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 패드 관련 부상 가이드
전기수술 화상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방법
수술 중 피부 손상은 중대한 이상 반응일 수 있지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흔히 전기수술
화상으로 잘못 진단되기도 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부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후의 부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상을 식별하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패드 부착부 화상
화학적 화상
이차 부위 화상
압박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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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부착부 화상
패드 부착부 화상은 환자용 접착 패드에서 발생하는 화상을 뜻합니다. 전류가 전기수술기구(예:수술용 펜슬)를 통과하여 환자를 거쳐
패드를 통해 제너레이터로 돌아옵니다.
전기수술기구는 표면적이 작아 전기 집약도가 더 높아 표면적이 넓은 패드 대비 전류 밀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패드에서 발생하는
열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패드 부착부 화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전원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장시간 수술할 경우 패드 부착부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뼈 돌출부, 흉터 조직, 금속 보철물, 머리카락, 문신, 잠재적인 압박 지점 또는 액체가 있는 부위에 접착식 패드를
부착할 경우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패드를 잘못 부착하거나 시술 중 부분적으로 이탈될 경우, 환자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작아지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부상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MEGADYNE™ MEGA SOFT™ 패드는 이러한 유형의 화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패드 부착 부위 화상
식별

전기수술 패드 부착부 화상은 발생
즉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접착식 패드 부착면에 발생하며 화상
면적은 패드 크기보다 작습니다. 화상
면적이 패드 크기와 거의 같거나 클
경우 패드로 인한 화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자의 패드 부착부에 발생한 화상.
Bae, H.-S., et al. (2018). “Intraoperative burn from a grounding pad of electrosurgical device
during breast surgery: A CARE-compliant case report.” Medicine 97(1).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패드 부착부 화상
예방법

환자용 접착식 패드 부위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 지침을 잘 따라주십시오. 또한 능동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거나
MEGADYNE™ MEGA SOFT™ 접착식 패드 같은 정전용량 결합형 환자용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너레이터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면 패드 부착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화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MEGADYNE™ MEGA SOFT™ 접착식 패드는 정전용량식 패드 부착부에서 과전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과전류가 집중되지 않으면 패드 부착부 화상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MEGADYNE™ MEGA
SOFT™ 접착식 패드는 환자 접촉 면적이 적어 과열되지 않습니다. 대신, 평방 센티미터당 임피던스가
높아 수술 기구에 적용되는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화학적 화상
전기수술 기구의 에너지는 알코올과 같은 전도성 유체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액체 부위의 발열과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화학적 화상의 식별

화학적 화상 예방법

화학적 화상은 시술 후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발생합니다. 환자가 원인 물질과 접촉해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대에 묻은 소변과 같은 화학 물질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경우 식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형태가 불균일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환자
근처에서 잔류 화학 물질을 검사하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름산 화상. 42세 남성 환자가
다리에 포름산(메타노산)을
흘리면서 발생한 화상을 확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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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환자의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 또는 세척제 등을 잘 살피고, 수술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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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부위 화상
최신 전기수술 제너레이터는 절연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절연 시스템은 회로 완성을 위해 제너레이터에서 흘러나가는 거의
모든 전류를 제너레이터로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절연 회로는 전류가 의도하지 않은 영역으로 흐를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 회로가 완성되지 않고 에너지가 정상적인 전기 경로를 이탈해 다른 경로로 흐를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도성 물체가 환자에게 접촉하면서 전류가 제너레이터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이탈 경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이러한 이탈 경로로 흐르면서 다른 부위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접착식 패드,
정전용량식 패드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차 부위 화상의
식별

이차 부위 화상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침대에서 금속
재질인 두 지점에 동시에 접촉하는 경우에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류가 한 접촉점에서
다른 접촉점으로 흐르면서 두 부위에 모두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패드 부착 부위에는 화상이 없거나 전도성 물질(예: IV 폴, 금속 패스너, 고인 액체)이 화상 근처에 있는
경우 패드 부착부 화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화상 부위에 문신, 임플란트, 피어싱 또는 귀금속이 있는
경우 이차 부위 화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차 부위 화상
예방법

접착식 환자용 패드 또는 MEGADYNE™ Mega Soft™ 접착 패드 사용 시, 주변에서 금속 접촉부를 제거
하고 IV 폴 등의 기구를 환자로부터 멀리 배치하여 이차 부위 화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MEGADYNE™ Mega Soft™ 접착식 패드는 전기수술 회로 내에서 문신, 피어싱, 임플란트 또는 장신구
가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접착식 환자용 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어떤 패드를 사용해도
환자가 외부 전도성 표면과 접촉하면 이차 부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너레이터의 전압을 높게 설정할수록 이차 부위 화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환자가 전도성 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이차 부위 화상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박성 부상
압박성 부상(욕창)은 때에 따라 수술 화상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심각한 경우 괴사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박성 부상의 식별

즉시 발생하는 패드 부착부
화상과 달리, 욕창은 시술
후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면서 발생합니다. 욕창은
딱딱하거나 단단한 표면에
연조직이 장시간 눌려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왼팔과 오른팔에서 장기간(수 일) 혈압 측정 후 커프 부착 부위에 발생한 괴사성 손상.
Devbhandari, M. et al. (2006). “Skin Necrosis in a Critically Ill Patient Due to a Blood Pressure Cuff.”
J Postgrad Med, 52 (2), 136-13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679680

압박성 부상 예방법

저압박 패드를 사용하여 압박 지점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장시간 부동 상태로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압박성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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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사용된 제3자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상표입니다. 적응증,
금기증, 경고, 주의 사항 및 이상 반응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전체 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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