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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은 총체표면적 25%이상 또는 10%이상의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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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총체표면적 20%이상을 수상한 경우를 말하며, 안면부

Purpose: There are some complications such as pulmonary
edema, soft tissue swelling, decreased tissue perfusion
which is frequently occurred in isotonic fluid resuscitation like
Parkland formula. Hypertonic fluid resuscitation has several
effects in burn patients. It may reduce soft tissue swelling and
induce fluid shift from interstitium to vascular system. This
study aims to compare actual fluid demand after hypertonic
fluid resuscitation (160 mEq Na/L) and calculated volume
from Parkland formula in severe burn patients.
M ethods: From March 2010 to June 2011, a retrospective
study was done. 21 patients were selected who had admitted
within 6 hours after injury by various mechanisms. Total body
surface area was calculated by Lund-Browder diagram. All
subjects were treated by hypertonic fluid (Hartmann’s sol＋
ution ＋30 mEq NaHCo 3, 160 mEq/L of Na ). After first 24
hr of resuscitation, physiologic parameters and total infused
fluid volume was calculated. Physiologic parameters were
used for assessing the effect of fluid therapy, and total infused fluid volume was compared to theoretical volume in
Parkland formula, using dependent t-test.
Results: Mean TBSA of subjects was 47±5%, and four cases
were accompanied by inhalation injury. The actual fluid volume infused was about 3.12 ml/kg/% and base excess was
−0.5±2.8. Pulmonary edema was identified in 4 cases.
Conclusion: Using hypertonic fluid (160 mEq Na/L), total fluid
volume was reduced about 22% compared to Parkland formula without considerable complications. (J Korean Burn
Soc 2011;14: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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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흡입화상, 전기화상등을 포함한다1). 중증화상에서 수
액치료의 목표는 대규모 조직 염증 반응 및 혈관 외로의
수액 유출, 그리고 혈관내 저혈량으로 인한 화상 쇼크 환자
의 조직에 안정적인 관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중증 화상
환자에서 초기의 수액 치료는 환자의 이후 사망률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상적인 조직의 관류를 유지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중증화상 환자에서 발생하
는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를 화상 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배성, 저혈량성, 그리고 심인성 쇼크가 복합되어 나타나
기 때문이다2). 화상 쇼크는 국소적인 염증 매개물질의 분비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산화질소 등)에 의한
모세혈관 투과성의 증가와 전신적인 매개물질의 분비로 인
한 조직의 부종, 혈관 이완, 혈액 저류, 심근 수축력 약화,
그리고 심박출량의 감소로 발생한다2). 결국 이러한 문제들
이 조직의 전반적인 관류량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화상 쇼
크 상태에서 초기 수액 치료는 적절한 혈관내 용적 유지를
통한 전부하의 증가, 그리고 심박출량을 확보하여 안정적
인 조직의 관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중증 화상 환자의 수액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수
액 요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어떤 수액 공
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액 공식
은 Parkland 공식이며, 미국 영국 역시 비용효과면 및 인지
도로 인해 Parkland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3,4).
Parkland 공식은 환자의 체중과 체표면적에 기반을 하여
4 ml/kg/%의 수액을 24시간 동안 주는 방법이다. 전체 계
산된 수액의 반을 수상 후 첫 8시간 동안 투여하고, 이후
16시간 동안 나머지 반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
Baxter 및 Shires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이다5,6). 현재까지도
이 수액치료의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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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편하고 저가의 결정질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있다11). 이것은 고장성 수액치료가 가지고 있는 합병증 때

생각한다.

문인데 이러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대

하지만 이 Parkland 공식은 등장성 결정질용액을 사용함

적으로 낮은 농도인 160 mEq/L의 수액을 사용하였다.

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로 등장성 결정질용

초기 수액 주입량은 Parkland 공식으로 계산된 초기 8시

액은 투여 후 혈관내 및 교질에 균일하게 분포하게 되는데

간의 평균 주입속도로 결정하였고, 2시간간격으로 환자의

이로 인해 약 30분이 지나면 전체 주입양의 16%만이 혈관

소변양을 확인하여 0.5∼1 ml/kg/hr로 소변양을 유지시켰

내에 남게 된다7). 결국 화상 환자에서 조직의 부종을 악화

다. 부연하자면 환자의 소변양이 0.5 ml/kg/hr미만시 수액

시키고, 조직 내에서의 확산 거리를 증가시켜 조직 관류를

주입속도를 25% 증량하였고, 1 ml/kg/hr 초과시 25%씩 감

저해시키게 된다. 또한 몇몇 생체내 실험에서는 등장성 결

량하였다.

정질용액의 사용이 응고항진상태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
8-10)

었다

수액 소생술 시작 24시간 후 전체 수액 치료량에는 본원
내원 전 환자가 받은 수액치료량을 전체 수액치료량에 포

.

화상 쇼크에서 고장성 결정질용액을 이용한 수액치료가

함하여 계산하였으며, 연구 종료 시점의 평균 동맥압, 맥박,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고장성 수액을 이용한 수액 소

염기 과잉, 24시간 평균 소변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24시간

생술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장성 결정질용액의

수액 치료 후 환자의 폐 부종 유무를 방사선학적 판독으로

빠른 주입은 혈장내 삼투압을 증가시켜 삼투압에 의한 교

확인하였다.

질액의 혈관내 이동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화상으로 인한
11)

총 수액량은 Parkland 공식으로 계산했을때의 예상 수액

조직의 부종을 억제시킬 수 있다 . 또한 이런 기전을 통해

량과 비교하였으며 통계검정은 IBM SPSS Statistics release

폐 부종이나, 가피절개술, 기도삽관의 어려움, 그리고 복부

19Ⓡ를 이용하여 대상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피셔의 직접적

구획 증후군과 같은 부종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감소시킬

확률검증(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과 카이 제곱 검정

11,12)

. Caldwell 및 Bowser 는 고장성 수액요법이

2
(χ test)을, 결과값에 대해서는 종속 t-검정(dependent

Parkland 공식에 비해 최대 30%까지의 수액 감량 효과가

t-test)을 사용하였고, P＜0.05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농도의 고

로 하였다.

수 있다

11)

장성 결정질용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수상 후 24시간 동안 화상

결

과

환자 수액요구량에 대해 본원에서 시행한 160 mEq/L의 고
장성 수액량과 Parkland 공식에 따른 수액 예상치를 비교

총 환자수는 21명으로 남자 19명, 여자 2명이었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44세, 여자 59세였으며, 남자 화염

하였다.

화상환자 중 2명이 기관지내시경상 확인된 흡입화상이 있

대상 및 방법

었고 2명이 임상적인 진단을 통해 흡입화상으로 진단하였
다. 평균 TBSA는 47±5%였으며 남자 49%, 여자 31%였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8개월간 본원에 입원한

(Table 1). 대상 환자 중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동반한 경

화상 환자 중, Lund-Browder표를 이용하여 총체표면적

우는 남자 3명(14.3%), 여자 1명(4.7%)이었으며 비인슐린성

(TBSA) 20%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 중

당뇨병은 남자 2명(9.5%), 여자는 없었다. 모든 성별에서 만

흡입화상 및 전기화상을 동반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였으

성신부전 및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Table 2). 화상의 종류

나 수상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는 수액소생술이 적절하

에 따른 분류에서는 남자의 경우 화염화상이 10명(47.6%)

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수상 후 6시간 이상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2명은 기관지 내시경상 확인된

지연되어 도착한 환자 역시 제외하여 총 21명의 환자를 대

흡입화상이 있었고, 2명은 임상적 소견으로 흡입화상을 진

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모든 환자는 160mEq/L의 고장성 결정질용액을 사용하
였고, 고장성 수액은 Hartmann’s solution에 중탄산나트륨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NaHCO3)을 30 mEq/L추가하여 만들었다. 보통의 Monafo 공식(250 mEq Na/L)이나 Warden공식(180 mEq Na/L)
과 같은 고장성 수액치료의 경우, 혈중 나트륨 농도가 160
mEq/L이상 증가시 등장성 수액으로 변경하도록 권장하고

Age (years)
Body weight (kg)
Average burn size (%)

Male

Female

44±12
72±11
49±24

59±30
31±13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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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4, 5).

단하였다. 전기화상 4명(19%), 전기화염화상 2명(9.5%), 열

수상 후 24시간 동안 평균 소변량은 1.5±0.5 ml/kg/hr이

탕화상 2명(9.5%), 화학화상 1명(4.9%) 순이었으며 여자의

었으며, 이것은 목표 소변량보다 다소 많은 것이었다(Table

경우는 열탕화상만 2명(9.5%) 있었다(Table 3).
대상 환자들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137.6±4.1 mEq/L이

4). 수상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환자들의 평균 동맥

었으며, 염소 농도는 103.9±3.5 mEq/L였다. 염기 과잉은

압은 97.2±12.4 mmHg였으며, 맥박은 86.6±20.2회/분이었

−0.5±2.8 mEq/L이었으며 흉부 방사선 소견상의 폐부종은

다(Table 5). 전체 대상 환자 21명의 평균 수액 요구량은 3.12

4명이었다. 폐부종 환자의 TBSA는 40%가 2명, 80% 1명,

ml/kg/%였으며, Parkland 공식에 비해서 0.88 ml/kg/%의

95% 1명이었으며 이들중 2명이 흡입화상이 동반되어 있었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대상 환자 21명중 6명이 수상 후 7일에서 21일 사이에 사

다. 염기 과잉과 폐부종 발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 유
의성을 보였다. 모든 환자에서 24시간 후 고장성 결정질용
액의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전해질 불균형, 신부전)은 없었

Table 3. Type of Burn Injuries

Type of burn

Table 2. Premorbid Diseases of Subjects

Male
Ye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Female
No

Yes

3 (14.3) 16 (76.3)
2 (9.5) 17 (81)

1 (4.7)
0 (0)

Total

No

1 (4.7) 21 (100)
2 (9.5) 21 (100)

Male

Female

Scalding
Flame
Electrical
Electrical & Flame
Chemical

2
10
4
2
1

(9.5)
(47.6)
(19)
(9.5)
(4.9)

Total

19 (90.5)

2
0
0
0
0

(9.5)
(0)
(0)
(0)
(0)

2 (9.5)

Total
4
10
4
2
1

(19)
(47.6)
(19)
(9.5)
(4.9)

21 (100)

Chi-square test, P＞0.05, ( ) = %

Fisher’s exact test, P＞0.05, ( ) = %

Table 4. Subjects’ Outcome of Physiologic Parameters after Fluid Resuscitation

Type of
burn

Burn
degree

Chemical
Electrical
Electrical
Electrical
Electrical
EBFB*
EBFB*
Flame
Flame
Flame
Flame
†
Flame
Flame
†
Flame
Flame
‡
Flame
‡
Flame
Scalding
Scalding
Scalding
Scalding
Alkali

3
3
3
4
4
3
4
3
3
3
3
3
3
3
3
3
3
2
3
3
3
3

Body
Heart rate
TBSA (%)
weight (kg) (#/min)
35
30
35
30
30
27
38
30
33
40
40
60
65
74
80
95
98
30
22
40
65
35

*EBFB = electrical and flame burn,
examination

90
65
75
77
80
80
74
60
92
66
70
59
85
72
73
63
50
80
43
52
65
90
†

80
80
100
80
100
75
60
60
75
100
58
110
75
145
90
95
105
75
80
75
100
80

Mean
arterial Base excess
pressure
(mEq/L)
(mmHg)
112
108
110
107
105
88
95
87
118
107
90
100
103
107
105
87
90
80
77
73
93
112

−5.1
−2.6
1.9
1.6
−4.1
0.9
−0.5
0.6
−1.9
1.1
−2.7
−2
−2.7
−0.4
7.7
−0.4
−3
−0.1
−1.5
2.1
1.1
−5.1

Urine
output
(ml)
3,424.8
3,696
2,834.4
1,730.4
2,935.2
2,769.6
2,059.2
2,995.2
1,567.2
1,660.8
4,560
2,896.8
3,158.4
2,169.6
1,574.4
3,475.2
1,672.8
1,992
1,036.8
1,651.2
2,191.2
3,424.8

Inhalation injury was confirmed by bronchoscopy,

‡

Pulmonary
edema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Yes
Yes
Yes
No
No
No
Yes
No
No

Infused
fluid
volume
(ml)
10,860
7,630
4,500
6,922
11,725
6,200
4,960
6,175
5,450
7,100
3,450
17,250
13,442
15,610
19,420
19,210
14,006
8,750
4,800
9,190
8,550
10,860

Parkland
formula
result (ml)
12,600
7,800
10,500
9,240
9,600
8,640
11,248
7,200
12,144
10,560
11,200
14,160
22,100
21,312
23,360
23,940
19,600
9,600
3,784
8,320
16,900
12,600

Inhalation injury was suspected in clinical

104

대한화상학회지 Vol. 14, No. 2, 2011

Table 5. Summarized Physiologic Parameters after Fluid
Resuscitation

Parameters

Outcome

Average urine output (ml/kg/hr)
Mean arterial pressure (mmHg)
Pulse rate (/min)
＋
Na (mEq/L)
−
Cl (mEq/L)
Base excess (mEq/L)

1.5±0.5
97.2±12.4
86.6±20.2
137.6±4.1
103.9±3.5
−0.5±2.8

Significance (P)
＜0.05
＜0.05
＜0.05
＜0.05
＜0.05
0.462

Table 6. Difference of Resuscitated Fluid Volume between
Parkland Formula and Modified Warden Formula
(Actual Resuscitated Volume)

Mean (ml/24hr)
Average fluid
volume

Parkland
formula

Actual fluid
resuscitation

Significance
(P)

13,038±5,840
4 ml/kg/%

9,771±4,956
3.12 ml/kg/%

P＜0.05

Dependent t-test

Dependent t-test

질 농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고장성 결정질용액의
망하였으며, 보호자의 치료 거부로 화상상처 패혈증 발생

특성을 이용해 초기 화상에서 수분의 혈관외 유출을 억제

후 사망이 2명, 수술 후 발생한 폐렴으로 2명, 수술 후 대량

하고, 중탄산염에 의한 완충효과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수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1명, 수상후 4일째 보호자 요청으

있다14). 본원에서는 Warden공식을 변형하여 160 mEq/L

로 전원 후 사망이 1명 있었다.

나트륨 농도의 고장성 결정질용액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고장성 수액요법으로 명명하는 가장 낮은 나트륨 농도이

고

찰

다. 나트륨 농도를 160 mEq/L로 낮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농도의 고장성 수액 소생술이 부종을 억제할 수 있으나 고

화상 환자에서 수액 치료는 적절한 조직의 관류를 유지

나트륨혈증으로 인한 합병증(뇌부종, 신부전)의 발생가능

하기 위해 중요하다. 화상에서의 쇼크는 다양한 원인으로

성을 증가시키고, 신부전의 발생률을 4배, 사망률을 2배까

인해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의 허혈상태를 유발하여

지 증가시키기 때문이다15). 그러나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율

조직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다른 쇼크와 크게 다르지 않

을 줄이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액의 나트륨 농도를 낮추

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류상태를 다시 생리학적인 안정상

었기 때문에 수액 소생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고나트륨혈증,

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화상에서의 수액치료

뇌부종, 신부전의 발생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등장성 결

이며,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액 공식이 제시되었다. 가

정질용액을 이용한 수액치료와 농도상에 큰 차이가 나지

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arkland 공식의 경우, 등장

않게 되었다.

성 결정질용액을 사용하여 수액소생술을 시도하는 방법으

화상 치료에서 고장성 결정질용액의 사용은 혈장 삼투압

로 처음 제시되었다. 하지만 등장성 결정질용액만의 사용

의 상승을 유도하여 화상으로 인한 부종의 감소와 간질에

은 화상환자의 수액소생술에서 수액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정체된 수분의 혈장내 이동을 돕는다11). Caldwell과 Bow-

대량 수액요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 또

ser16)의 연구에서도 Parkland공식에 대비하여 30%의 수액

한 전기화상이나 흡입화상을 동반할 경우 소생술에 필요한

감량 효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Parkland공식에

수액 요구량이 Parkland계산치 보다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의한 계산양보다 22%의 수액감량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

인한 부작용 역시 같이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

만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한 대안으로 알려진 것이 고장성 수액을 이용한 수액 소생

연구 자체만으로 명백한 수액감량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

술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Monafo, Warden 공식 등이

기는 어렵다. 흉부 방사선상 확인된 폐부종의 경우 전체 21

11)

있다 .

명의 환자중 흡입 화상을 동반한 2명의 환자에서 폐부종이

Monafo 공식은 250 mEq/L의 고장성 식염수를 사용하는

확인되었으나 흡입화상이 없는 환자 2명에서도 폐부종이

수액 소생술이다. 하지만 Parkland 공식에 비해 더 적은 양

확인되었다. Shimazaki 등17)은 TBSA 60%의 환자를 대상으

의 수액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고나트륨혈증으로 인해 뇌부

로 한 고장성 수액과 등장성 수액 소생술의 호흡기능에 대

종, 신부전등의 발생률이 증가하여 사망률이 증가하였다13).

한 연구에서 고장성 수액소생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폐 기

Warden 공식은 혈장과 유사한 성분의 Lactated Ringer’s

능부전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장성 수액소생술을

solution에 중탄산나트륨(NaHCO3) 50 mEq/L를 추가하여

받은 환자 군에서는 29%의 기관삽관이 있었다고 하나 등장

180 mEq/L의 나트륨 농도를 가진 수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성 수액소생술을 받은 환자 군에서는 51%의 기관 삽관이

다. Warden공식의 특징은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의 수

필요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Shimazaki들의 연구는 정량화

액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혈중 나트륨 농도 이외 다른 전해

된 기능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24시간후 방사선학적인 소견

유경탁 등：중증 화상환자에서 고장성 수액치료와 Parkland 공식에 따른 수액치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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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폐부종의 여부를 판단한 본 연구가 Shimazaki들의

까지 다양한 수액 요법에 대한 공식이 연구되었고, 아직까

연구결과와 부합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지 어느 것도 월등히 우월한 방법은 없었다. 본원에서는 고

한 수액량의 많고 적음이 폐부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장성 수액의 사용을 통한 수액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않는다는 최근 연구를 보아 단순히 고장성 결정질수액의

Parkland 공식과 비교하여 별다른 합병증 없이 수상후 24

사용이 중증 화상 환자에서 폐부종의 발생율을 낮출 수 있

시간 이내 수액량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현재 고장성 수액

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숙주의 면역체계에대

으로 보인다.18)

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고장성 수

현재 고장성 수액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19)

액치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있다. Kien 등 은 고장성 결정질용액에 대한 동물 연구에

한 정밀한 혈역학적 감시장비의 등장으로, 환자에게 보다

서 고장성 수액이 화상 후 다발 장기의 관류를 향상시킨다

정확한 수액요법이 가능하리라 본다.

20)

고 보고하였으며 Tokyay 등 은 지질 과산화를 억제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Elgjo 등21)는 양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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