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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기 화상의 임상적 고찰

현대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전기사용의 증가로 전기사고의 발생이 늘고 

있다. 이 때 전기는 스파크로 인한 화염화상과 전류가 신체에 직접 접촉되

어 발생되는 전류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들 간의 임상양상이 다를 것으

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사고 전압의 고저에 따른 임상양상을 주

로 비교하 고, 이에 본 저자는 전기에 의한 화상을 고전압 전류화상(제1

군), 고전압 스파크화상(제2군), 저전압 전류화상(제3군), 저전압 스파크화

상(제4군)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임상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고

찰은 2000년1월에서 2002년12월 까지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를 퇴원한 전

기화상 환자 208명에 대한 의무기록연람을 통하여 환자의 나이, 성별, 사고

시간, 화상센터 도착 시간, 타 병원 경유 여부, 동반손상, 사고 전압, 사고 

장소, 전류의 인체 접촉 여부, 전기 입 출력부, 화상의 면적과 심도, 혈중 

혹은 소변 내 myoglobin, 혈중 CK-MB, troponin I 및 심전도 이상, 기타 

동반손상과 합병증, 총 수술 횟수와 재활의학과 의뢰 여부, 절단 및 신경손

상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 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화상 환자의 93.8%가 남자로 평균연

령은 33.8세이었으며, 24시간 내 병원 도착율은 88.9%이었으나, 저전압 전

류화상군(제3군)은 67.6%가 남자이고, 평균연령은 15.6세, 24시간 내 병원 

도착율도 76.5%로 낮았으며, 화상 면적도 1.6%로 가장 적었다. 제 1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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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면적이 넓고, 3도이상의 환자가 많았으며, 동반손상 및 합병증, 수술

횟수 및 재활의학과 의뢰, 근육손상, 심장손상이 많았으며, 절단과 신경 손

상도 가장 많았다. 절단은 수부절단이 15예로 가장 많았고, 입력부의 절단

이 28예로 출력부의 절단 17예보다 좀더 빈번했으며, 말초신경손상은 정중

신경이 22예, 척골신경이25예 발생하 고, 완전손상은 정중신경에서 더 많

이 발생하 다. 입력부에서의 말초신경손상이 22예로 출력부의 13예보다 

좀더 빈번히 발생하 다.

결론적으로 전기화상은 전압과 전류화상 여부에 따라 다른 임상양상을 

보이며, 이에 대한 치료 시 각각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합병증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전기화상, 전류화상, 스파크화상, 합병증, 절단, 신경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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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상의 임상적 고찰

<지도교수 박 창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은 희

Ⅰ. 서  론 

산업사회가 발달 할수록 전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사고의 발생 빈도

는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기화상이 전체 화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이전에는 8%대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로 증가하 다.

감전되면 전기는 저압인 경우는 저항이 적은 경로를, 고압인 경우는 가장 짧

은 경로를 통해 지나가게 된다.1) 이때 신체는 하나의 전도체로 작용하게 되어 

전류가 흐르는 조직의 전기 저항 차이에 따라  Joule의 법칙( 열량 = 전류량
2
 X 

조직의 저항 X 접촉시간,  열량 = 전압
2 
X 접촉시간 / 저항)에 의해 발생한 열

에 의하여 피부에서 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손상을 입게 된다.1)2) 또 한 교

류에 감전되면 강력한 긴장성 근 수축으로 골절이 올 수 있으며,
3)4) 
감전순간 심

실조동을 초래하거나 호흡 중추나 호흡근육의 마비로 급성호흡 부전증이 올 수

도 있다.5)6)7)  이외에도 전기화상 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이차 손상

도 야기될 수 있다.
8)9)
 이러한 의미에서 전기화상을 단순 화상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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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crushing injury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전기화상은 비록 사망

률은 낮지만  그 합병증은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고 치료 후에도 오랜 기간 동

안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치료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2)10) 

그러나 

한편으로 전기 사고 시 이러한 직접접촉에 의한 조직 손상 없이 전기에 의해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단순 화염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러한 단순 스파크화상과 직접접촉에 의한 전류화상을 구분하지 않고 전기화상 

전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하여 각각 화상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본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상을 저압 

및 고압, 스파크화상 및 전류화상에 따라 분류하여 역학적 발생양상과, 임상양상

을 살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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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기 화상 환자 218명 중 자의 퇴원하거나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208명을 대상으

로 하 다.  

2.  조사내용

의무기록 열람을 통한 후향적 연구로 사고 당시 연령, 성별, 사고 발생일, 사고 

후 본원 내원까지 걸린 기간, 사고 전기의 전압, 사고 장소, 스파크 화상 혹은 전

류손상이었는지 여부, 전기의 입․출력부, 화상 범위, 화상 심도, 소변과 혈액 내 

myoglobin, 혈중 CK-MB, Troponin I 와 심전도 소견, 화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

횟수, 재활의학과 협진 의뢰 여부, 동반손상 및 합병증, 절단 여부 및 부위, 신경손

상의 유무 및 손상의 정도와 부위를 조사하 다.

3. 전기화상의 분류

전기화상의 전압과 수상 시 전류의 신체 접촉 여부에 따라 고전압 전류 화상 

군, 고전압 스파크 화상 군, 저 전압 전류 화상 군, 저 전압 스파크 화상 군을 각

각 제 1, 2, 3, 4 군으로 분류하 다.

4. 통계

이들 결과에 대한 paired-t test , one-way ANOVA , Chi-square test를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실시하 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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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전기화상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총 208명의 전기화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33.8세로 이들 중 저전압 전류화상군인 

제3군은 평균연령이 15.6세고 타군에 비하여 매우 낮았으며, 이들 중 30대가 차지

하는 비율은 제1군에서 42.7%, 제2군 52.0%, 제4군 39.9%로 다른 연령대 보다 많

았으나. 제 3군에서는 10세 이하의 유아가 67.6%로 대부분을 차지하 다. 

전기 화상 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제1군에서 99.0%, 제2군에서 100%, 제4군에서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 으나. 제3군에서는 남녀가 67.6%와 32.4%로 타 군에 

비해 차이가 작았다(p=0.00)(Table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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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별 발생빈도

전체적으로 6-11월 사이가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각 군 간에

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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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상 후 병원 도착 시간

208예 중 185예는 수상 후 2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 으며, 제1군은 91.7%, 

제2군은100%, 제3군은 76.5%, 제4군은 86.8%로 제3군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0.05)(Table 4).

4. 입 출력부

전기의 입출력부가 확인될 수 있었던 130예에서 전기의 입력부는 우측 수부가 

50예(38.5%)로 가장 많았고, 좌측 수부가 30예(23.1%), 양측 수부가 27예(20.8%)이

었다. 출력부는 좌측 수부가 15예(11.5%)이었으며, 좌측 족부, 우측 족부, 양측 족

부가 각각 14예(10.8%),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7예(20.8%)이었다. 이 외에 여러 

곳으로 나간 경우가 46예(35.3%)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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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상의 면적과 심도

가. 화상의 면적

화상면적은 체표면에 대한 백분율로 조사한 결과 그 평균값은 다음과 같았

다. 제1군은 평균 11.7%, 제2군은 16.2%, 제3군에서는 1.6%, 제4군은 6.6%로 

제3군에서 다른 세군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은 화상면적을 보 다(p=0.00)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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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상의 심도

화상의 정도는 3도 미만인 경우와 3도 이상인 경우로 나누었을 때,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환자의 수가 제1군에서 95.8%로 다른 세 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고, 제4군에서는 60.4%로 적은 편이었다(p=0.00)(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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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 화상의 분류에 따른 수술횟수 

전기화상에 대한 수술 중 화상조직에 대한 피부이식과 피판 술, 혈관이식술, 

절단 등의 수술시행 횟수는 제1군에서 평균 4.6회로 다른 세 군에 비해 유의

하게 많았으며, 제4군에서는 수술횟수가 0.39회로 가장 적었다.(p=0.00)(Table 

8).

7. 재활의학과 협진 의뢰

제1군에서는 57.4%, 제2군에서는 23.5%의 환자에서 재활의학과 협진이 이루어

졌고, 제3군과 제4군에서는 단 한건도 협진 의뢰가 되지 않았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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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육 손상 및 심장 손상 

수상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여 이후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185예에서 

혈액과 소변검사를 실시하 으며, 혈액이나 소변 내에 myoglobin이 검출 되었을 

때 근육 손상으로 진단하 다. 근육 손상은 제1군인 고전압 전류화상 군에서 

80.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2군은 32.0%, 제3군은 19.2%이었고, 제4군은 2.2%로 

각 군 간에 많은 차이를 보 다(p=0.00)(Table 10). 혈액 내 CK-MB, troponin I의 

상승이나 심전도 검사 상 s-tachycardia, bradycardia, arrythmia, ST 분절 변화, 

RBBB 등 변화가 관찰되면 심장손상으로 간주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 화상에 

의한 심장 손상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화되는 

양상을 보 으며, 이 중 5예에서만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근경색을 야기하여 내과

적 치료를 필요로 하 다. 심장손상은 제1군에서 44.3%, 제3군이 30.8%로 제2군 

12.0%, 제4군 15.2%에 비해 좀더 빈번히 발생하 다(p<0.05)(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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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반손상 및 합병증

총 60명에서 다양한 동반손상 및 합병증이 발생하 고, 제1군에서 53명, 제2군에

서 4명, 제3군에서 2명, 제4군에서 한 명 이었다. 제1군을 살펴보면 불안증 수면장

애,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13예에서 발생하 고, 이들 모두 정신과 협진이 

필요했던 경우이었다. 위장관 장애 13예, 두부 손상 11예, 구획 증후군 11예,  만성

골수염 7예, 창상감염 6예,  골절은 4예에서 발생하 는데 이들 골절은 늑골, 쇄골, 

골반을 포함한 사지의 골절이었다. 이외에도 정맥혈관염 2예, 추간 판 손상 2예, 

무기 폐 2예, 급성신부전 2예, 패혈증이 2예 발생하 으며, 지연성 동맥 파열로 동

맥 결찰 술을 3회에 걸쳐 시술한 경우가 한 예 있었다. 제2군에서는 두부좌상, 신

경과적 문제, 무기폐의 합병증을 보인 경우 좌상 및 골절, 창상감염을 보인 경우, 

창상감염과 만성골수염을 보인 경우가 각각 1명이었고, 흡입화상 1예, 위장장애 1

예가 있었다. 제3군에서는 두부손상이 1예, 늑골골절 1예가 있었고, 제4군에서는 

흡입화상과 위장장애를 보인 1예가 있었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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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기 화상에 따른 절단

가. 총 34명의 절단 환자가 발생하 고, 총 절단지의 수는 48지이었다. 절단 부

위는 수부 절단이 15예, 족부 절단 12예, 전완 절단이 9예, 상완 절단이 7예, 대퇴 

절단 3예와 하퇴 절단 2예 순 이었으며(Table 13). 입력부가 절단된 경우가 28예

로 가장 많았고, 출력부 17예, 입출력부와 무관한 곳이 절단된 경우 3예가 있었다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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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군에서 32명, 제3군에서 2명의 절단 환자가 있었고, 제1군의 환자 중 절

단 발생 율은 33.3%로 다른 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Table 15).

다. 절단과 화상 범위 및 심도와의 관계

절단 환자 총 34명 모두 3도 이상의 화상 군 이었고, 이 들의 화상범위는 평균 

12.5 + 2.5%로 비 절단 군의 8.7 + 0.8% 보다 넓었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p>0.05).

11. 전기 화상에 따른 신경손상

가. 총 39명에서 신경 손상이 진단되었으며, 이 중 37명은 말초신경, 1명은 중추

신경계, 1명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계 손상이 동반된 경우 다. 전기의 입 출력부

를 확인 할 수 있었던 제1, 3군의 전류 화상 환자 33명에서 말초신경손상과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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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부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입력부에서 발생한 말초신경손상이 22예로 가장 많

았고, 출력부 13예, 입출력부와 무관한 곳에 발생한 말초신경 손상이 2예가 있었

다. 신경별로 보면 정중신경은 완전손상과 불완전 손상이 각각 11예/11예, 척골신

경은 4예/21예, 요골신경 1예/13예 경골신경 2예/4예 비골신경 2예/6예이었고, 이 

외에 액와 신경, 대퇴신경, 비복신경, 상완 신경 총의 불완전 손상이 한 예씩 발생

하 다(Table 16)(Table 17).  



- 18 -

나. 제1군의 신경 손상 발생 빈도는 33명으로 다른 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 으며(p=0.00), 33명 중 32명은 말초신경, 한 명은 중추 신경계 손상으

로 진단되었고, 제2군에서 4예에서 말초신경 손상과 한 예에서 완관절에서 척골신

경의 신경포획 증후군이 있었다. 제3군에서는 1예에서 척골 신경의 불완전 손상과 

중추신경계 손상이 동반되어 있었다. 제4군에서는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18).

다. 신경손상과 화상 범위 및 심도와의 관계

신경손상 총 39명 중 38명이 3도 이상의 화상  부위를 가진 환자이었다. 이들의 

화상범위는 평균 16.9 + 2.7%로 신경손상이 없는 군의 9.2 + 0.7% 보다 넓었으며,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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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현대사회에서 전기화상의 발생은 산업화와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문화 사

회 경제 산업의 발달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전체화상 중 전기화

상의 빈도는 3-13% 11)12)13)14) 정도로 보고 되고 있으며,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에

서는 1999년 8.5% 2000년10.3% 2001년 10.3% 2002년 10.4%로 2000년에 계속해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전기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의 기전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전기가 신체에 직접 접촉되어 전류

가 인체를 흐르면서 발생하는 화상으로 1000V 이하의 저전압은 저항이 적은 혈관

과 신경을 따라 주행하며, 이들 조직에 많은 손상을 입히고, 고전압의 경우는 인체

가 하나의 균일한 저항의 도체인 것처럼 전류 접촉 지점에서 접지 면까지 최단거

리로 통과하게 되며 이때 발생된 열이나 직접적인 전류에 의해 표면에서 심부까

지 조직 손상과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둘째는 전류의 직접 접촉 없이 전기 주변

에서 발생한 스파크나 arc에 의해 단순 화상을 입는 경우이다. 직접 접촉 화상은 

전기화상의 56.1-69.0%로 저압보다는 고압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주로 상하지의 

화상이 유발되며, 이에 반해 전기에 의한 화염화상은 전기 화상의 31.0-43.9%로 

저압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주로 상지, 두경부, 안면에 화상을 입히게 된다.14)15)16) 

본 연구에서도 직접 접촉에 의한 전류화상이 전기화상의 62.5%, 스파크화상이 

37.5%로 발생하 고, 고전압 군에서 79.3%가 전류화상 군이었고, 저전압 군에서 

61.0%가 스파크 화상군으로 기존의 보고들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1. 전기화상의 성별 연령별 발생빈도

전기화상이 전기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작업장 관련 사고가 많아 대부분이 

청장년층의 남자(95.1-98.4%)에서 발생한다는 기존 보고들
17)18)
과 같이 본 연구에

서도 전체의 93.8%가 남자 다. 김 등
18)
은 저압에서는 87.4% 고압에서는 98.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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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 또 연령은 저전압군 24.2세 고전압군 33.9세로 연령대 별로 화상군에 차

이가 없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상을 전압과 전류화상 여부로 나누어 조

사한 결과, 제 1군, 2군, 4군에서는 30대의 청장년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저 

전압 전류화상 군인 제3군은 이와 다르게 남자의 비율이 67.6%로 다른 군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평균연령도 16.5세로 낮아 다른 세군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

다. 이는 제3군에 작업장 내 전기 사고와 무관한 유아의 가정 내 콘센트 사고가 

다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계절별 전기화상의 발생빈도

Xiao,Chi
15)
는 3월8월 9월10월에, 구

17)
는 5월과 8월에 발생빈도가 많았다고 하

으며, 김 등18)은 계절 간 차이가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여름과 가을철에 

비교적 높은 발생 율을 보 으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사고 발생 후 병원 도

착시간은 전체적으로 88.9%에서 24시간 이내에 도착하 으나, 제3군은 76.5% 만

이 2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나머지 세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유아의 콘센트사고 시 수일간 치료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전류화상에서 입 출력부

김 등
18)
에 의하면 입력부는 고전압과 저전압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전체적

으로 수부가 84.0%라고 하 고, 출력부도 고전압과 저전압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전체적으로 족부가 좌우 각각 24.6% 23.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입력부는 82.4%에서 좌우 혹은 양측 수부가 차지하 으

며, 이 중 우측 수부가 38.5%로 좌측 23.1%보다 많았다. 출력부는 좌측 수부인 경

우가 11.5%로 가장 많았고, 좌측, 우측 및 양측 족부가 각각 10.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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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상의 심도와 면적

구17)는 전기화상에서 68.6%의 환자가 10% 이내의 화상면적을 보 다고 하 고, 

김 등
18)
도 저전압 군에서는 평균 5.8% 고전압 군에서 13.8%로 유의하게 고전압 

군의 화상면적이 넓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1,2군인 고전압 군에서 각각 

11.7%,16.2%로 넓은 화상 면적을, 제 3,4 군인 저전압  군에서 1.6% 6.6%로 좁은 

화상면적을 보 으나, 이중에도 특히 제3군은 평균 1.6%로 나머지 군에 비해 유의

하게 적은 면적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압에 의한 화

상 면적이 넓다는 기존 보고들과는 같이 고전압 군에서 더 넓은 화상 면적을 갖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같은 전압 군에서는 전류화상 군 보다는 스파크 화상 군

에서 좀더 화상면적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상의 심도는 3도 이상의 화상이 

전류화상군에서 빈번히 일어났고, 이중 제1군에서 95.8%로 가장 많았으며, 제4군

에서 60.4%로 가장 적었다. 즉, 화상 범위는 고전압 화상군이  넓지만, 심도는 전

류 화상군에서 깊고, 고전압 전류화상군인 제1군은 타 군에 비해 화상의 범위가 

넓고 깊은 양상을 보 다.

 5. 전기화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

Xiao와 Cai15)는 주로 저전압 손상인 화염화상에서는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17.1%에서 피부이식이 시행되었으나, 절단은 없었고, 고전압 손상이 많은 직접 접

촉 화상에서는 89.7%에서 외과적 처치가 필요했다고 보고하 다. Hussmann 등
2)

은 저전압 손상에서는 환자 당 0.48예(소절단 포함)에서 고전압에서는 2.23예(대절

단 포함)의 외과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외과적 치료로는 전기

화상 후 발생하는 광범위한 조직 손상이나, 피부의 결손으로 인한 피부 이식, 근 

피판술 이외에 혈관폐색에 의한 혈관이식술, 절단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

한 수술적 처치의 횟수는 제1군에서4.56회로 가장 많았고, 제2,3군은 1.12회와 1.20

회 으며, 제4군은 0.39회로 가장 적어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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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화상 환자의 재활의학과 협진의뢰

전기 화상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 의뢰된 경우는 절단 관련 의수지 훈련이나 물

리치료, 신경손상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대부분의 이유 고, 전류화상 군에서 만 

이루어졌으며, 그중에 가장 손상이 심한 제1군에서도 57.4% 만이 의뢰되어 전반적

으로 전기화상에 대한 재활치료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7.  근육 손상

소변 내 myoglobin은 약1/4에서 나타나며, 광범위한 근육 손상을 의미하고, 세

뇨관에 침착하여, 세뇨관괴사와 신부전증을 유발 할 수 있어 수액공급이나, 

mannitol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7)
 김 등

18)
은 저전압에서는 1.1%에서, 

고전압에서 18.3%에서 소변 내 myoglobin이 양성을 보 다고 보고하면서, 24시간 

이후 도착한 군이 많고, 혈중 myoglobin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 손상의 정

도와 연관이 어려웠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과 소변 내 myoglobin을 조사

하 고, 저전압 보다는 고전압에서, 스파크화상 군보다는 전류화상에서 양성율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특히 제1군은 소변 내 myoglobin 양성이 5예인 5.7%를 보여, 

가장 많은 근육 손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8. 심장 손상

전류가 인체를 통과할 때 심근과 전도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감전 당시 

심실조동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1)7)19) Housinger 등20)은 16명의 환자 중 31%

에서 QT 간격이상, 비특이성 ST절 변화 등 심전도 이상소견이 있었다고 하 다. 

이러한 심전도 이상은 Hussmann 등
10)
에 의하면 저전압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하

고, 몇 주 이내에 소실되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근경색의 발생은 드물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류 화상 시 혈액 내 CK-MB, troponin I의 상승이나, 

심전도 이상 등 심장 손상 증상을 보 고, 전류화상 군에서도 고전압 손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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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저전압 손상 시 심전도 이상이 많다는 기존 보고
10)

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근경색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한 5예 

모두 제1군으로 이중 3예에서 좌측 수부를 입력부로 한 전류 손상 이었고, 한 예

는 우측 족부에서 등으로, 한 예는 두부에서 좌하지로 전류가 통과한 경우 다. 이

는 고전압의 전류가 인체를 흐르며 심장을 경유한 경우에 심각한 심장이상을 초

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었다. 

9. 전기 화상의 사망률 및 동반 손상과 합병증

전기화상의 사망률은 3-58.82%로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으며 초기의 주요 원인

은 동반된 안면부 화상과 관련된 급성호흡부전, 심실조동, 급성신부전이며 후기의 

요인은 패혈증과 색전증이다.7)16)19)  구17)는 전체 전기화상 환자 중 4.6%에서 두개

골 골절과 패혈증으로  사망하 다고 하 고, 김 등
18)
도 1.6%의 사망률을 보고하

며, 사망 원인은 급성신부전이 2명, 패혈증이 3명이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218명 중 4명(1.8%)의 사망 환자가 있었고 이들 중 1명은 2도 10%의 화상범위를 

보이지만 추락과 함께 출혈성 뇌경색이 두개골절과 함께 동반되어 있었던 예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 고, 3명에서는 50%이상의 3도 화상으로 광범위한 근 괴

사와 심근 손상이 있었던 환자로 직접사인은 패혈증 이었다. 그러나 본원에 도착

한 대부분의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타 병원을 경유하므로, 이를 전기 화상으로 인

한 순수한 사망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화상은 다양한 동반손상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상 시 추락 

등으로 인해 골절 및 두부손상 등의 동반손상이 가능하며, 광범위한 근 괴사와 혈

행 장애로 구획 증후군, 창상감염, 급성신부전, 패혈증, 만성골수염, 정맥혈관염, 지

연성 동맥 파열 등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정신과적 문제와 위장관 장애 또한 동반

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동반 손상과 합병증이 동반됨을 알 수 있

었고, 특히 제1군은 53명으로 많은 수에서 한 가지 이상의 동반손상 및 합병증을 



- 24 -

보 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화상 특히 고전압 전류화상 시 초기부터 여러 과가 협

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전기화상에 의한 절단

전류 화상 시 상하지는 가장 흔한 입출력부로서 높은 열에너지에 의해 곧바로 

석탄화 되어 버리거나 혈관계의 손상으로 미이라화 되는 경우 절단을 피할 수 없

다. 또한 골격계는 유지되더라도 근육의 심한 손상이나, 감염으로 인해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21)22) 절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가피절제와 근막절제 및 

조직결손에 대한 재건술을 시행하여야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한 절단부위를 

최소화하여야 재활에 도움이 된다. 

문헌상 전기화상에 의한 절단은 20.1-39.4%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지

고 있다.
23)24)
 Xiao와 Cai

15)
는 화염화상으로는 절단이 없었고, 저전압에서는 주로 

수지부에 17.9%가 소절단을 고압에서는  36.6%가 대절단을 받았다고 보고하 고, 

문 등23)은 저전압 손상 시 3.6%의 소절단, 고전압시11.5%의 소절단과 17.2%의 대

절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총 34명(16.3%)에서 48지의 절단이 있었다. 이

들은 모두 전류 화상군 이었고, 고전압 전류 화상군에서 33.3% 저전압 전류 화상

군에서 5.9%의 절단환자가 발생하 다. 절단이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하여 문 등23)

은 입력부에 9.8%, 출력부의 6.7%에서 대절단이 있었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

에서는 입력부, 출력부 각각 27예(58.3%)와 11예(35.4%)로 입력부의 절단이 좀더 

많았다. 

11. 전기화상에 의한 신경손상 

전기화상에 의해 침범당하는 여러 장기 중 신경계의 손상은 크게 뇌손상, 척수

손상, 말초신경손상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외에도 청색증, 냉감, 발한이상 등 자율신

경계 이상이 올 수 있다.
26)27)
  화염화상에서는 부적절한 자세나 피부구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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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경손상이 야기되지만
28)29) 

전기화상의 경우는 직접적인 손상이 가장 많으며,
30) 

이 때 주 병리소견은 응고성 괴사로 인한 혈관이상 및 혈전의 발생과 신경주위조

직의 섬유화 등에 의한다고 보고 되어 지고 있다.
31)32)33) 

전기 감전 시 말초신경손

상은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혈액 내 질소 농도, 패혈증, 신경독성 물질, 항생제에 

의해서도 올 수 있어서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34)-37) 이외에

도  추락이나 골절이 동반된 경우도 신경손상을 야기 할 수 있다. 전기에 의한 신

경의 직접손상은 화상 시 동반되는 추락과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손상이나, 상처 

구축으로 인한 신경압박과는 임상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경학적 검사

는 상처 및 동반된 근육 손상 혹은 구축 등으로 인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특히 중추신경 손상인 경우 그 증상이 경미하여 임상적인 추정만 가능

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중추 신경의 손상도 환자에게는 일상생활

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

료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여러 보고들30)33)과 같이  말초신경 중에서 정중신경과 척

골신경의 전기손상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정중신경에서 완전손상이 더 많았다. 

중추신경손상은 4명에서 발생하 고, 이중 3예는 말초신경손상과 동반되어 있었다. 

말초신경손상에서 신경손상이 입력부인 경우가 22예, 출력부인 경우는 13예가 있

었으나, 여기에는 절단 부위의 말초신경 손상까지 추측한 다면 입력부에 신경손상

이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전류에너지가 인체를 떠나기 전 총집결하는 

출력부에 광범위한 응고성 괴사를 일으켜 출력부 말초신경 손상이 많다는 기존보

고들
7)28)29)37)

과는 다른 결과이다. 중추신경손상은 입출력부가 두부를 포함하는 경우

가 2명, 상지에서 하지로 경로가 1명, 상지에서 상지로 나가는 경우가 1명이 있었

으나, 정확히 전류의 경로와 뇌 척수 손상 부위가 일치하지는 않았고, 추락이나 동

반손상으로 인한 중추 신경장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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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2001년1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한 208명의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208명의 전기화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33.8세로 이중 93.8%가 남자 다. 

그러나 이들 중 제 3군인 저 전압 전류손상 군은 평균연령이 15.7세 이었고, 

남자의 비율이 67.6%로 타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2. 전기화상의 계절에 따른 발생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대부분의 환자(88.9%)는 전기화상 후 24시간 내에 화상센터에 도착하 으나, 

제 3군인 저 전압 전류화상 군은 76.5% 만이 24시간 내에 도착하여 다른 군

과 차이를 보 다.(p<0.05)

4. 전기화상의 입력부는 대부분이 수부(82.4%) 고, 특히 우측 수부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출력부로는 족부가 32.4%로 가장 많았다.

5. 화상의 면적은 제1군은 11.7%, 제2군은 16.2%, 제3군에서  1.6%, 제4군은 

6.6%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제3군이 가장 범위가 좁았다

(p=0.00).

6. 화상의 심도는 제1군에서 3도 이상의 화상의 발생 빈도가 95.8%로 가장 많

았고, 제2군은 72.0%, 제3군은 79.4%, 제4군은 60.4%로 각 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0).

7. 제1군에서 수술의 횟수, 재활의학과 협진, 근육손상, 심장손상이 많았고

(p<0.05), 동반된 손상과 합병증도 많았다.

8. 총 34명에서 48지의 절단이 발생하 고, 수부 절단이 15예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부의 절단이 28예로 출력부 절단 17예 보다 좀더 빈번히 발생하 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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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심도는 절단 환자 모두 3도 이상이었고, 이 들의 평균 화상면적은 비 절

단 군에 비해 넓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절단 환자 

모두 전류 화상 군이었으며, 제1군은 32명이었고, 제3군은 2명이었다. 

9. 전기화상 후 진단된 신경손상은 총 39예 이었고, 말초 신경손상인 경우 그 

부위가  입력부인 경우가 22예로 가장 많았다. 신경별로 정중신경과 척골신

경이 각각 22예와 25예로 많았으나. 완전손상은 정중신경이 11예, 척골신경

은 4예로 정중신경의 손상정도가 좀 더 심했다. 이들의 평균 화상 면적은 

16.9%로 비손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넓었으며, 화상의 심도는 38예에서 3도 

이상의 화상 환자 군이었다.  제1군인 고전압 전류 손상에서 33예로 다른 군

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신경손상의 발생 율이 높았다(p=0.00). 



- 28 -

참 고 문 헌

1) Sturim HS: The treatment of electrical injuries.  J. Trauma  1971; 11: 

959-965 

2) Lee RC, Kolodney MS:  Electrical injury mechanisms; dynamics of the 

thermal response. Plastic Reconstr Surg  1987; 80: 663-671

3) Anderason, NT, Noyes RH: Management of emotional reactions in 

severely burned adults. New England J. Med 1972; 286: 65-69 

4) Bent S:  Electrical hard burns . Scand Plast Recent Surg. 1968; 2: 67- 

69 

5) Blunt CP: Treatment of hydrofloric acid skin burns by injection with 

calcium gluconate. Ind. Med. Surg. 1964; 33: 869-871 

6) Mills CW: Electrical jnjury JAMA 1966; 195: 70-82 

7) Baxter CR: Present concepts in the management of major electrical 

injury. Surg Clin North Am. 1970; 50: 1401-18 

8) Artz MP: Burn. A team approach. 1979; 351-369 

9) Christopher : Textbook of Surgery 

10) Hussman J, Kucan JO, Russell RC, Bradley T, Zamboni WA:  Electrical 

injuries-morbidity, outcome, and treatment rationale.  Burns  1995; 21: 

530-535

11) DiVincenti FC, Moncrief JA, Pruitt BA,Jr: Electrical injuries: A review 

or 65 cases.  J. Trauma  1969; 9: 497-507

12) Holliman CJ, Saffle JR, Kravitz M, Warden GD: Early surgical 

decompression in the management of electrical injuries.  Am. J Surg.  

1982; 144: 733-739



- 29 -

13) Hanumadass ML, Voora SB, Kagan RJ, Matsuda T: Acute electrical 

burns: a 10 year experience. Burns  1986; 12: 427-431

14) Gang RK, Bajec J: Electrical burns in Kuwait: a review and analysis of 

64cases. Burns  1992; 18: 497-499

15) Xiao J, Cai BR: A clinical study of electrical injuries. Burns  1994; 20: 

340-346

16) Haberal M: Electrical burns: A five-year experience-1985 evans lecture.  

J. Trauma  1986; 26: 103-109 

17) 구 제호: 전기화상 61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외과학회지  1980; 22: 

309-317 

18) 김 현철, 성 기호, 송 홍식: 전기화상의 임상적 고찰.  대한화상학회지  

1998; 1: 11-31 

19) Skoog T: Electrical injuries. J. Trauma 1970; 10: 816-830 

20) Housinger TA, Green L, Shahangian S, Saffle JR, Warden GD: A 

prospective study of myocardial damage in electrical injuries. 

J.Trauma 1985; 25: 122-124

21) Bailey SL:  Electrical injury; Consideration of perioperative nurse.  

AORN J.  1989; 49: 773-776

22) Wang XW, Zoh W: Arterial injuries in electrically burned upper limbs 

and effects of early reconstruction of blood circulation to the wrist.  

Burns Incl Therm Inj.  1982; 8: 379-386

23) 문 상윤, 김 현철: 전기화상의 절단분석.  대한화상학회지 2002; 5: 38-56 

24) Ramakrishnan KM, Ramachandran K, Jayaraman V, Mathivanen T: 

Electrical burns treated in an Indian hospital. Burns 1991; 17: 

481-483 



- 30 -

25) Shen ZY, Chang ZD, Wang NZ: Electrical injury of wrist: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clinical analysis of 90 cases. Burns 1990; 16: 449- 

456

26) Silversides J: The neurological sequelae of electrical injury. Can Med 

Assoc J. 1964; 91: 195 -204 

27) Grube BJ, Heimbach DM, Engrav LH, Copass MK: Neurological 

consequences of electrical burns. J. Trauma  1990; 30: 254-258 

28) Helm PA: Neuromuscular consideration.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of 

burns. Balto,pre,London: Willian &Wilkins, 1984, pp 235-241 

29) Helm PA, Pandian G, Heck E: Neuromuscular problems in the burn 

patient: Cause and prevention.  Arch Phys Med Rehabil.  1985; 66: 

451-453 

30) Butler ED, Gant TD: Electrical inju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pper extremities. A review of 182 cases. Am J Surg. 1977; 134: 

95-101 

31) Christensen JA, Sherman RT, Balis GA, Wuamet JD: Delayed 

neurologic injury  secondary to high-voltage current with recovery.  J. 

Trauma  1980; 20: 166-168

32) Esses S, Peters WJ: Electrical Burns: Pathophysiology and 

complications. Can J Surg.  1981; 24: 11-14

33) Farrell DF, Starr A: Delayed neurological sequelae of electrical injuries. 

Neurology. 1968 ; 18: 601-606 

34) Henderson B, Koepke GH, Feller I: Peripheral polyneuropathy among 

patients with burns. Arch Phys Med Rehabil.  1971; 52: 149-151 



- 31 -

35) Hunt JL, Sato RM, Baxter CR: Acute electric burns. Current diagnostic 

and therapeutic approaches to management. Arch Surg. 1980; 115: 

434-438 

36) Hunt JL:  Electrical injury.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of burns. Balto, 

pre, London: William & Wilkins, 1984,pp 249-266 

37) Rosenberg DB, Nelson M: Rehabilitation concern in electrical pati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Trauma  1988; 28: 808-812 



- 32 -

Abstract 

A Clinical Review of Electric Burn

Eun Hee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 Il Park)

Electric injury, which has become progressively more common 

recently with the increasing use of electricity. Electricity may cause a 

flame burn by electric spark and deep tissue and organ injury by 

current flow,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linical manifestation 

between the spark and current injury. But in the previous studies the 

spark injury was not mentioned, so we divided electric burn injuries 

into 4 groups as group 1: high voltage current burn, group 2: high 

voltage spark burn, group 3: low voltage current burn, group 4: low 

voltage spark burn. And we investigated differences of clinical 

manifestations among the 4 groups.   

We reviewed 208 charts of electric burn patients discharg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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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01 to Dec. 2002 at Hangang Sacred Hospital Burn Center. We 

recorded the age, sex, accident time, arrival time at hospital, visit to 

another hospital prior to admission at our hospital, voltage of current, 

the inlet and outlet of the current flow, concomitant trauma or 

complications, burned body surface area(BSA), degree of burn, Mb in 

blood or urine, CK-MB, torponin I, EKG findings, the number of 

operation, rehabilitation consultation, amputation and nerve inju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y were mostly men(92.3%), their  mean age was 33.8yrs, and 

they mostly arrived at this hospital within 24hours of the injury(88.9%). 

There was no seasonal variations in electric accident. However in group 

3, there were fewer men, their  mean age was lower, fewer arrived at 

hospital within 24hours, mean BSA was narrower(1.6%) than the other 

groups. Group 1 had  deeper burn wounds, higher prevalence of 

amputation, nerve injury, rehabilitation consultation, rhabdomyolysis and 

cardiac injury and more operations and complications.

We concluded that we have to diagnose the character of the burn at 

admission, treat the patients properly and prepare for all possible 

following complications.   

Key Words : electric burn, current burn, spark burn, complication, 

amputation, nerve inj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