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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근종은 매우 흔한 여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치료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고주파를 이용한 근종용해

술은 간암의 치료에서 사용되던 고주파에서 발전된 것이다.

고주파는 근종 내부에서 100
o
C 이상의 고열을 발생시키는

데 이로 인해 근종 세포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결

국 근종 세포의 사망을 유도하게 된다. 고주파를 이용한 근

종용해술은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근종의 크기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수술 중에 환자들이 직접적인 해를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

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이 합병증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주파 열 절제술을 이용한 치료 중 발생한

피부 화상은 여러 차례 보고되었으며, 발생률은 0.1%에서

33%까지 다양하다.
3-6)
하지만, 고주파 열 절제술을 이용한

자궁근종 치료 중 분산 패드(dispersive pad)를 통한 심한 피

부 화상의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고

주파 열 절제술을 이용한 자궁근종 치료 중 발생한 피부

화상 사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자궁 근종으로 진단 받고 산부인과에서 추적 관찰 중이

던 50세의 여자 환자가 최근 크기 증가와 함께 생리통이

심해져 복강경을 이용한 고주파 열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 다.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에서 환자의 자궁근층

내에 11 × 10 cm의 근종이 관찰되었으며, 컴퓨터 단층 촬

에서는 적색변성 소견이 있어 이차 변성이 있는 근종으

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 및 심전도 검사 모두 정상 소

견을 보 다. 수술실에서 마취 전 측정한 활력 증후는 혈압

110/70 mmHg, 심박수 분당 76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5
o
C 다. 환자의 활력 증후를 측정한 후 두 개의 98 ×

215 mm의 접지 패드(Proplate, Bioprotech, Korea)를 허벅지

안쪽에 부착하 다. 마취 전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O2-N2O-

sevoflurane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하 다.

수술은 복강경하에 고주파 열 절제술을 이용한 자궁근종

용해술을 시행하 다. 10 mm 도관을 배꼽 밑의 피부 절개를

통하여 삽입하 고, 고주파 바늘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근종

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고주파 발생기(Cool-tip radiofrequen-

cy generator, Radionics, USA)를 이용하여 30-70 W의 전압

으로 바늘의 방향을 바꾸어 가며 15분간 4회, 총 1시간 동안

Skin Burn after Laparoscopic Radiofrequency Thermal Ablation for Uterine Myoma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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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roscopic radiofrequency thermal ablation is a promising new approach for the conservative treatment of a uterine myoma.

I report a pad burn in a patient undergoing laparoscopic radiofrequency thermal ablation for a uterine myoma. The burn occurred

at the leading edge of the pad attached to the patient's thigh. The burn was treated successfully with dressings. (Korea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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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문：고주파 열 절제술 시 발생한 피부 화상

고주파 열 절제술을 시행하 다. 이 때의 저항값은 30-70

Ω이었다. 고주파 열 절제술에 사용한 바늘은 전체 길이 25

cm 중 3 cm의 노출 부위를 가진 17 gauge 바늘을 사용하

다. 시술 후 수술방에서 패드를 제거할 때 패드 주위에 패

드 경계를 따라 'L'자 모양으로 7 × 2 cm, 1 × 10 cm의

2-3도 화상이 발견되었다. 상처 주변은 연한 붉은 색이었

고, 중앙 부위는 노란 색으로 가죽 띠 같은 양상을 보 다

(Fig. 1). 이때 패드는 피부에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부에 땀이나 털 등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피부과 의사

와 상의한 결과 환자의 피부 화상은 피부 이식 없이 드레싱

으로 치료하 다.

고주파 열 절제술 후 시행한 초음파상 근종의 80% 이상

에서 고반향 징후를 보여 시술은 적절히 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환자는 일주일 후 퇴원하 다.

고 찰

고주파 열 절제술은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못하는 환자

들에서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 장기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복강경을 통한

고주파 열 절제술이 자궁 근종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서 시

행되고 있다.
1,2,7)

고주파 열 절제술 시에 피부 화상의 빈도는 0.1%에서

33%까지 다양한데, 피부 화상의 빈도가 높은 보고들은 경

미한 화상도 포함되어 있다.
3-6,8,9)

최근 보고에 의하면, 간암

환자에서 고주파 열 절제술 시에 패드 화상의 발생 비율은

0.6% 다.
4)
이 보고에서는 경미한 화상들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고주파 열 절제술 시에 발생하는 피부 화상은 주로 접지

패드의 위치나 크기의 부적절함 때문이다. 또한 접지 패드

와 피부 사이의 접촉 불량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4)
피부

화상은 주로 도관 삽입 부위나 접지 패드 주위의 피부에

발생하기 쉽다.
8,9)

화상의 정도는 전류의 세기와 통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데, 신체면적 100 mA/cm
2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화상

이 발생한다.
10)
체내로 미약한 전류가 흐를 때는 세포효소

계에 의해 잘 순응되기 때문에 세포막의 전기 전위는 다시

정비되어 원래 상태로 되기 때문에 화상이 발생하지 않는

다. 짧은 시간 동안 낮은 전류가 사용되었을 때 투열(diather-

my)로 인한 화상은 주로 분산 패드의 부적절한 때문이다. 이

때의 화상은 분산 패드의 피부와의 접촉 불량이나 도선 회

로(circuit of the lead)의 단절, 패드 디자인의 문제로 인해

생긴다. 신체 돌출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및 패드의 접촉이

불량할 때, 혹은 패드에 전도용 교질액이 충분히 발라지지

않았거나, 말라서 건조해졌을 때 좁은 면적으로 많은 전류

가 흐르려고 하므로 화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수술

전의 세심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패드 화상의 빈

도는 낮다.
4,6,8)

고주파 열 절제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더욱

더 넓어지게 되고, 활성 전극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

기 위한 분산 전극 부위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러한 피부 화상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혈류, 열의 전도

(conduction)와 대류(convection) 같은 열의 분산에 향을 미

치는 요소들과 전압, 전류 도 등이 있다.
10)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전기 회로의 온도 변화는 전류에

노출된 시간과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피부 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종양의 고주파 열 절제

술 시에 장시간 높은 전류의 사용은 패드 화상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8)

패드 화상을 일으키는 온도가 45
o
C에서 47

o
C라는 보고서

도 있다.
11,12)

Goldberg 등은
13)
패드 부위의 피부에 도달하는

최대 온도에 분산 패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냈는

데, 패드의 경계 부위가 최대 전압이 부하되는 부위이므로

가장 큰 경계를 가진 패드의 면에 활성 전극이 위치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분산 패드 부위의 전류 도는 접지

패드의 넓은 표면 때문에 낮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드 경계 부위의 화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분산 패드는 패드 화상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8)

패드 부위의 피부 온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피

부로부터 열의 소실이다. 이러한 작용은 주위 환경으로 열

의 대류와 혈류를 통한 다른 조직으로의 열의 이동을 통한

전도에 있다. 간암의 고주파 열 절제술 시에 혈류의 제한은

절제 범위를 증가시키는데, 같은 기전으로 저체온으로 인한

Fig. 1. Second- to third- degree skin burn at the pad site on the thigh

of patient. L- shaped wound is about 7 × 2 cm, 1 × 10 cm in area,

which shows erythematous outer region and yellowish inne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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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수축과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인한 피부 혈류의 감소는

패드 부위에 도달하는 온도에 향을 미친다. 패드 화상으

로 보고된 환자 중에서 패드가 적절히 부착되었음에도 발

생된 경우가 있었는데, 환자는 나이가 많고 당뇨와 함께 말

초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70분간 고주파 열 절제술

을 시행한 경우 다. Karin 등은
8)
말초 혈관 순환이 열 소

실에 기여하기 때문에 말초 혈액 순환 장애가 피부 화상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본 환자에서는 고주파 열 절제술 동안에 화상의 위험도

를 줄이고 피부 온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요 등의

체온 유지 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하 으며 수술 전

환자의 체온은 36.5
o
C 고 수술 후 측정한 체온은 35.8

o
C

다.

본 환자는 고주파 열 절제술 시에 비교적 긴 시간(60분)

동안 최대 70 W까지 서서히 전압을 증가시켰는데 이것도

피부의 화상 발생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패드

가 적절하게 부착되었음에도 화상이 발생한 다른 보고에

의하면 고주파 열 절제술 시간은 70분에서 120분 사이 고

최대 150 W까지 전압을 증가시켰다.
8)

고주파 열 절제술은 국소 마취나 감시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상태에서도 시술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환자는 패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어서 화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시술에서는 전신마취를 시행했기 때문

에 발열과 통증을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수술 중에 화상

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2-3도에 이르는 심한 화상이

발생하 다.

적절한 패드의 부착은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

요하다. 패드 부착 부위의 털과 습기를 제거하여 접촉 불량

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는 경우 너무

가까이에 있거나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화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드 사이의 거리와 위치에 대하여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데, 본 환자에서는 두 개의 패드가 양

쪽 허벅지 안쪽의 적절한 위치에 착되어 부착된 것을 수

술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확인하 다.

본 환자에서 발생한 화상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요인은

50 W 이상의 높은 전압, 60분 이상의 긴 시술 시간, 사용한

패드 자체의 결함으로 생각된다. 본 환자에서 화상은 패드

의 경계 부위에서 발생했는데 다른 보고들에 의하면 패드

자체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4,8)

고주파 열 절제술 동안 발생하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최근 고안되었다. 고주파 열 절제술 동

안 주위의 정상 조직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나 수액

의 사용, 시술 부위가 피부와 가까운 경우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 온도의 감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감

소시키는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패드 경계 부위의 피부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드의 경계(leading edge) 밑에 부

착한 온도 감지 장치를 통해 피부 온도를 일상적으로 감시

하는 방법도 고안되었다.
14,15)

수술방에서의 화상은 전에도 보고되어 왔으며, 수술실에

서 사용되는 의료용 기구는 의학의 발전과 함께 점점 다양

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전 대책은 수술실

관리를 맡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중요한 업무이며,

위험 요인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고주파 열 절제술 시에 피부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드의 오작동이나 결함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패드 주위나 도관 삽입 부위의 피부 온도

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의 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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