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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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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lectrical burn causes multi-organ damages even though skin lesion is small. In many
cases, electrical burn also needs early operation to prevent further injuries (eg. extension of injury and
amputation). Bu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patient's exact state at admission. So, we performed this
study to get useful information from the patients with electrical burn. To perform this study, we reviewed
clinical records of patients with electrical burn, who had undergone operations during recent 8 years.
Methods: We reviewed total 891 patients with electric burn: 294 patients with low-voltage injuries
(group L) and 597 patients with high-voltage injuries (group H). We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igh-voltage injury and low-voltage injury, and analyzed clinical differences between them. We
reviewed clinical informations (age, sex, type of burn, entry and exit of burn) and laboratory data (EKG,
CPK, CK-MB, LDH, AST, ALT) of patients with electrical burn.
Results: Most of the patients were male (90.5% in group L, 98.3% in group H). The patients'mean
age in group L was younger than that in group H. The most common cause of injury was direct contact
in both groups. The second one was flame injury and arc injury followed next in both groups. Mean
extent of injury was larger in group H (15.9%) than in group L (6.3%). The most common entry site
was hand in both groups (80.3% in group L, 70.4% in group H), but the most common exit site was
head (39.8%) in group L, and foot (43.0%) in group H. All laboratory values and incidence of
abnormality were higher in group H than in group L. Mean period of abnormal AST and ALT was
longer in group H than in group L.
Conclusions:
Electrical burn causes multi-organ injuries involving muscle, liver and heart.
High-voltage injury was more severe and normalized later than low-voltage injury. But, early operation
before full recovery of organ function is necessary to prevent more damages. Discrimination of damaged
organ by laboratory data is difficult. So it is impotant to know the mechanism of electrical burn, and
history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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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정도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4,5) 수술 전 평가

서

론

에서는 이 외에도 화상 시점으로부터의 경과된 시간,
즉 수술시기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감전

전기 화상은 인류가 발생한 이래 지속된 질병으로

직후에는 여러 장기들이 심하게 손상되어 기능이 많이

서 과거에는 주로 낙뢰에 의한 천재지변이었으나 지

저하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전되기

금은 전기를 다루는 작업장과 가정에서 부주의로 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슷한 손상을 받은 환자라도 수술

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전기화상의 사망률은 다른

화상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시간에 따라 수술 전 상태

화상에 비해 낮지만 합병증은 더 많으며 이환율도

가 서로 다르고 한 환자라도 수술시기에 따라 상태가

1,2)

전기 화상 환자는 단계별로 여러 번의 수술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기 화상 환자의 정확한 수

과 마취를 받게 되는데 화상 직후부터 수주 후까지

술 전 평가를 위해서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자세한

그 수술 시기가 다양하며 흔히 시행되는 수술로는

병력 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기 화상의 손상기

근막 절개술, 괴사 조직 절제술, 사지절단, 조직 재

전과 시간에 따른 임상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

건술, 피부이식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근막 절개는

움이 된다.

높다.

사지의 순환장애(구획증후군)를 효과적으로 치료하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전기 화상 환자의 수술

는 처치로서 조기에 시행하면 괴사로 인한 사지 절

전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시행되었다. 전기

단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응급수술의 형

화상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열람하

태로 입원 직후 시행된다. 근막절개를 국소 마취 하

여 환자의 전신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병력과 심

에 시행할 수도 있지만 통증이 심하고 환자가 불안

장 및 간기능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사 소견을 조사하

해하며 전신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

였다. 또한 수상한 전기의 전압에 따라 임상 양상이 크

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압 손상군과 저압 손상군으

의한 마취와 감시가 권장된다. 괴사 조직 절제술은

로 나눈 후 비교 분석하였다.

화상 후 2-3일부터 시행되는데 2-3주 이내에는 노
출된 창상을 덮는 피부 이식술을 받는 것이 화상 수
술의 일반적인 경로이다. 만약 사지의 조직 괴사가
심하면 조직재건술 등을 시행하고 소생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면 절단술을 시행하게 된다.
전기 화상 환자의 수술 전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여
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전기 화상은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질환이 아니며 비교적 중환이 많은데 근막 절
개처럼 입원 직후 응급으로 시행되는 수술은 여러 가
지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환
자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전기 화상
환자는 일반 화상 환자와 달리 수술실에서 외견만으로
는 동반된 장기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유추하는 것이
어렵다. 감전시 몸 속으로 들어간 전기에너지는 강력한
열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장
기, 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3) 비록 피부의 상처가
작아도 근육괴사, 간세포 손상 또는 심근허혈 등이 동
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7)

화상환자의 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인데 전압의 크기와
수상 부위가 제일 중요하며 이 밖에도 접촉 시간, 전류
형태(직류 또는 교류), 동반된 이차 손상 유무에 따라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
Group L
Group H
(n = 294)
(n = 59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266/28
569/10
(male/female)
(90.5%)/(9.5%) (98.3.%)/(17%)
Age* (yr)
28.3 ± 16.7
35.3 ± 9.3
Type
Arc
5
71
of burn
(1.7%)
(11.9%)
Direct
157
434
(53.4%)
(72.7%)
Flame
132
92
(44.9%)
(15.4%)
Extent
6.3 ± 6.3
15.9 ± 16.2
of burn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stated as count (percentage) or mean ± SD.
*: P ＜ 0.05 between groups, Group L: Low-voltage
electrical burn, Group H: High-voltage electrical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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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제곱을 시행하였고 환자 나이, 화상범위, 혈액 검
사 수치에 대한 비교는 t-test 또는 rank sum test를 시행

대상 및 방법

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P값이 0.05보다 작을 때 통계적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전기 화상으로 입원하여 한

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번 이상 수술 받은 환자 8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
전된 전압의 크기에 따라 1,000 volts 이상이면 고압 손

결

과

상군(H 군), 1,000 volts 미만이면 저압 손상군(L 군)으로
분류하였다. 조사한 전기 화상 환자 891명 중에 H 군에

저압 손상군(L 군)과 고압 손상군(H 군)의 성별, 나이,

해당하는 환자는 294명, L군은 597명이었다(Table 1).

화상의 원인, 화상범위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정리

차트 검색을 통해 각 환자의 성별, 나이와 함께 전신

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L군은 90.5%가, H군은 98.3%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상의 원인, 화상 면적 범

가 남자 환자로서 두 군 모두 남자가 월등히 많았지만

위, 화상의 입, 출구를 조사하였다. 입원 초기 시행한

H 군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P ＜ 0.001). L 군의 나이

검사에서 근육 손상 및 간 손상을 위한 혈액검사(CPK,

는 28.3 ± 16.7세이었고, H 군의 나이는 35.3 ± 9.3세

CK-MB, LDH, AST and ALT) 결과와 심전도 진단 결과
를 조사하였다. 만약 수술 전 혈액 AST 또는 ALT의
수치가 비정상적이라면 수술 후 검사 결과를 추가로
추적 조사하여 사고일로부터 정상치로 돌아올 때까지
의 기간을 계산하였다. 고압 또는 저압 손상에 따라 나
타나는 임상소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군간 비교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SPSS (version 10.0)를 이용하였
으며 남녀비, 화상의 종류, 화상의 입, 출구 분포, 심전
도 이상 유무, 혈액검사 이상 유무에 대한 군간 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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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age in group L and H. Distribution
of age in group H showed normal distribution
pattern around mean age (35.3 years). In group L,
however, the highest percentage was in infant and
younger children due to accidental electrical burn
at home. Therefore, distribution of age in group L
showed biphasic pattern.

Table 2. Entry and Exit Sites of Electrical Burn
ꠧꠧꠧꠧꠧꠧꠧꠧꠧꠧꠧꠧꠧꠧꠧꠧꠧꠧꠧꠧꠧꠧꠧꠧꠧꠧꠧꠧꠧꠧꠧꠧꠧꠧꠧꠧꠧꠧꠧꠧꠧꠧꠧꠧꠧꠧꠧ
Group L
Group H*
Site
(n = 294)
(n = 59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ntry
Head,
8
32
face
(2.7%)
(5.4%)
Upper
261
515
extremity
(88.8%)
(86.3%)
[Hand]
[236
[420
(80.3%)]
(70.4%)]
Trunk
7
14
(2.4%)
(2.3%)
Lower
4
22
extremity
(1.4%)
(3.7%)
Unknown
14
14
(4.8%)
(2.3%)
Exit
Head,
117
51
face
(39.8%)
(8.5%)
Upper
37
105
extremity
(12.6%)
(17.6%)
Trunk
11
58
(3.7%)
(9.7%)
Lower
19
349
extremity
(6.5%)
(58.5%)
[Foot]
[6
[257
(2.0%)]
(43.0%)]
Unknown
110
34
(37.4%)
(5.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stated as count (percentage). *: P ＜ 0.05
between groups, Group L: Low-voltage electrical burn,
Group H: High-voltage electrical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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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H 군의 나이가 더 많았다(P ＜ 0.001). 총 891명의

전기 화상의 감전 원인을 보면 L 군의 경우 접촉 화

환자 중 10세 미만의 어린이환자는 72명이었는데 저압

상이 157명(53.4%), 화염 화상이 132명(44.9%), arc 화상

손상이 69명(95.8%)이고 고압손상이 3명(4.2%)으로서

이 5명(1.7%)이었고, H 군에서는 접촉화상 434명(72.7%),

어린이들의 전기 화상은 저압에 의한 손상이 절대적으

화염 화상 92명(15.4%), arc 화상 71명(11.9%)이었다. 두

로 많았다(P ＜ 0.001) (Fig. 1).

군 모두 직접 접촉에 의한 화상이 많았지만 화염에 의

Table 3. CPK, LDH, CK-MB and EKG Abnormalities in Group L and H
ꠧꠧꠧꠧꠧꠧꠧꠧꠧꠧꠧꠧꠧꠧꠧꠧꠧꠧꠧꠧꠧꠧꠧꠧꠧꠧꠧꠧꠧꠧꠧꠧꠧꠧꠧꠧꠧꠧꠧꠧꠧꠧꠧꠧꠧꠧꠧꠧꠧꠧꠧꠧꠧꠧꠧꠧꠧꠧꠧꠧꠧꠧꠧꠧꠧꠧꠧꠧꠧꠧꠧꠧꠧꠧꠧꠧꠧꠧꠧꠧꠧꠧꠧꠧꠧꠧꠧꠧꠧꠧꠧꠧꠧꠧꠧꠧꠧꠧꠧꠧ
Group L
Group 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PK
Mean* (IU/L)
2,077.2 ± 7461.3
11,568.4 ± 22,586.2
(n = 58)
(n = 328)
Normal
28 (48.3%)
50 (15.2%)
High* (＞ 286 IU/L)
30 (51.7%)
278 (84.8%)
Combined with
1
102
High CK-MB(＞ 2.5%)
(5.8% of high CPK)
(36.8% of high CPK)
LDH
Mean* (IU/L)
273.5 ± 278.3
769.1 ± 2113.6
(n = 56)
(n = 326)
Normal
33 (58.9%)
91 (27.9%)
High* (＞ 180 IU/L)
23 (41.1%)
235 (72.1%)
CK-MB
Mean* (%)
0.2 ± 0.7
2.8 ± 5.2
(n = 33)
(n = 231)
Normal
32 (97.0%)
159 (68.8%)
High* (＞ 2.5%)
1 (3%)
72 (31.2%)
†
EKG
Abnormality
47 (16.3%)
133 (22.4%)
(n = 294)
(n = 597)
ST depression or
10 (3.4%)
49 (8.2%)
myocardial ischemi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Data are stated as count (percentage) or mean ± SD. *: P ＜ 0.05 between groups, All EKG abnormalities but normal
sinus rhythm, Group L: Low-voltage electrical burn, Group H: High-voltage electrical burn.

Table 4. AST, ALT and Time for Normalization of AST and ALT in Group L and H
ꠧꠧꠧꠧꠧꠧꠧꠧꠧꠧꠧꠧꠧꠧꠧꠧꠧꠧꠧꠧꠧꠧꠧꠧꠧꠧꠧꠧꠧꠧꠧꠧꠧꠧꠧꠧꠧꠧꠧꠧꠧꠧꠧꠧꠧꠧꠧꠧꠧꠧꠧꠧꠧꠧꠧꠧꠧꠧꠧꠧꠧꠧꠧꠧꠧꠧꠧꠧꠧꠧꠧꠧꠧꠧꠧꠧꠧꠧꠧꠧꠧꠧꠧꠧꠧꠧꠧꠧꠧꠧꠧꠧꠧꠧꠧꠧꠧꠧꠧꠧ
Group L (n = 294)
Group H (n = 57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ST
Mean* (IU/L)
54.4 ± 98.8
272.5 ± 432.1
Normal
237 (80.6%)
164 (27.5%)
High* (＞ 50 IU/L)
57 (19.4%)
433 (72.5%)
ALT
Mean* (IU/L)
43.1 ± 69.8
141.5 ± 209.7
Normal
243 (82.7%)
189 (31.7%)
High* (＞ 50 IU/L)
51 (17.3%)
408 (68.3%)
Time for
AST*
0.4 ± 0.9
2.7 ± 1.5
normalization
ALT*
2.0 ± 1.3
2.9 ± 1.4
(week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stated as count (percentage) or mean ± SD. *: P ＜ 0.05 between groups, Group L: Low-voltage electrical
burn, Group H: High-voltage electrical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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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time for normalization of AST after
electrical burn in group L and H. Elevated AST
in group H was normalized later than in group L
(P ＜ 0.001). Mean time for normalization of AST
in group L and H was 0.4 and 2.7 weeks,
respectively. More than 60% of the patients
showed AST normalization within 1 week in
group L. In both groups, AST was normalized
within 7 weeks in almost all patients.

Fig. 3. Distribution of time for normalization of ALT after
electrical burn in group L and H. Like AST,
elevated ALT in group L was normalized faster
than in group H (P ＜ 0.001). Mean time for
normalization of ALT in group L and H was 2.0
and 2.9 weeks, respectively. About 50% of the
patients showed ALT normalization within 1
week in group L. In both groups, ALT was
normalized within 7 weeks in almost all patients.

한 화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L 군에서 상대적으로 더

10명(3.4%), H 군이 49명(8.2%)으로서 H군이 더 많았다

많았다(P ＜ 0.001). 화상면적의 분포는 L 군이 6.3 ±

(P ＜ 0.05). AST와 ALT의 수치가 높았던 환자들의 추

6.3%, H 군은 15.9 ± 16.2%로서 고압 손상 시 화상 면

적검사 결과 사고당일부터 검사치가 정상으로 떨어질

적이 저압 손상 시보다 더 넓었다(P ＜ 0.001).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L 군이 0.4 ± 0.9주 (AST)와 2.0 ±

전기화상의 입, 출구의 유형과 분포는 Table 2에 정

1.3주 (ALT)이었고, H 군이 각각 2.7 ± 1.5주, 2.9 ±

리하였다. 입,출구를 분류할 때 명확하고 전형적인 입,

1.4주로서 H 군이 더 오랜 시간 후에 정상으로 회복되

출구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 ‘불확실’로 분류하였는데

었다(P ＜ 0.001) (Table 4, Fig. 2, 3).

주로 화염 화상에서 입, 출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
다. 두 군 모두 상지를 통해 감전된 경우가 절대적으로

고

찰

많았다(L 군 88.8%, H 군 86.3%). 이 중에서도 특히 손
으로 만져서 생긴 화상이 대부분이어서 L 군은 전체의

본 연구의 대상 환자는 총 891명이었으며 이 중 고압

80.3%가 손에 의한 화상이며, 이보다 빈도가 조금 떨어

손상 환자가 597명이고, 저압 손상 환자는 294명으로서

지지만(P ＜ 0.05) H 군 또한 전체의 70.4%가 손을 통한

고압 손상 환자가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전기 화상에

화상이었다. 그런데 출구 위치는 두 군이 서로 달라서

대한 기존의 다른 보고들은

(P ＜ 0.05) L 군에서는 두부(39.8%)가 많은데 비하여

많았지만 이는 나라별 병원별 특징에 따른 차이이므로

H 군에서는 하지(58.5%)가 제일 많았다.

그 비율에 있어서 임상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8-10)

저압 손상의 빈도가 더

근육손상 및 간손상과 연관이 있는 CPK, LDH, CK-

평균 연령은 L군이 28.3세, H군이 35.3세로서 비교적

MB 비율, AST, ALT의 결과와 심장손상과 연관이 있는

젊은 환자들이 많았는데 직업으로 전기를 다루는 사람

심전도 변화는 Table 3과 4에 정리하였다. 모든 경우에

들이 대부분이었으며 L군의 평균 연령이 H군보다 더

서 H 군의 검사 수치가 L군보다 더 높았다. 심근손상을

적었다. 연령분포 곡선을 보면(Fig. 1) H군의 그래프는

시사할 수 있는 심전도 이상소견인 ‘심근허혈’, 또는

평균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이루는데 비하

‘비특이적 ST 분절 하강’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L 군이

여 L 군은 영, 유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상

황정원 외 6인: 전기 화상의 수술 전 평가

(biphasic)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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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타격으로 심근세포가 죽거나, 전류가 심장을 지나

영, 유아들의 전기 화상이 주로 가정에서 콘센트에 젓

가면서 전도계에 이상이 생겨 부정맥이 나타난다. 심한

가락 등 이물질을 삽입하여 발생한 직접 접촉에 의한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심실조동으로 인해 즉

저압 손상이기 때문이다. 10 세 미만의 환자를 제외하

사하기도 한다.3,13)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전으로 생긴

면 두 군간 연령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L 군 36.0 ±

심근 손상은 외상성으로서 순환기 질환에서 보는 것과

10.5세, H 군 35.4 ± 9.0세). 남녀비를 살펴보면 직업적

달리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좋으며 몇 주 이내 소실되

요인으로 인해 두 군 모두 남자가 월등히 많았으며(각

고 일단 회복되면 재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4) 본 결

각 90.5%, 98.3%) H군의 남자 비율이 더 많았다. 하지

과에서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던 경우는 L군이

만 이 또한 10세 미만의 환자를 제외하면 군간 차이가

16.3%, H군이22.4 %로서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동

없기 때문에 영, 유아 전기 화상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

성 서맥’, ‘비특이적 ST 변화’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

할 수 있다.

심근허혈을 시사할 수 있는 ‘심근 허혈’ ‘비특이적 ST

전기 화상 환자에서는 전기의 입, 출구를 살펴보는

변화’의 진단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L군이 3.4%, H군

일은 중요한데 입, 출구를 알면 전기가 흘러간 경로를

이 8.2%로서 H군에서 더 많았다. 수술을 받지 않아서

알 수 있어서 조직의 손상 여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고압 손상을 받은 환자

7,10)

감전이 되는 순간 신체는 하나의 전도체로 작

1명이 입원 직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그

용하게 되며 전기는 입구를 통해 들어와 출구를 통해

러나 본 연구대상 중에 심전도 진단에서 심근 허혈의

나가게 된다.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진행경로를 보면 저

소견을 보인 사람들은 수술시와 입원 중에 큰 문제가

압의 전기는 조직의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택하는

없었으며 수 주 이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다.

데 비해 고압은 조직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짧은 경
로를 선택한다.

11)

조직의 저항은 신경, 혈관, 근육, 피

부, 인대, 지방, 골의 순으로 커지며 신체로 들어간 전
2

전기 화상 환자에서 CPK, CK-MB와 LDH가 증가하
였다면 단순한 근육 손상만으로도 증가할 수 있기 때
15,16)

문에

심장 손상 유무를 구별하려면 심전도를 시행

기는 Joule의 법칙(발생되는 열량 = 전류량 × 조직저

하거나 CK-MB 비율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항 × 접촉시간)에 의해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발

CPK가 증가된 사람의 비율은 L 군이 51.7%이고 H 군

생된 열은 피부로부터 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손상

은 84.8%로써 매우 높았지만 CK-MB 비율이 2.5% 이상

을 입힌다.3) 전기가 심장, 호흡근, 중추신경 등 주요 기

인 사람의 비율은 매우 적어서 L 군이 3%, H 군이 31.2%

관을 통과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한쪽 하지를 통

였다. 즉 H 군은 CPK가 증가된 환자의 36.8%에서

해 들어와 반대편 하지로 나가면 비교적 손상의 정도

CK-MB 비율이 증가했지만 L 군에서는 겨우 5.8%만

가 작지만 전류의 방향이 두부에서 하지로 나가는 수
1,2)

CK-MB 비율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에서

본 연구 결과를 보

저압 손상 환자에서 CPK, LDH가 증가한 이유는 대부

면 입구로는 두 군 모두 수부가 많아서 주로 손으로 전

분 심근이 아닌 다른 근육 손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을 잡아서 감전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구는 저

전기 화상 환자에서 간 기능 장애가 오는 이유는 전기

압 손상의 경우 두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상지 순

로 인한 직접적인 조직손상, 간 혈류 저하, 패혈증, 간

이었으며 주로 화염에 의한 안면부와 수부의 화상이었

염, 약제에 의한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다. 출구는 이와 달라서 고압 손상에서는 하지, 상지가

보면 L군은 환자의 19.4%, 17.3%에서 AST와 ALT의 증

출구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압 손상은 주로 손으로 전

가를 보였지만 H 군은 매우 많아서 환자의 72.5%에서

원을 잡고 대지 등과 접촉해있는 발 또는 다른 손이 접

AST가 증가하였고 ALT가 증가한 환자의 비율은 68.3%

지 역할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입, 출구만

였다. AST와 ALT는 환자의 간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으로도 고압 손상군의 손상 정도가 더 클 것을 예견할

위해 수술 전에 흔히 시행하는 검사이며 수치 증가로

수 있었다. 화상 면적을 보더라도 고압 손상의 피부 화

인해 수술이 미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기 화

상 면적이 저압 손상보다 두 배 이상 더 넓었다(각각

상에서는 근육 손상으로 인해 그 수치의 증가가 과장

6.3%, 15.9%).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AST와 ALT의 증가만으로 간

직 방향이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전기화상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서 직접

손상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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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K, LDH 등의 다른 검사결과와 병력 등을 함께 반영

니라, 다른 증상이나, 증후, 임상 경과, 시기에 따른 수

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손상에서는 심장과 마

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술 후에도 환자의

찬가지로 간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이 없다면 AST와

상태와 심전도, 혈액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ALT는 수주 이내 정상으로 돌아온다. 본 연구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

수술 전 수치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수치들까지 추적 조
사하여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분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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