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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폐수 처리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염화 제1철에 의한 심재성 2도
화상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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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econd Degree Burn of Ferrous Chloride in a Worker at a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Young Woong Mo, M.D., Dong Lark Lee, M.D., Hea Kyeong Shin, M.D. and Gyu Yong Jung,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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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l2 is often used in stainless steel surface processing, wastewater treatment, or in laboratories. Effects of exposure to
FeCl2 include predominantly systemic side effects that can occur when inhalation or oral intake occurs. However, it is known
that skin irritation or burning can be caused by exposure to skin, but there has never been reported a case of deep FeCl2
burns. We will introduce a case of a patient treated with deep second degree burn due to FeCl2 exposure. A 27-year-old
healthy man came in contact with FeCl2 on his right wrist. The patient didn’t wear any protective clothing, and the clothes were
contaminated with FeCl2 about one hour ago, but the patient was not aware of the danger of exposure. After an hour, the patient felt tingling, so he took off his exposed clothes and washed exposed skin, then came to our hospital. Initially there were
mild erosion, erythema, and tingling symptoms. Two days later, eschar began to develop and wound began to deepen.
Surgical procedure was not performed and it took 5 weeks for the patient's wound to heal. As a rule, workers using FeCl2 are
required to wear protective clothing. In Korea, companies and laboratories using FeCl2 are not strictly required the use of protective clothing. Workers handling FeCl2 should be strictly encouraged to wear protective clothing, if exposed, should be instructed to visit the hospital after a quick washing away. (J Korean Burn Soc 2018;21:6 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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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체내에 철이 쌓이며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

서

용들-오심, 복통, 구토, 변비, 흑색 변-도 많이 보고되고 있

론

다1).
염화 제1철은 잘 알려진 부식제이다. 녹색 빛을 띠며, 소

염화 제1철이 눈이나 피부에 노출 되었을 때, 물질이 눈

금과 같은 결정체 모양이거나 가루로 되어 있다. 직물염색

을 자극하거나 노출된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간단

업, 스테인리스 표면처리와 같은 금속공학, 제약산업, 폐수

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염화 제1철로 인해 심재

1)

처리를 하는 데 이 물질을 많이 사용한다 .

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증례가 보고된 논문을 찾을 수

염화 제1철은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경구 섭취에

없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염화 제1철 노출로 인해 심재성

의한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및 눈 자극성 물질로 분류

2도 화상을 입어 약 5주간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증례에

되어 있다7). 이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으

대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로는 이 물질을 흡입했을 때 코 점막과 인후두를 자극하여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경구 섭취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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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27세의 건강한 남자가 오른쪽 손목이 염화 제1철 용액에
노출되어 본원 성형외과 외래로 내원했다. 환자는 폐수 처
리 시설에 근무하였다. 약 1시간 전에 염화 제1철이 옷에
묻었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끔거리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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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노출된 옷을 벗고 세척을 한 후, 즉시 본원에 내원

손목의 폄근 지지띠 원위부 경계에서 근위부 쪽으로 약 3

했다. 내원 전 일을 할 때 방호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전신

cm였으며 면적은 7×3 cm2 정도 였다. 발적 및 따끔거리는

성 증상인 오심, 복통, 구토, 변비, 흑색 변 등의 증상은 없었

증상이 동반되었다(Fig. 1).

다. 또한 눈 자극성 물질임에도 환자의 눈에 손상을 주지도

염화 제1철에 대해 특별한 해독제나 치료법은 알려져 있

않았다. 처음에 보인 병변의 근위부는 물방울을 튀긴 듯한

지 않아 일반적 화학화상의 치료법인 초기 처치로 18 G 바

작은 어두운 갈색의 껍데기들이 흩뿌려져 있는 듯한 모습

늘 끝을 자른 후, 바늘을 구부려 끼운 50 cc 주사기를 사용

이었으며, 원위부는 밝은 갈색의 모가 나지 않은 부드러운

하여 생리식염수 세척을 5 L 하고, 폼 드레싱을 하였다. 2일

경계의 표면에 물집은 없었으며 피부탈락 소견은 보이지

뒤부터 창상 중앙 쪽 깊은 부분은 가피가 생기기 시작했고,

않았다. 상처의 외측 1/3 정도에 가장 진한 갈색의 껍데기

상처의 외측에 비교적 상처의 깊이가 얕았던 부분은 상피

가 있는 양상이었다. 화상 상처의 위치 및 면적은 오른쪽

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감염된 소견은 없었고, 삼출물은 여
전히 처음과 비슷한 정도로 있었다(Fig. 2).
수상 후 13일 뒤 가피는 면적이 넓어지지는 않았으나 두
께가 두꺼워 졌고, 가피 바닥 부분이 가피 밑 층과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 잘 제거되지 않았다. 건조한 가피 조직을 제
거하기에 드레싱만으로는 수분 균형을 유지하며 가피를 적
절히 녹여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피가 생긴 자리
는 10% 리도카인 스프레이로 표면 마취 하에 외래에서 수
술용 10번 칼로 가피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다행히 창상의
면적이 넓지는 않아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매
일 상처를 관찰하며 창상에 적절한 습윤한 환경을 유지하
며 화상 드레싱을 하였다. 환자의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는
5주가 걸렸다(Fig. 3).

고

찰

염화 제1철은 널리 사용되는데, 하ㆍ폐수의 부유물질 제
Fig. 1. Clinical photograph on the day of injury.

거 시 무기응집제로 사용되며, 탈수 시 응집보조제로 사용
되기도 한다1). 폐수에 녹아 있는 물질들 중 정수하는 데 가

Fig. 2. Clinical photograph two days after injury. Wound began
to deepen.

Fig. 3. Clinical photograph five weeks after injury. Heal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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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신경 써야 되는 물질이 황화수소이다1). 이에 폐수 속의

이하이다1). 이를 위해 인체가 염화 제1철에 노출이 최대한

황화수소의 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덜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업장을 다른 곳과 분리시켜

방법을 찾게 되었고, 염화 제1철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에워싸고 염화 제1철이 배출되는 곳에 국소배기시스템을

황화물을 조절하는 물질임이 밝혀졌다2).

사용해야 한다. 만일, 작업장이 다른 곳과 분리되어 있지 않

폐수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이 하수관에서 황화물을 만

거나 국소배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단 마스크를

들어 낸다. 이 세균들은 황산이온을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방호복을 입는 게 좋다. 또한

데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

작업장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염화 제1철을 저장고로부터

식을 통하여 H2S 를 만들어 내게 되고, 약산인 H2S 는 다음

자동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작업장 종사자가 최대한 이 물질

2)

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1).

과 같이 분해되어 수소이온을 내게 된다 .

원칙적으로는 염화 제1철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방
−
−
SO42 ＋2C＋2H2O→2HCO3 ＋H2S
＋
−
＋
2−
H2S↔H ＋HS ↔2H ＋S

(1)

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실제로 취급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2)

방호복을 사용하라고 규정하는 곳은 많지 않다. 우리의 증
례 보고처럼 염화 제1철의 피부 접촉에 의해서도 단순한

염화 제1철은 다음 식에 의해 용해된 황화물질과 결합하

피부 자극이 아닌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취급 업장에서는 방호복을 꼭 입기를 권유해야 하며, 구

여 황화물질들을 제거하게 된다.

체적으로 보호 장비들(보호 슈트, 장갑, 장화, 헬멧, 고글,
2＋

−

＋

Fe ＋HS →FeS＋H

(3)

또는 얼굴 보호구 등)이 매일 언제든 입을 수 있도록 깨끗
하게 보수, 유지되어야 한다. 오염이 되었다면 즉시 갈아입

이러한 작용을 하는 물질들 중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염
2)

화 제1철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되어 있다 .

어야 하고 작업복은 반드시 작업장에서만 입어야 한다. 집
에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의 부유물질 제거 시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 해야 한다7).

무기응집제로서 그 역할이 뛰어나지만, 그 부작용들도 알

눈을 자극하는 물질임이 밝혀진 만큼 응급 상황에서 눈을

려져 있어 취급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물질이다.

세척할 수 있는 세척 기구가 작업장에 있어야 한다. 눈이

염화 제1철은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킨다.

자극되면 다량의 물로 최소 15분 이상 위와 아래 눈꺼풀까

흡입, 구강 섭취, 피부 접촉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죽

지 세척해야 한다. 또한 노출이 되었을 때 즉시 씻을 수 있

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급성적으로 눈과 피부에 자극을

도록 샤워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혹시 노출되었

주고, 흡입하게 되면 코와 인후두를 자극한다. 만성적으로

을 경우에는 빠른 세척 후 병원에 내원하도록 교육해야 한

노출되면 눈이 갈색으로 착색이 되고, 여러 위장관 부작용

다.

들–오심, 복통, 구토, 변비, 흑색 변-을 일으킨다고 한다. 또
1)

본 증례는 염화 제1철이 피부에 닿아 심재성 2도 화학

한 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접촉을 하거나 흡입을 하

화상을 입은 사례로,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된 증례 보고는

는 것은 반응이 늦게 나타난다. 염화 제1철 자체는 가연성

아직 없었다. 이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물질이 아니나, 가열이 되면 폭발할 수 있는 수소 가스를
생성하여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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