들어갈 경우 열

증을 막아야 한다.4) 마이오글로빈의 제거율을 추적하여 급

손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장부에서 감전으로 아크가 형

성 신부전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12,16)

성되면 손목 주변부에 화상을 입게 되고, 주관절이나 액와
3,5,11,13)

부에 특징적인 타원형의 화상을 만들게 된다.

내원시 수, 족부의 부종이 심하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고압손

등 혈액순환부전이나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사지 원위부의 직접손상 뿐만

이 의심되면 곧바로 가피절개술(escharotomy) 혹은 근막절

아니라 이차적인 점진적 허혈 때문이다. 근육이나 신경에

개술(fasciotomy)을 시행하여야 한다.

혈액공급을 하는 영양동맥 같은 소동맥에 혈전이 형성되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ARDS)은 흔히 수상 후 7일 이내

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의 흐름이 늦어지고 조직이 괴사

에 발생하므로 폐부종이나 폐렴 같은 폐 합병증이 생기지

되기에 이른다.14,17) 초기에 생존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허혈,

않도록 수액 투여량 및 호흡을 관리해야 한다. 창상조직의

감염, 탈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처치방법

배양검사로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균주를 동정하여 감수성

중 하나가 손상받은 모든 구획들(compartment)을 근막절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앞에

개술(fasciotomy)을 통해 조기감압(early decompression)시

서 언급한 신부전, ARDS, 폐부종 등을 극복하였다 하더라

4,15)

이렇게 해줌으로써 적절한 혈액공급이

도 중증환자의 중, 후기 사망요인은 화상부위의 감염으로

회복될 수 있고, 심부조직의 생존성(viability)을 관찰하여

시작되므로 전신상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패혈증의 원

괴사조직을 바로 제거해 줌으로써 감염의 위험성 및 마이

인이 될 수 있는 괴사 조직은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한다.

오글로빈 등의 조직독소가 혈류내로 유입되는 것을 줄일

화상의 국소치료는 화상의 깊이가 깊고 가피가 두껍게

켜주는 것이다.

16-18)

대개 감전 후 2∼3주가 지나야 죽은 조직과 생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딘(povidone iodine)이나 실바

존성 있는 조직의 경계가 구분(demarcation)되게 되는데 이

딘(silvadene) 등의 항균 연고제로 드레싱하고, 가능한 2∼3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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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조기에 괴사조직제거, 가피제거를 하고 동종피부이

로 나타났으며, 서혜부 피판술이 197예(30.3%)로 가장 많았

식(allogarft)이나 인공진피(artificial dermis)등으로 피복하

지만 유리피판술도 176예(2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

여 최대한 감염이나 탈수 등 초기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하여야

주었다.

한다. 본원에서의 동종피부이식은 GPA (glycerol preserved

4) 후유증으로는 제1군에서는 신경, 인대손상으로 인한

allograft)나 CPA (cryo-preserved allograft)를 사용하였다.

수부 기능장애가 21명(11.3%), 다발성 수지절단으로 인한

환자의 전신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부 기능장애가 14명(7.5%), 다발성 족지절단으로 인한 보

절단이 불가피한지, 조기에 재건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행장애가 8명(4.3%), 상지 절단장애가 3명(1.6%)으로 조사

인공진피나 피부이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

되었고, 배뇨장애는 없었다.

단하고 기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

제2군에서는 상지 절단장애가 82명(18.6%)으로 가장 많

다. 환자가 전신적으로 안정되면 피부이식이나 인공진피, 절

았고, 다발성 수지절단으로 인한 수부기능장애가 77명

단술, 재건을 위한 피판수술 등 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여 준다.

(17.5%), 신경이나 인대손상으로 인한 수부 기능장애가 50

전기화상 수상 후 적절한 치료와 재건이 후유증 및 사망

명(11.3%), 다발성 족지절단이나 신경, 인대손상으로 인한

률을 줄일 수 있겠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사전에 사

보행장애가 43명(9.7%), 하지 절단장애가 21명(4.7%), 척수

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소아의 경우 가정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6명(1.3%)으로 나타났다.

용 전기 콘센트의 관리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지역

5) 사망환자는 36명(사망률 5.7%)으로 모두 22,900볼트의

주민 모임 등을 통해 부모들에 대한 많은 교육과 홍보가

고압손상 환자였으며, 사망의 주원인으로는 신부전 12명,

필요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고압 전기작업시 확실한 전류차

패혈증 10명, 심부전 4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 안전장구 착용, 작업시 주의사항 숙지 등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여진다.

결

론

저자는 1999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7년간 한림대학
교 한강성심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전기 화상 환
자 625명을 대상으로 발생원인, 환자의 성별, 나이 등 역학
적 분석, 절단, 재건수술, 동반손상 및 합병증, 후유증, 사망
률 등을 분석하여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000볼트 이하의 저압손상(제1군)에서는 10세 미만의
소아가 전체 185명 중 166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00볼트 이상의 고압손상(제2군)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바
와 큰 차이 없이 성인, 남자가 절대다수였다.
2) 제1군에서의 발생원인은 총 185명 중 가정용 전기 콘
센트에 금속 젓가락을 꽂은 경우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압 전기 작업시 감전된 경우가 14명, 전선을 잘못 만져
일어난 경우가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2군은 총 440명 중
고압전기 보수 공사 혹은 점검 중 손상이 372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건설현장, 선로 등에서 부주의로 고압선에 접촉한
경우가 47명, 기계설비 보수 공사 중 손상이 11명 등이었다.
3) 치료방법은 제1군의 경우 소아의 수부 손상이 대부분
이었고, 손상이 심하여 피판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48명
(25.9%)이며, 총 62예가 시행되어 1인당 1.3예였는데, 서혜
부 피판술이 33예(53.2%)로 가장 많았다. 제2군은 306명
(69.5%)에서 650예의 피판술이 시행되어 일인당 평균 2.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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