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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7년 

5월부터 의료기기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활동인 위험관리가 GMP제도와 함께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품질관리기법인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한 GMP 운영은 

여전히 많은 의료기기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우수 의료기기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GMP운영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품목별 가이드라인 발간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위험

관리와 밸리데이션 관련한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아울러, ‘위험관리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학계․업계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관리 기술전문가 풀’을 운영하여, 고위험․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해당 의료기기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료기기 위험관리 기술자문 사례집」은 `09년 ‘위험관리 기술전문가 풀’을 

이용한 기술자문 사례를 모아 재구성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기술적․임상적인 

관점에서의 전문가적인 견해입니다.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기술자문 내용이 우리나라 의료기기제조업체의 위험관리 활동 및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위험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를 제조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더불어 안전한 의료기기가 국민

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과장

박 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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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엉덩이뼈관절

[ 기술자문 답변 ] 

일반적인 고관절의 재료인 UHMWPE에 비하여 금속 고관절이 내구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0-15년후 부스러기 (debris) 에 의한 면역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

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polymer의 부스러기들이 뼈 주변의 대식세포들과 

반응하여 염증을 유발하여 골용해가 일어나므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금속이 폴리머에 비해 내구성이 있지만 금속입자 부스러기가 면

역세포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정도가 일반 폴리머 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hip 또는 kneee implant 금속 재질들은 모두 

마이크론 표면의 거침도를 가졌으므로 국제규격에 따른 표준 마찰을 가했을 경우

(ISO 14243-1, ISO 14242-1) 마이크론이나 그 보다 큰 크기의 부스러기들이 표면

에서 떨어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나노 크기의 입자가 생성되어서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스러기의 양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가 될지는 실험

을 통하여 정확히 예측을 하여야 합니다. 나노 입자는 일반적인 크기(마이크론 

크기)의 부스러기보다 면역 반응을 down regulate 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특정제품에 대하여 국제규격에 따른 마모 실험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입자들의 크기의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반응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노 입자가 인체에 줄 수 있는 문제점들은 현재 활발히 연구 검토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나노 처리를 하지 않는 한 나노 

입자가 생성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나노 물질 자체가 세라믹 물질의 

 
 금속-금속 접촉 고관절은 많은 장점이 있고 내구성도 있지만, 금속과 

금속이 접촉하면서 나노크기의 입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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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나노 입자 자체가 부스러기로서 생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세라믹 물질은 

마이크론단위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하신 나노 크기의 

입자자체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나노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의 한해서만 가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나노 입자자체가 인체 뼈 부분에 삽입 시 면역반응을 

크게 활성화 한다는 보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폐같은 경우는 금속 나노 

입자가 독성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 및 알루미늄 합성

물질 (세라믹) 로 이루어진 나노 입자의 부스러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면역 반응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implant 표면에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어쩔 수 없다면 크기가 작은 나노 입자의 부스러기가 인체 내의 면역반응

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만약 질문하신 케이스가 나노물질에 의한 나노입자의 발생이고 이를 줄일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역학적으로 강한 나노 물질들을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카본 나노튜브 및 나노 다이아몬드 등이 역학적으로 가장 강한 나노 물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질로 이루어진 나노 입자의 표면들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제품화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 3 -

2 인공무릎관절(1)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 외국 및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학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상적 평가는 2가지가 

있다.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score와 Knee society score를 사용하는데

1) HSS score는 100점 만점에 동통 30, 관절 운동 범위나 불안정성 등의 무릎상

태 38,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 등의 기능 32점으로 평가함

2) Knee society score는 200점 만점에 동통 50, 관절 운동 범위, 불안정 등의 

무릎 상태 50, 무릎의 평지 걷기, 계단 걷기, 지팡이등 보조기구 사용 여부등의 

기능 100점으로 평가함

*방사선적 분석

관절 치환술시 골절제후 인공관절 삽입물의 정렬(alignment)과 삽입물 주위의 

골의 용해(radiolucency)정도로 판단하는데 정렬이 좋지 않으면 인공 관절의 수

명에 영향을 미치며(금방 마모됨), 삽입물 주변의 골의 용해가 생기면 감염이나 

삽입물의 견고한 고정이 안된 것으로 판단 되며 동통을 유발 시킴

 
 1. 인공 슬관절에 대한 평가방법에는 임상적 평가방법과 방사선적 분석 

방법이 있는데, 각 평가방법에 대한 방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2. 인공 슬관절 선택 시 고려해야할 선택 요소와 최적의 슬관절을

    사용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3. 비만도가 인공 슬관절 치환술 직후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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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인공 슬관절은 기계공학과 재료의 발전으로 좋은 재질의 좋은 기능 제품이 개발

되고 있으나, 새로운 디자인이나 재질이 나왔을 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을 거쳐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문제는 안될 것 으로 

생각된다. 잘못된 기구선택으로 인한 위해로는 수술이 잘못되어 조기 재치환술

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경제적 시간적 낭비)

[답변3]

비만도가 인공 슬관절 치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비만도 판정은 BMI(body mass index)로 판정하는데 WHO에서는 30kg/m2을 비

만으로 정의하나 우리나라에서는 25kg/m2이상으로 정의하는데 비만과 인공슬관

절과의 관련에 관한 많은 논문에서 5년 이내의 추시에서는 합병증에 관하여 비

만과 아닌 사람 간의 합병증 발생의 차이가 없다고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중기 추시에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차이가 없다는 논문

과 비만인 경우 재치환술(마모로 인한)이 높다는 논문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그러나 비만일 경우는 인공관절에 미치는 하중이 정상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 이상의 장기추시에는 인공 슬관절의 마모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 

된다

[Reference]

1. Hart DJ, Doyle DV, Spector TD. Incidence and risk factors for radiographic 

knee osteoarthritis in middle-aged women: the Chingford Study. Arthritis 

Rheum.1999; 42:17 -24.

2. Stern SH, Insall JN. Total knee arthroplasty in obese patients. J Bone Joint 

Surg Am.1990; 72:1400 -4

3. Griffin FM, Scuderi GR, Insall JN, Colizza W. Total knee arthroplasty in 

patients who were obese with 10 years followup. Clin Orthop.1998; 356:28 

-33. 

4. Winiarsky R, Barth P, Lotke P. Total knee arthroplasty in morbidly obese 

patients. J Bone Joint Surg Am. 1998;80:177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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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shmukh RG, Hayes JH, Pinder IM. Does body weight influence outcom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A 1-year analysis. J Arthroplasty.2002; 17:3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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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용임플란트(1)

[ 기술자문 답변 1 ] 

치과용 임플란트는 치조골 내에 이식되는 고정체(fixture)와 구강 내에 돌출되는 

지대치(abutment),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체 등(screw, cylinder)으로 

구성된다. 지대치와 연결체 등과 관련해서는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특별한 금

기증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일반 치과보철치료에서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보편

적인 환자는 모두 치과 임플란트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골 내에 이식

되는 외과적 술식과 고정체 소재의 생체와의 반응성 등에 따라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금기증을 좌우하게 된다.

일단 고정체를 이식하는 과정은 치조골을 절제해내는 외과적 술식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일반 외과적 시술의 금기사항은 모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금기사

항이 될 수 있다.

첫째, 외과적 시술은 관혈적인 시술이므로 혈액을 포함한 심혈관계 관련 질환은 

주의를 요한다. 가장 빈번한 경우로 극도의 빈혈(anemia)이나 고혈압

(hypertension) 또는 저혈압(hypotension), 그리고 혈우병과 같은 지혈 장애 환자

들, 특히 최근에는 심혈관계 질환 치료를 위해 아스피린 등의 항혈전 치료제 등

을 장복하는 환자가 많아서 이들에 대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 또한 발치의 경

우와 같이 구강 내 상주균총에 의한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인공판

막 시술을 한 환자나 기타 심혈관계 수술 병력을 지닌 환자는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해당 전문의의 premedication에 따른 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술에 임하여야 한다. 즉, 항혈전제를 복용했던 환자는 

 
 임상학적 관점에서의 사용자 주의사항에 기재되어지는 시술 금기증의 

이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또한 관련 자료(의료현장, 임상 관련 등)가 

있을 경우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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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 달 이전부터 항혈전제 투약을 중단해야 하고, 고혈압, 저혈압 환자들

은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아야만 하며, 심혈관계 stent 이식 

환자나 수술 경력이 있는 환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항생제를 투여해

야만  한다.

둘째, 외과 시술 이후의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밟을 수 없는 대사계 질환 환자 

역시 대표적인 금기증의 경우로서 가장 흔한 경우는 당뇨병 환자이다. 대사계 

질환 환자는 술후 감염의 동반과 시술 부위의 치유반응 지연뿐만 아니라 임플란

트 고정체에 대한 골의 부착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뇨병 환자 역시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충분히 정상 혈당 조절을 유지한 후 시술에 임하여야 한

다.

셋째, 넓은 의미에서는 대사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분비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역시 금기의 대상이다. 특히 체내의 Ca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

몬 분비 기능 이상을 갖고 있는 환자는 주의를 요한다. 이식된 임플란트 고정체

의 골과의 유착은 골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데, 골 대사에 있어서 Ca의 역할은 trigger이다. 따라서 체내의 Ca의 level을 조

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항진증, 저하증 모두 골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이식체의 

정상적인 골유착을 기대할 수가 없다.

넷째, stress를 받으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 역시 금기

의 대상이 된다. 임신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구강

점막을 절개하고, 골에 drilling을 하여 삭제한 후 고정체를 나사식으로 이식하거

나 mallet으로 충격을 가하여 마치 못을 박듯이 골 내에 이식한다. 이러한 술식 

자체가 환자에게는 큰 stress를 가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예민하거나 허혈상태에 

있는 환자, 임신 중인 자는 이러한 stress를 이겨낼 수 없다. 안전성과의 관련성

은 없으나, 정신적으로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사람 역시 임플

란트 시술의 금기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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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유방(1)

[ 기술자문 답변 1 ] 

코헤시브 실리콘 젤(Cohesive silicone gel) 보형물의 개념은 유방확대 수술을 받

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1993년 미국의 Dr. John 

Tebbets에 의해 McGhan 회사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이후 브라질, 독일, 이

태리, 스웨덴, 영국, 스위스 등 여러 유럽에서의 이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방확대술에서의 보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모양이 

좋으면서도 수술 후 인체에 문제가 없고, 효율성이 지속될 수 있는 보형물의 선

택은 의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새로운 제품이 사용되다가 그 문제점

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어진 예도 몇가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Dr. Cronin & Gerow에 의해 처음으로 유방확대수술에 사용되어진 기

존의 실리콘 젤(Silicone gel) 보형물은 현재 복합적인 안전성의 이유로 잠재적으

로 그 사용이 중단되어진 상태이며 그 자리를 식염수 보형물이 대신하여 왔습니

다. 한편 1990년대 식염수 보형물의 촉감의 한계로 인해 사용되기 시작한 하이

드로겔 유방보형물은 1992년 프랑스에서 생산 시판되기 시작한 제품으로 실리

콘으로 구성된 외피 안에 hydroxypropyl cellulose polysaccharide겔로 구성된 내

용물을 함유한 제품으로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여 미국 FDA에서 

승인되지 못한 채 1992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2000년도에 생산을 중단한 제품

입니다. 이는 생리적으로 고장액인 하이드로겔 내용물은 수분의 이동이 이루어

져 부피가 늘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형물이 손상되기 쉽고, 겔이 체내에 누

 
 현재 코헤시브겔을 이용한 인공유방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임. 코헤시브겔을 이용한 

인공유방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와 위해요인 그리고 사용자 오류에 따른 

위해를 임상적 관점에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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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경우 주변조직으로의 침투가 용이하고 부종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2000년 12월 영국 MDA(Medical Devices Agency of the Department 

of Health)에서도 하이드로겔 사용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코헤시브 실리콘 젤 보형물은 액체형태의 실리콘 젤 보형물보다 밀도가 약

간 높은 편이며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막이 터지더라도 내용물이 유출이 되지 

않으면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액체형태로 된 실리콘 

젤 보형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조

사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한 환자들 중에 silicone 유

출에 따른 합병증을 경험한 예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유방성형술 후 가장 많

이 발생하는 구형구축의 발생이 이전의 다른 보형물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고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보형물을 싸고 있는 조직인 막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므

로, 켈로이드 치료처럼 흉터가 부드러워지면서 구형구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이며, 또 구형구축이 일어날 때 액체보형물은 타원형처럼 단단해지면서 모양에 

변화가 있으나, 코헤시브 실리콘 젤은 보형물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

다. 구형구축이 적게 발생한다는 점은 유방성형 보형물이 가지는 이물반응에 대

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실리콘이나 하이드로겔 보형물을 

사용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코헤시브 실리콘 젤 보형물을 이용하여 재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들의 재수술을 비롯한 유방성형술에서 코헤시브 실리콘 젤의 

사용 빈도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스웨덴 스톡홀름 아카데미 클리닉에서는 

향후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고비용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 보형물의 수명이 다른 보형물보다 길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술 전 상태를 철저히 살피고 이물질에 대한 거부반응의 과거

력이나 기타 약물 등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 당뇨, 고령의 환자 등

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안면 보형물의 경우에서와 같이 신중한 선택을 해서 적용

을 한다면, 기존의 유방 보형물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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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운반기(수동)

[ 기술자문 답변 ] 

[답변1]

문의하신 환자 운반기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기기는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며, 

FDA의 Guidance는 환자 운반기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를 의미하며, 이를 충족하는 것이 제품의 안전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FDA의 Guidance는 환자 운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임’에 대한 다년간

의 사고 분석 등을 통해 향후 환자 운반기 제조자들에게 최소한 준수 해야할 사

항을 지침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을 만족시킴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모든 의료기기가 위험관리 대상임을 입증 하는 사항은 시스템 측

면과 법규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 측면의 요구사항으로 KGMP의 근간이 되는 의료기기 국제품질시스

템인 ISO 13485:2003이 해당됩니다.  

 
 환자운반기를 제조하는 해당 업체는 환자운반기(수동)의 등급이 1등급으로, 

환자운반기가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의료용침대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배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환자운반기도 위험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1. 해당 품목이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2. 현재 외국의 경우 해당 품목을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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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ISO 13485:2003 의료기기품질시스템의 7.1을 확인하시면, 의료기기 제품 

실현 단계에서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석 > ISO 13485:2003 Clause 7.1

조직은 제품실현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요구사항

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기록들을 유지해야 한다. 

주3. 위험관리에 대한 지침은 ISO 14971 참조 

두 번째로, 법적 근거 사항을 요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국 FDA > 21 CFR 808, 812 & 820에 따르면, 

The FDA Quality Systems Regulation

….. the importance of a process, and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failure of 

the device, …

FDA has deleted the term ‘‘hazard analysis’’ and replaced it with the term 

‘‘risk analysis.’’

When conducting a risk analysis, manufacturers are expected to identify 

possible hazards associated with the design in both normal and fault 

conditions.

< 요약 > FDA는 위해분석을 위험분석으로 용어정의를 바꾸면서, 위험분석을 시

행할 때 제조업자는 정상상태와 고장상태 모두의 설계와 관련된 가능한 위해요

인을 식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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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CE> 유럽의료기기법 MDD 93/42/EEC의 전문중 발췌

 

Whereas, in order to demonstrate conformity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to enable conformity to be verified, it is desirable to have harmonized 

European standards to protect against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design, 

manufacture and packaging of medical devices; ISO 14971 is harmonized 

standard

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standardization/harmstds/reflist/me

ddevic.html 

                                                                           

   

< 요약 > 의료기기의 설계, 제조 및 포장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ISO 14971을 관련 규격으로 채택하였으며, 법규 준수를 위해 적용해야 한다.   

추가로, 캐나다 CMDCAS 및 GHTF의 규정으로도 모든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적

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2]

문의하신 환자 운반기의 경우에도 위험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CE인증

의 경우 해당 제품이 1등급 제품이나, 다른 등급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기술문서 

(Techical Construction File)와 제조 시스템 (ISO 13485)측면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TCF에서 ISO 14971에 따라 위험관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

적합이 발생하며, 현장 심사 중 설계, 제조 및 포장 측면에서 위험관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합이 발생합니다. 미국 FDA의 510(k)에서도 위험관리 항목

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문서 심사 및 현장 심사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14 -

6 안과용레이저수술기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라식 수술로 인한 위해 또는 부작용은 흔하지는 않지만 몇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아주 극소수에서 이러한 부작용에 의해 최악의 경우 시력을 잃을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시력의 질(quality)이 수술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빛 번짐이나 복시 등이 특히 야간이나 흐린 날에 심해질 수 있다. 시

술 전 여러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만 몇가지 요인에 의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

지는 경우도 있으며,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시술 시 부족 또는 과교정되는 결과

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서 시술 후 안구건조증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 시술 후 인공눈물 점안 등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

다. 한편 현재의 엑시머레이저 빔은 1988년 처음 사용이 허가된 이래 지금까지

는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술 시 주의사항으로는 환자의 협조를 잘 구하여 시술 중에 한지점을 잘 보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막절편을 만든 후 레이저를 조사하기 전에 각막

을 잘 건조시켜주는 것이 정확한 시술과 좋은 결과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시술 전에 측정한 여러 검사 결과 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양을 정확히 조사하는 

 
 1. 임상 전문의로써 라식 수술로 인한 발생 가능한 위해(Harm)와 시술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또한 관련 자료(의료현장, 임상 

관련 등)가 있을 경우 의견을 요청함.

     2. FDA 자료에 따르면 시술 방법 중 좌우양측에 대한 시술 방법보다는 

한쪽 안구의 시술 후 치료가 완료된 후 다른 안구에 대한 시술이 

보다 안전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내 시술방법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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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며, 시술하는 방의 온도 및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레이

저조사가 끝난 후에는 각막절편을 다시 덮어주는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주변 각

막과 잘 맞도록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각막절편의 가장자리가 잘 맞지 않

으면 술 후 감염이 생길 수 있으며 시력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

으로 시술이 끝난 후  개검기를 뺄 때나 빼고 나서 눈을 깜빡 거릴 때 각막절편

이 제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답변2]

FDA 자료 중 양안을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따로 수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는 내용은 따로 부연 설명이 없어도 되는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양안을 한번

에 같이 수술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나 정상 업무로의 복귀 등에서 환자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줌으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대체로 한

번에 양안을 같이 수술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의사 모두 단지 편리하기만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논문에서 양안을 동시에 수

술하는 것이 따로 수술을 하는 것과 별 차이없이 안전하고 시술 후 결과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을 따로 수술할 경우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반대쪽 눈을 수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술자마다 다소 

의견 차이가 있으며, 레이저가 조사되고 절삭된 각막간질의 치유가 완성되고 안

정화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양안이 소위 짝 눈인 상태로 환자가 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에서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수술방법이 이러한 

장점들과 근거에도 불구하고 FDA자료 내용에 반하므로 좋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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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장세척장치

[ 기술자문 답변 1 ] 

대장세척장치는 일반적으로 항문에 5~7 cm의 관을 삽입한 후 적당한 압력으로 

세정액을 주입하고 배출시키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대장 내벽에 붙어있는 노폐

물과 변을 닦아내는 장치다. 대장세척장치에 사용되는 세정액으로는 증류수나 

여과된 정제수 등을 사용하며, 일부에서는 약제나 수액, 커피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응집제, 염소 등의 약품처

리 및 활성탄여과 등의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염소 처리를 하여 

수도관 및 물탱크를 통하여 각 가정으로 공급된다. 증류수란 물을 끓여서 기화

된 수증기를 냉각하여 얻거나 이온교환수지, 필터 및 활성탄 등을 이용하여 불

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을 말한다. 수돗물은 음용수를 사용 할 수 있지만, 

건조시킬 경우 잔류물들이 발생하는 반면 증류수는 증발잔류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인체의 대부분은 무균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장기에는 일정한 수의 세균

들이 존재하게 되며, 대표적인 장기로 위와 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세균들은 

정상세균총이라 부르며, 세균의 종류 및 개체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세

균학적 방어 및 소화기능의 보조작용 등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된

다. 하지만 이들 세균개체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또는 세균종류의 변

화가 생길 경우 해당 장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장세척에 대한 효용성 논란에 대한 사항으로 장세척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

한 부분을 배제하고 대장세척장치에 증류수를 세정제로 사용할 경우 빈번하게 

 
 대장세척장치를 사용할 때 세정제로서 증류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자가 수돗물 등을 이용해 세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와 심각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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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척을 하지 않는 이상 증류수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는 거

의 없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수돗물이 장에 주입되면 수돗물에 존재하는 잔류염소에 의해 정상세균총의 변화

를 초래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수도관 및 저장탱크에서 오염될 수 있는 미생물 및 관리되지 못한 불순물 

및 잔류물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동일하게 오염된 물을 음용하더라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정도가 틀린 것처럼 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생물이 오염된 물이 

장에 주입될 경우 질병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며, 경북지역의 수돗물에서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불순물에 의한 위해요인도 무시하지 

못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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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콘돔

[ 기술자문 답변 1 ] 

사정장애 중 가장 흔한 질병인 조루증은 연령에 관계없이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

는 환자의 60%~70%, 일반 성인 남자의 20%~40%를 차지한다. 

조루증은 심인성과 기질성 원인 모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조루증

의 기질성 원인에 대한 접근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음경

의 감각과민에 따른 과다한 신경 충동으로 인한 대뇌 사정 중추의 조절능력 실

조로 조루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음경의 국소 감각을 둔

화시켜 조루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국소 마취제의 도포, condom 착용 또는 음경

배부신경차단술 등이 이용된다. 따라서 본 제품은 국소도포제와 콘돔의 2가지 

장점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 마취에 쓰이는 국소 마취제로는 코카인, 테트라카인, 디부카인, 리도카인, 

메피바카인, 벤조카인 등이 있다. 

콘돔의 사용 특성상 음경 발기시에 신체 사용되며, 벤조카인 같이 작용발현 시

간이 5분 정도 소요되는 단기작용 국소마취제가 사용되는 경우 본 약제에 대한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환자수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정지연의 기대효과가 낮을 

수 있다. 콘돔내 밀봉된 상태에서 벤조카인이 음경 점막 혹은 피부 접촉 및   

흡수될 수 있으므로 피부자극 등 국소반응이 빈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본제 또는 Anilide계 국소마취제에 대하여 

과민증, 회음부 피부질환자, 피부 과민감성, 심장질환이 금기증이 된다. 또한   

성행위 종료 후에도 잔존 국소마취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음경의 세척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콘돔 중 일부 제품은 사정의 억제와 조루의 예방을 위하여  벤조카인 

성분을 콘돔에 넣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적 관점에서 조루의 

예방과 사정억제 효과의 타당성과 발생가능한 위해와 심각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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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조루의 예방과 사정억제 효과의 타당성 : 조루는 가장 흔한 남성 성기능 장애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약 16-38% 에서 이환 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루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높은 귀두의 

민감도가 조루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두

의 민감도를 탈감작시키는 것이 성교에서 사정의 느낌에 변화 없이 삽입에서 사

정에까지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콘돔 착용, 국소적 마취제도포, 

음경 배부신경 차단술, 항우울제 복용 등이 치료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콘돔에 마취제를 넣어 판매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보

고는 많지 않으며, 특히 의뢰하신 Benzocaine을 사용한 콘돔에 대한 성적 보고

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제와 동일 계열인 아미드계 국소 마취제를 

도포한 보고를 보면 평균 질내 사정지연 시간이 평균 8배 정도 증가하였고 환자 

본인이나 성파트너 모두에서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서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나 단지 간혹 귀두 부위의 무감각이 보고되었고 성

적 극치감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한 제품도 귀두의 과민성이 원인이 

되는 조루환자의 경우 귀두의 과민성을 감소시켜 사정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생 가능한 위해와 심각성: 본 국소마취제의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미드계 국소마취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주의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용량과 연관되어 혈장 내 농도에 따라   

발생되며, 과량 사용이나 빠른 흡수, 과민성 반응여부 등에 좌우됩니다. 간혹 심

각한 이상반응으로 전신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미FDA는 피부표면 가까이에 있는 말초신경을 둔화시켜 통증을 차단하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벤조카인, 프필로카인등함유 외용제)를 부적

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이 혈관으로 스며들어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주로 진정효과를 나타내는데 서맥, 저혈압, 심허탈 등을 일

으켜 심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증상은 흥분작용과 진정작용 두가

지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어지러움, 신경과민, 걱정, 도취감, 혼란, 이명, 졸음, 

시각이상, 구토, 열감 혹은 냉감, 무감각, 진전, 경련, 의식소실, 호흡 억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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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흥분작용은 매우 짧게 혹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졸음이 처음 발생되는 증상일 수 있으며, 의식소실과 호

흡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약물 섭취 후 발생되는 졸음은 혈액 내 고용량과 빠

른 흡수에 따른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두

드러기, 발적, 아나필락시스 양반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과민성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성에 의한 알러지 반응은 매우 드물고, 만일 발생할 경

우 일반적인 치료법에 의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콘돔 내에 소량의 벤조카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귀두를 통한 

약물의 흡수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장용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자문 답변 3 ] 

콘돔에 첨가된 벤조카인 성분 조루의 예방과 사정억제 효과의 타당성

일부 음경 감각의 감소에 따라  조루 예방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루증이 말초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하여 초래되는 경우에만 벤조카인이 효

과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조루증의 치료로 리도케인이나 프리로케인등의 국소 

마취제를 함유한 국소 연고를 사용한다. 하지만 조루증의 원인이 말초 감각신경

의 과도한 예민함으로 초래되는 경우는 30% 이하이므로 나머지 70% 대부분의 

조루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 보통 경우는 항우울제 계통의 약물이나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등으로 치료한다.  

발생 가능한 위해와 심각성

벤조케인에 알러지 반응으로 음경피부에 심한 피부 습진이 초래될 수 있다. 

국소적인 감각소실로 성교 중 발기 소실이 발생 할 수 있고 성적 쾌감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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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골수내고정막대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골수 내 고정막대를 이용하여 수술 시 다른 수술 방법과 마찬가지로 감염,   불

유합, 부정 유합, 지연 유합, 변형, 내고정물 실패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아주 드물게는 골수내 고정막대를 이용한 경우에 골수강내 확공(reaming)

을 시행하므로 지방 색전증의 발생 후유증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 기존 골절 

외에 대퇴골 경부 등에 새로운 골절을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하

여 대퇴골의 회전 변형에 대한 교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존의 골절 수술 방법에 비교할 때  골수내 고정막대의  

수술 부작용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답변2]

대퇴골 간부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골수내 고정막대를 이용하였을 때 가지는 장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골절 부위의 광범위한 노출과 연부 조직의 손상 없이 골절의 정복 및 고정이 

가능하다는 점,

2. 이로 인하여 골절 유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종을 제거하지 않아   

조기 골 유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3. 골절 부위를 노출 시키지 않으므로 감염률이 낮다는 점,

 
 1. 골수내 고정막대를 이용한 골접합시, 골수내 또는 골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함.

2. 동일한 골절 위치에 골수내 고정막대의 사용시와 골접합용판의 

사용시 차이점과 장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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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막의 혈관 손상이 적어 골 유합에 유리하며

5. 대퇴 사두근 손상이 적어 수술 후 기능 회복이 빠르며, 골수강을 단단히 채울

수 있는 굵기의 고정막대을 삽입하면 조기 보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입니

다.

실제로 여러 임상연구에서 다른 비수술적 및 수술적 치료 방법들과 비교하여 부

정 유합율이 적고, 유합율이 높으며, 기능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 및 직장 복

귀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접합용판의 장점은 

1. 직접 골절부위를 눈으로 확인하고 골절 조각을 정확히 맞춘 후 금속판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원형의 해부학적 구조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여 부정유합의   

가능성이 적으며 

2. 단단히 골절편을 고정할 수 있어 조기 관절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골접합용판의 단점은 골절부위를 광범위하게 절개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출혈, 

염증, 불유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골절부위를 절개

하지 않고 최소 피부 절개만으로 금속판을 사용하는 새로운 수술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수내 고정막대는 대퇴골 간부 치료에 있어서 금속판보다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대퇴 간부 골절의 치료는 골수내 고정막대

를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수강 간부의 협부보다 훨씬 근위 혹

은 윈위부에 골절이 생겨 골수내 고정막대로 골절부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

려울 때, 골수강이 현저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금속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참고 문헌]

1. 정형외과학 제 6 판: 대한정형외과학회

2. 골절학 제 3 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3.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th edition: Edited by S.Terry canale & 

James H. B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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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외과 및 정형외과에 대해 대퇴골의 골절 부위를 접합하기 위하여 네일과 스크류

가 조합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용상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I. 사용상의 주의 

1. 골형성, 골량·골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충분한 골고정을 얻지 못하고, 재골

절이나 이식 재료의 파손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 당뇨병, 만성 관절 류머티즘 등의 성인병의 환자［골형성이 저해되어 골유합

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3. 변성 질환 환자［이식 재료와의 형상 부적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골다공증 환자［뼈와의 고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골유합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5. 간질 환자［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못하여, 수술후 관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6. 비만자［환자의 체중에 의해 뼈와의 고정에 실패하거나 이식 재료의 변형이

나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7.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골량·골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

게 사용하고, 치료의 경과에도 충분히 주의하는 것.

8. 적용 부위의 뼈가 딱딱하게 비후한 환자 [천공부에서 발열하여, 뼈나 주위 조

직이  열에 의한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II. 중요 주의 사항

1. 체중의 부하, 하중의 부하 혹은 과도의 운동에 의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 치유의 지연, 골유합 부전 등에 의해, 과도한 부하의 인가에 따라 재료가 파

손될 위험성이 있다.

3. 부적절한 이식물의 삽입은 이식 기간 중에 Loosening이나 부적절한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한다.

4. 티탄 합금은, 다른 금속재료에 비해 골조직과의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티탄 

합금제 screw의 수술후 장기간 후에는, screw와 뼈가 강하게 고착한 상태가 되

는 일이 있다. 그 같은 상태에서 screw를 빼내려 할 때, 필요한 토크가 screw나 

드라이버의 설계상의 강도를 웃돌아, screw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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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대한 유해 사상

1. 수술후 침습에 기인하는 신경 손상

2. 뼈괴사

3. 위관절(pseudarthrosis), 유합지연

4. 금속·알레르기 반응

5. 혈행 재생 저해

6. 적용 부위의 뼈나 주위 조직 천공시, 열에 의한 장해

 IV. 그 외의 유해 사상

1. 뼈단축

2. 골밀도 저하, 3. 아픔·불쾌·위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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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간체고정보형재(1)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 로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는 

 1) 로드의 변형으로 인한 구조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상해.

 2) 피로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는 문제로 인한 상해.

○ 스크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는 

 1) 스크류의 변형에 의한 상해. 

 2) 스크류의 피로파괴에 의한 상해. 

 3) 스크류가 뼈와 견고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헐거워짐에 의한 상해. 

 4) 잘못된 크기의 제품 선택에 따른 구조체의 변형. 

○ 커넥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는 

 1) 커넥터의 헐거워짐에 의한 상해. 

 2) 커넥터의 변형으로 구조체를 유지하지 못함에 의한 상해.

○ 조임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는 

 1) 불완전한 조임으로 로드가 스크류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상해. 

 2) 진동에 의한 조임재의 풀림에 의한 상해. 

 3) 피로에 의한 조임재의 파손에 의한 상해.

 4) 죌 때의 마찰로 인한 버의 발생에 의한 상해. 

 
 1. 추간체고정보형재 시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셈블리를 구성

하고 있는 각 단품(로드, 스크류, 커넥터, 조임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함.

2. 추간체고정보형재 시술 후 시술자의 시술오류로 인한 재수술이 

불가피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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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도한 죔에 의한 파손

 6) 구조체의 헐거워짐 발생으로 인한 구조체의 파괴. 

 7) 손상된 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로파괴. 

 8) 소재의 부식에 의한 조직괴사.

 9) 소재의 생체적합성 문제로 인한 발열 거부반응 등의 문제. 

 10) 제품에 오염된 오염물에 의한 손상, 패혈증 등. 

 11) 제품 치수불량에 따른 조립불가로 인한 시술시간 증가.  

 12) 멸균부족에 따른 감염. 

[답변2]

○ 재수술로 인한 추가적인 위해로는 

 1) 재수술 자체가 가장 큰 위해임. 

 2) 수혈로 인한 감염. 

 3) 절개로 인한 감염. 

 4) 재수술로 인한 고통. 

 5) 재수술로 인한 체력저하에 따른 합병증.

 6) 스크류를 다시 박음에 따른 헐거워질 가능성의 증가에 의한 상해 가능성의 증가. 

 7) 스크류 등의 시술재를 시술할 장소가 부적합하여 시술범위가 확대되는 상

해.  

 8) 오염된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의 증가에 따른 감염가능성의 증가. 

 9) 재수술로 인한 구조체의 안정성의 감소에 따른 상해가능성의 증가. 

 10) 잘못된 크기의 제품을 사용함에 따른 상해가능성의 증가. 

 11) 척추골절 가능성의 증가. 

 12) 재수술이라는 부담에 따른 수술실패에 따른 상해가능성의 증가.

[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추간체고정보형재는 그림1.과 같이 척추에 삽입되는 Pedicle Screw와 이 Screw

에 연결하여 척추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Rod, Rod 와 Pedicle screw를 고정해

주는 Nut 또는 고정나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척추의 좌우에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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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커넥터 또는 연결링크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또한 척추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케이지를 추간체 사

이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좌측 그림2.와 같이 시술된   

추간 체고정보형재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제거하거나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간체고정보형재는 시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시술 후 Fusion이 안된 상태에서 환자의 무리한 운동으로 Pedicale Screw의 

허용 전단강도 이상의 하중을 받거나 Pedicle  Screw의 나사부분의 원자재 결함

(크랙 또는 이물질 혼입)으로 Screw가 파손되는 위해요인 발생이 가능하며, 

Fusion이 완벽히 된 후에도 허용하중이상의 Load가 걸릴 경우 Pedicle screw의 

Head와 screw가 만나는 지점에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술 시 Rod와 Pedicle screw를 고정하는 Nut 등 고정재를 규정 이하의 작은 

토크로 고정하였거나, 나사산이 어긋나게 결합되어 고정했을 경우 또는 환자의 

반복적인 운동으로 고정 Nut가 풀리는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척추간격을 유지해주는 Rod와 Pedicle screw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넓어져 증상

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Rod의 경우 원자재의 결함 또는 환자가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는 하중으로 

파손되는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4. Pedicle screw에 고정Nut가 체결되는 Head 부위가 시술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반복적인 부하로 벌어지거나 파손되어 고정 Nut가 이탈하는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양쪽 Rod에 걸쳐 고정해주는 커넥터 또는 연결링크는 수술 후 시간의 경과

에 따라 반복적인 환자의 운동에 의해 고정나사가 풀리거나 Rod를 잡고 있는 

고리가 파손되는 위해요인이 있으며, 

6. 추간체 디스크에 삽입하는 케이지의 경우 시술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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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했던 위치를 벗어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신경을 누르는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7. 원자재에 결함이 있거나 환자의 무리한 허리 굽힘 또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

는 하중으로 인해 Pedicle screw, rod, cage 등 부품이 파손되는 위해요인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추간체고정보형재는 시술자의 정교한 시술능력이 요구되는 의료기기로서 시술자

의 시술오류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척추의 근간이 되는 척추 마디에(Body)에 screw를 다시 이식하고자 드릴링을 

추가로 해야 하므로, 최초 시술 때 보다 Fusion이 잘 안되거나 추체의 구조적 

강도가 약해져 척추가 내려앉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Pedicle screw의 파손으로 인한 재수술 시 골체에 박혀 파손된 Screw는 제거

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Long Level 시술의 경우 최초로 시술했던 형태와 동일하게 척추의 만곡을 유

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손상이 없던 추간체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케이지 재수술 시 케이지 공간에 Bone을 채우기 위해 다른 신체부위를 소손

해야 하는 위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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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공호흡기

[ 기술자문 답변 1 ] 

호흡기의 압력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있다면 과다 압력으로 인한 

호기말 양압 (PEEP: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이나 지속적 기도 양압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의 부작용과 같은 압력상해

(barotrauma)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계의 감시 장치에서 과다 압력

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고 심한 경우에는 흉강 내 압력이 증가하여 흉강으로 들

어와야 하는 정맥류량의 감소로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이는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흉 (Pneumothorax), 간질성 폐기종 (Pulmonary 

interstitial emphysema), 종격동 기종 (pneumomediastinum), 피하기종 

(subcutaneous emphysema), 그리고 복막기종 (pneumoperitoneum), 등이 발생 

가능하며, 적은 압력인 경우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주요장기들 (뇌, 신장, 심장, 

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량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하여 과다공급 되는 경우 흉강 내 압력을 증가시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압력상해로 환자들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

량이 적게 공급되어 지면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환자의 호흡곤란이 악화

되고 의식소실이 있을 수 있고, 마취 회복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일회호흡량이 감소하게 되고, 분당 호흡량이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으

로는 혈중 저산소증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소와 아산화질소(N2O)를 잘

못 공급하는 경우도 저산소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 장치들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사용에 의한 압력이나 유량의 오류가 원인이 되는 압력상해의 경우

는 기존에 만성 폐나 기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특

 
 가스마취기를 보조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수술시 호흡기의 정확

하지 않은 압력 및 유량의 설정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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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남자환자에게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특히 폐기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 기관지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서 

객담이나 기도 내 분비물의 배출이 어려워서 기도 내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환

자, 과거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와 기도에 손상이 있는 환자, 과거 기흉과 같은 

압력상해를 경험한 환자, 그리고 과거에 급성 호흡부전을 경험한 환자들에게 이

런 호흡기를 적용시킬 경우 유량과 압력에 많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 기술자문 답변 2 ] 

부적절한 인공호흡기의 사용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과 유사한 손상을 유

발할 수 있고, 또한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을 유발 또는 확장 시킬 수 있습

니다. 인공호흡기에 의한 손상으로는 압력손상(barotrauma), 산소독성(oxygen 

toxicity), 용적손상(volutrauma), 허탈손상(atelectrauma), 생체손상(Biotrauma)이 

있습니다. 그 중 적절치 못한 압력과 유량의 설정과 관계된 손상으로는 압력손

상, 용적손상, 허탈손상, 생체손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압력손상이란 양압 환기 동안 가해지는 높은 기도압력으로 인해 폐포의 과팽창

과 파괴가 발생하여 폐 손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는 간질성 기종, 기흉, 기종

격동 및 기종성 복막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폐포와 간질의 압력 

차이에 의한 폐포 종격의 파괴로 폐포내 공기가 간질로 이동하고(간질성 기종), 

이런 폐포외 공기는 간질을 따라 종격동으로 이동하여 기종격동, 피하조직으로 

확산되면 피하기종, 종격동 벽측 흉막을 통해 흉강으로 나오면 기흉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압을 주는 방식에 따라 압력상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높은 압력을 폐에 가하면 기흉이 빈발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면 간질성 기종이나 기종격동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압력 

손상의 위험은 최고 흡기 압력이 높을수록, 호기말 양압(PEEP)이 높을수록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적손상은 인공호흡기에 의한 폐 실질의 국소적인 과팽창의 결과로 인하여 유

발되는 손상으로, 폐포 모세혈관막의 투과성 증가와 폐부종의 발생, 호중구와 단

백질의 침착, 표면활성물질(surfactant) 생산 감소, 초자막 발생, 호흡기계 유순도 

감소와 같은 인공호흡기 유발성 폐손상(ventilator-induced lung injury)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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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적손상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일회호흡량이나 호기말 양압에 의해 증

가된 기능적 잔기량 보다는 흡기말 폐용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폐의 과

팽창 정도뿐만 아니라 과팽창 되었던 기간도 용적 손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직접 폐의 국소적인 과팽창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압

력을 대신 용적의 표지자로 사용하게 되는데, 국소적인 과팽창의 표지자로 사용

할 수 있는 특이압력은 최대 폐포압이고, 고원압(plateau pressure)이 30 cmH2O

이상으로 증가하면 인공호흡기 유발성 폐손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허탈손상은 낮은 기도압과 적은 일회 환기량 하에서도 폐포의 주기적인 열림과 

폐쇄로 인해 폐의 신장(stretch) 및 전단력(shear force)을 증가시켜 결국은 폐 손

상과 표면 활성물질(surfactant)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탈된 폐

는 균일한 팽창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있어(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허탈된 

폐포벽에 가해지는 stress는 증폭되게 되는데, 확장된 폐단위에 적용된 확장압이 

30 cmH2O일때 수학적으로 계산된 허탈된 폐단위에 발생되는 압력은 140 

cmH2O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에 의한 압력의 증

폭은 폐포 상피세포나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

기에 호기말 양압을 주게 되면 주어진 확장압의 효과는 상쇄되어 환기 유발성 

폐손상의 범위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생체손상은 기계환기에 의한 세포의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염증반응이 항진

되어 염증세포들이 활성화 되고 팽창된 일회호흡량과 반복적으로 불완전한 폐단

위의 열림과 폐쇄로 인해 폐 내 염증매개물질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폐손상을 증

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체 손상은 폐 내피와 외피세포의 붕괴 형태로 폐포 

모세혈관 표면에 손상을 가하여 폐에서 전신 순환계로 많은 양의 염증 매개체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신염증반응증후군과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이 

되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의 소실과 지속적인 염증성 손상이 염증성 반응을 해결

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보조는 환자의 폐에 적절한 공기 교환(gas 

exchange)을 제공해야 하는 측면과 기계 환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 모

두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 기술자문 답변 3 ] 

가스마취기를 보조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수술시 호흡기의 정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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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및 유량이 설정되었을 때는 환자의 폐 장기에 과도한 공기의 유입으로 인

한 barotrauma, 즉 폐포벽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기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런 저산소증이 발생되어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며, 심한 정도에 따라서는 긴장성 기흉(tension pneumothorax)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장 외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심각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으로 흉관을 삽입하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과도하게 폐가 부풀게 되면 흉곽 내 압력의 상승으

로 인해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어 수술 도중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폐용량 보다도 적은 양의 공기가 유입된다면 수술 

도중 환자의 동맥혈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

니다. 

즉 인공호흡기에는 각 환자의 폐용량 및 호흡기 질환별로 적합한 압력 및 유량

이 설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압력 및 유량이 설정되는 인공호흡

기의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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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공유방(2)

[ 붙임 1 ] 

위해요인 예측 가능한 일련의 사례 위해상황 위해

박테리아

(1) 멸균 공정문제(가스멸균문제)

(2) 포장이 파손된 경우(운송 중보관)

(3) 사용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

(4) 사용자의 보관상태가 불량할 

   경우

멸균파괴로 균의 생체 

투입

감염

발열

부종

재수술

바이러스

(1) 멸균 공정문제(가스멸균문제)

(2) 포장이 파손된 경우(운송 중보관)

(3) 사용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

(4) 사용자의 보관상태가 불량할 

   경우

멸균파괴로 균의 생체 

투입

감염

발열

부종

재수술

재감염 또는

교차감염

(1) 라벨이 제거되어 유효기간 

   초과 사용

(2) 사용자 부주의 및 고의로 

   재사용(사용규칙 불이행)

타인의 혈액, 

감염요소들의 투입

감염

재수술

 
 1. 붙임1과 같은 위해가 분석되었으며, 붙임2와 같은 심각도 분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붙임1의 각 위해의 심각도를 임상측면에서 요청함.

   2. 인공유방 삽입 후 제품 노화에 따른 파열 발생 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위해 및 위해상황, 심각도)를 임상적인 측면에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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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등 급 구 분 설 명

5 사망에 임박함 사망으로 전개

4 위독한
영구적 장애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합병증 초래

3 중대한 위기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장애, 

부상, 합병증 초래

2 거의 없음
전문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일시적 장애, 부상, 합병증 초래

1 무시할 수 있는 불편함 혹은 일시적인 불만족

 

[답변1]

유방보형물과 관련된 감염은 통상 1-3%이며, 이중 2/3은 급성기 감염으로, 1/3

은 수술 후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발생하는 지연성 감염의 임상양상을 보인다. 

수술 술기 및 환자의 신체 조건이 중요한 결정 인자이며 유방암환자에 대한 방

사선 치료 후, 보형물에 의한 유방 재건술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유방보

형물 자체의 오염, 내부에 포함된 실리콘 젤의 오염, 수술 술기 자체 또는 수술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환자의 피부 또는 유선에 존재하는 상재균, 원거리 감염

에 의한 2차 감염의 형태 등이 급성기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지연 감염

의 원인으로 균혈증에 의한 2차 감염, 치아 발치등과 같은 유방외의 신체에 대

한 침습적 시술 등이 있다. 귀기관이 (붙임 1)에서 분석한 위해로 감염/발열/부

종/재수술을 제시하였으나, 유방보형물과 관련한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감염은 

통상 통증/발열/홍반/구형구축 및 이에 수반하는 추형장애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피부 상재균인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Propionebacterium 

acne 와 예외적으로 Streptomyces spp., Pasteurella spp., multocida, 

Mycobacterium spp. , Streptococcus spp.이 원인이 된 감염사례가 보고되어져 

있으나, virus에 의한 보고사례는 없으며 위해 요인으로 제시한 재감염 또는 교

차 감염의 부분 또한 정보 위해 요인 및 운용상의 위해 요인으로 보고된 경우는 

없다. 예외적으로 독성 쇼크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이 보고되어져 있으

며, 이는 분류기준 5등급으로 사망에 전개 될 수 있으나 그 예가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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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드물다. 통상의 유방보형물은 통증 및 발열 홍반 등의 감염증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 및 원인 균주에 따른 선택적 항생제 요법으로 치료가 되며, 이는 전

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위기 즉 3등급의 심각도에 준한다. 본인이 

제시한 구형구축 및 추형장애는 위해 요인으로 제시한 세균성 감염에 의한 것으

로 현재 밝혀지고 있으며 구형 구축 또한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합병

증에 분류하여 3등급의 심각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답변2]

코헤시브 실리콘 젤을 이용한 유방 보형물의 파열에 의한 액와부 임파절로의 만

연(spreading)이 2003년 이후 수차례 보고되어지며 코헤시브 실리콘 젤의 유출

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가 일부 술자에 제기 되었다. 유방보형물의 파열과 관련

된 위해 요인으로 방사선 치료에 따른 방사에너지, 운용상의 위해 요인으로 부

정확한 보형물의 삽입 및 사용상의 오류에 의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라벨 

및 운용법등과 관련한 정보 위해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위해상황은 일라스

토머 쉘의 파열과 이에 따른 코헤시브 젤의 유출이며 1993년 코헤시브 젤의 사

용이 승인된 이후 현재 까지 이와 관련한 위해는 보고되어져 있지 않다. 파열 

또한 초기 인체 내 사용에 대한 승인 조건인 MRI 추적검사를 통한 무증상의 파

열(silent rupture)이 1.1%로 위해 상황이 보고되어져 있으나 위해에 이르게 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액와부 임파절로 만연된 경우 액와부 경결 병변(hard 

mass)의 비특이적 증상으로 생검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특징적인 임

상 소견 및 위해는 보고된 바 없다. 

현재까지의 문헌 고찰 및 개인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제품 노화에 따른 유방보형

물의 파열자체가 위해상황이 될 수 있으나, 위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

물 것으로 판단된다. 위해 또한 현재까지 전문적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일시

적인 합병증으로 분류기준 2등급의 심각도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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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과용임플란트(2)

[ 첨부 1 ] 업체에서 보유한 원자재 및 규격

 

형명 원자재 규격 비고

A abutment Titanium Gr4 ASTM F-67
구강 내 삽입 

보철물 형성

B screw abutment Ti6Al4V ASTM F-136
구강 내 삽입

 보철물 형성

Temporary abutment Titanium Gr4 ASTM F-67
구강 내 삽입

 임시보철물

Plastic abutment Delrin500PNC010

Acetal

homopolymer

resin

구강 내 삽입

 보철물 형성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현재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멸균방법으로는 스팀 멸균, 방사선 멸균, 일렉트론

빔 멸균, 에틸렌옥사이드 멸균, 과산화수소 증기를 사용한 멸균, 과산화수소와 

포름산 용액을 사용한 멸균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제조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비멸균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술 전 

사용자 멸균 시 ‘반드시 121℃, 0.45 MPa 이하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을 

처리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사용자 멸균방법의 종류 및 멸균방법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함.

2. 제조업체는 한 품목에 대하여 다양한 형명과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멸균방법 및 

멸균조건 사용이 가능한지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자재에 따른 

사용자 멸균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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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위의 모든 방법들이 사용자 멸균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멸균이나 일렉트론빔 멸균, 에틸렌옥사이드 멸

균은 설비와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자 멸균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많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멸균방법은 스팀 멸균, 과산화수소 증

기를 사용한 멸균, 과산화수소와 포름산 용액을 사용한 멸균 등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설비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명서에 잘 

설명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언급하자면, 1) 주기적인 세척 등의 청결관리, 2) 사용후 잔류물을 깨끗이 

제거하기, 3) 독극물을 사용할 경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4) 설명서의 사

용지침 준수하기, 5) 멸균시 온도, 시간 등의 설정값 재확인하기, 6) 멸균중 설정

값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7) 멸균 변수가 기록되는 경우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하기 등이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보철물로 사용되는 원자재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멸균방법과 멸균조건을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Titanium Gr4, Ti6Al4V,  Delrin500PNC010(Acetal) 의 세가지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 1에서 언급한 멸균방법 모두가 동일

하게 사용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세탈의 경우 내열성이 좋

으므로 증기멸균의 온도에서도 녹는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타이타늄

과 같은 멸균방법의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첨부자료 참조).  

그러나, 융점이 낮아서 121oC 정도에서 변형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사용된 

경우에는 스팀 멸균방법을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멸균방법에 의해서 제품에 어떤 변형이나 손상, 화학반응이 일어날 가능

성이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각 원자재에 대한 멸균방법을 설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두가지의 소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두가지 소재 모두에 적합한 한가지 방법

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으나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멸균방법을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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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1. 개요

최근 사용자 멸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반드시 제조자는 대상 멸균물에 

대한 사용멸균기와 멸균방법, 멸균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가이드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멸균품질에 대한 관리 방법도 제시되어져야

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멸균방법의 선택

멸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질의하신 멸균 대상물은 인체 내에 삽입

되는 것으로 보통 Titanium성분으로 되어 있는 금속류이므로 고압증기멸균방식

을 채택하여야 하며, 특히 임플란트의 나사류와 같이 중공물질이나 다공물질에 

대한 멸균은 B-Type의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하여 멸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1회용 멸균포장으로 포장하여 멸균한 후 

보관하여 사용하여야만 재 오염과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3. 멸균프로세스의 기준

- 멸균 프로세스의 기준은 121℃/30min 이며, 자문요청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0.45 MPa(4.5Kgf/㎠)는 오류인 것 같으며, 보통 121℃에서는 1.2 Kgf/㎠의 상대

압이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국제적으로 멸균온도와 시간은 121℃/30min과 134℃/5min의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1980년대 이전에는 멸균프로세스의 protocol중 압력이 세균을 사멸하는데 주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그 후에는 압력이 아니라 온도가 중요한 역

할을 하며, 단지 압력은 보조역할을 할 뿐이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4. 멸균결과의 검증

임플란트와 같이 인체 내에 삽입되는 물질 또는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 되는 물

질에 대한 멸균 보증수준 (Sterilization Assurance Level)은 국제적으로 10 -6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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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원자재중 121℃, 134℃의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일 경우에는, 원자재가 달라

도 관계없으며, 단지 고온에 견딜 수 없는 원자재라면 EOgas 멸균(38℃, 56℃)방

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기술자문 답변 3 ] 

[답변1]

일반적으로 사용자 멸균은 병원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사용

해오던 고압증기멸균과 E.O.Gas멸균, 건열멸균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 과산화

수소같은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압증기 멸균의 경우는 보

통 121℃에서 15분간 세팅하며 이는 의료기기외 일반적으로 미생물 실험하는 

배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건및 방법

입니다. 제품별로 사용할 멸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재질이나 멸균에 

취약한 부분등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서 멸균방법및 조건을 설정하며 검토과정

에서 실시하는 Bench Test는 반드시 멸균후에 실시해서 성능상 변화를 체크하

여야 합니다. 또한 포장에 대해서도 사용가능 재질및 방법에 대한 언급을 명시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유효기간의 경우도 포장방법에 따라 자체 시험에 

따른 보존가능 기간의 명시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는 의료기기에 대한 포장 및 멸균의 주의도 있지만 사용되는 멸균기에 따른 주

의사항이 우선되므로 멸균기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관련 매뉴얼을 습득한 

사람이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사용자 멸균 종류 

및 주의사항은 다음표에 간략히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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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종

류
멸균방법 적용제품 주의사항

고압증기
멸균

증기를 
이용하여 

121~132℃에
서 4~30분간 

사용

직물, 금속류, 
고무제품 등

열에 약한제품은 사용할수 없다.
완전히 마른상태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멸균전 포장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멸균후 테스트백의 B.I.나 
제품포장에 부착된 C.I.가 정상 
이어야한다.
멸균후 제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멸균후 제품의 온도가 높으니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E.O.Gas멸
균

혼합 EO 
Gas로 

55℃이하의 
온도에서 약 

2시간

E.O.Gas가 쉽게 
제거되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예리한기구나 

마모되기 쉬운기구,
부식되지않는 

금속제품,
고압증기멸균이 
불가능한제품

정기적으로 잔류량을 확인하여서 
기준이내여야 한다. 
멸균후 잔류량 제거를 위해서 
일정시간 이후에 사용한다.
포장용기는 가스투과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제품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안된다. 
멸균전 포장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멸균후 테스트백의 B.I.나 
제품포장에 부착된 C.I.가 정상 
이어야한다.
멸균후 제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건열멸
균

전기의 열을 
Oven을이용하

여 
121~150℃에
서 5~10시간

스팀이 
투과되면안되는 제품
(파우더, 바세린, 등...)

액체의 경우 끓어넘칠수 있으니 
용기의 2/3을 넘어서는 안된다.
멸균후 제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화학멸
균제사
용

2% 
Glutaraldehyde
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0시간

기타 Alcohol, 
Phenol 등 
사용하는 

여러방법이 
있음

열에 약하여 
다른멸균을 할수없는 

경우
(내시경관련...)

멸균증류수로 충분히 헹궈야 하며 
건조과정에서 재오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소독제에 따라 특성이 
틀리기에 미리 그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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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우선은 원자재가 동일하고 형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는 동일 멸균방법이 가능

하지만 원자재가 다를 경우에는 생체적합성 관련부분의 확인과 멸균방법 및 조

건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멸균 방법은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멸균 후 관련 제품에 대해 이상유무를 충분

히 검토한 뒤 명시하여야 합니다.  

적용멸균방법은 앞장에 작성되어진 표를 참고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상기에 표시된 원자재에서 금속및 사용된 플라스틱은 내열성을 갖고 있어서 사

용자 멸균으로는 고압증기멸균이나 E.O.Gas멸균에 모두 적합 할 것으로 보여 집

니다.그리고 생산자가 멸균한다면 감마멸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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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혈당측정기(1)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1. 진단오류 및 위해상황

1) 자가혈당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와 관련 있는 요인들

   ; 검체의 종류, 측정기 작동 온도,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저혈당이나 고혈

당, 유효기간이 지난 혈당측정전극, 혈액 내에 존재하는 요산이나 약물  등의 간

섭물질, 검사자의 개인차

    (1) 검체  : 산소분압 /  헤마토크릿

    (2) 간섭물질 : Acetaminophen, Uric acid, V-C, Bilirubin, Maltose, 

                  Galactose, Xylose , Lipemic sample (cholesterol, TG)

    (3) 환경 :  온도, 고도 

    (4) 항응고제 : EDTA, Heparin 등 

    (5) 심한 탈수증, 저혈압 

    (6) 내과적 치료 : 산소치료 , 복막투석 

** Maltose, Galactose, Xylose are limitation of GDH biosensor system

 
 혈당측정기는 스트립을 삽입시키고 혈액을 떨어트려 혈액 또는 체액의 

포도당을 측정하여 당질대사 장애를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체외진단용

기기(IVD)입니다. 

1. 스트립과 관련하여 혈당측정기의 진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해 상황과 

위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2. 해당 장비의 결과치를 지속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사용자 혹은 

제조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calibration 및 정도관리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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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례

환자 ; 김 * *   M/47

상기 환자는 2008년 7월12일 02시58분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

2년 전부터 당뇨, 만성신부전으로 2006년 3월10일 부터 Icodextrin 복막투   석

을 받던 분으로 내원6시간 전에 복막투석을 실시한 환자임.

응급실에서 간이혈당기로 측정한 Glucose 값이 290 mg/dl, 중앙검사실에서 생

화학 자동화장비로 측정한 것은 197mg/dl 였고 응급수술을 시행함.

수술실에서 측정한 간이혈당기로 142mg/dl의 결과가 나왔으나 환자의 상태가 

저혈당 소견을 보여, GEM(ABGA 장비)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 각각 10, 13, 

17mg/dl 으로 낮게 나왔음.  두 결과의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검사실의 

생화학 장비로 확인한 결과 14mg/dl로 저혈당 상태를 확인하였음. 따라서 자가

혈당측정기의 간섭물질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당기관의 현장검사위원

회를 통한 기기의 선택과 지속적인 정도관리가 필수적이다(1,2). 

[답변2]

2. Calibration 및 정도관리 기법

1) 일정한 calibrator없이 시행하는 자가혈당기는 일반적인 검사기기의 운용과는 

차별화된 정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사용자에 의한 변이를 줄이기 위

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한 지침서를 확인하고 반복 측정하여 변이계수를 줄여야한

다.

2) 국내에 소개된 다국적 회사와 국내의 제조사간에 이루어진 충분한 비교 데이

터가 없으므로 중앙검사실의 자동화기기와의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국제적인 기관들의 문서를 토대로 자가혈당기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도구들

을 이용해야 한다(3). 또한 표준화된 기법이 필요한데 14단계의 기술에 의한 통

합적인 평가단계를 통하여 glucose가 75mg/dL 미만인 경우는 참고방법과의 차

이가 15mg/dL 이내, glucose가 75mg/dL 이상인 경우는 20% 이내에서 95% 이

상의 측정값이 만족되어야 한다(4). 여기에는 흔히 Clarke error grid(그림 1)와 

locally-smoothed(LS) median absolute difference(MAD) 곡선(그림 2)이 이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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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검사실에서는 도입된 자가혈당기를 주기적으로 2가지 이상의 상품화된 정

도관리 물질로 측정하여 허용한계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검사실의 기기와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간이혈당기의 기기적인 결함이나 시험지

의 변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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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1. 건강상의 위해성

혈액은 세균성장의 최적의 영양 부분으로 채혈시에 혈당측정기의 침을 반복사용

하거나 오염된 침의 사용시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첨부자료1). 대부분의 혈

당측정기의 측정원리는 혈액과 스트립의 측정시약이 만나서 반응을 하여 색상이 

바뀌면 그것을 측정해서 수치화 하는 방식으로서 환자나 당뇨병 등의 예방을 위

한 측정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채혈침을 재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혈

당을 측정해줌으로써 교차 오염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중에는 매독이나 AIDS 같은 치명적인 것도 있다. 한편으로는 채혈침

이 일회용이며 가격이 비싼 경우에 좀더 저렴한 일회용 채혈침을 구매하여 사용

하는 경우가 있어, 채혈시에 장비와 맞지 않아 열상이 심하게 나거나, 채혈기를 

고장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첨부자료 2)

1-2. 진단오류의 위험성

일부 측정기의 경우 이코덱스트린(Icodextrin)성분의 복막투석액이나 IV면역글로

블린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실제 혈당보다 더 높은 수치의 혈당이 측정

될 수 있다(첨부자료 3). 혈당이 높게 측정되어 자가 인슐린 제제를 과다 투여하

게 되면 심각한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혈당측정기에 비슷한 문제

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진단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측정에 불충분한 혈액을 채혈함

2)측정기의 더러움/오염

3)스트립의 유효기간 미준수

4)사용방법 미숙

5)자기장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

[답변2]

2. Calibration 과 정도관리

 보통 기기 장비의 calibration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재현성 테스트; 반복해서 측정시 수치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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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성 테스트; 표준혈당에 대해 정확한 수치 표시

3) 스트립 유효기간 테스트; 스트립의 적정 사용기간

4) 장비적합성테스트; 측정 장비의 작동여부

5) HCT 영향테스트; 응고가 미치는 영향 

[ 기술자문 답변 3 ] 

[답변1]

스트립과 관련하여 혈당측정기의 진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해상황과 위해

에 대한 자문

a. 당뇨로 인한 신부전으로 복막투석시 EXTRANEAL(Baxter International, 

Deerfield, IL)을 사용하는 환자가 glucose dehydrogenase pyrroloquinolinequinone 

(GDH-PQQ)법을 사용하여 혈당을 측정할 때에는 혈당이 과측정이 되고, 

maltose 같은 대체당을 함유하고 있는 정주 immune globulin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b. 검체량이 부족하면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말초혈액으로 검사할 경우 손가락 끝을 너무 세게 누를 경우 조직액이 섞여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2]

해당 장비의 결과치를 지속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사용자 혹은 제조업체가 시행

할 수 있는 calibration 및 정도관리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

  a. calibration : 혈당검사 strip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보정 strip으로 사용    

전 보정한 후 사용합니다.

  b. 정도관리 : 상품화된 정도관리 물질을 사용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합니다.

     Ex) Glucose & Ketone Control Solutions(MediSense, abbott)



- 48 -

15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임상적으로 강한 자장에 의해 환자 및 조작자에게 미치는 위해로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자료나 자기공명영

상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편사항으로는 ‘찌릿찌릿한 신경자극’, ‘,뜨거

움’, ‘시끄러움’ 등이 있습니다.

미국 FDA는 정자기장이 8.0T MRI의 강자기장에서도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은 

없다 non significant risk for patients"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한 정자기장이 인체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내이(inner ear)의 반고리관속의 내림프에 영향을 미쳐 어지

러움을 유발하는 문제, 세포 성장과 형태의 변화, 세포재생과 기형유발, 유전자 

구조에 대한 영향, 출생 전후 아이에 미치는 영향, 뇌 안의 영향, 혈액학적 변화, 

체온이나 신체리듬 변화, 면역체계에 대한 변화, 말초신경의 자극 등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점들은 

재현성이 없거나 현재 자기공명영상이 이용되는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 도출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는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인체를 단층 촬영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MRI는 X-ray처럼 이온화

방사선이 아니므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임상적으로 강한 자장에 의해 환자 및 조작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보고

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 요청함.  

2. 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자장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MRI가 

주변 환경(기기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시설 등)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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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다음은 강한 정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몇 가지 구체적인 

예입니다.

1)화학반응에 대한 자기장의 영향: 옥시헤모글로빈(oxyhemoglobin)은 반자성체

이며 디옥시헤모글로빈(deoxyhemoglobin) 상태는 상자성체여서 강자기장 내에

서는 산소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 효과가 매우 적습니다.

2)인체 내 강자성체에 대한 효과: 인체 내 자성체로는 철(iron)을 생각할 수 있으

나 (인체 내에는 3.7g/70kg 있음) 인체 내에서 철은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기장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문신이나 그린 눈썹 등에 포함된 산화철

이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아 움직여 주변조직을 자극하여 부종이 생기거나 영상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자기수역학력(magnetohydrodynamic forces)과 압력: 강한 자기장 때문에 인체 

내에 흐르는 혈류나 내이의 내림프에 전류가 발생하여 혈류나 내림프를 밀 수 

있습니다. 혈류 내에서 생긴 힘은 매우 적어서 혈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내림프에 영향을 미쳐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에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해로운 점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능

하면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2]

자기공명영상 검사와 관련되어 일어난 치명적인 사건은 대부분 강한 자기장이 

자성을 띠는 금속물질을 뒤틀거나 빠르게 움직이게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 안에 설치한 뇌동맥류 클립이 자기장 안에 놓이면 자기장의 방향과 같

은 배열을 하고자 클립이 방향을 틀면서 재출혈이나 주변 뇌조직을 찢어 사고가 

발생합니다. 심장박동조절기 또한 강한 자기장의 영향으로 작동되어 사고가 발

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공명 기계 주변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매우 급

격하므로 자성을 띠는 물체를 가까이하면 총알처럼 안쪽으로 끌려들어갑니다. 

가위, 산소통, 환자용 침대 등이 정자기장에 의해 가속된 상태에서 환자를 쳐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모든 기계에서 발생할 수 



- 50 -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클립이나 심장박동조절기 등을 자기공명 기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 실제 이들 장치를 착용한 채로 자기공명영상 촬

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사하는 사람이 자기공명영상 검사 전에 미리 피검자가 

어떠한 부착물이나 의료보조 기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

공명영상 검사에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사하여야합니다.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 절대로 금해야할 부착물이나 의료보조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자기적,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삽입물 : 심장박동 조절장치, 경동맥동 

조절장치, 인슐린 펌프와 신경자극기

2)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거나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등골 삽입물

3) 지혈 클립

4) 눈에 들어간 금속 이물질

5) 인공귀 (cochlear implants)

6) 보철심장판막 (prosthetic heart valves)

또한, 자기공명영상실은 통제되어야만 하며, 출입열쇠는 훈련된 종사자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훈련된 종사자와 환자, 종사

자가 대동한 방문자에 한하며, 영상실의 출입관계는 운영자에 의해 감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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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 기술자문 답변 1 ] 

드레싱 재료에 의한 위해요인으로는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나 테이프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서 자극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이들이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 유발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자문 답변 2 ] 

창상피복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창상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중등도 또

는 심한 삼출물이 나오는 창상에는 폼(foam)이나 알지네이트(alginates)와 같이 

흡수가 뛰어난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처에는 항균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삼출물

이 적은 건조 내지 약간 습윤한 상처에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하이드로

겔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건조한 상처에 흡수력이 높은 제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창상이 건조되어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반대로 삼출물이 많은 창상에 하이드로겔을 사용하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고 창상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삼출물이 많은 경

우에는 매일 드레싱을 교환하고 밀폐드레싱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주변 정상

조직에 짓무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밖에 드물지만 Polycinyl 

pyrrolidone, polyacrylamide 혹은 polyethylene oxide 등의 성분에 민감한 사람

은 국소적으로 접촉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피

해야 한다.

 또한 하이드로겔은 난분해성과 분해생성물의 유해성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

발 시킬 수 있어 생분해가 가능한 하이드로겔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으

나, 그 실용화를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창상피복재에 대한 위해요인과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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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스마취기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수술시, 마취기의 기계적 문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해상황과 그에 따른 위해 

<위해상황>

마취 전 마취기의 점검

마취 전에 반드시 전신마취기를 비롯한 모든 보조장비를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마취장비 및 기구 점검 미비는 마취유도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마취 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저압력회로 누출검사

마취기 내 저압력회로(유량계 조절밸브로부터 혼합 신선가스의 공급부위까지)의 

누출 여부를 검사한다. 유량계가 파손되거나 유량계와 기화기 사이의 연결 부위

 
 마취기는 마취를 위하여 환자의 흡기를 통하여 마취가스를 주입하는 

기구로서, 휘발성이 강한 마취약제(할로탄, 이소플러란, 엔플러란 등)를 

산소, 아산화질소와 혼합하여 정확한 농도를 발생시키는 기화기와 인

공호흡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통하여 전신마취를 시키는 

장치이다.

1. 수술 시, 마취기의 기계적 문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해상황과 그에 따른 

위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2. 마취기의 결함 혹은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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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흔히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저산소혈증이나 마취중 각성이 유발될 수 있

다. 제조회사에 따라 서로 다른 마취기의 내부구조, 특히 check 밸브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저압력회로 누출검사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North American 

Drager 마취기에는 check 밸브가 없으며, 대부분의 Ohmeda 마취기는 기화기와 

oxygen flush 밸브 사이에 check 밸브가 위치한다. Check 밸브는 oxygen 

flushing 밸브를 작동하거나 양압 누출검사를 실시할 때와 같이 환자 호흡회로

부터 역압이 발생하면 닫히게 된다. 일반적으로 check 밸브가 없는 마취기는 양

압누출검사를 실시할 때와 같이 환자 호흡회로로부터 역압이 발생하면 닫히게 

된다. 일반적으로 check 밸브가 없는 마취기는 양압누출검사를 실시하고 check 

밸브가 있는 마취기는 읍압 누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래에 제시한 음압 누

출검사는 check 밸브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마취기에 저압력회로의 누출 여부

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양압 누출검사

Check 밸브가 없는 마취기의 저압력회로에 적용되던 검사이다. 배기밸브를 잠그

고 환자에게 연결되는 Y관의 입구를 손으로 막은 다음 oxygen flush 밸브를 작

동하여 호흡회로 내로 30cm H2O의 압력을 가한다. 기도압력계의 수치가 10초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호흡회로의 누출이 없다고 판정한다. 하지만 마취기에 

check 밸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check 밸브에서 유량계 조절밸브까지 부위에

서 발생하는 누출은 알 수 없으며, 단지 check 밸브 이후에 발생하는 가스 누출

여부만을 알 수 있으며, 250ml/min 정도까지 소량의 가스 누출은 감시할 수 없

는 것이 단점이다.

2) 음압 누출검사

마취기의 전원, 유량계 조절밸브, 기화기를 잠근다. 흡인구를 혼합 신선가스 공

급부에 연결하고 구가 완전히 납작해질 때까지 꽉 짜서 저압력회로에 음압을 발

생시킨다. 구가 적어도 10초이상 납작해져 유지되면 누출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

며, 만일 누출이 발생하면 구가 다시 부풀게 된다. 각 기화기를 틀고 검사를 반

복하여 기화기 내부의 누출 여부를 검사한다. 환자 호흡회로 또는 마취기 내부

의 저압력회로에 존재하는 가스 누출 부위를 서로 감별할 수 있으며, 30ml/min 

정도 소량의 누출도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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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식 호흡회로 누출검사

순환식 호흡회로(마취기의 혼합 신선가스 공급부위로부터 Y관까지)의 누출 여부

를 검사한다.

1) 누출검사

배기밸브를 잠그고 환자에게 연결되는 Y관의 입구를 손으로 막은 다음 oxygen 

flush 밸브를 작동하여 호흡회로 내로 30 cmH2O의 압력을 가한다. 기도압력계

의 수치가 10초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순환식 호흡회로의 누출이 없다고 판정

한다. 만일 일방통행밸브가 달라붙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도

압력계의 수치가 30cmH2O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유량검사(밸브 기능)

일방통행밸브의 기능을 검사한다. Y관을 제거하고 흡기 또는 호기 파형도관을 

통한 호흡 시 일방통행밸브가 적절히 움직여야 한다. 흡기파형도관을 통하여 숨

을 들이마실 수는 있으나 내쉴 수는 없어야 하고, 배기 파형도관을 통하여서는 

숨을 내쉴 수는 있으나 들이마실 수 없어야 한다.

3. 마취장비 점검 지침(FDA, 1993)

아래의 점검 지침은 마취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장비에 맞게 

점검 방법을 변형시켜야 하며, 특별한 처치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작동지침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응급환기장비

1)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환기기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고압장치

2) 산소기통 점검

① 산소기통을 열고 반 이상이 채워져 있음을 확인한다(100 psi).

② 기통을 잠근다.

3) 중앙배관(central piping)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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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배관에 연결하고 압력을 확인한다(45-55 psi).

저압장치

4) 저압장치의 초기상태 점검

① 유량계 조절밸브와 기화기를 잠근다.

② 기화기내의 마취제 양을 점검하고 주입구마개를 잠근다.

③ 산소농도 측정기가 있는 경우 회로에서 제거한다. 

5) 마취기 저압회로의 누출검사 실시

① 마취기의 전원을 끄고 유량계 조절밸브를 잠근다.

② 혼합 신선가스 출구에 흡인구를 부착한다.

③ 흡인구가 완전히 찌부러질 때까지 반복하여 짜낸다.

④ 흡인구가 10초 정도 찌부러진 상태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⑤ 기화기를 열고 ③, ④를 반복한다.

⑥ 흡인구를 제거하고 신선가스를 호흡회로에 연결한다.

6) 마취기를 포함한 모든 장비의 전원을 켠다.

7) 유량계 검사

① 가스의 유량을 유량계 전 범위에서 조절해보고 부표의 작동상태와 유리관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저산소성 산소-아산화질소 혼합 가스를 만들어 정확한 변화 및 경보장치 작

동 여부를 확인한다.

마취가스 제거장치

8) 마취가스 제거장치 점검

① 마취가스 제거장치와 배기밸브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배출가스 장치의 흡인 압력을 조절한다.

③ 배기밸브를 완전히 열고 Y관을 막는다.

④ 최소량의 산소를 공급한 후 마취가스 제거장치에 부착된 호흡낭이 완전히 납

작하게 되고 압력계의 수치가 0인 것을 확인한다.

⑤ oxygen flush 밸브를 작동한 후 마취가스 제거장치에 부착된 호흡낭이 충분

히 팽창하고 압력계의 수치가 10cmH2O 미만인 것을 확인한다.

호흡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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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소농도 측정기의 눈금 조정

① 대기에 노출시킨 후 수치를 21%로 조정한다.

② 저산소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③ 산소농도 측정기를 호흡회로에 연결하고 산소를 공급한다.

④ 츠정시의 수치가 90% 이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10) 호흡회로 초기 상태 점검

① 수동환기 방식, 즉 호흡낭 쪽으로 스위치를 선택한다.

② 호흡회로의 손상과 막힘 여부를 점검한다.

③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④ 호흡회로에 가습기 등의 부속 장비를 부착한다.

11) 호흡회로 누출 검사 실시

① 배기밸브를 잠그고 환자 연결부의 Y관을 손으로 막는다.

② oxygen flush 밸브를 작동하여 호흡회로에 30cmH2O의 압력을 가한다.

③ 10초 이상 30cmH2O의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수동 및 자동환기 장치

12) 마취용 환기기와 일방통행밸브 검사

① Y관에 호흡낭을 새로 연결한다.

② 환기 수치를 적절히 조절한 후 자동환기 방식으로 스위치를 선택한다.

③ 환기기의 전원을 켜고, oxygen flush 밸브를 작동하여 호흡낭과 bellows를 채

운다.

④ 산소 유량을 최소로 조정하고 다른 가스는 잠근다.

⑤ 흡기시 정확한 일회호흡량이 전달되고, 호기시에는 bellows가 다시 완전히 

채워지는지 확인한다.

⑥ 신선가스 공급량을 5L/min로 증가시키고, ⑤를 확인한다.

⑦ 일방통행밸브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⑧ 호흡회로 부속물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⑨ 환기기 전원을 끄고 수동환기 방식으로 전환한다.

⑩ 호흡낭을 사용하여 인공폐의 흡기와 호기상태를 확인하고 저항과 유순도가 

적절한지 감지한다.

⑪ Y관에서 호흡낭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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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

13) 사용할 감시기를 점검하고 경보 한계수치를 조정한다(호기말 이산화탄소 측

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맥박산소 측정기, 폐활량계, 저압력 및 고압력의 경보 장

치가 있는 압력감시기).

최종점검

14) 마취기 상태 최종 점검

① 기화기를 잠근다.

② 배기밸브를 연다.

③ 호흡낭 쪽으로 스위치를 선택한다.

④ 유량계를 끈다.

⑤ 흡인 압력을 적당히 조절한다.

⑥ 사용할 호흡회로를 준비한다.

[답변2]

1) 영남의대학술지. 제22권. 제1호. 

□ 증례□

전종격동 종양환자의 마취시 발생한 환기장애

박기범․박상진․지대림․이보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2) 대한마취과학회지 2008; 55: 736~9

□ 증례보고□

상하 반대로 조립된 마취기의 일방통행밸브로 인한 환기장애

울산대학교의과대학서울아산병원마취통증의학과

김태희ㆍ박영수ㆍ이은호ㆍ정용보ㆍ최인철

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 46: 83∼90

□ 임상연구□

유형별로 본 마취관련 의료사고와 예방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교실 권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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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 마취가스 적정압력 이하 시 적정한 경보 장치가 동작하지 않아 마취가스공급

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의식관리가 어려워져 환자가 쇼크에 

빠질 수 있음

- 호흡회로의 적정한 압력유지 모니터가 불가한 경우 폐가 망가져 쇼크에 빠지

는 문제점 

- 마취기 호흡회로에 사용되는 호흡회로는 재사용품의 경우 생물학전안전을 확

보할 수 없는 경우 감염으로 인한 발열 등이 예상됨

- 정전 시에도 안전하게 마취기의 역할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의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마취가스 종류에 따른 각각의 유량계가 사용자의 인식과 구별이 용이하게 설

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스 계량의 문제로 마취도달 실패 혹은 과다로 인한 사

망을 초래할 수 있다.

- 배기가스를 중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다라임의 사용 후 변화를 육안으로 상

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가스 오염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가 예상됨

- 중앙 공급가스가 차단된 경우에는 비상 가스 공급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환자는 심각한 상태로 빠져버려 회생이 불가함

- 마취용 약물의 잔류량을 상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약 떨어짐 현상으로 환자의 

마취유도가 실패할 수 있어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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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 60 -

18 인공무릎관절(2)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금속 인공 골두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라이너 조합은 폴리에틸렌이 마모되어 

생성된 마모입자가 망상골로 이동하여 대식세포와 거대세포에 의하여 포식되면 

이들 세포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 등이 파골세포를 활성화하여 골 흡수가 일어

나게 된다. 파골세포의 지속적인 골 흡수로 인하여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의 골 

용해를 야기시키고 종국에는 삽입물과의 해리를 초래하여 인공 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에는 마모입자에 의한 대식세포와 거대세포의 활성화, 파골세포의 골 흡수 

현상 등으로 인한 통증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마모 입자라는 이물질에 의한 육

아종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육아종성 반응은 수술중 사용된 관절 대치물 자

체보다는 마모 조직편에 의해 시작되고 대식 세포의 축적에 의한 발생으로 특징

되는 만성 염증 반응이다.

[답변2]

인공관절치환 수술 후 인공관절 주위의 뼈가 녹는 골용해 현상, 관절 이완 등의 

 
 인공관절로 사용되는 재질은 코발트크롬, 티타늄 합금과 의료용 합성수지가 

있다. 최근에는 금속 대 금속(metal to metal), 세라믹 대 세라믹

(ceramic on ceramic)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1. 인공 관절의 해당 금속이 뼈(Bone), 움페(Ultra High Modulus PolyE-

   thylen)와 접하면서 생기는 웨어링 현상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제품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 요청함.

2. 인공관절치환 수술 후 인공관절 주위의 뼈가 녹는 골용해 현상, 
관절 이완 등의 부작용과 재질과의 관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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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과 재질과의 관계에 대한 자문

폴리에틸렌 관절: 폴리에틸렌의 마모로 인한 마모 입자는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

여 인공 관절 주위의 골용해를 야기 시키고 결국 인공 관절의 이완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인공고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의 마모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의 산물로 , 

기존의 금속-폴리 에틸렌 관절면을 대치할 수 있는 마모 저항성이 개선된 초고

분자량 폴리에틸렌과, 세라믹-세라믹, 금속-금속 조합의 관절면이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highly cross-linked poly)은 실험실 연구 

및 단기간의 임상추시 결과에서 기존의 폴리에틸렌보다 마모 저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인공고관절의 수명을 단축시켰던 폴리에틸렌 마모와 이에 

따른 골용해, 삽입물의 이완등의 부작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폴리에틸렌 구형은 수명이 10-1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고분자량 폴리

에틸렌은 2배 이상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폴리에틸렌은 교차 

결합을 통하여 마모의 저항성은 매우 향상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파

괴에 저항하는 기계적 성질은 감소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

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경우 현재 주요 재료는 알루미

나 세라믹으로써 알루미나 세라믹은 탄성 계수가 다른 물질 보다 크고, 딱딱하

며(stiff), 단단하여(hard) 기계적 특성상 압축력에는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이러

한 세라믹은 경도가 높아 기존 물질들에 비해 마모에 대한 저항이 크다. 또한 

알루미나 세라믹은 높은 산화 상태를 가지고 모든 생체 환경에서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며 생체와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관절의 

마찰계수는 0.01 정도로 생체 관절면(0.008~0.02)에 맞먹는 수치를 보인다. 하지

만 취성(brittleness)이 높아 세라믹 관절면의 가장 큰 약점인 깨지기 쉬운 특성

이 있어 세라믹 라이너 또는 골두의 골절등 부품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금속-금속 관절면: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은 금속-폴리

에틸렌 관절면을 사용한 치환술에 비하여 마모에 의한 골 용해의 발생 빈도가 

낮고, 임상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며, 보다 큰 직경의 관절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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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체내에 남아있는 금속 이온들에 의한 발암의 가

능성과 금속과민반응 유발의 가능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가임기 여성에게는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

며, 시술 시 부품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시술 

후 꼼꼼하게 경과를 추적 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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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1960년대 초 인공 고관절 치환수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보급된 이래 현재는 

세계에서 연간 약 30만례 이상의 인공 고관절 치환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공관절 재치환의 보고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Morscher등은 2,699례의 Muller형 인공관절에 관하여 평균 5.4년에 141례(약 

5.4%)의 재치환술이 실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헐거움(loosening)은 수술 후 5년까지는 비교적 적으나 수술 후 8년을 경계로 

급속한 증가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loosening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뼈와 뼈 접착제, 

② 뼈 접착제와 stem 사이에 clear zone이 존재하며, 

③ 진행성이고, 

④ 임상적으로는 하중 인가시의 통증, 선회시의 통증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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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환의 원인으로써는 loosening, 접동부의 마모, stem 및 골두의 파괴, 감염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loosening의 발생률은 치환 

수술 후 10년이 경과하면 약 10～30%정도발생 한다고 한다. 

loosening의 발생 원인은

①부품사이의 마찰력 및 마모 가루, 

②부품(골두, stem등)의 설치위치 또는 각도의 불량, 

③구성부품의 재질 불량, 

④각 부품과 뼈와의 변형량의 차이, 

⑤시멘트의 骨折, 

⑥생체의 이물반응, 

⑦뼈 시멘트의 중합열에 의한 조직 파괴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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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료용저온플라즈마멸균기

[ 기술자문 답변 1 ] 
1. 저온플라즈마멸균기의 원리와 멸균력: 플라즈마라는 말을 물리학 용어로 처

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 ‘Langmuir'(랑뮈어)로서, 전기적인 방전으로 

인해 생기는 전하를 띤 양이온과 전자들의 집단을 플라즈마라고 하고 그 

물리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플라즈마 물리학임. 물질 중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고체이며 이것이 열(에너지)을 받아서 차츰 액체로 되고 그 다음에는 

기체로 전이를 일으킴. 기체에 더 큰 에너지를 받으면 상전이와는 다른 이온화 된 

입자들, 즉 양과 음의 총 전하수는 거의 같아서 전체적으로 전기적인 중성을 

띄는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함. 플라즈마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각 가정에서 조명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온사인, 한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자주 발생하는 

번갯불과 같은 것들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임. 플라즈마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적용 분야를 갖고 있는데 크게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1000만도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 그리고 10만도 이하의 저온 

플라즈마로 나누어 짐. 초고온 플라즈마는 KSTAR나 ITER와 같이 핵융합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한빛과 같이 기초 플라즈마 물성연구를 위해서는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함. 저온 플라즈마의 경우 형광등으로부터 최첨단 디스플레이 장치 등 

실생활용품으로부터 반도체, 환경, 의료 및 차세대 기반기술 등 다양한 산업체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음. 저온플라즈마멸균기에 사용되는 진공의 정도는 일반 

소독기나 멸균기에 사용되는 진공보다 더 요구됨. 또 매우 반응성이 강하여 

의료장비나 포장재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게 됨. 때문에 1차 플라즈마보다 

반응성이 약한 제2차 플라즈마를 채택하여 멸균기 챔버 안쪽에 위치한 

Electrode(뚫어진 금속 스크린 실린더)에서 생성됨. 멸균품들은 제2차 가스 

 
 저온플라즈마멸균기의 원리와 멸균력 그리고 국제 기준에 대한 자문과 

저온플라즈마에서 사용되는 물질(과산화수소 등)의 종류와 멸균력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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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의 낮은 에너지에 노출되어 보다 빨리 멸균되고 이때 플라즈마의 

적용은 과산화수소의 확산 후에 플라즈마를 적용함. 그 멸균력은 플라즈마를 

생성시켜주는 멸균기의 정밀도나 정확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2. 국제 기준 및 개발상황: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의 품질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음.

A. European Medical Products Guideline 93/42/EEC

B. ISO 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installation and servicing and Manufacture.

C. ISO 13485:2003,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D. CE 0120.

E. Validation in accordance with ISO 14937.

초기 플라즈마는 기존의 멸균기(EtO etc)에 사용되던 가스의 지구 환경파괴 및 

독성,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 및 발견에 

노력을 기울이던 중 과산화수소(H2O2)가 멸균력 및 환경 친화성, 안전성에 가장 

적합함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멸균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1982년에 초기

연구가 시작되었고 198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의료기구의 멸균에 관한 학회에서 

Dr. Yuri Prokopenko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Dr. Paul Jacobs와 Dr. Tralance 

Addy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실험을 거친 후 플라즈마멸균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음. 현재 존슨앤드존슨메디칼에서 Sterrad라는 브랜드로 200리터 용량까지 

멸균할 수 있는 멸균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휴먼메디텍, 리노셈 

등에서 최대 약 140리터 용량까지 멸균할 수 있는 저온플라즈마 멸균기를 판매

하고 있음.

3. 사용되는 물질 및 멸균과정: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에 사용되는 물질은 과산

화수소를 이용하고 있음.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58%정도이며 멸균온도 42~48℃

정도에서 멸균진행되며 전체멸균시간은 27~65분정도로 이루어지며 과산화수소

의 농도, 멸균온도, 멸균시간 등은 제품의 개발판매사와 해당회사의 기기마다 

차이가 있으며 멸균과정은 아래와 같음.

A. 진공단계(Vaccum phase) : 챔버 속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깊은 진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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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냄.

B. 주입단계(Injection phase) : 고농도의 과산화수소(58%) 용액이 멸균기 안에 

들어가 증기화 시키는 공정.

C. 확산단계(Diffusion phase) : 과산화수소 증기는 멸균기 안에서 확산되어 포

장지와 멸균물로 확산됨.

D. 플라즈마 단계(Plasma phase) : 추가적인 진공이 만들어지고 무선주파수(RF)

에너지가 멸균기 안에서 과산화수소 증기를 분리시켜 이온, 자유기, 가스

플라즈마를 만 듦.

E. 환기단계(Vent phase) : 걸러진 공기가 챔버속으로 들어옴.

* 멸균확인을 위한 BI(Biological Indicator: Bacillus stearothermophilus spore)를 

멸균 처리되는 min위치에 부착하여 멸균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히 진행되어야 

하며, Chemical Indicator(strip), External Indicator(tape)등을 부과적으로 자가 

멸균 확인 진행 시 이용할 수 있음.

4. 장단점: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의 사용상 장단점은 아래와 같음.

A. 장점:

- 짧은 회송시간 : 멸균 후 부산물이 남지 않으며, 1시간 정도에 멸균을 완료할 

수 있어, 기구의 멸균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음.

- 작업자/환자의 안전성 : 과산화수소 사용으로 멸균 후 부산물이 산소와 수증기로 

생성되기 때문에 작업자/환자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 위험성이 적음.

- 환경친화성 : 멸균 후의 생성물이 산소와 물이므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음.

- 설치용이성 : 외부전압과 멸균기가 위치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설치가능하며 

특별한 환기나 압축공기 또는 배수라인이 필요하지 않음.

B. 단점:

- 과산화수소를 멸균원으로 사용하고 Vent phase를 거치지만 이를 흡수하는 

멸균물 재질에 제약이 있음(종이류, 린넨류, 파우더류, 나무, 필름/종이 파우치, 

섬유소 물질, 거즈, 스펀지, 나일론, Cotton ball etc).

- 멸균의료기기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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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르지 못한 세척과정은 금속기기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

- 관 내부 직경이 6mm 이하인 것 또는 길이가 12inch(약 30cm)이상인 것은 

멸균이 어려우며 별도 Booster를 사용해야 함.

- 따로 판매처에서 제공되는 멸균 과산화수소와 멸균포장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멸균할 의료기기를 포장해야 하며 매 멸균 처리 시 멸균 확인시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5. 기술자문 결론: 위험관리 기술자문 요청을 받고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여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의 멸균원리와 멸균력, 국제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음. 

위의 장점에서 보았듯이 EtO Gas의 지구 환경파괴 및 독성,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목적으로 병원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소량의 병원용품을 멸균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멸균처리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단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멸균물의 재질에 

대한 제약성이 너무 커 다양한 품목의 멸균처리에 한계가 있고, 처리량에 대한 

문제로 저온플라즈마 멸균기를 이용하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대부분의 멸균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대용

량 제품을 멸균 진행하여야 하고 다양한 재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에 대한 

제약성이 있는 멸균기의 이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국제적

으로도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대용량 멸균제품의 멸균처리는 EtO 멸균이나 

방사선 멸균으로 처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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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1>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의 원리

     1) 배경: 1990년대 이후 소개 및 2003년 이후 국내에서도 생산 시작

             A. 빠른 멸균과정의 필요성 증가 

             B. 고가장비의 활용도 증가

             C. 멸균 안정성에대한요구증가 

     2) 방법 : 과산화수소 + 고주파에너지발생->플라즈마 발생->

           멸균과산화수소+ 멸균 과산화수소-> 수증기화-> 

           진공 상태시 멸균품내 침투-> 미생물과 표면산화반응-> 멸균 

           또는 아포를 둘러싼 벽침 투-> 멸균

     3)장점 :  A. 의료인, 환경, 환자에 안전함

              B. 잔류 독성을 남기지 않음

              C. 공정 시간이 짧음

              D. 열과수분에민감한고가의의료기구멸균에적합

              E. 대부분의 의료기구에 안정적

              F. 별도의 배관 없이 전원 연결만으로 설치

      4)단점 : A. 셀룰로오스, 린넨, 액체 등은 멸균할 수 없음

               B. 초기 투자비용이 큼

2>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의 멸균력

플라즈마 멸균기의 멸균력 또한 따른 멸균기와 마찬가지로 SAL (Sterility 

Assurance Level) 을 SAL 10-6에 준하는 멸균력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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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의 국제기준

4> 과산화수소 종류와 멸균력

과산화수소의 종류는 단일한 H2O2로 되어 있는 물질을 총칭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멸균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과산화수소의 농도로서 플라즈마 

멸균기의 4대 Parameter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의 4대 요소는 온도, 압력, 

시간 및 과산화수소의 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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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3 ] 

Ⅰ. 개  요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 멸균방법에는 멸균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 되어 

있다. 그중 일반적으로 스팀과 에틸렌 옥사이드가 대표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그 유효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고 멸균 하

고자 하는 대상물이 복잡해지고, 신 재질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새로운 

멸균법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저온멸균법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에틸렌 

옥사이드 멸균은 지구온난화현상과 잔류물질의 유독성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 멸균법이 속 속 개발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저온플라즈마멸균법이다.

1. 저온플라즈마멸균기의 개발과 배경

저온플라즈마멸균기는 1993년 10월 1일 미국의 J사에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 

FDA 510(K)허가를 받은 것이 효시이다. 이 당시 기존의 에틸렌 옥사이드 

멸균법의 대체 멸균법으로 개발되어 졌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힘든 사실이다.

2. 저온플라즈마멸균기의 원리와 멸균력

1) 이론적 측면에서의 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50%의 H2O2는 실온에서 음압으로 증기화 되며, 

확산과정을 거쳐, 높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며, 

플라즈마가 H2O2를 O2와 H2O로 분리하고, 이때 화학반응(산화작용)을 통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2) 멸균력

- 현재 H2O2 플라즈마의 radical기는 미생물의 세포에 기능적 장애를 주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이러한 미생물 조직에 

치명적인 사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 멸균력을 표시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SAL 10-6을 인정하고 있으며, H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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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Ø2×1m50cm의 Indicator를 3.5min동안 멸균상태에 노출시키는 lumen 

test를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플라즈마멸균법은 H2O2의 성질상 

전혀 lumen test(helix tool)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틈이나 가느다란 관이 있는 의료기기는 멸균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현재, 증기 멸균에서는 이러한 멸균이 가능한 멸균기를 "B Class"라고 하

며, 허가를 주고 있다: 국내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3) 국제기준

- 국제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SO TC 198에서 발의 검토를 거쳐 ISO에서 

각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서 국제규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현

재 이러한 플라즈마 멸균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인증원에서도 유사 국제

규격으로 인증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저온플라즈마에서 사용되는 물질(멸균제)의 종류 

-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에서는 주로 H2O2를 멸균제로 사용되며, 58%~50%의  

캡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멸균제가 Chamber에 분사되며, 증기화하여 

내부확산 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진다.

5) 멸균력에 따른 문제점

플라즈마 멸균방식은 아직 멸균에 대한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제조자

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 액체나 증기 등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멸균대상물은 멸균제의 특

성상 멸균이 불가하다. ex) 섬유질 포, 종이류, 린네류등

- 중공물질, 다공물질에 대한 멸균이 불가하다. ex) 가느다란 관이나 스폰지같이 많

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등

-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B.I(생물학적 인디케이터)가 없으므로 멸균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신뢰성이 없다.



6) 참고

더 자세한 것은 현재 플라즈마 멸균기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의 전문가나 의공학 

전문가 또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 등에게 추가 자문이 필요할 것이다.

EO 가스멸균기 와 H₂O₂Plasma 멸균기의 비교

No 항 목 EO 가스 멸균기 H₂O₂Plasma 멸균기

1 멸균제 100% 에틸렌옥사이드가스 과산화수소(59%)

2 멸균온도 38℃~56℃ 42℃~50℃

3 진공압력 -85kPa(640㎜Hg) 300mTorr(759㎜Hg)

4
소요시간

(1회사용)
13시간 84~114분

5 가격 2000만원(135ℓ) 1억원(100ℓ)

6 멸균성능

무공물질, 중공물질, 다공 물질, 

비포장 제품, 포장 제품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 

제품에 대한 멸균이 가능

무공물질, 비포장 제품에만 

멸균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공물질, 다공 물질, 

포장제품, 섬유제품, 종이제품 

등은 멸균이 불가능

7 국제기준

TC198(국제전문위원회)에서 

제정함.

모든 멸균성능이 국제표준에서 

보증하고 있음

TC(국제전문위원회) 없음

모든 멸균성능이 국제표준에서 

보증이 불가함

8 멸균품 보관
멸균 후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 

장시간보관 사용할 수 있다

멸균 후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하거나 장기간 보관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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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혈액가스분석기

[ 기술자문 답변 1 ] 

혈액가스분석기의 오동작 및 분석오류: 

혈액가스분석시에 발생하는 오류로는 부정확한 채혈, 헤파린 양, 검체의 응고, 

공기 유입, 용혈, 검사시간 등 분석 전 오류가 대부분임.

혈액가스분석기의 오동작 및 분석오류로는 혈액가스분석기를 사용함에 있어 

시약 잔여량 표시 오류나 시약 라인 마모로 인한 오류가 자주 있음. 또한 

정도관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질이나 Hb, Hct 등의 결과이상이 

발생하기도 함.

또한 주사기를 검체가 흡입되는 probe에 맞춰야 하므로 probe 각도 등을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디자인하였으면 하는 생각임.

이상과 같은 오작동 및 분석오류로 인한 위해사례는 기기작동 자체에서 오는  

위해라기보다는 부정확한 검사결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기의 

정확한 작동 및 검사결과의 정확도 확인이 필요함.

 
 혈액가스분석기의 오동작 및 분석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는 어떠한 

예들이 있으며 그와 관련한 사고사례 자료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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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간체고정보형재 (최소침습수술기구)(2)

[ 기술자문 답변 1 ] 
척추 고정 방법 등의 척추 수술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술 기계로, 사용 

시에는 외관상 녹슨 곳이 없어야 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I. 사용상의 주의

- 제품을 개조하거나, 부가적인 가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파손된 부분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조잡한 취급을 하지 않는 것.

- 본 기구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부품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손상시키거나, 

때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 본 기구는 그 물질적 특징상, 체내에 매입 가능한 재질로 제조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중 파손되어 체내에 파편이 잔류하는 경우, 부식이나 

알레르기, 감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는 파편을 반드시 체내에서 제거할 것.

-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관이나 신경 및 혈관의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인가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할 것.

- 전기 메스를 기구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무리한 응력을 인가하는 조작을 실시하지 않을 것 [변형·파손의 우려가 있음]

- 일단 수술실에 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정 

후, 이물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멸균 건조하여야 한다.

 
 본 기구는 기존의 문제가 발생한 척추의 피부를 절개하여 골절합용나사를 

삽입하는 시술에서 환자의 수술 후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소의 부분만을 

절개하여 나사를 삽입하게 하는 기구입니다. 본 기구를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자문을 요청함.



- 75 -

II. 주요한 위해 사항

기구의 사용에 따라, 유사한 다른 척추 수술용 기구와 같이 다음과 같은 

위해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신경의 손상, 마비, 동통.연부 조직, 내장 또는 관절의 손상

- 조기 감염 혹은 지발(遲發)성 감염증

- 공기·혈액 응고 등에 의한 색전

- 과도한 역학적 부하에 의한 경막손상

- 제품의 미끄럼에 의한 주변 혈관, 신경 및 내장의 천공

- 골절

- 마비

- 수술 종사자의 피부의 열상이나 글로브의 파괴

- 파손된 기구의 적출 곤란 및 그에 따른 파편의 체내잔류

- 기구의 사용에 따른 환자의 조직 손상 및 수술 종사자의 부상

- 골밀도가 저하한 고령자는, 수술 중에 과도의 힘을 인가하는 것으로 골절 

또는, 나사의 loosening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사용을 

필요로 한다.

[ 기술자문 답변 2 ] 

최소침습수술기구의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페디클 스크류를 박을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지 못하여 시술시간이 

지연됨.

2)시술방향이 틀어져서 스크류를 다시 박음에 의한 스크류가 헐거워질 

가능성의 증가.

3)척추간격이 좁아서 기구의 간섭으로 인하여 시술이 불가능하여 개복시술로 

전환함에 따른 수술시간의 증가.

4)수술기구의 변형이나 찌그러짐으로 인해 조립이 불가하여 시술시간이 증가.

5)시술기구에 피부나 근육이 밀려들어와 간섭을 일으킴에 따른 조직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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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6)지나친 횟수의 X-선 촬영에 따른 인체의 손상.

7)로드를 시술시 근육을 많이 누르고 들어감에 따른 근육손상의 위험. 

8)로드로 시술시 근육이 페디클 스크류와 로드사이에 끼임으로 인한 

체결강도의 감소. 

9)제품이 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과도한 체결력의 사용에 따른 제품파괴의 

가능성.

10)조임재를 시술할 때 조임재가 시술기구로부터 분리된 경우에 조임재를 다시 

회수하기 불편함에 따른 시술시간의 증가.

11)조임재가 조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음에 따른 부정확한 조여짐의 

발생가능성의 증가

12)조임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페디클 스크류의 파손 가능성의 증가. 

13)조임재와 로드사이에 근육 등의 조직이 끼임에 따른 체결력의 저하.

14)척추체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른 좌우 균형의 부조화로 인한 

수술실패 가능성의 증가. 

15)긴 기구를 사용함에 따른 지렛대 효과에 의해 과도한 힘이 작용함에 의한 

제품파손 가능성의 증가.  

16)기타 멸균부족의 위해, 소재로 인한 위해 등 일반 페디클 스크류 추간체 

고정보형재 시술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7 -

23 체외충격파쇠석기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1. 체외충격파쇄석기 사용 치료의 원리

○ 체외충격파쇄석기(Extracorporeal shockwave lithotriptor : ESWL)는 
고전압, 전자장, 초음파 등을 발생하는 특수전자장치에 의한 
고에너지의 충격파를 인체의 결석부위(신장, 요관, 방광 및 요도)에 
가하여 결석을 2mm 이하의 부순 후 소변을 통해 자연배출 시키는 
기기임.

○ 충격파는 음의 일종으로 결석의 크기가 2cm까지는 분쇄가 가능하나 
3cm 이상의 결석분쇄는 몇 차례 반복시행하며 수분이 많은 인체 
조직을 잘 통과하기 때문에 결석외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음. 

○ 충격파

충격파란 압력의 급속한 솟아오름을 나타내는 불연속성이 있는 
압력파를 말하며, 주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충격파가 발생됨. 

- 기체 또는 액체 속을 고온, 고압의 물질이 초음속으로 이동할 때

- 기체 속을 전달되는 음파 또는 액체 속을 전달되는 초음파가 집속 
작용에 의해 일정 이상의 강도가 되면 매질과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해 결석도 파쇄 할 수 있는 충격파로 변형

 
 1. 해당 장비의 체외충격파쇄석기 사용 치료의 원리에 관해 자문 요청함.

 2. 초음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관해 자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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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발생방식

충격발생장치(Shock-Wave Generator)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전기수압식(스파크 방전방식), 전자유도방식(전자기식), 압전효과방식 
(압전기식, Piezo electric) 

- 전기수압식(스파크 방전방식)은 회전 타원체의 반사경의 제1초점에서 
스파크 방전을 일으키고 액티브한 기포를 만듬. 기포가 꺼졌을 때 
발생하는 충격파를 반사경으로 제2초점에 집속시키고, 이 제2초점에 
결석을 조준하여 치료하는 방법.

- 전자유도방식(전자기식)은, 전선을 회오리형태로 감아 고전압 펄스로 
구동하면 그 전면에 있는 금속막에 와전류가 유기되어 코일과의 
사이에서 힘이 발생하여 이 금속막이 진동. 음향렌즈 또는 반사경으로 
한 점에 집속시켜 비선형 효과에 의해 충격파를 만듬.

- 압전효과방식(압전기식, Piezo electric)은 압전효과를 나타내는 세라믹
(압전소자)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기계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강력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방식. 이 압전소자에서 발생하는 강력초음파로 
집속하고 초음파가 전파매질과의 비선형 효과에 의해 충격파로 변환. 
진동자에서 발생한 강력초음파는 그 시간파형에 파형왜곡이 거의 없
고 깨끗한 500kHz의 초음파 펄스임. 

○ ESWL의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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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2. 초음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초음파는 신체조직에 온도상승이나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HIFU)'는 초음파에너지를 인체 내

 암조직의 집속해 60℃ 이상의 온도를 발생시켜 암조직을 제거하는데 사용

 하고 있음.

 초음파로 인한 위해방지에 대한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식약청,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7)

미국FDA의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출력제한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FDA의 초음파 의료기기 출력 제한 수준(1976 기준) -

구분 제한 수준의 최대치

안과용 17 mW/㎠

태아 또는 기타 94 mW/㎠
심장용 430 mW/㎠

말초혈관용 720 mW/㎠

※ 상기의“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7)”의 근거인 미국

FDA 가이던스(Information for Manufacturers Seeking Marketing Clearance 

of Diagnostic Ultrasound Systems and Transducers)가 2008년 9월 개정

되었으나, 위의 표의 “제한 수준의 최대치”는 변경되지 않았음.

2) 초음파자극기 국제규격, IEC 60601-2-5 (2000)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ultrasonic therapy equipment

   초음파출력의 유효강도는 최대 3W/㎠ 이하일 것.

※ 유효강도(Effective Intensity) : 유효초음파 출력전압과 유효방사면적의 비율

로서 평방센티미터당 와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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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결석을 파괴하는 기구’ 라고 

품목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파를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치료기의 경우 초점형과 

방사형(비초점형)으로 나누어지며, 충격파 발생 원리로

① 전기수력방식(Electrohydraulic Shockwave Generation)

② 전자기방식(Electromagnetic Shockwave Generation)

③ 압전소방식(Piezoelectric Shockwave Generation) 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매우 큰 압력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술력으로는 전기수력방식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후에 

기술력의 발전으로 전자기방식 또는 압전소자방식의 제품도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수력방식의 프로브는 Reflector와 Electrode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Electrode 양 극간에 매우 큰 고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이 파괴되면서 흡사 

번개와 같이 전극간에 전기의 흐름이 발생되고, 이 순간적인 현상은 천둥과 

같은 굉음을 발생하면서 압력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압력파가 Electorde 뒤쪽에 배치된 Reflector에 도달하고, 초점을 갖는 

타원형태의 Reflector에 부딪친 압력파는 하나의 초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 압력이 결석과 같은 딱딱한 물체에 도달하면, 그 압력으로 깨지거나, 

분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점영역에서 관측되는 압력은 좌측 그림과 같이 하나의 펄스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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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Electrode의 

경우 사용횟수가 늘어갈수록 

전극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가용횟수를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교환을 

사용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전극의 거리가 

변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물리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극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충격파 발생이 불가해지거나, 충격파 

발생횟수의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발생된 충격파는 이론적으로 좌측그림과 같이 

초점영역이 생깁니다. 

이 초첨영역이 프로브 표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생기게 되는가와 초점영역의 크기는 치료를 하는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충격파를 병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이지요.

따라서 체외충격파쇄석기의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제품의 스펙을 알려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체외충격파쇄석기와 관련된 

국제규격으로는 IEC60601-2-36와 IEC61846 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초점영역의 크기, 초점거리, 초점에서의 에너지밀도 등 국제규격에 

따라 장비스펙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제조원에서는 자사제품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시험을 하여 필요한 스펙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틀린 정보일 경우 잘못 조준되어 원하지 않는 

위치에 충격파가 가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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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잘못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압력파가 정상조직에 가해졌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해의 정도라든가,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빈도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제조원마다 기준이 상이 할 것이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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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음파자극기

[ 기술자문 답변 1 ] 

1. 초음파자극기 사용원리 

초음파자극기는 20kHz 이상의 초음파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 등

에 사용하는 기구로서, 초음파출력의 형태는 연속파(CW), 펄스파(Pulse)가 있음.

일반적으로 최대출력은 1.0 W/cm2(연속파), 2.0 W/cm2(펄스파)이며, 초음파 프

로브의 진동자에 의해 결정되는 초음파주파수는 1MHz, 3MHz임.

안전을 위해 초음파출력의 유효강도는 최대 3W/㎠ 이하이어야 함. 초음파가 

방사되는 헤드는 초음파 출력에너지가 전체면적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1회 사용시간은 30분 이내로 설계되어야 함.

초음파자극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바이브레이터 전원장치

1MHz 용 초음파 발생부

3MHz 용 초음파 발생부

DC 전원공급부

시스템 조정부

(M/C)

1MHz

초음파프로브

연결부

3MHz

초음파프로브

연결부

 
 1. 해당 장비의 초음파 자극기 사용 원리에 관해 자문 요청함.

 2.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관한 예방 차원의 국내 type test는

어떤 시험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목적인지 자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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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항목 시 험 기 준 시 험 방 법

1 외관

제품을 구성하는 외장 부
품에는 사용상에 유해한 
상처, 오염, 변형, 녹이 
없어야 함

육안 또는 손으로 만져보면
서 확인한다.

2 초음파 출력주파수 

  주파수 : 
 ․ 1.0 MHz ± 5% 
   이내일 것
 ․ 3.0 MHz ± 5% 
   이내일 것

측정기로 초음파 출력이 최
대인 지점을 추적하여 감지
된 초음파신호를 확인한 후 
초음파 주파수를 측정한다. 

3
초음파출력의 

정확도

연속파 : 1.0 W/cm2± 
10% 이내일 것
펄스파 : 2.0 W/cm2± 
10% 이내일 것

오실로스코프, 하이드로폰, 컴
퓨터 콘트롤러, 수조 등으로 
구성된 측정기(이하 측정기)
로 초음파출력이 최대인 지
점을 추적하여 감지된 초음
파신호를 확인한 후 각 모드
별 초음파출력을 측정하여 
기준치에 대한 정확도(오차범
위)를 계산한다.

               1. 초음파프로브(헤드)       2. 프로부연결부

2. 초음파자극기 의 국내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검사는 다음과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1)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 시험기준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2) 전자파장해에 관한 시험(전자파간섭, 전자파내성)
     - 시험기준 :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3) 성능에 관한 시험
     - 시험기준 : 당해 제품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의 검증에 필요한 시험
     
  ※ 성능시험의 예 (근거 : 식약청 기술문서해설서중‘초음파자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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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항목 시 험 기 준 시 험 방 법

4
초음파출력의 

안정성

출력을 최대치로 5시간 

동안 작동시켰을 때 출력

의 초기치로부터 오차가 

±15%이내 이어야 한다.

측정기로 초음파출력이 최대
인 지점을 추적하여 감지된 
초음파신호를 확인한 후 초
음파출력을 측정하여 각 모
드별 초기 출력치에 대한 안
정성(오차범위)을 계산한다.

5

초 음 파 출 력 의 
최대강도
(위험한 출력에 
대한 안전)

초음파출력의 유효강도
는 3.0 W/cm2 이하일 것

초음파출력 측정기를 이용
하여 각 모드별 출력을 측
정한다.

6
초음파출력 

파형
(Modulation)

50Hz ±10% 펄스파에서 
한 주시의 출력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촐력파형을 획득, 각 모드별
로 파형을 확인하다. 

7 음향에너지

수지형 초음파헤드에서 
불필요한 초음파 방사의 
강도는 100 mW/cm2 
미만일 것.

하이드로폰 출력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8 유효방사면적
초음파 헤드 방사면적은 
3.6 cm2±10% 이내일 것

하이드로폰 출력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9 타이머
사용시간은 30분 이내일 
것. 정확도는 ± 1분 이내
일 것.

표준시계로 측정한다.

10 안전장치

․초음파 출력 개시로부터 
30분 ± 1분  후 자동으로 
출력이 차단되며 재가동
시 출력을 재설정하여야 
함.
․초음파 가동시 최저 출력 
부터 설정될 것.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출력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표준시계로 측정한다.․초음파 출력기로 동작을 확
인한다.

11
입력전압 
변동율

입력전원을 ±5% 변동시

켰을 때 출력의 변동이 

±10% 이내일 것.

측정기로 초음파출력이 최대
인 지점을 추적하여 감지된 
초음파신호를 확인한 후  초
음파출력을 측정하고, 입력전
원을 ±5% 변동시켰을 때의 
초음파출력의 변동값을 측정
한다

※ 참고 : 초음파자극기에 대한 국제규격
“IEC 601-2-5”: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ultrasonic therapy equipment



- 86 -

25 엑스선골밀도측정기

[ 기술자문 답변 1 ] 
1) 엑스선골밀도장치(DEXA 또는 DXA)는 뼈 또는 인접 조직(대퇴부, 요추, 발

뒤꿈치 등)에 엑스선을 투과하여, 뼈의 미네랄 함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의미함. 

장치는 엑스선 발생 장치, 엑스선 필터, 엑스선 검출기 등으로 구성됨. 엑스선 

에너지를 인체에 투사하고 엑스선 검출기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화한 후 흡수 

계수를 비교하여 환자의 뼈 밀도를 계산하여 표준치와 비교함.

2) DXA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비교적 비침습적이고, 조사되는 방사선의 

양이 Chest X-ray의 1/10 정도임. 방사선의 잔류량이 거의 없음. 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진단에 매우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3) DXA를 이용한 과도한 방사선 노출은 암의 위험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약간 

있음. 효과적인 방사선 투사량은 0.01mSv로 하루 자연에서의 노출량과 같음. 

특히 가임 여성의 검사 일정(배란일)의 제한이 필요하므로, 미리 의사나 방사

선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함.

4) DXA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골절을 예상하거나 예상하는 지수를 줄 수 없음.

- 척추 변형 환자나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용이 제한됨.

 
 1. 엑스선골밀도측정기 사용 시, 사용자와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해

요인과 위해상황, 위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2. 엑스선골밀도측정기의 업체 혹은 사용자가 시행해야할 정도관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3. 엑스선골밀도측정기의 국내외 성능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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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압착 골절 및 골관절염이 존재할 경우 측정의 정확도가 저하됨. CT 촬

영이 더욱 정확함.

5) DXA는 교육 받은 방사선사에 의해 관리 및 촬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표

준 촬영 절차를 설정해야함. 이를 위해 기업체는 표준 촬영 절차를 제공 또는 

교육하는 노력이 요구됨.

6) 성능평가 기준은 한 환자의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같은 위치의 골밀도를 

반복적으로 여러 방사선사가 측정하였을 때, 반복성 및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함.

7) 참고로 RadiologyInfo (http://www.radiologyinfo.org)에서는 다음과 환자가 

DXA의 진단을 받기를 추천하고 있음.

Bone density testing is strongly recommended if you: 

① are a post-menopausal woman and not taking estrogen. 

② have a personal or maternal history of hip fracture or smoking. 

③ are a post-menopausal woman who is tall (over 5 feet 7 inches) or thin 

(less than 125 pounds). 

④ are a man with clinic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bone loss. 

⑤ use medications that are known to cause bone loss, including 

corticosteroids such as Prednisone, various anti-seizure medications such as 

Dilantin and certain barbiturates, or high-dose thyroid replacement drugs. 

⑥ have type 1 (formerly called juvenile or insulin-dependent) diabetes, 

liver disease, kidney disease or a family history of osteoporosis. 

⑦ have high bone turnover, which shows up in the form of excessive 

collagen in urine samples. 

⑧ have a thyroid condition, such as hyperthyroi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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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have a parathyroid condition, such as hyperparathyroidism. 

⑩ have experienced a fracture after only mild trauma. 

⑪ have had x-ray evidence of vertebral fracture or other signs of 

osteoporosis. 

[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골밀도 검사도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 피폭이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신체의 각종 위해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모두 

올 수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급성 영향인 피부반점, 불임, 백혈구 

감소, 불임증과 만성 영향인 백내장, 태아에서의 영향, 백혈병, 암 발생들이 올 

수 있다. 심지어는 유전적 영향으로 대사 이상, 연골 이상 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골밀도에서 사용하는 DEXA 방법은 일반 방사선 촬영 검사에 

비해 그 피폭량이 적어서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또한 CT 나 

다른 추적검사를 자주하는 단순 촬영과는 달리 대부분에서 상당한 기간 

후에(보통 1년 단위) 추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피폭량은 경미하다(평균 

수검자 1인의 피폭선량: 13uSv). 그러나 추적 검사 시 이전과 같은 자세로 

촬영하기 어려워, 검사가 적절히 시행되지 못할 수 있고, DEXA의 촬영법이 

어려워 불필요한 피폭량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폭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확한 촬영 방법을 습득하고, 전문가에 의한 촬영이 

이루어져야만하고, 반드시 기기 및 사용자에 대한 정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답변2]

(1) 업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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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사선 촬영장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는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기기 자체의 각 부분은 인증을 받은 적정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전기, 기계적인 점검이 규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정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미국 FDA special 510(k) premarket notification 자료 중 골밀도 측정기와 

관련된 부분의 규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A. 장비에 관한 설명

기기에 대한 완벽한 설명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① 물리적 특성

② 주요 요소를 보여주는 그림표

③ 각 구성요소의 필요성

④ 모니터에 표시되는 모든 쪽수의 정보

⑤ 작동 기전

⑥ 측정 부위 및 선정 이유

⑦ 측정치 분석에 사용한 연산법

⑧ 질 관리 및 유지 등을 위해 팬톰을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팬톰의 구성요소

   -- 팬톰의 사용법

   -- 팬톰의 상세 설명서

⑨ 임상적 연구: 임상적인 연구가 참고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밀도, 측정치의 

정확도, 및 골절위해 판단에 필요하다.

B. 사용의 적응증

C. 기술적 특성 

(2) 사용자의 역할

일반 방사선 촬영장비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도관리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특별히 엑스선 골밀도 검사는 추적검사에서 자세잡기가 피폭량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다. 여러 개선활동을 통해 사전 

검사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 또한 정도관리의 한 부분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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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개선활동(정도관리)을 시행한 경우 사전 

검사 건수가 0.26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만큼 환자에게 주는 피폭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피폭량을 줄여 국민건강의 저해요소를 

줄이고, 검사 시간의 감소로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개선활동 후 

수검자 1인당 검사 시간은 52초, 사전 검사 건수는 0.79회, 피폭량은 13uSv로 

감소되었다.  골밀도 검사의 증가와 더불어 사용자(방사선관계종사자)의 촬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는 각종 교육도 

관계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항목이다(ICRP에서는 관계종사가의 년간 

피폭량을 1mSV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정도관리 방법은 

일반 방사선촬영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들과 특히 자세잡기들에 대한 

숙련이 필요한 정도관리 방법들이다.

[답변3]

엑스선골밀도측정기만을 위한 성능평가 기준이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의료법이나, 

규칙, 규정은 현재 없으며,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규칙, 규정 등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7년도 식약청 연구용역과제로 방사선흡수법(RA)에 의한 

골밀도측정기의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연구(2008년4월 발행) 가 시행되었다. 그

러나 이 과제에서도 측정기 자체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측

정기에서 나온 값에 대한 골다공증의 임상 진단 기준에 대해서만 제시되고 있

다. 물론 외국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그 외 2003년 양승오, 2004년 최윤선 들에 의한 X선 골밀도 측정기의 성능평가 

기준개발 용역과제, 2006년 골밀도 관련 국가 표준자료 구축(양승오) 용역과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참고 하였으면 한다.

[ 기술자문 답변 3 ] 

[답변1]

엑스선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측정기는 환자 및 사용자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비로 인한 특별한 위해요인이나 위해, 위해상황 

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방사선 피폭이 있을 수 있으나, 



- 91 -

진단용 엑스선장치와 달리 small focus pencil beam으로 1회 scan time이 1분 

이내이며, 환자 당 4~5회 정도 scan하므로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1

회 피폭선량 : 약 37μSv).

[답변2]

골밀도 측정은 정확도와 정밀도가 우수하여야 작은 골량의 변화에도 진정한 

생물학적 변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밀도 장비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

는 이중에너지엑스레이 흡수기(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는 

최소한의 생물학적 변화를 가장 발 반영할 수 있는 장비로서 임상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정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골밀도 변

화를 과장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밀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도관리

법은 공업이나 분석 화학에서 정도 관리를 위해 개발된 방법들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Shewhart 표와 Shewhart 규칙, 그리고 누적 합산표(CUSUM)에 

따른 관리 표(control tables)와 시각적 검사(visual inspection)입니다(자세한 방

법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국제적 권장일 

뿐, 국내외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표준 규정을 마련하려는 자체 움직임이 있습니다.

[답변3]

골밀도 측정기는 ‘진단용X-선발생장치’로 분류되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제4조 제1항)에 의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평가 내용

은 접지설비확인 시험, 외장누설전류시험, 조사선량의 재현성시험, 관전압시험, 

관전류시험, 조사야, 타이머, 반가층시험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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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관지경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고장

- 처치구의 균열 : 처치구를 통하여 각종 조직 검사 forcep이 삽입이 

되는데 기관지내시경 끝부분인 만곡부가 만곡이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forcep 등으로 조작을 하였을 때 만곡부 내부의 처치구가 손상을 

받아(긁힘으로) 균열이 생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사례 및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위해

1) 후두 천공 : 기관지 내시경을 대개 비강(코구멍)을 통해 삽입을 하는데 

이러한 기관지 내시경이 비강을 지나 후두에서 성대 방향으로 약 90도의 

굴곡을 이루면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기관지 내시경이 익숙치 않은 

시술자의 경우 적절한 굴곡 상태를 유지 않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후두 

천공을 유발할 수 있음.

2) 비강 및 구강 출혈 : 기관지 내시경을 삽입할 때 비강 및 구강 점막을 

손상하게 하면 출혈이 발생함. 그러나 대개는 출혈이 멈추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음.

3) 기관지 내시경의 처치구를 통하여 forcep 등을 삽입하여 조직 검사 

등을 시행하다가 기관지 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1. 기관지경 사용 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고장 및 사고 사례와 환자

에게 줄 수 있는 위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2. 기기 사용 중 주의사항에서 관찰,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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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장기간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의 호흡에 장애를 주게 되어 저산소증이 유

발될 수 있음

[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기관지경은 굴곡형기관지내시경과 경직성 기관지내시경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

니다. 그 중에서 주로 호흡기내과에서 일반적으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간단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굴곡형 기관지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굴곡형 기관지내시경은 바닥에 부주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거의 고장은 없습

니다. 하지만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할 때 호흡기 부위를 리도케인 이라는 약물

로 마취를 하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수면내시경을 실시합니다. 그런 경우 

마취가 조금 덜 되었거나 수면유도제에 둔감한 경우는 환자가 실수로 기관지

내시경 앞부분(연성부)이나 중간부분(만곡부)을 치아로 물어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게는 거의 위해가 없으나 극소수의 경

우에 손상된 부위의 일부가 떨어져서 구강이나 기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또

한 치아가 손상되거나 구강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지내시경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인후부나 성대에 손상을 초래하여 

환자에게 출혈이나 성대 손상으로 인한 변성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시행하기 전에 내시경 손상과 환자자신의 치아로 입술을 손상시키거

나 다른 치아와 충돌하여 치아골절을 예방하기위하여 환자의 입에 물리는 마

우스피스를 환자가 스스로 치아를 이용하여 세게 물거나 환자가 진정이 잘 되

지 않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치아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2]

필요한 시간초과라고 하는 것은 기관지내시경은 기도를 통하여 기관지를 관찰

하는 것으로 호흡과 연관되어 있기에 필요이상의 시간초과나 합병증으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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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곤란이 지속될 경우 의식의 소실이나 심한경우는 

저산소증 뇌손상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현상과 더불

어 호흡곤란으로 인한 부정맥이나 저혈압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

분의 경우는 기관지내시경을 받는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없더라도 산소를 비강

이나 구강을 통하여 공급하고 심장박동의 변화는 심전도로 관찰 하며 호흡곤

란의 정도는 산소 포화도를 시술하는 동안 내내 관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 초과로 인한 기관지내시경의 호흡기나 심장에 대한 합병증은 거의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술자문 답변 3 ] 

[답변1]

I.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고장 및 사고 사례

1) A고무의 구멍/파열

2) 삽입부의 손상

3) 커넥팅 채널의 구멍의 손상

4) 노즐의 막힘

5) 스위치에 구멍이 나는 경우

6) 전기커넥터의 침수

7) 렌즈 말단부위의 손상 및 오염

II.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위해

1) 리도케인 중독

국소마취로서 사용되는 리도케인 양의 과다로 인해 생긴다. 리도케인은 기관, 

기관지점막에서 혈중으로 흡수되는데, 기도에 리도케인의 최대 투여량은 

200-400 mg(4%:5-10ml)이다. 

중독증상으로는 의식의 저하나 진전 등 불수의 운동, 중증인 경우에는 전신 경

련을 일으킬 수 있다. 

2) 리도케인 쇼크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하나이며, 약제에 의해 야기되는 즉시형 전신반응이다. 

리도케인 쇼크는 투여 직후 2-3분에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일수록, 약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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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저혈압, 호흡곤란 등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이 짧다. 

3) 출혈

기관지 내시경에 있어서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레이저 수술을 제외하면 경기관지 폐생검 시나  기관지내 종양 생검 시에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응고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4) 기흉

기흉은 경기관지 폐생검 시에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약 1.5-5%의 빈도로 발생

한다. 잘 끊어지지 않는 겸자의 사용 시 폐를 찢게 되어, 출혈과 함께 기흉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5) 발열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에 약 10-20%의 증례에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 의한 조직손상, 기도 감염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

다. 

6) 저산소혈증

저산소혈증은 기관지내시경 검사의 합병증으로서, 그 빈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기관지내시경 검사로 평균 20Torr의 PaO2가 저하된다고 하며, 특히 경기관지 

폐생검이나 기관지 세척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PaO2 저하율이 높아서 주의

를 요한다.

7) 심혈관계 합병증 (부정맥 및 허혈성 심질환)

기관지내시경 검사 시 기외수축이나 방실차단, 상심실성 빈맥 등의 발생이 알

려져 있는데, 약 24%에서 부정맥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으며, 그 원인으로 내

시경 검사 시 발생하는 저산소혈증이나 기관지내시경 조작에 의한 교감신경 

자극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 천식 발작

천식 환자에서는 검사 중이나 검사 후에 기도 저항이 증가되고, 저산소혈증이

나 고탄산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답변2]

기관지내시경 시행 시 실제 검사시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되는데, 관찰이나 검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에서 언급한 합병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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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리도케인 중독, 발열, 저산소혈증, 심혈관계 합병증, 천식 발작의 합병증

이 발생한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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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공심장판막(1)

[ 기술자문 답변 1 ] 

질의 내용은 인공조직판막의 보관에 연관된 안정성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공심장판막(artificial valve)은 질병으로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심장판막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인공심장판막에는 크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계판막(mechanical valve)과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조직판막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인공조직판막(tissue valve, bioprosthetic valve)은 주로 돼지의 

심장판막을 이용하여 글루타르알데하이드(glutaraldehyde)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직판막은 수술 후 항응고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그런데 인공조직판막은 동물의 장기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판막으로써 제작한 

판막의 적절한 저장 및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관에 사용되는 보관 용액이 적정 농도가 아니거나, 저장 용액의 누수 

등 저장상 문제로 인하여 조직판막이 적절히 보관되지 못하였을 경우 생체 

삽입 후 조직판막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판막의 경우 장기 내구성의 문제가 판막의 기능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보관상의 문제로 인한 조직 내구성에 대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습니다.

 
 인공조직판막은 동물의 장기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판막으로써 제작한 

판막의 저장 및 보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관에 사용

되는 알콜 용액이 적정 농도가 아니거나, 저장 용액의 누수 등의 저장

상 문제로 인하여 조직판막이 적절히 보관되지 못하였을 경우, 체내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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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장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판막은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술자문 답변 2 ] 

보관에 사용되는 알콜 용액이 적정 농도가 아니거나, 저장 용액의 누수 등의 

저장상 문제로 인하여 조직판막이 적절히 보관되지 못하였을 경우, 체내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첫째 알콜 농도에 의한 조직판막 변형 가능성과 

내구성 약화가 예측되며 둘째 저장용액이 누수 되었다면 멸균상태가 유지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멸균되지 않은 조직판막 

제품의 이식은 세균을 심장에 이식하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조직판막 변형과 내구성 약화 또한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으로 심장에 이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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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공심장판막(2)

[ 기술자문 답변 1 ] 

인공조직판막은 현재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는 판막중의 하나로 전체 심장판막

치환술에 사용되는 판막의 약 30%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조직판막은 

돼지판막, 소심낭의 이종판막과 인간 사체로부터 얻는 동종판막으로 나누는데 

판막채취, 보존과정(processing)은 제조회사의 제조공정(protocol)에 따라 차이

는 있지만 조직판막의 세포손상을 최소화, 판막조직의 내구성 유지, 세균, 바이

러스, 진균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정이 끝난후 사용전까지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유효보존기간을 경과하여 보존액의 항균작용상

실에 따른 판막의 2차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인공판막관련 세균성 심장내막염은 약 2.5%의 빈도를 갖고 있으며, 발병시 약 

7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판막제조 또는 보존, 보관과 관련된 세균오염

에 따른 인공판막 심장내막염의 빈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Tyras등 (1978

년)은 사람에서는 없는 atypical mycobacterium을 조직판막이식전에 배양을 하

여 20명의 환자에서 관찰중 8명에서 양성배양을 보이고 이중 1 명에서 심낭염

이 발생하여 심낭절제술을 하여 얻은 심장조직에서 같은 배양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동물 인체간 감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감염된 인공조직판막은 판막에 국한된 합병증을 야기하는것이 아니라 전신적

인 합병증을 유발하며 심장기능을 악화시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국소적인 합병증으로는 판막엽의 파괴에 따른 판막폐쇄부전, 판막륜의 침범에 

따른 판막주위폐쇄부전(paravalvular leakage), 판막륜주위 농양, 심낭염 및 

 
 인공조직판막의 시술 전, 충분한 멸균을 하지 않은 채로 체내에 이식

하였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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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삼출액, 내막염의 주위파급으로 급성 판막폐쇄부전증, 심장기능부전증으로 

진행됨.

전신적인 합병증으로는 판막주위의 세균채(vegetation)의 혈전형성과 혈전의 이

탈에 따른 전신색전증(systemic thromboembolism)으로 뇌경색증, 원격 세균감

염에 의한 농양 (distant abscess)으로 뇌농양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세균의 전

신파급에 따른 패혈증 또는 심부전에 따른 다발성 장기기능부전(multiorgan 

failure)에 의하여 사망에 이름.

이러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위하여 제조회사 또는 의료기관(조직은행)에

서 표준관리지침이 꾸준히 개정되어야하여, 질지표 평가를 위하여 판막보존액 

배양, 판막의 기능평가 등이 포함된 임상관리지침이 포함되어야함.

[ 기술자문 답변 2 ] 

이종 판막을 글루타알데하이드로 단백질 고정을 한 후 인체 이식 사용하는 

인공판막의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종 생체 판막의 기계적 위험요소

이종에서 채취된 판막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문제(판막의 불균형, 구조적인 

결함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품질 관리할 수 있는 SOP에 따른 품질 선별과 

최종검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인체에 이식되면 환자는 재수술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판막이 인체에 이식되면 저혈압에 의한 쇼크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판막을 고정하는 고정부위가 수술시 봉합에 충분한 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심장으로부터 판막이 이탈되거나 다량의 출혈로 

쇼크 혹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글루타알데하이드에 의한 단백질 고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 않은 경우 판막의 

물리적 변화 등으로 판막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극단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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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종 생체판막의 생물학적 위험

이종으로부터 취득되는 심장판막의 무균 채취과정이 보증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심각한 감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발열과 감염질환이라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멸균과 보관 및 유통 과정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심각한 발열과 감염질환이라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사용 전 멸균환경에서 이종판막의 세척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보관액에 

의한 부착용이 우려된다. 

[ 기술자문 답변 3 ] 

인공판막은 기계판막과 조직판막으로 구분된다. 기계판막은 금속이나 

탄소재질을 이용하여 제작되므로 기계판막이라 칭한다. 이에 비해 

인공조직판막은 주로 돼지판막이나 소심낭판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조직판막은 동물의 조직을 사용하여 제작되므로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사람의 손작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된다. 동물에서 판막이나 심낭막을 

채취하고 이를 고정액에 처리하며 정해진 규격으로 골격에 맞추어 봉합하여 

봉합원형틀에 고정되고 적당한 소독과정을 거친 뒤 소독된 보관액에 담겨진 

상태로 밀봉되어 사용 전까지 보관하게 된다. 고정액은 주로 글루탈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하며 제작회사마다 용액의 농도나 첨가액은 조금씩 다르게 된다. 

이는 판막의 수명과 내구성을 달리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

동물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부터 판막을 수작업으로 봉합하여 완성되는 

과정이 가능한 오염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멸균상태로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막이 완성된 후 멸균과정을 거치는데 재질이 동물조직이므로 고열에 

의한 멸균과정은 사용할 수 가 없다. 조직의 단백질성분이 변형 파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소독 과정 후에 소독액 성분에 담가서 밀봉 후 다시 

가스소독 과정을 거친 후 사용 전까지 밀봉한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위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어도 인공조직판막이 완벽하게 멸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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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술 중에 판막이 개봉되면 판막 보관액을 

균배양검사하여서 무균상태임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판막보관액은 

소독액 성분이 있으므로 환자의 혈액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충분한 물로 씻은 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만약 판막이 세균에 오염되었더라도 균배양검사결과 

확인 후 감수성 약제를 투여하면 심각한 감염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세균감염에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진균 등도 가능하므로 

균배양검사롣 모든 세균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위의 작업과정이 

철저히 유지되어도 모든 세균체를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동물 

선별과정, 동물도축과정, 장기 채취과정 등 판막 제작 이전의 과정이 가능한 

오염되지 않도록 규격화되고 적합한 환경 하에서 진행되도록 규제되어야 한다.

인공조직판막을 멸균한 상태에서 보관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용기가 

파손되거나 개봉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다. 오염된 인공조직판막을 환자의 

심장에 이식할 경우 조직판막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증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몸속에 특히 혈액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몸속에 세균이 

침투하는 경우 그 곳에 달라붙어서 증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물질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쉽게 세균이 증식하게 된다. 이것이 진행하면 

세균이 혈액 속에서 증식하는 세균혈증(bacteremia)이 되고 심해지면 

패혈증(septicemia)이 되어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 인공판막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세균이 인공판막에 달라붙어 증식하면 인공판막 심내막염(prosthetic 

valve endocarditis)이 되며 판막기능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덩어리가 

혈액속으로 떨어져 흐르다 작은 혈관을 막으면 색전증(embolism)을 일으켜서 

심각한 합병증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항생제를 다수 투여하는 치료를 

하지만 인공판막주위에 세균이 증식하는 심내막염을 항생제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은 판막재치환수술을 시행 할 수도 있다.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도 합병증, 사망률이 매우 높은 인공판막심내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공조직판막의 멸균상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 103 -

30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PET 영상 획득의 핵심은, 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표지 탐침과, 쌍소멸 반응

에 있다.

이를 통하여 양전자 방출 탐침 역할을 하는 방사성 분자는 붕괴되는 과정에서 

스캐너에 의해 발견되고 이를 통하여 방사성 표지는 혈류나 신진대사를 통해 대상 

신체기관으로 이동하게 되며, 또한 운집하게 되는 현상을 이용, 기능적인 측면의 

생리학적 분포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양전자를 방출하여 위치를 검출할 수 

있게 하는 탐침의 한 예로 FDG가 있다. FDG는 글루코스를 사용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글루코스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성 표지 탐침이 추적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전자 방출 탐침에서 

방출된 양전자는 물질 내 충돌로 급속히 에너지를 잃게 된다. 이러한 양전자는 

결국 전자와 만나 쌍소멸반응을 일으켜 2개의 감마선이 발생시키며, 이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여 방출된다. 이 반응을 통해 방출된 두 감마선은 동시에 검출

되고, 방출된 감마선 쌍을 역추적하면 탐침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검출되어 나타난 방사선 표지 탐침 분포 영상은 이미지 재구성을 거쳐 

환자내부의 기능적인 측면의 생리적 지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1. 인체 내부에 위치한 양전자 방출 방사성 핵종의 분포와 위치를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원리에 대해 자문 요청함.

    2. PET 스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Harm : ISO 14971)에   

대한 자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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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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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의 이론적 배경> 

1990년 Delong등은 원숭이에 1-methyl-4-phenyl-1, 2, 5, 6-tetrahydropyrine 

(MPTP)을 투여하여 만든 파킨슨병 모델의 시상하핵(subthalamus)에서 흥분성 

유출이 증가되어 담창구 (globus pallidus)의 내측 분절(internal segment)에 

영향을 주며, 담창구에서 방출된 GABA가 복외측 시상하핵 (dorsolateral 

subthalamus)의 활동성을 억제하여 운동감소증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선조

담창구 경로 (striatopallidal pathway)의 흥분성의 변화를 증명한 이 실험을 

통해 시상하핵과 담창구의 내측 분절 기능의 이상 항진을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로 설명하고 있다. 미세전극을 이용하여 신경의 전기 활성도 기록을 

살펴보면, 정상에 비해 파킨슨병의 동물 모델에서 전기 활성도가 외측 담창구 

에서는 감소되고 시상하핵과 내측 담창구에서는 각각 증가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증명되었다. 

<현재 파킨슨 병의 치료방법들>

 
 1. 신체의 떨림 등을 조절하기 위해 뇌심부의 특정영역(시상 등)을 전

기 자극하는 기구. 여러 종류의 떨림(본태성 및 파킨슨병 등) 및 파

킨슨 증상의 조절에 사용한다. 인위적인 뇌활동의 이론적 원리에 대

해 자문 요청함.

2. 인위적인 뇌자극(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 (Harm : ISO 14971)에 대한 자문 요청함.



- 106 -

파킨슨 병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1960년대 

levodopa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여타 다른 약물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 

일차 치료의 방법으로 약물요법이 추천된다. 그러나 약물치료는 초기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병이 진행함에 따라 levodopa에 대한 반응이 불규칙

적이고, 용량에 따라 기복을 보여 on stage와 off stage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한 약물로 인한 이상운동증(dyskinesia)이 나타나게 되고, 정신 및 

인지 기능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환자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면 약물 

치료 외에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주로 이용되는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시상파괴술, 담창구파괴술과 뇌심부자

극술, 신경이식이 있다. 뇌심부자극술은 현재 파킨슨병 이외에 본태성 진전, 

이긴장증(dystonia)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뇌심부자

극술은 두 개강 내의 표적에 4곳의 접촉면이 있는 전극을 삽입하고, 자극 

발생장치를 전흉벽(anterior chest wall)에 고정시킨 후 외부에서 프로그램 

기기를 이용하여 전극의 접촉면, 전압, 자극의 빈도와 간격 등을 프로그램

하고 조절하여 환자의 증상 완화를 시도하게 된다. 특히 시상하핵 뇌심부자극술은 

최근까지 개발된 수술 방법 중 파킨슨병의 치료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

다고 여겨지고 있다.

[답변2]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에 의한 합병증>

현재까지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의 삽입 후에 보고되고 있는 합병증들은 

다음과 같다.

1. 출혈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는 뇌실질에 수술적 처치를 통해 삽입하므로 뇌를 

뚫고 들어가는 동안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보고 된 논문에 의하면 

2.8% (246 번의 시술 중 7 번 발생)의 빈도로 발생되었으며 2.0% 에서는 

출혈로 인해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출혈은 전극장치의 디자인과 

수술적 경로, 환자의 나이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전극장치의 디자인 변경으

로 출혈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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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련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 삽입 수술 후에는 경련이 발생이 있다. 그 빈도는 

보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0~1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경련의 

74%는 수술시기에 나타났으며 대부분 출혈과 상관이 있다. 4

3. 피부 손상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 삽입 후 전선을 전흉벽의 자극 발생장치에 연결

하면 전선이 피하조직에 존재하여 전선부위의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 그 

빈도는 1.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5

4. 기계적 문제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의 전선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5명의 환자

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1 장기적인 문제에 

따른 보고들을 살펴보면, Blomstedt P.등은3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년도-

전극 당 4.3%의 기계적인 문제를 보고 하였는데 190명의 환자 중 전극 파

손 8명, 전극 이동 4명, 자극발생장치의 생체 내 이동 2명, 피부 손상 5명, 

자극발생장치 고장 2명을 보고하였다. 또한 992명의 환자들을 meta- 

analysis한 보고를 보면, 기계장치와 관련된 합병증 중에는 감염이 가장   

많았으며 (6.1%), 전극의 생체 내에서의 이동(5.1%), 전극의 파손 (5.0%)등이 

있었다. 5 장기적인 합병증 보고에 의하면 79명의 환자에게 삽입된 124개의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에 대해 평균 33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25.3%(20명)에서 장치와 상관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전극 

파손 4명, 전극의 생체 내 이동 4명, 피부손상 또는 감염 12명, 이물질에 대한 

생체 반응 2명, 뇌척수액 유출이 1명이었다. 6 또한 60명의 환자에서 96개의 

진동용 뇌전기 자극 장치를 삽입한 후 평균 43.7개월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18명(30%)에서 28건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는 1년당 전극 당 8%

의 빈도로 합병증 발생하였으며 파킨슨 병 환자에서는 6개월 내에 주로 발

생하였고 이긴장증 환자에서는 시술 후 6개월 이후에 주로 발생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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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현재 심부뇌자극술은 주로 파킨슨병에서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파킨슨병 

치료에 보험급여도 받은 공인된 치료법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간질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파킨슨병 중심으로 이론적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파킨슨병은 두 번째로 흔한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이다. 병태생리는 

흑질치밀층에서 기원하여 선조체로 신경 돌기까지 이어지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하게 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흑질치밀층의 도파민 세포가 점차로 

소실됨에 따라 도파민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파킨슨병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도파민 관련 약제를 투여하는 

약물 치료가 흔하게 시행되었다. 하지만 과거 L-dopa로 대표되는 약물 치료는 

장기 복용 후 이상운동증, 운동기복, 위장장애, 정신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안적 치료법이 대두되게 되었고 

그것이 심부뇌자극술이다. 1990년대에 도입된 심부뇌자극술은 파킨슨병의 

수술적 제거의 문제점인 연하곤란, 언어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수술 후에도 파킨슨병의 진행정도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투여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1월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심부뇌자극술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뇌심부핵 부위를 고주파 전류로 자극함으로써 조직을 

파괴시키지 않고도 전기소작술과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심부뇌자극술의 기원이 되었다. 시상(thalamus)의 

VIM 신경핵, 내측 담창구(internal globus pallidus) 및 시상하핵(subthalamic 

nucleus) 등이 심부뇌자극술의 목표점이 된다.

이 중 시상의 VIM 신경핵은 파킨슨병의 진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의 

진전을 보이는 환자에서, 내측담창구와 시상하핵은 L-dopa의 장기 투여를 

받고 있는 파킨슨병의 환자에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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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의 VIM 신경핵  심부뇌자극술은 진전외에는 효과가 없고 내측담창구나 

시상하핵 자극술은대부분의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시상하핵 자극술은 

시술후 L-dopa의 투여 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내측담창구 자극술은 

시술후에도 투여용량을 줄일 수 없다. 시상하핵은 진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므로 대부분 파킨슨병 환자의 심부뇌자극술의 목표점이 되고 있다. 

파킨슨병 환자나 동물 모델에 시상하핵에 병변을 만들면 파킨슨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파킨슨 증상은 시상하핵 활성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시상하핵 자극술도 파킨슨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아 

시상하핵 자극술이 시상하핵 신경세포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가설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파킨슨 환자의 시상하핵에 고주파 전기자극을 가하면 

자극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시상하핵 신경세포의 전기활동이 억제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자극을 가하면 신경세포는 억제보다는 흥분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심부뇌자극술이 시상하핵의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상반되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심부뇌자극술이 활성 억제와 흥분에 모두 관여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 심부뇌자극술이 비정상적인 기저핵 

활동대신에 강제된 규칙적인 전기 활동이 시상으로 전달되게 한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답변2]

1) 수술과 연관된 부작용

- 뇌출혈, 간질, 감염, 폐색전증, 혼돈, 전극 위치의 재교정

2) 기계로 인한 부작용

- 전극선이나 연장선의 이동, 절단, 단락

3) 심부뇌자극술의 자극 또는 자극 목표 부위와 관련된 부작용

- 전기자극이 시상하핵 뿐 아니라 다른 곳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인지     

기능저하, 행동 변화, 근육 수축, 구음장애, 이상감각, 현훈, 안구편위,      

안검연축, 무운동증 악화, 기분 장애 등이 가능

 

4)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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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전자기장을 보내는 장치에 노출 주의

- 고주파 투열 치료 주의

-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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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텐트 

[ 기술자문 답변 1 ] 

1> 금기 조건

일반적으로 혈관내방법으로 1)협착부위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텐트삽입술이 금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AHA(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2)중증 협착이 있는 경우 수술로 인한 뇌

졸중이나 사망 발생이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6% 이하,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는 3% 이하인 경우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 역시 이 지침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동맥궁이나 대동맥궁에서 분지되는 

3)주요 경부혈관의 경로가 매우 꼬불거리거나 

4)죽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5)혈관 조영술에서 협착부나 그 원위부에 혈전으로 의심되는 충만결손이 보이는 

경우, 

6)협착부위에 심한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7)조영제 사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신장기능이 나쁜 경우, 

8) 최근 3주 이내 뇌졸중 발생 기왕력이 있거나 

 
 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66세 남성으로써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 시술

을 받던 중 혈전이 발생해서 결국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지만 식물인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이 

심한 경우로서 무리하게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 시, 위험하거나 금기해야할 환자의 조건이나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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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 혈소판제재 사용이 금기되는 환자 등 

전체적으로 스텐트삽입술 시 색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 상대적인 금기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에 관한 결정은 병원시술자의 경험과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병원 시술자는 스텐트삽입술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잘 알고 자신의 경험을 

고려하여 환자나 시술방법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80세 이상의 고령, 뇌졸중의 최근 기왕력, 불안정한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고 있

는 경우 등은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모두에서 시술에 의한 위험이 증가된다.

2) 관련 합병증

스텐트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은 원위부색전에 

의한 뇌경색이다. 뇌보호기구의 도입으로 치명적인 뇌신경장애나 사망 등의 합

병증은 많이 감소되었으나 원위부색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니며 다

른 합병증이 시술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시술자는 각종 합병증에 따

른 처치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술시간이 길어질수록 대동맥궁으로부터 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경동맥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반대편 경동맥, 척추동맥 등으로 색전이 떨어져 나가는 빈도

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 가능한 시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술 

전 환자와 병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술 방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합병증은 크게 시술 중, 혹은 시술 후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원인

이나 증상을 고려하여 신경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신경학적 문제와 관련된 합병증은 일과성 허혈, minor 뇌졸중, major 뇌

졸중, 사망으로 경중을 평가하는데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NIHSS)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은 24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되고 아무런 신

경학적 장애가 남지 않은상태, 뇌졸중은 focal 혹은 global 급성증상 혹은 sign, 

뇌기능 장애 등이 나타나 24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Minor 뇌졸중은 새로운 뇌졸중에 의해 약간의 신경학적 장애가 남는 경우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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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완전히 회복되거나 NIHSS 4점미만의 장애만 남은 상태, major 뇌졸중은 7일 

이후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지속되고 NIHSS 4점 이상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남은 상태로 정의하기도 하며, ECST의 major뇌졸중기준은 7일이상 지속되는 뇌

기능장애이며 disabling stroke은 6개월째 modified Rankin scale(mRS) 3이상을 

나타낸다.

시술 후의 주요 합병증에는 크게 과관류증후군과 재협착이 있다. 

90% 이상의 심한 경동맥 협착이 오랜 기간에 거쳐 있었던 환자에서는 스텐트 삽입 

후 일시적으로 갑자기 증가된 혈류에 뇌의 손상된 자동조절기능이 적응을 못하

여 과관류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다량의 출혈을 동반할 수 있다. 

출처:죽상동맥경화성 경동맥협착: 경동맥 스텐트삽입술의 최신지견(김현정,서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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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궁내피임기구

[ 기술자문 답변 1 ] 

1. 1단계( 무시해도 좋은) 부작용 가능 예

    정의 : 불편 또는 일시적 곤란

    예: 월경통, 성교 통, 성교 후 경미한 출혈 

2. 2단계 ( 심각하지 않은 ) 부작용 가능 예

    정의 :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상해 또는 손상을 초래

    예: 월경 과다, 자궁 내막염 

 
 아래의 표는 제조업체에서 위해요인에 대하여 산정을 하기 위한 심각

성 작성표입니다. 

단계 등 위 정의 예

비극적 5 환자의 사망

위독 4 영구적 손상 또는 치명적 상해를 초래

심각 3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한 상해 또는 손

상을 초래

심각하지 않은 2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상해 또는 손상을 초래

무시해도 좋은 1 불편 또는 일시적 곤란

임상전문의로서 자궁 내 피임기구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 단계별 

위해(Harm)의 사고사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 116 -

3. 3 단계 ( 심각 ) 부작용 가능 예

    정의 :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한 상해 또는 손상을 초래

    예 : 자궁 내 장치의 동선의 양에 따라 피임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임신이 되면 자궁 외 임신이 될 수 있다.    

임산부에 자궁 내 장치를 하게 되면 유산이 될 수 있다. 

4. 4 단계 (위독) 부작용 가능 예

    정의 : 영구적 손상 또는 치명적 상해를 초래

    예 : 자궁 내 농양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방광이나 직장으로 자궁 내 장치가 이동하여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5. 5단계(비극적) 부작용 가능 예

    정의 : 환자의 사망

    예 :  윌슨씨 병에 자궁 내 장치를 모르고 설치 할 경우 심각한 알러지에 

빠져 사망할 수 있다. 자궁 내 농양 발생시 이차적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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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격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 기술자문 답변 1 ] 

방사선치료의 목적은 종양(또는 암) 주위의 정상 조직에 심각한 부작용(즉, 

정상 조직의 피해는 최소화)을 일으키지 않고 종양 부위에 충분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증식성 암 줄기세포와 종양에 연결된 미세 혈관을 죽게 하여 종양을 

치료하는 것이다. 원격방사선치료(external beam radiotherapy, 또는 

teletherapy)는 Co-60과 같은 방사선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고에너지 

감마선(1.17 MeV and 1.33 MeV), 선형가속기(linear accelerator: LINAC)로부터 

방출되는 수 MeV(또는 MV) 범위의 고에너지 전자선 또는 X-선, 그리고 

가속기를 사용하여 얻는 수 100 MeV 단위의 고에너지 입자선(중성자, 양성자, 

탄소핵 등의 중입자)을 인체 내의 종양에 집중 조사하여 종양의 활동을 

약화시키거나(palliative treatment) 괴사하게(curative treatment) 하여 종양을 

치료한다.

원격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이론적 원리는 생물학적 원리와 

물리/공학적 원리로 구분 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는 이온화 방사선이 증식 세포에 

포함된 DNA에 손상을 주어서 분화 능력을 잃게 하여 죽게 하는 원리에 기초

한다. 고선량의 이온화 방사선은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죽게 한다. 

생물학적 원리는 종양(tumor)과 정상조직에 대한 아래의 선량-반응 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원격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로 인체 내부에 위치한 종양 제거를 가능

하게 하는 이론적 원리에 대해 자문 요청함.

2. 방사선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Harm : ISO 14971)에   

대한 자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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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ose-response curve for tumor control probability (TCP) and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

일반적으로 종양 세포는 건강한 세포에 비하여 방사선에 보다 민감하다. 

종양에 조사되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종양치유확률(tumor control probability: 

TCP)역시 증가하게 된다. 종양 선량의 증가(dose escalation)는 임상에서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정상조직 손상확률(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을 또한 크게 한다. 두 곡선 사이의 영역에서, 종양 치유 

확률(점선)이 최적 선량 Dopt에서 최고에 이르고, 이러한 최적 선량을 조사하여 

정상 조직의 합병증은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치료한다. 방사선 조사선량의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인자는 조사 부위의 부피, 종양 주위 중요 

구조물(예를 들면, 시신경, 얼굴 신경, 뇌간 등)의 존재와 거리, 방사선 치료의 

기왕력 여부 등이며, 그 중 조사 부위의 부피는 방사선량과 함께 생물학적 

효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보다는 

정상세포가 방사선에 의한 회복능력이 좋아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나누어 치료(fractionation)하는 것이 많은 양의 방사선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정상 세포에 대한 손상이 적다.

건강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하면서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물리/공학적 원리로는 

MV 범위의 고에너지 광자선(또는 수백 MeV 입자선)을 여러 각도에서 조사하여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량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입자 방사선은 일정

한 깊이에서 선량이 급격하게 증가 후 감소하게 되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 

현상을 이용하여 종양 부위에서 이상적인 방사선량 분포를 나타내게 하며 종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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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는 부분에는 더 이상 방사선효과가 없게 한다. 또한 종양의 종류나, 부

위, 깊이, 그리고 방사선 저항성 등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방사선 및 치료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상 조직의 방사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계획

된 선량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방사선입체조형치료(3-D conformal 

radiotherapy), 다엽콜리메이터라는 방사선세기조절장치를 사용하는 세기조절방

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다양한 영상획득장치를 

이용한 영상유도방사선치료기(IGRT: 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위치에 

따라서 빔 선속을 변조하여 치료하는 Tomotherapy, 또는 로봇을 이용한 방사

선치료(cyber knife) 등을 사용한다.

방사선치료에 의한 위해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사된 고 선량의 

방사선이 일부는 건강한 세포(또는 조직)에 조사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방사선 치료의 종류, 조사선량, 조사된 신체 부위에 주로 의존한다. 방사선 

치료에 의한 위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며, 방사선 치료 전후 또는 치료 중에 

방사선화학 요법을 받으면 보다 심각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주로 피부의 위해와 약간의 피로감, 메스꺼움 등이 있다. 다른 위해는 치료 

받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된다. 방사선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는 

방사선조사 후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효과(acute effect)와 

짧게는 6 개월 후부터 수년 후에 발생하는 만기 효과(late effect)로 구분된다. 

급성 방사선 효과는 주로 주기적으로 분화하는 상피세포(epithelial cell 즉, 

표피, 점막, 소화기관 내층 등)와 반응에 의한다. 급성 위해는 탈모, 홍진, 건성 

박리, 습성 박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피부 반응, 

소화기계 위해로 식욕 감퇴, 침샘 기능 장애, 구강 점막염, 설사, 오심 및 구토, 

그리고 골수에서 혈구 감소, 전신조사의 경우에 면역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폐의 방사선 조사는 열과 함께 간질성 폐렴,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 위해는 혈관내피세포 (endothelial cell)와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에 가해진 방사선 위해에 의하여 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섬유증과 탈모, 피로감, 뇌종양 치료의 경우 기억력 감소와 같은 뇌 기능 위해 

그리고 구강 위해(구강 건조, 턱 관절 소실 등), 불임, 관절 위해, 림프부종, 2차 

암 발생 가능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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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체외충격파치료기

[ 기술자문 답변 1 ] 

먼저 체외충격파치료기는 초점형과 방사형(비초점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충격파 

발생 원리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1. 전기수력방식(Electrohydraulic Shockwave 

Generation), 2. 전자기방식(Electromagnetic Shockwave Generation), 3. 압전소

자방식(Piezoelectric Shockwave Generation)이 있습니다.

자문 요청하신 부분은 초점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초점형만을 

염두에 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충격파를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시키든, 초점형은 충격파가 특정 영역으로 모이

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점부위의 압력은 수 MPa로 보통 대기압과

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압력이 됩니다.

이 높은 압력(충격파)을 이용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정 근접한 국제규격인 IEC61486의 용어의 

정의에서도 초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Focous', 

'Focal width', 'Focal volume'등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초점영역에 

대한 크기, 그 초점영역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사용자가 초점영역을 환부에 정확히 조준하여 발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

는 위해요인과 충격파가 인체에 침투되는 깊이에 따른 위해에 대한 자

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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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격파의 압력세기보다 충격파가 모여지는 초점의 크기와 초점거리 등 

초점위치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골다공증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격파가 의사의 의도대로 적소에 적중되는

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영역의 크기와 초점거리 등은 기계적인 요소인 반사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고정되면 쉽게 또는 빈번히 바뀌지는 않으므로 발생 빈도는 낮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초점크기와 초점거리는 반사체의 설계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데, 이미 

알고 있는 초점거리와 'Stand off'라는 음향 임피던스를 고려한 일종의 패드를 

프로브 앞에 위치시켜 초점영역과 환부의 위치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데 사용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그러나 사용자의 조준오차로 인해 원치 않는 곳에 충격파가 적중할 위험요인

도 있습니다. 이 위험요인의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

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조준오차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이 자명하지만, 사용자의 숙련도라는 것을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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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각성에 있어 잘못된 조준으로 정상조직에 충격파가 가해질 때, 어느 정

도의 충격파가 얼마나 가해졌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는 임상적 평가가 

없이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체외충격파치료기는 체외충격파쇄석기보다는 충격파의 세기가 훨씬 약하

기 때문에 골조직이 깨지는 것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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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료용실리콘재료

[ 기술자문 답변 1 ] 

임상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실리콘은 디메틸사일록새인(dimethylsiloxane)의 고도로 순수한 복합체이다.   

이 중합체 체인의 길이는 다양한데 체인의 길이가 길수록 실리콘의 점도가 더 

높다. 

실리콘은 우리 의료계에 두루 사용되는데, 주사바늘, 심장판막, 보형물

(prosthesis), 배출관(drain), 카테타(catheta)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실리콘 탄성 

중합체(silicone elastomer), 젤(gel), 오일(oil)로 들어있다. 유방삽입물의 실리콘 

백 중합체를 제조할 때는 중합시킨 실리콘(polymerized silicone)이 강도를 

 
 아래의 표는 제조업체에서 위해요인에 대하여 산정을 하기 위한 심각

성 작성표입니다. 

단계 등위 정의 예

비극적 5 환자의 사망 -

위독 4 영구적 손상 또는 치명적 상해를 초래 감염

심각 3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한 상해 또는 손

상을 초래

염증

(발열, 홍반, 부종)

심각하지 

않은
2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상해 또는 손상을 초래
부어오름

무시해도 

좋은
1 불편 또는 일시적 곤란

외관불만족

(시술불만족)

임상전문의로서 제조업체가 작성한 위해의 예에 대한 심각성 분류의 

적절성과 의료용 실리콘재료의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 단계별 

위해(Harm)의 사고사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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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무수규소(silica)를 추가한다. 실리콘 젤(silicone gel)은 교차 결합된 거대한 

실리콘 분자로 이루어진 바탕질(matrix)에 실리콘 오일이 들어있는 것이다.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고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열경화

형(heat vulcanizing type)이고, 다른 하나는 실온경화형(room temperature 

vulcanizing type)이다. 이것은 점도가 높은 실리콘액에 0.02마이크로그램의 무

수규소(silica)입자를 첨가하여 신장강도를 증가시킨 다음 경화제인

dichlorobenzonyl peroxide를 넣고 고온 처리하여 중합체가 고무처럼 되게 한 

것이다. 열경화형 실리콘고무는 질기기 때문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열경화형 실리콘 고무를 경도에 따라 연성(silastic370 medical grade 

elastomer), 중등도(silastic 372 medical grade elastomer), 경성(silastic 

373medical grade elastomer)으로 나눌 수 있다. 실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는 

점액상태의 실리콘에 stannous octate같은 촉매를 실온에서 첨가하여 수분 후에 

고무처럼 되도록 한 것이다.

임상에서 실리콘 삽입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코이다. 코는 거기에 들어

있는 연골 자체가 유연하고, 뼈 연골 사이 관절과 연골사이 관절의 가동성이 

있어서 근육 운동과 외력에 의해 모양이 쉽게 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

로 가능한 연한 실리콘 고무로 만든 코 삽입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콧등에는 

중증도로 단단한 것으로 코끝과 코기둥에는 연한 것으로 된 삽입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즈음은 이러한 코삽입물이 기성품으로 시판되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코 이외에도 실리콘은 임상적으로 광대뼈 부위(malar arear), 턱끝(mentum), 

하악골(mandible)등 고정할 수 있는 포켓을 만들 수 있고, 충분한 연조직으로 

덮을 수 있는 곳이면 삽입이 가능하다.

인공삽입물의 합병증

유의해야 할 합병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감염이다. 인공 삽입물 주변에서 숙

주방어기전이 교란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인공 

삽입물은 피부 포도상 구균 같이 병원력이 약한 세균에서 강력한 병원력을 

가지게 한다. 황색 포도상 구균의 경우 인공 삽입물이 없을 시에는 107개의 병

원체가 일으키는 질환을 실크봉합이 있을 때에는 100개 이하의 병원체로도  

만성염증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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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과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민반응을 유의해야 한다. 과민반응은 다양

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제1형 과민반응은 항원에 대한 IgE에 의해 유발되는 

면역반응으로 임상적인 중요성은 거의 없고, 제2형 과민반응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제3형 과민반응은 항원, 항체의 복합체에 의한 것으로 인공 삽입물에 

의한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제4형 면역반응은 인공 삽입물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개체는 인공 삽입물에 대해서 접촉성 과민반응을 일으킨다. 

실리콘은 구멍(pore)이 없는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생체 조직이 실리콘 안으로 

자라 들어가거나 혈관 등이 실리콘 내에서 증식할 수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활성(inert)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숙주반응(host response)을 일으킨다. 구

멍이 없는 구조 덕분에 실리콘은 삽입한 초기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적

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세한 움직임이 만성염증을 일으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두꺼운 섬유성 캡슐(thick fibrous capsule)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유방

성형술에서 볼 수 있는 캡슐(capsular formation)과 구축반응(thick contracture)

이 가장 흔한 예이다.

삽입물(실리콘) 자체의 합병증으로는 실리콘과 같은 인공 삽입물이 노출, 변위, 

돌출될 수 있으며, 밖으로 비쳐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다. 

삽입물(실리콘) 사용 시 발생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Implant displacement by inadequate implant fixation 

우선, 삽입된 실리콘 재료가 삽입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위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경우, 삽입물을 피부 아래층보다는 

골막하층에 위치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삽입물의 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1,2

ii.  Extrusion and perforation by oversize implant  

또한, 삽입물의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큰 

크기의 삽입물을 삽입했을 경우 삽입물이 삐져나오거나, 삽입물을 덮고 있는 

부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1,3

iii.  Extrusion and perforation by excessive pressure

삽입물을 덮는 피부 조직에 무리한 압력, 즉, 긴장이 가해지면 삽입물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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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피부에 구멍에 생겨 삽입물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코에서는 

코끝이나 코기둥에 해당하는 부위는 실리콘을 이용한 융비술에 있어서 피부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위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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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성형외과 영역에서 생체 재료는 안전성과 생체적합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선호되는 재료임에는 분명하나 양이 작고 변형되기 쉬우며, 다루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인공 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성형수술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성형수술에 널리 이용된 최초의 물질이며, 산소와의 강한 연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탄성중합체(elastomer)로서 탄성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비

교적 시술이 용이하여 생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다루기 쉬우며, 면역 반응도 

심하지 않다는 이상적인 삽입물의 성상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시술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크게 젤 타입과 고형 타입의 두 가지가 있으며, 특히 고형 타입의 

실리콘 보형물의 경우, 파열 등의 위험 없이 압력에 견딜 수 있고,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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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삽입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10993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장기 삽

입의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형 타입 보형물은 

안면부의 성형 및 재건 수술에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의 흉부확대술, 누두흉 교정술, 비복술 확대술, 둔부 확대술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실리콘 보형물이 개발되기 전에 쓰인 파라핀의 경우는 피부 변색, 피부 

궤양, 압통 및 동통, 부종, 과민반응,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 폐색전증, 만성 육아

종성 이물반응(paraffinoma) 등 그 심각한 부작용이 많은 문헌을 통해 대두되어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 삽입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국내의 

한 연구진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기는 경한 형(Mild type)으로서 일시적인 급성 염증 소견이나 부종 

등과 같은 증상만 있는 경우이며, 제 2기는 중등도 형(moderate type)으로서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통 등과 같은 만성 염증 소견이 있거나, 촉진시에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 현저한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환자가 강력히 

이물질의 제거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좀 더 진행되어 조직의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조직 괴사를 야기시킨 경우나 드물게는 악성 변화를 초래한 

경우를 가장 심한 형태(severe type)인 제 3기로 볼 수 있으며, 2기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제거 수술을 요합니다. 

            

위의 분류는 아래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5가지 분류 중 1, 2 등위는 제 1기에 

해당하며, 3, 4 등위는 제 2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망을 초래하는 5

등위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합병증 중 지속적인 부종은 몇 차례 보고된 적이 있으며, 실리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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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등위 정의 예

비극적 5 환자의 사망 -

위독 4 영구적 손상 또는 치명적 상해를 초래 감염

심각 3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한 상해 또는 

손상을 초래

염증

(발열, 홍반, 

부종)
심각하지 

않은
2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일시적

인 상해 또는 손상을 초래
부어오름

무시해도 

좋은
1 불편 또는 일시적 곤란

외관불만족

(시술불만족)

과민반응으로 육아조직 형성과 함께 반응성 피막이 과도하게 증식되며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식물의 탈출(extrusion)은 비교적 드문 편인데, 여러 번의 수술에 의한 반흔의 

형성이 있거나 보형물이 두꺼운 경우 탈출이 일어날 위험이 높으며, 감염은 혈액과 

림프 순환장애를 일으키므로, 탈출의 위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경부의 연부조직 및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수술 부위의 근육 및 결합조직이 약해져 보형물이 돌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흔이 완전 성숙할 때까지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비교적 문제시 될 수 있는 삽입물에 의한 감염은 피부 상재균인 포도상구균

(Staphyloccus aureus)에 의한 감염의 예가 몇 례에서 보고된 적이 있는데,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보형물 표면이 거칠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고 세균부착에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하므로,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보형물을 

사용하며,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삽입물을 제거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실리콘 보형물은 안면 성형 수술에서 가장 먼저 공인된 

제품으로서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에 의해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온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발생 건수가 매우 적고, 환자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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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프트콘텍트렌즈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상기 제품들의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polymacon, polyHEMA를 비롯한 

중합체(polymer)들은 기본적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간격이 좁아 산소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대신 모노머(monomer)에 결합된 극성기 주위에 물 분자가 

결합하고 산소가 이 결합된 물 분자에 용해되어 비로소 각막에 산소가 

전달되게 된다. 

산소의 운반이 이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므로 친수성 모노머의 

비율을 높여 함수성을 최대한 높인다 하더라도  RGP 렌즈 등 에 비해 산소 

투과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재질의 소프트 렌즈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산소투과율이 현저히 

떨어져 15% 정도의 탈수에도 산소 공급량은 50% 이상 감소하게 된다.  

 
 1. 콘텍트렌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 및 위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곡률, 멸균 등)

  

2. 라식 수술(Photorefractive Keratectomy: PRK)  후 착용한 해당 콘텍트

렌즈 혹은 유사 렌즈의 오염으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위해와 

이에 대한 국내외 사고사례 혹은 연구 사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3. 라식 수술(Photorefractive Keratectomy: PRK)  후 착용한 해당 콘텍트

렌즈 혹은 유사 렌즈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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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탈수 현상 및 저산소증에 의하여 미세낭포, 각막부종, 구결막 충혈, 

윤부 출혈 및 신생혈관 출현 등의 병리적인 변화가 유발되고 이러한 변화는 

건조감, 충혈, 이물감, 시력변동, 가려움, 열감과 같은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기 재질에는 단백질 침전물이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알레르기 반응도 유발하며 거대유두각막염 등의 질환도 나타날 수 있다. 

상기 제품의 제조 공정으로 쓰인  주형 주조법은 현재 비교적 인정받고 있는 

렌즈 제작법이다. 기존의 회전 주조법으로 제조된 소프트 렌즈는 종종 내면이 

비구면으로 제작되어 착용 시 중심 이탈이 발생하거나 렌즈의 가장자리가 

얇고 넓어 잘 찢어지는 경향을 가지게 되나 주형 주조법은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렌즈의 다양한 디자인과 도수 등에 맞는 모든 형태의 완전한 

금형세트를 갖출 수는 없으며, 이것은 기술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또한 중합반응 동안 생기는 부피의 감소 때문에 금형과 똑같은 형태의 곡선이 

렌즈에 생기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온의 액상 형태나 고운 가루 형태의 

고분자를 금형에 넣고 열로서 가공하였을 때 적절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식히지 않으면 열에 의한 비틀림이 발생하며, 플라스틱과 금형 간의 온도차에 

의해 렌즈표면의 결함과 균열, 그리고 곡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콘택트렌즈가 일정한 기본 곡률 반경(base curve radius)을 가지지 못 

하게 되고 표면의 균질성이 무너지게 되면 렌즈의 탈구는 물론 결막 울혈, 

각막 자극 증상, 각막의 미란 및 부종 등의 병리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다.

[답변2]

Photorefractive keratectomy 후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주로  상피 재생 촉진과 

수술 후 동통의 경감을 위해 사용된다. 이외에도 수술 후 각막의 기계적인 

지지, 안구에서의 안약 농도 유지 등의 이점이 있어 수술 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photorefractive keratectomy 시술 후 소프트 렌즈를 착용한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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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s.aureus, 

s.epidermidis, streptococcus pneumoniae, streptococcus viridans, 

pseudomonas aeruginosa 등에 의한 bacterial keratitis의 여러 사례들이 국내 

외에서 보고된 바 있다. 대부분은 단안성이나 드물게 양안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bacterial keratitis가 진행되어 각막 궤양으로까지 진행된 사례도 

종종 있다. 비록 이들 사례에서 시술 후 회복 촉진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 

렌즈와 세균성 각막염의 명확한 관련성을 밝힌 논문은 없으나 이론적으로 

소프트 렌즈가 감염을 유발, 악화시켰을 근거는 충분하다. 시술로 인한 각막 

상피의 결손으로 세균이 직접적으로 각막 간질부로 침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소프트 렌즈에 의한 저산소증 유발 및 세포 잔해물의 축적으로 세균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답변3]

라섹 수술(Photorefractive Keratectomy:PRK)후 착용한 해당 콘텍트렌즈 혹은 

유사 렌즈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 과정부터 소프트 렌즈를 

환자의 눈에 착용시키기까지의 무균적 조작이 매우 중요하다. 

수술 후의 철저한 항생제 사용이 중요하며 여러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람 양성 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인 gatifloxacin 및 moxifloxacin을 중심으로 수술 후 항생제 안약을 

처방하도록 한다. 이때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안약용량을 

바꿀 필요는 없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안검염이 있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시술 전후로 안검의 청결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진과의 상의 없이 환자가 시술 후에 소프트 렌즈를 조작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안과적 이학 검사를 주의 깊게 빈번히 시행하여 감염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부의 상피 재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3-4일 이상 소프트 렌즈를 유지하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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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치료콘택트렌즈는 창상치유의 촉진, 각막표면의 기계적 보호, 각막표면 수분의 

적절한 유지 및 각막표면으로의 약물전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대부분 24시간동안 착용하게 됨으로 각막에 필요한 산소가 오직 렌즈를 통한 

확산으로만 이루어지므로 렌즈의 중합체의 종류, 두께, 수분함량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외 기본만곡, 직경, 주변부 만곡도, 가장자리 형태 등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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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게 되므로 주의 깊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기 홈페이지에서는 치료용콘택트렌즈의 재질 및 수분함량에 대한 정보와 

Dk수치 등이 충분하지 않으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을 하여 보면,  재질은 

Poly HEMA, 55%의 중등도 함수율을 가지고 있어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치료용콘택트렌즈의 곡률반경은 8.40 - 8.60mm인데 본 

제품은 각막교정술 후 각막중심부의 곡률반경이 편평해지게 되어 더 편평한 

8.80-9.00mm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제품설명서에 본 

렌즈의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주어진 홈페이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해요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2]

2007년 Karimian 등은 PRK후 양안 세균성각막염의 발생한 3예를 보고 

하였는데 발생 원인이 PRK시술 전 안검염에 대한 치료미비와 

치료용콘택트렌즈 때문이라고 보고하여 PRK후 콘택트렌즈의 착용은 각막염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답변3]

PRK 후 렌즈착용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후 무엇보다 빈번한 

현미경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렌즈를 다루는 손의 세척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생제 점안을 하고 렌즈의 착용시간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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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공신장기용여과기

[ 기술자문 답변 1 ] 

1) 1998년 Pastan의 보고에 의하면 인공신장 여과기를 사용하여 혈액을 
투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Hypotension(저혈압; 표 원인참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과기를 첫 사용 시 Nausea(구역질), Shortness of breath, 
Chest and back pain, Hypotension 등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첨부1 
참조)

2) 중공사막 여과기를 사용할 경우에 혈액에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증상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membrane에 의하여 유도된 보체의 활성화에 
의하여 inflammatory mediator C3a, C5a를 방출하여 혈관확장, 저혈압, 발열, 
혈소판과 다핵 백혈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1. 인위적인 혈액여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 (Harm : ISO      

14971)에 대한 자문 요청함.

 2. 여과기내 섬유사에 관한 정보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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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생존율을 높이고 신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여과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다음의 표는 각종 여과막들의 생체적합성 

평가표임

4) 199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작성된 “인공신장 여과기 개발(III)" 

보고서에 의하면 여과기로 Cuprophan 막을 사용 시 보체계의 과다한 활성화 

때문에 피부발진, 흉부동통,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과민성 반응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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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여과막을 사용하여야 예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음 

(첨부 2 참조)

5) 이 외에도 Yamazaki(Blood Coagulation & Fibrinolysis. 3(1):113-118, 

February 1992.)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 신염 환자에게 투석을 장기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내피세포의 손상에 의해 thrombomodulin(TM)의 plasma 

level이 (plasma levels of TM 38.4 ±13.8 ng/ml 에서 46.8 ±14.6 

ng/ml)상승될 수 있음이 보고 되었음.

Schettler (Nephrol Dial Transplant. 1998 Oct;13(10):2588-93)에 의하면 

투석막과 혈액이 접촉하는 표면에 의하여 oxygen radical-mediated 

damage를 유발할 수 있는 free radiacal이 생성될 수 있음이 보고됨. (첨부3 

참조)

6) 여과기내 섬유사에 관한 정보는 위의 표를 참조하거나 첨부 문헌1, 2를 

참조하기 바람.

[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1.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 급성합병증

   1. 저혈압(지나친 초여과에 따른 혈관내 수분감소)  

   2. 발열반응(정수기 살균 시스템 등)        3. 부정맥 

   4. 패혈증상 및 감지되지 않는 내출혈 등   5. 공기 색전증 

   6. 투석 불균형 증후군(투석시(4-5시간)노폐물 제거에 따른 혈액내

      전해질 변화)

      - 피로, 허약감, 실신, 구토, 경련, 일시적 시력손실, 흉통, 불안감

   7. 투석막 과민반응

      - 재질에 대한 과민반응, 투석막 제조시 이용된 잔류 소독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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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material Manufacturer Configuration Remarks

셀룰로오스

(regenerated by

the cuprammonium

method)

AKZO 평판, 중공사 최초의 의료용 투석막

Asahi chemical 중공사 일본 최초의 투석막

Terumo 중공사

셀룰로오스

(regenerated by

the diacetyl method)

Cordis-Dow 중공사
최초의 hollow fiber형

투석막

Teijin 중공사 Steam에 의한 멸균

        알부민의 결합)                      8. 동정맥루의 작동불능

   9.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10. 투석혈관이 응고로 막힘 

□ 만성합병증

   1. 대사 및 영양실조 2. 내분비 이상 3. 빈혈 4. 위장장애 5. 고혈압

   6. 호흡곤란 7. 신성 골이영양증 8. β2-microglobulin에 의한 유전분증

   9. 신경장애

※ 환자의 증상에 따라 투석시 위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1. 횡경막 결손(흉강으로 이행하여 호흡곤란)

   2. 젖산대사장애(젖산산증 발생)

   3. 중증 지질대사이상(고콜레스테롤혈증, 고트리글리세리드혈증의 악화 등)

※ 투석기의 재사용시 위해

   1. UF, clearance 감소로 투석효율저하

   2. reprocessing 동안 교차감염으로 인해 혈액골수성 질환에 노출

   3. 소독액 사용에 따른 발열반응,

   4. 잔류소독액에 의한 감염으로 패혈증,혈관내 화학적 화상, 실명, 이명,

      요통 등의 합병증 발생

[답변2]

2. 여과기의 섬유사 종류

1943년 Kolff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이래 투석막으로 셀룰로스판지로 반투막을 

만들어 환자에게 사용하였으며, 이후 폴리설폰이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PAN, PMMA 등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혈액적합성 및 

투석성능이 우수한 폴리술폰계 수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폴리설폰 > 셀룰로오스 > 복합소재 > PVA >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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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A)
Cordis-Dow 중공사 단백질 가교막

Toyo Boseki 중공사 β2-microglobulin제거용 막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Rohne Poulence 평판
최초의 합성고분자를

이용하여 제조한 막

Asahi Chemical 중공사
β2-microglobin제거를 위한

최초의 비대칭형 막

PMMA Toray 중공사
흡착에 의해

β2-microglobin제거

에틸렌비닐 공중합체(EVA) Kuraray 중공사 Gamma-ray에 의한 멸균

폴리술폰(PS) Fresenius 중공사 Anti-thrombogenic 투석막

폴리에테르술폰 

폴리아크릴레이트 

블렌드(PEPA)

Nikkiso 중공사
β2-microglobulin제거용

비대칭형막

폴리아미드 Gambro 중공사
비대칭형막,

pore size조절이 용이한 막

2. 섬유사 소재별 특징

재질 제조업체 제품명 막 두께(㎛) 내경(㎛) 외경(㎛)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Asahi Medical AC-1760 80 220 0.01

Teijin
TA-100D 50 250 0.035

TA-100E 50 250 0.030

에틸렌비닐

알콜 

공중합체

Kuraray

2A 50 200 0.01

3A 50 200 0.01

4A 50 200 0.03

PMMA Toray OS-08-50L 85 370 0.06

폴리술폰 Fresenius HD 80 350 0.05

PE, PP Mitsubishi EHF390C 55 270 sli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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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치과용초음파치석제거기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① 초음파치석제거기가 구강 내 연조직 또는 입술 등에 접촉될 경우 연조직에 

열상의 피해가 우려됨.

② 치아 표면에 적용되는 초음파치석제거기의 각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초음파의 출력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음

③ 구강 내에 있는 금속 수복물/보철물/교정장치 (골드 크라운, 아말감, 교정용 

장치 등)에 초음파치석제거기가 접촉될 경우 금속표면에 스크래치 등과 

같은 손상을 줄 수 있음.

④ 구강 내 레진 수복물/보철물 등에 초음파치석제거기가 접촉될 경우 레진 

수복물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음. 

⑤ 구강 내에 노출된 bone에 적용될 경우 bone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초음파치석제거기를 이용하여 치은연상 및 연하의 치면에서 치태, 치석 등의 

침착물을 제거할 때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함.

수동식일반치석제거기와 초음파치석제거기의 장,단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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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① 수동식일반치석제거기의 경우 치석 제거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강 

내에 복잡한 보철물 및 교정장치가 있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며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동식일반치석제거기로 과도한 힘을 

가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치아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초음파치석제거기의 경우 진료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부착된 치석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질문-1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치아 표면 또는 수복물에 나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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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추간체고정재

[ 기술자문 답변 1 ] 

- 추간체고정재는 Pedicle Screw, Rod, Link등으로 구성되며 시스템 개략도 및 

시술모형도는 상기와 같습니다.

- 상기 제품은 척추 측만증 등의 환자에 척추사이의 거리를 유지 또는 교정하

기 위함이며 척추뼈 사이에 이식됩니다.

- 본 제품에 있어 안전 및 효과성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기계적인 강도 및 재

질의 생체 적합성 두 가지 측면으로 판단됩니다. 

- 생체 적합성은 제품이 반영구적으로 이식되므로 이에 대한 적합성이 요구되

며,

- 제품이 척추에 이식된 이후 이식받은 환자가 실제 일상적인 활동함에 있어 

척추의 운동으로 인하여 제품이 지속적인 인장, 압축, 굽힘 등의 힘을 받으며, 

 
 추간체고정재의 물리적시험(예:피로도시험 등)에 대한 내용과 시험을 

통해 확인 하고자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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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품이 한 번 시술되면 반영구적이므로 척추의 굽힘에 따른 제품의 내구

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생체 적합성은 국제 규격인 ISO 10993-1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며, 일반적으로 인체 적합성이 증명된 티타늄 합금(일반적으로 Ti-6Al-4V)을 

사용합니다. 이 티타늄 합금의 생체 적합성은 많은 논문 및 규격 ASTM F136

등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식약청 및 미국 FDA, CE MDD 

심사에서는 재질 증명을 통하여 이 생체 적합성 시험을 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질 또는 합성, 코팅이 된 재질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체에 반영구적으로 이식되어 척추의 간격 및 교정을 하기위한 장치인데 

만일 파손이 된다면 척추 주변의 신경손상 및 재수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

니다. 물리적 시험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추간체고정제의 물리적 시험 규격은 ASTM F1717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역

학적 시험 과 동역학적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역학적 시험에는 압축, 

인장, 굽힘 시험으로 구성되며 동역학적 시험은 피로시험입니다. 물론 정역학

적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동역학 시험인 피로시험을 통하여 일상생활 중 척추

의 굽힘으로 인한 반복하중을 제품이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고 판

단됩니다. 

<시험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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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추간체고정재(Spinal internal fixation sysstem, intervertebral body)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과 시험 (ASTM F1717-04 기준)

1. 시료의 준비

 (1) 추간체고정재(로드, 판, 후크, 나사, 커넥터 등 한 벌 기준), UHMWPE블록

ASTM F1717-04에서 제시하는 한 쌍의 UHMWPE 블록에 한 벌의 

추간제고정재를 삽입하여 시험 구조물을 준비함.

2. 정적 시험

 (1) Static Compression Bending Test (시험 회수 5회 이상)

- Displacement Control : 최대 25 mm/min 아래방향으로 부하.

 (2) Static Tension Bending Test (시험 회수 5회 이상)

- Displacement Control : 최대 25 mm/min 윗 방향으로 부하.

 (3) Static Tension Bending Test (시험 회수 5회 이상)

- Angle Control : 최대 60 °/min 회전 부하.

 (4) Data 분석

- (1), (2) 실험의 경우 변위-하중 그래프에서 2% displacement offset을 

적용하여 yield displacement, yield load, ultimate displacement, ultimate 

load 등을 구한다.

- (3) 실험의 경우 각도-토크 그래프에서 2% angular displacement offset을 

적용하여 yield angle, yield torque, ultimate angle, ultimate torque 등을 

구한다.

3. 동적 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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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하중

- Static Compression Bending Test에서 얻은 ultimate load의 평균값을 

구하여 R값이 10이상이 되도록 적용하여 사인파 부하를 적용함

R=
min imum load
max imum load

≥10

(예) 만약 Static Compression Bending Test에서 얻은 ultimate load 값이 

-200N(minimum load)이라면, maximum load로 -20N을 가할 경우 R 값은 

10

  (2) 하중 속도 및 회수

- 최대 5 Hz으로 5,000,000 cycles 적용

  (3) 시험 크기 및 회수 (6회 이상)

- Static Compression Bending Test에서 얻은 ultimate load의  75%, 50%, 

25%에 해당하는 하중으로 각 하중 레벨에서 2회 이상 실험

  (3) Data 분석

- 각 하중 레벨에서 시료가 파손되었을 당시의 반복하중 회수 (cycles)와 

파손 부위 기록

- 파손 당시의 반복회수와 하중레벨의 semi-log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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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그림

그림1. 요추부 추간체고정제 시험시 UHMWPE 블록 및 시료의 준비

그림 2. 정적 시험의 변위-하중 그래프 및 2% offset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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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적 피로 시험의 반복횟수-하중 그래프 (semi-log)

 5. 물리적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

- 정적 시험(compression/tension/torsion bending test)을 통해 

추간체고정재의 구조적 강성도(structural stiffness)를 파악하고, 동적 피로 

시험(fatigue compression bending test)을 수행하여 체내 삽입 되었을 시 

제품의 내구성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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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공고환

[ 기술자문 답변 1 ] 

인공고환의 삽입은 서혜부에 피부절개를 가하여 음낭 내로 인공고환을 밀어 

넣고 고정하는 수술로 수술시간이 약 3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 매우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고환 

삽입술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른 수술과 다를 바 없으며 

인공고화 삽입술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문제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큰 인공고환을 삽입하여 수술 후 음낭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 감염이 발생하면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유되지 않으므로 인공고환을 

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이물 주입수술과 같습니다.

[ 기술자문 답변 2 ] 

시술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1. 부작용: 보형물 돌출로 인한 상처벌어짐 (3-8%), 고환 수축 (3-5%), 고환통증 

(3-5%), 고환혈종 (1-2%), 염증 (0.5-1%), 보형물 파열과 이동.

    보형물 파열은 수술 중 손상으로 발생한다. 

    보형물을 넣을 음낭 주머니가 작거나 보형물이 음낭육양근 (dartos 

muscle)에 고정이 잘 안되어 있을 경우 보형물이 음낭상부나 샅굴부위로 

이동할 수 있다.

 
 시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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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전의 음낭수술 또는 염증 (부고환염, 고환염, 

고환염전 등) 과거력, 음낭수술에 따른 위험도는 시간경과와 음낭상처 

정도와 관련 있다.

[참고 문헌]

1. Shandera KC, Thompson IM. Urologic prosthesis. Emerg Med Clin North 

Am 1994;12:729-48

2. Beer M, Kay R. Testicular prosthesis. Urol Clin North Am 1989;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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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용증기욕조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물은 가열되면 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증기로 변환되는데, 증기는 마른 

공기에 비하여 4000배가량 높은 열전달능력을 가져 접촉 시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증기화상은 열화상의 한 형태로 증기의 열에 의해 

단백질이 변성되고 응고하여 세포가 손상되고 나아가서 조직이 괴사되는 

것이다.

   이 때 화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접촉시간, 온도, 연령, 

피부두께 등이 있는데, 이 중 뜨거운 물체가 신체와 닿아있는 접촉시간과 온도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 증기에 의한 피부 화상은 1도 또는 표재성 2도 

화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온의 증기에 오랜 시간 접촉하거나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 같이 특정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피부에 맞닿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인에 비하여 체표면적이 넓은 소아나 피부가 얇은 노약자의 경우 같은 

열에너지에 노출되어도 더 심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안면 부위에 사우나를 하는 경우 뜨거운 증기의 흡인에 의하여 

기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 공기를 통한 열의 전달은 대부분 비강과 

 
 1.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1,2,3 도로 구별 할 수 있습니다. 증기로 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은 그 정도가 어디에 포함 될 수 있는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2. 증기로 인한 화상 발생 시 다른 상황에서의 화상(예-불에 직접 데임)과 

다르게 조치하여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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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를 통과하면서 급격히 떨어지므로 주로 비강과 구강 내에 국한된 손상을 

준다. 하지만 과도한 압력이나 높은 온도에 의한 경우 하부 기도나 폐에 

손상을 주어 폐부종 및 이차적인 감염에 의한 폐렴, 심한 경우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스팀을 이용한 기기들은 대부분 고온의 스팀이 사용되므로 항상 

화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답변2]

증기화상은 열탕화상의 한 형태로 이에 준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 

조직병리학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화상의 경우 진피 괴사 부위와 생존 

부위가 명확히 나뉘는 반면, 증기화상은 이러한 괴사 부위와 생존 부위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차이가 있으나 치료에 있어 다른 열화상의 치료와 크게 

구분되는 것은 없다.

   이 때 응급처치로서 열로 인해 조직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환자를 

열원으로부터 재빨리 옮긴 다음 화상부위를 즉시 얼음물이나 냉수에 담그는 

것이 효과적이다. 냉수는 진통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화상을 입은 지 10분 

이내라면 더 이상 열로 인한 조직손상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 창상 

조직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화상 상처에 대한 적절한 

드레싱과 심한 경우 외과적 치료가 요구 될 수 있다.

   특히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 및 환자의 상태와 

상처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상 부위 전체에 걸쳐 변연절제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

   또한 흡입화상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조기 치료가 필수적으로 

호흡유지를 위한 가습된 산소 공급, 기침 및 위치적 배농,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심한 경우 기관지경을 이용한 폐세척 및 기관절개술 들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차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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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답변1]

화상의 분류는 열에 의한 피부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도 화상은 주로 표피에만 화상이 발생한 경우로 홍반, 부종, 통증은 있으나 

물집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흉터 없이 치유된다. 2도화상은 다시 표재성과 

심부성으로 나뉜다. 표재성 2도화상은 홍반, 부종 및 통증과 물집을 초래하고 

조직학적으로는 표피의 괴사와 상부진피의 심한 혈관확장 및 부종을 보인다. 

심부성 2도화상은 하부 망상진피의 손상을 일으키며 모세혈관의 혈류가 

소실되면서 피부는 창백해지고 감각이 없어진다. 3도화상은 피부 전층과 

피하조직 중 일부에 화상이 발생한 경우로 표피 및 진피의 완전한 파괴를 

일으키고 피부는 무감각해지며 흉터를 남기고 치유된다. 4도화상은 피부 

전층과 피하조직, 힘줄 또는 뼈를 침범한 경우로 결손부위의 피부이식이 

필요하다. 증기로 인한 화상은 온도, 노출시간, 수상 시 증기 발생원과 환자의 

거리 및 피부의 두께 등의 요소에 따라 1~4도 화상까지 다양한 정도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Jang 등의 연구(reference: J Burn Care 

Rehabil 2001;22:15-20) 에 의하면 밥솥에 의한 소아 증기 화상의 경우 

대부분이 심재성 2도 및 3도화상을 수상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Roh 

등(reference: Plast Reconstr Surg 1999;106:76-80) 도 81명의 소아 수부 증기 

화상 환자의 분석을 통해 61.7%의 환자에서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답변2]

증기로 인한 화상의 경우 피부 화상 뿐만 아니라 증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동시에 주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reference: Burns 2001;27:379–381), 13명의 증기로 인한 화상 환자 중 7명이 

피부 화상 외에 흡입 손상이 있었다. 또한 증기는 건조한 뜨거운 공기에 비해 

4000배 이상의 열 전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기 흡입 시 더 심각한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reference: Am J Path 1944;21:311–31). 따라서 

증기로 인한 화상의 치료에 있어서 우선 화상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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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에 의한 호흡기 침범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상 치료 시 

체표면적 30% 이상의 2도 화상, 체표면적 10% 이상의 3도 화상 및 호흡기를 

침범한 화상은 입원치료 하여야 한다.

[ 기술자문 답변 3 ] 

[답변1]

화상을 그 정도에 따라 1,2,3도 화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화상을 일으킨 원인(끓

는 물, 전기, 불꽃, 증기,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을 

입은 깊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기에 의한 화상도 그 화상 깊

이에 따라 1도~4도 화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도 화상은 비교

적 잘 치유되지만 3~4도 화상은 그 깊이가 진피 하부이상을 침범하므로 그 정

도가 매우 심하고 치유가 어려우며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증기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화상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우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기기는 안면 사우나를 하는 안면통이 설계되어 

있고 아마도 노년층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

치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2]

증기에 의한 화상은 다른 원인(끓는 물, 전기, 불꽃, 증기,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화상의 치료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화상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화상을 입은 범위(신체의 몇 %를 화상을 

입었는지), 화상의 깊이, 환자의 나이 등입니다. 그러나 1번 문항에서와 같이 

증기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화상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세심

한 주의를 요합니다. 더욱이 본 기기는 안면 사우나를 하는 안면통이 설계되어 

있고 아마도 노년층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

치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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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치과교정용장치

[ 기술자문 답변 1 ] 

Cleaning Validation은 일반적으로 제약분야 제조공장에서 많이 검증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시험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약에서의 validation은 

제품의 특성상 단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완제품에 대해 100%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때문에 1회 생산 후 또는 

연속 생산 후 재가동 전 각각의 설비에 대한 세척을 하여 전 생산에서의 

잔류물을 제거한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지만 100% 완벽한 세척은 

불가능하므로 각 단계별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의 완제품 내 최대허용량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에 대한 검증을 하여 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게 된다.

의료기기에서의 Cleaning validation은 대체적으로 생산설비 세척에 대한 

validation이라기 보다는 최종 완제품의 세척에 대한 validation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특히 대부분의 금속 제품이 해당되며, 금속 제품은 

밀링/선반 작업을 통하여 제품을 성형한 후 세척과저와 멸균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완제품에 대한 cleaning validation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조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조 단계에서 오염될 수 있는 요인과 

잔류성분을 예측하고, validation SOP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치과교정용 브래킷밴드의 세척밸리데이션 시험시 적절한 시험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함. 

예) 증발잔류량 시험, 총유기탄소시험....

- 참고로 제품은 메탈/레진 소재이며 1차 제조공정에서 절삭유가 

이용되며, 세척공정에서 세제사용세척/초음파세척 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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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Validation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생산제품 중 가장 세척되기 어려운 제품은 무엇인지

2. 오염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3. 분석을 하기 위한 Sampling method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4. 잔류물질에 대한 최대 허용량은 얼마로 할 것인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치과 교정용 브래킷밴드의 경우 원재료에서 선반/밀링 작업을 하여 외형을 

가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윤활작용 및 제품과 가공기기의 열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삭유를 사용하게 된다. 절삭유는 1회 투입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며, 작업정지시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 밀링/선반 가공이 

끝난 제품은 세척제 및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전 단계에서 오염된 절삭유 

및 금속조각 등을 세척한다. 최종 단계에서 초순수를 이용하여 세정을 하고 

건조를 하게 된다.

치과 교정용 브래킷밴드에 대한 잔류물의 분석을 위해서는 절삭유의 잔류량 

측정, 미생물의 잔류량 측정, 세척제의 잔류량 측정, 의도되지 않은 부유물의 

잔류량 측정이 필요하다.

1. 절삭유 : 노르말헥산(n-hexane) 추출 후 잔류량 측정

2. 미생물 잔류량 측정 : LAL test (완제품에 대한 무균시험과 발열성 시험을 

실시하므로 생략가능함)

3. 세척제 : 계면활성제 분석

4. 부유물 : 증발잔류물(Total dissolved solids)

5. 완제품 용출액과 대조액의 비교에 의한 pH 측정, UV-Vis를 이용한 잔류물질 

분석, 전기전도도 측정, 단백질 분석, 총유기탄소분석(Total organic carbon), 

표면 MALDI-MS, 예측가능한 물질에 대한 기기분석(GC, LC)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기술자문 답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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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레진 소재의 브랫킷밴드는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금속소재위에 레진소재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세척 밸리데이션 시험에 필요한 시험방법의 문의에 관한 것으로 

금속소재를 가공함에 있어 절삭유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남아 있는 절삭유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삭유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반드시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척제의 잔류량도 검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삭 및 세척에 사용되었던 절삭유 와 세척제(세제)의 잔류량을 검사

하여 인체 내로 잔류된 유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기 표면에 잔존하는 잔류유기물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법

과 표면에 잔류물이 남아 있다는 가정 하에 용출하여 용출물을 분석하는 간접

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는 장점과 제한점이 있습니다.

1. 직접법 : 

- 전자현미경 분석 : 표면의 형태학적인 비교를 통해 잔류물 또는 불순물의 존

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쉽게 측정이 가능하나 정량적인 결과       치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XPS 또는 동급의 분석기에 의한 직접분석 : 표면에 잔존하는 유기물의  

직접 검출이 가능하나, 정량적인 분석의 어려움이 있음.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공기 중 오염에 의해 표면에 남아있는 탄소(C)와 절삭유 

또는 세척제성분의 탄소를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에 실질적인 제한점이 

있음. 또한 시료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분석에 제한점이 있음.

2. 간접법 : 최종 완제품과 각 공정단계의 제품을 이용하여 극성용매 또는 적

절한 용매에 용출시킨 후 용매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FTIR 등의 분석기기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표면에 남아있는 잔존 유기물의 존재와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방법임. 이때 대조물질로는 실제 가공공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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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던 절삭유와 세척제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능기와 결합기를 갖는 고

분자 또는 유기물질을 높은 검출민감도로 검출 가능함. 실제로 임플란트 

등의 제품의 세척 밸리데이션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잔류유기물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결론 : 삽입형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혈액 또는 골세포단위와 직접접촉하게 

되므로 표면잔류 유기물의 존재여부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인자가 됨. 

하지만, 상기 제품과 같이 구강 내에서 구강조직에만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

한 위해도는 삽입형 의료기기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표면

에 잔류하는 유기물의 독성여하에 따라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세척 

밸리데이션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용출물 분석에 의한 간접

법이 추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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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치과용임플란트(3)

[ 기술자문 답변 1 ] 

순수 티타늄합금(Commercially pure Titanium: CP)은 불순물이 포함된 함량에 

따라서 Grade1에서 Grade4까지로 구분되어 통용됩니다. 순수 티타늄의 

화학적 조성, 기계적 특성 등이 ASTM F67에 언급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순수 티타늄(cp titanium)에 대한 불순물의 허용한도를 grade 별로 

나열하였다.

Element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itrogen 0.03 0.03 0.05 0.05
Carbon 0.10 0.10 0.10 0.10

Hydrogen 0.015 0.015 0.015 0.015
Iron 0.20 0.30 0.30 0.50

Oxygen 0.18 0.25 0.35 0.40
Titanium Balance

All are in maximum allowable weight percent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ade 번호가 높아질 수 록 불순물 함량(철, 

산소, 질소 등)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순물 함량이 많아지면 

기계적 특성도 달라진다. 

 
 생체 이식형 의료기기와 같은 경우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티타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와 같은 경우 원자재 선택에 있어 

순수 티타늄 및 Grade 5, Grade 4 등이 있습니다.

티타늄의 Grade를 나누는 기준 및 Grade에 따라 시험검사 방법의 

차이점과 Grade 별로 적용되거나 혹은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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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순수 티타늄의 grade별 기계적특성을 나타내었다.

 

Element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Tensile 

Strength(MPa) 240 343 450 550
Yield 

Strength(0.2% 
offset) (MPa)

170 275 380 485

Elongation (%) 24 20 18 15
Reduction of area 

(%) 30 30 30 25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순물 함량이 많아지는 순수 티타늄의 grade 

번호가 높아질 수 록 기계적특성(인장강도, 항복강도가 높아지고 연신율과 

단면 감소율은 낮아짐)이 우수해 진다.

티타늄은 은백색 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있으며 가열에 의하여 단련할 수 

있으며, 내부식성이 우수한 금속이다. 그러나 티타늄은 차가운 온도에서는 

극히 취약해 지는 경우도 있다. 티타늄의 원자번호는 22이며 원자량이 

47.88amu 이고 녹는 온도는 순철보다 높은 1660℃이며 끓는 온도는 

3287℃를 나타낸다. 상온에서는 HCP 결정구조를 나타내는 알파상으로 

존재하지만 882℃이상에서는 베타상인 BCC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티타늄 

금속을 가열하여 882℃에 도달하게 되면 상변태가 일어난다. 이러한 상변태에 

의하여 기계적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첨가하면 

상변태온도가 달라져서 기계적특성도 달라진다.

순수한 티타늄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티타늄합금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티타늄합금은 티타늄에 5.5-6.5%의 Al과 3.5-4.5%의 V을 

첨가한 Ti6Al4V 합금이 있다. 이 합금을 Grade5 티타늄이라 부르기도 한다. 

ASTM F136에는 Ti6Al4V 티타늄합금이 갖추어야 할 화학적 조성의 범위와 

기계적 특성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 Grade 5 티타늄합금의 

미량원소들의 최대 허용범위와 기계적 특성을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Element Grade 5(Ti6Al4V)
Nitrogen 0.05
Carbon 0.08

Hydrogen 0.0125
Iron 0.25

Oxygen 0.13
Titanium Balance

 

Element Grade 5(Ti6Al4V)
Tensile Strength(MPa) 860
Yield Strength(0.2% 

offset) (MPa) 795
Elongation (%) 10

Reduction of area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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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순수 티타늄에 비하여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불순물의 함량을 

높여주면 기계적 특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조가공이 가능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티타늄합금들의 화학조성과 기계적 특성을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Element Wrought   
Ti8Al7Nb
(F1295) 

Wrought   
Ti13Nb13Zr

(F1713) 

Wrought   
Ti121Mo6Zr2Fe

(F1813) 
N 0.05 0.05 0.05

C 0.08 0.08 0.05

H 0.009 0.012 0.020

Fe 0.25 0.25 1.5-2.5

O 0.20 0.15 0.08-0.28

Ta 0.50 -- --

Al 5.5-6.50 -- 5.50-6.75

Zr -- 12.5-14.0 5.0-7.0

Nb 6.50-7.50 12.5-14.0 --

Mo -- -- 10.0-13.0

Ti Balance

Alloys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0.2% offset) (MPa)

Elongation 
(%)

Reduction 
of Area(%) 

Wrought Ti8Al7Nb
(F1295) 900 800 10 25

Wrought   
Ti13Nb13Zr 

(F1713)

Aged 860 725 8 15
Annealed 550 345 15 30

Unannealed 550 345 8 15
Wrought Ti121Mo6Zr2Fe

(F1813) 931.5 897 12 30

티타늄합금은 다른 금속에 비하여 비중이 약 절반에 해당하지만 탄성계수는 

약 110GPa로서 Co합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며 인장강도는 

스테인리스와 유사하다. 따라서 비강도가 우수하여 각종 임플란트재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단응력(Shear strength)에는 취약함을 나타내am로 bone 

screw나 bone plate또는 이와 유사한 전단응력이 가해지는 임플란트에 

사용하려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티타늄합금은 마찰이나 미끄럼현상이 

지속되는 부분에서는 금속이 협착되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임플란트를 설계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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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혈액냉장고

[ 기술자문 답변 1 ] 

혈액냉장고가 오작동이 되면 대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냉장고의 온도는 섭씨1-6 도를  유지해야 한다.

1.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혈액 속의 대사가 빨리 일어나 적혈구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세균이 자라서 부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혈액을 수혈할 경우 환자는 급성 

패혈증 및 쇼크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다. 

   혈액은행 냉장고는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바, 온도가 변하면 즉시 

알람을 울리거나 취급자에게 전화가 자동적으로 가게 해 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온도 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취급자가 부재중일 때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야 한다.

2.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

  이 경우는 혈액이 냉동되기 때문에 적혈구가 깨진다(용혈). 이런 경우 

적혈구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용혈된 적혈구에서 여러 물질들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런 혈액을 수혈하면 적혈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방출된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이 오작동으로 인해 변질된 혈액이 수혈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관해 자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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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혈액보관용 냉장고는 1~6℃의 온도범위를 항상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온도감시시스템(continuous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와 적정온도의 

범위을 벗어나면 정전시에도 경보음이 울릴 수 있는 경보시스템(alarm 

system)이 갖춰져야 합니다. 

혈액냉장고가 적정온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보관된  적혈구제제는 다음과 같은 

위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용혈: 혈액보관용 냉장고의 온도가 너무 내려가 동결이 발생하게 되면 

적혈구들은 용혈되게 됩니다. 용혈된 적혈구제제를 수혈하면 환자에게 

혈색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신장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2) 세균증식: 혈액냉장고의 온도가 10℃ 이상으로 증가하면 적혈구제제 내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균이 증식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하면 

균혈증(bacteremia)이 유발되고 심하면 패혈증(septic shock)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게 됩니다.

3) 기타: 혈액냉장고의 온도가 적정범위 이상으로 증가하면 백혈구 대사에 

의한 산물들(cytokine 등)이 증가하여 비용혈성 발열반응(Nonhemolytic febrile 

transfusion reaction) 등 수혈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문헌]: 

Brecher ME. Technical Manual, 15th ed, Bethesda, Maryland; 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2005:197-199, 6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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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 기술자문 답변 1 ] 

초전도자석(superconductive magnet)의 정의 

일반적으로 magnet이라 함은 정자장(주자장, main magnet field)을 말한다. 흔

히 우리가 0.5T, 1.5T라 부르는 자장의 세기를 말하며 MR 장비 중 가장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자장의 세기는 영상의 질을 평가하는 신호 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의 중요한 요소이다. Magnet의 형태는 자장을 발생시키

는 방법에 따라 영구자석(permanent magnet), 상전도자석(resistive magnet, 상

온 전자석), 초전도자석(superconductive magnet) 등으로 나누며 이중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장치는 초전도 자석이다. 개방형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처럼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는 상전도자석 또는 초전도자석과 영구자석을 합한 구조 등 이

를 적당히 합한 구조도 사용되고 있다.

초창기의 MR은 주로 영구자석을 이용한 장비들이 개발되었다. 영구자석은 일단 

자기에너지가 주어지면 영구히 자석을 발생하는 자석이다. 그러나 MR 영상을 

만들어 낼 만큼의 자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너무 크고 그 무게 또한 

100톤 가까이 되어 설치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0.2T 정도의 저자장을 만

드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운영비용이 적고 전원이 필요 없으며 자장영역이 

크지 않아 특별한 차폐시설이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중소 병원들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소형화, 경량화 되어 많은 진보를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핵심 부품인 초전도 

자석에 관한 생산 및 생산 후 관련 정보를 요청한 제조회사가 있어 기술 

자문을 요청함. 초전도자석 관련한 기술적인 정보나, 학계, 학회 등의 

관련 논문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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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넛 모양의 개방형 장치들은 영구자석이 

이용되고 있으며 0.7T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자장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상전도자석은 코일에 전류를 가하여 전자석에 의한 방식이다. 영구자석보다는 

가볍지만 자장 형성을 위해 전기를 계속 공급해야 하며 대전류에 따른 열발생을 

대량의 물로 냉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영구자석에 비하여 운영비

가 상대적으로 많은 단점이 있으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장치이다.

초전도자석(superconductive magnet)의 장점 

일반적으로 검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초전도 장치이다. 초전도 자석의 

장점은 1.5T 이상의 높은 자장 강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고해상도와 높은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도체는 절대 온도 (-273℃, 0℃ K) 

근처에서 전기 저항이 거의 없는 초전도체가 된다. 이를 위해 약 -269℃ 인 액

화 헬륨을 냉매제로 사용하며 기화되어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액화 헬륨을 

일정 주기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초창기의 초전도 장치에서 액화 헬륨은 2~3

개월에 한번씩 보충해 주어야 했지만 최근의 장비들은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수년에 한번씩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운영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전도체로는 니오브-티타늄 (niob-titanium)의 

합성물질로 만든 coil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보고에 의하면 고온에서도 

이러한 초전도 현상이 가능한 재료의 개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절대온도 100도

에서도 가능한 물질들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며 가까운 미래에는 액화 헬륨이 필요 없는 장치가 개발될 것으로 

믿고 있다. 

초전도자석(superconductive magnet)과 고자장 MRI의 전망

초전도 자석의 강도는 상한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을 목적으로 하는 

MRI에서는 9.4 T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spectroscopy에서는 더 높은 자장도 가

능하다. 지난 수년 간에는 기온 100°K 같은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를 보이는 합

금이 개발되었으나 이 물질의 대부분은 잘 부서지기 쉬워서 금속 줄로 만들기가 

어렵고 또 강한 자장이 있을 때에는 그 초전도성을 잃는 물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MRI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온에서의 이상적인 

초전도 합금이 나온다면 MRI에 또다른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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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 상전도자석 초전도자석

자기장 세기(T) 0.05~0.4T 0.05~0.15T 0.5~7T, 9.4T

자기장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z축 방향

자기장안정성

확보방법
항온,항습이 필요 정전류 제어 영구 전류

자기장 

균일성
10-5 10-4이하 10-5~10-6

전력 

소비
적다

크다

(0.25~100kW)
없다

누설 자기장 적다 적다

크지만 능동차폐 

active shield를 

사용하여 적게 

만든다

가동 유지비 아주 적다
중간 정도(전력, 

냉각수 사용)

액체 헬륨이 

비싸나 재활용 

방식을 이용해 

적게 만든다.

<표. 자기공명영상 촬영용 자석 비교>

참고자료

초전도체란?

도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저항 역시 증가하여 전기가 잘 흐르지 않고, 온

도를 감소시키면 저항이 작아져 전도가 잘 일어난다. 특히 온도를 극저온으로 감

소시킬 때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초전도현상이라 한다. 이러한 현상

을 갖는 물질을 초전도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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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의 기원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교수 카멜린 온네스가 수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

험을 하다가 절대온도 4.2K(영하268.8?)에서 전기저항이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 처음으로 초전도체를 발견하였다. 초전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 하는데 임계온도를 낮추어 실용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초전도체의 연

구를 시작하였다. 

1993년 초 스위스에서 임계온도 133K, 1993년 말 프랑스에서 임계온도 250K의 

초전도체 박막을 제작하였다. 

초전도체의 원리

초전도체를 규정하는 성질은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르는 자장차폐효과이다. 마

이스너에 의해 발견된 이 성질은 초전도 덩어리 내부에는 항상 자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초전도체의 종류

홑원소물질로 니오브(Nb), 바나듐(V) 등 20여 종의 금속 원소가 있으며 합금으로

는 니오브와 게르마늄의 합금(Nb3Ge)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금속이나 합금 등

이 초전도 상태가 되는 온도는 가장 높은 경우 절대온도 23K으로 매우 낮아 초전

도체로 활용하기가 힘들다. 최근엔 네오디뮴(Nd), 란탄(La) 등의 원소를 포함하는 

금속 화합물이나 특수한 자기물질(세라믹스)에서는 극저온이 아닌 비교적 고온에

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초전도체를 발견하였다. 

초전도체의 응용

교통, 에너지 전자공학 의료 및 방위산업 등 광범위하게 미래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초전도자석은 핵자기 공명장치(MRI) 입자가속기 에너지저장장치 자기부

상열차 등에 이용된다. 전선을 초전도체로 만들 경우 현재열로 20%정도 손실되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어 무손실 송전이 가능하다. 인체의 심장 신경 뇌에서는 극히 

미세한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몸 안의 극미세 자기장 측정을 통해 뇌질환, 간질, 노

인성치매 등의 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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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없는 전류의 흐름인 초전도 현상은 오랫동안 설명할 길이 없던 비밀스런 

현상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기에 더욱 매달렸고, 마침내 바딘, 쿠퍼, 슈리퍼는 

BCS이론이라는 비밀의 열쇠를 찾았다. 이후 많은 실험적 증거들이 BCS이론을 지

지했고, 이제는 조셉슨소자, 자기부상열차 등 초전도 현상이 생활에 응용될 길이 

열리고 있다. 

'고온초전도체 국내 연구진 개발' 같은 신문 보도의 머리말에서 보듯 초전도 현상은 

현대과학에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주제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아직도 초전도라는 

말조차 생소하다. 초전도란 무엇일까? 그리고 1987년을 전후해서 고온 초전도 현

상이 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일까?1911년에 초전도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온네스를 선두로 초전도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한 사람의 수는 대단히 많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제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만큼 초전도 

현상은 특이하고 또한 복잡한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대량생산 가능한 고분자 초전도체 

고려대 최동식교수(화학과)와 서광석교수(금속재료공학부)가 새로운 초전도물질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것은 고분자 계열의 초전도체다. 만약 

고분자 초전도체가 실용화된다면 초전도가 주도하는 '제3의 산업혁명'은 훨씬 앞

당겨질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고온 초전도체들은 세라믹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

에 대량생산이 어렵다. 세라믹 초전도체는 박막이나 선재와 같은 형태로 제작된

다. 그런데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진다. 곧 생산능력이 좋지 않다는 얘

기다. "10-20cm의 초전도 전선을 제작하는데 1주일이 소요된다"는 세계적인 고

온 초전도학자 폴 추박사(미국 휴스턴대 초전도연구소 소장)의 말에서도 그런 점

을 엿볼 수 있다. 고분자 초전도체는 세라믹 초전도체와 달리 액체상태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압출선형이 뛰어나다. 결국 생산성이 좋으므로 산업화가 용이하다. 

이점이 바로 고분자 초전도체의 매력이다. 1970년대에 처음 예언돼 0.2K의 SN계열 

고분자초전도체가 개발된 바 있으나 그후 20여 년간 침묵을 지켰다. 이번에 세계 

두 번째로 고려대에서 개발한 고분자 초전도체는 15족13족원소(PNGa)들로 만들

어졌다. 최동식교수는 "현재 임계온도가 6K밖에 되지 않지만 고온 고분자초전

도체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다른 금속을 넣으면 임계온도가 달

라지는데, 이를 통해 개선하면 고온 고분자 초전도체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그러나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고분자의 구조를 밝혀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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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 초전도현상을 보여야만 실용화가 가능한데 아직 임계온도가 너무 낮다. 

이를 위해 현재 고려대팀은 이번에 합성한 고분자 초전도체의 구조 분석을 위한 

후속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사전(http://wikipedia.org)

초전도 현상은 어떤 물질의 온도가 매우 낮을 때(대체로 -200˚C 이하)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기저항이 0이 되고 내부 자기장을 밀쳐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오네스가 발견하였는데 그는 수은의 

온도가 약 4K(-269˚C)이하로 내려갈 때 수은의 전기저항이 0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체를 초전도체라 하며,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한다.

일반적인 금속 도체의 비저항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점점 감소한다. 그러나 

구리나 은과 같은 도체의 경우에는, 불순물이나 다른 결함으로 인해 저항이 어느 

값 이상으로 감소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절대 0도 근처에서도 실제 구리 시료의 

저항은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된다. 반면 초전도체의 저항은 온도가 "임계 온도" 

값보다 아래로 나려가면 갑자기 0으로 떨어진다. 초전도 전선으로 된 고리를 

흐르는 전류는 전원 공급 없이도 계속 흐를 수 있다. 강자성이나 원자 스펙트럼 

준위처럼, 초전도는 양자 역학적인 현상이다. 초전도는 단순히 고전 물리의 이

상적인 "완전 도체"(perfect conductor)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초전도는 다양한 종류의 물질에서 나타나는데, 주석이나 알루미늄과 같이 한 가

지 원소로 된 물질에서도 일어나고, 다양한 금속 합금이나 도핑된 세라믹 물질에

서도 나타난다. 한편 초전도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으

며, 순수한 강자성 금속(ferromgnetic metal)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1986년에는 구리-perovskite계 세라믹물질에서 임계 온도가 90 K을 넘는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때문에 초전도체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순수한 연구 주제로서, 이런 물질들은 초전도체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

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초전도 상태가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온도인 액체 질소의 비등점 (77 K)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좀 더 많은 상업적 응용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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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의 기본적인 성질

초전도체의 비열이나 초전도성이 깨질 때의 임계 온도, 임계 자기장, 임계 전류 

밀도와 같은 대부분의 성질은 물질마다 다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초전도체이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들이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초전도체는 자기장이 없을 때 작은 전류에 

대해 정확히 0인 전기 저항을 가진다.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은 초전도성이 

하나의 열역학적인 상이며, 물질의 미시적인 구조에 독립적인 특정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직류전류에 대한 초전도(완전도체) 

시료의 전기적인 저항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물질을 전기 회로에서 

전류원과 직렬로 연결한 뒤 전류 I를 공급하고 시료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 V를 

측정하는 것이다. 시료의 저항은 옴의 법칙에 따라 로 주어진다. 만약 

전압이 0이라면, 이것은 저항이 0임을 의미하며 그 시료는 초전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초전도는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은 MRI와 같이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하는 곳에서 사용된다. 실험에 의하면 

초전도 코일은 측정 가능한 감소 없이 전류를 몇 년씩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의하면 이런 전류의 유효수명은 최소한 100,000년이며, 이

론적으로는 우주의 수명보다도 길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도체에서는, 전류는 전자가 무거운 이온 격자 사이를 움직여 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전자들은 이온과 격자에 계속 충돌하며, 각각의 추돌에서 전류에 의해 

전달되던 에너지의 일부가 격자로 흡수되고 열로 변환된다. 이것이 이온 격자의 

운동에너지이다. 결과적으로 전류에 의해 운반되던 에너지는 점점 흩어진다. 

이것이 전기적 저항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초전도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일반적인 초전도체에서 전류의 흐름은 각각의 

전자의 움직임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 대신 전자는 쿠퍼 쌍(Cooper pair)이라는 

쌍으로 묶인다. 포논의 교환에 의한 전자들 사이의 인력으로 생긴다. 양자역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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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러한 Cooper 쌍의 흐름은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에너지 갭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전자의 흐름을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ΔE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ΔE가 kT로 주어지는 격자의 열 에너지보다 

크다면 (k는 볼츠만 상수이고 T는 온도이다.), 전자는 격자에 의해 산란되지 않

게 된다. 그러므로 쿠퍼 쌍은 초유체를 이루며, 이는 에너지 손실 없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종류의 고온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2종 초전도체는 초전도 상전이의 근방

에서 전류가 그 전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강한 자기장과 함께 가해졌을 때 

아주 작은 양의 비저항을 보인다. 이것은 전자 초유체의 vortex(와동)에 의한 

것으로서, 전류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흩뜨린다. 만약 전류가 충분히 

작다면, vortex는 정지해있고 비저항은 사라진다. 이 효과에 의한 저항은 초전도체가 

아닌 물질이 보이는 저항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민감한 실험을 할 때에는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온도가 초전도 상전이에서 더 멀어짐에 따라, 이러한 

vortex들은 불규칙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vortex glass"라는 상으로 변할 수 있

다. 이러한 "vertex glass" 상전이 온도 아래에서는 초전도체의 저항이 0이 된

다.

 

초전도 상전이 근처에서의 초전도체초전도 상전이의 비열(cv, 파란색)과 비저항

(ρ,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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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상태는 물질의 온도가 초전도 상전이가 일어나는 임계 온도 Tc이하로 

내려갈 때 나타난다. 임계 온도의 값은 물질에 따라 다르다. (고온 초전도체가 

아닌) 일반 초전도체들은 보통 20 K(kelvin)에서 1K 이하까지의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고체수은은 4.2 K의 임계 온도를 가진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온 초

전도체가 아닌) 일반 초전도체들의 임계온도는 2001년에 발견된 [[MgB2]]에서 

보이는 39 K이 최고이다. (단 이 물질이 보여준 성질 때문에 MgB2를 일반 초

전도체로 분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구리계 초전도체는 훨씬 높은 

임계 온도를 가지는데, 최초로 발견된 구리계 초전도체 중의 하나인 

YBa2Cu3O7의 임계 온도는 92 K이며, 수은을 포함한 구리계 초전도체는 임

계온도가 130 K을 넘는 것도 있다. 이런 높은 임계 온도에 대한 확실한 이론

적 설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 초전도체는 광자(phonon)의 교환에 의한 전

자 쌍의 형성으로 설명되지만, 최근 발견된 고온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이 설명이 맞

지 않는다.

초전도성이 나타날 때는 다양한 물리량의 갑작스런 변화가 수반되는데, 이것은 

상전이(phase transition)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전자에 의한 비열은 일반적으

로 온도에 1승에 비례한다. 그러나 초전도 상전이를 할 때에 비열값은 갑자기 

뛰어오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1승에 비례하지 않고 e−α /T에 비례하게 된다. 

(α는 물질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 이런 양상은 에너지 갭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다.

초전도 상전이의 상전이 차수는 논란의 대상이다. 실험 결과로 보면 초전도 

상전이들은 잠열이 없는 2차 상전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 대의 계

산에 의하면 초전도 상전이는 1차 상전이인데 전자기장의 장거리 요동에 의한 

효과 때문에 약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에서야 무질서 장이론

(Disorder Field Theory)의 도움으로 vortex line이 초전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초전도 상전이는 type I 영역에서는 1차이고 type II 영역에서는 2차이며 두 

영역은 삼중점에 의해 분리됨이 보여진 바 있다.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가 약한 외부 자기장 H 안에 놓이게 되면, 자기장은 초전도체를 완전히 

투과하지 못하고 대략 두께 λ만큼만 투과하게 된다. 이 두께를 런던 투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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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penetration depth)라고 하는데, 초전도체에 들어간 자기장은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급격히 감쇄하여 0이 된다. 이것을 마이스너 효과라 하며, 초전도체의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초전도체의 경우에 런던 투과 깊이는 

100nm 정도이다.

마이스너 효과는 때때로 이상적인 도체에서 나타나는 반자성(diamagnetism)의 

일종으로 혼동되곤 한다. 렌츠의 법칙(Lenz’s law)에 따르면, 전도체에 ‘’변화’’하

는 자기장이 가해지면 전도체 전류가 유도되면서 가해진 자기장의 반대 방

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상적인 도체에서는 흐를 수 있는 전류의 값에 제한이 

없으며, 이 전류로부터 유도된 자기장은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을 정확히 

상쇄시킨다.

마이스너 효과는 이 점에서 다른데, 초전도체는 자기장이 변화하든 변화하지 

않든 ‘’모든’’ 종류의 자기장을 밀쳐낸다. 즉, 일정한 자기장이 가해지고 있더라도 

자기장을 밀쳐낸다. 물질이 임계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물질의 내부 자기장이 

갑작스레 밀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렌츠의 법칙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초전도체는 단순한 ‘’완전 도체’’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이스너 효과는 프리츠(Fritz London)와 하인즈 런던 형제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초전도체에서 전자기적 열역학적 자유에너지(thermodynamic 

free energy)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최소화가 된다.

여기서 ‘’’H’’’는 자기장이고 λ는 런던 투과 깊이이다.

런던 방정식으로 알려진 이 방정식은 초전도체의 자기장이 표면에서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지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마이스너 효과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이 너무 크면 파괴된다. 초전도체는 이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 1종 초전도체’’에서

는 가해진 자기장이 어떤 임계값 ‘’Hc’’이상이 되면 갑자기 깨어진다. 샘플의 모양

에 따라서, 샘플이 자기장을 포함하는 ‘’중간 상태’’와 샘플이 자기장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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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은 ‘’초전도 상태’’가 혼합되어 있다. 반면 ‘’제 2종 초전도체’’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Hc1보다 큰 값이 되면 물질이 자기 선속이 물질을 통과하지만 

전류가 크지 않는 한 저항값이 0인 상태가 지속되는 ‘’’혼합 상태’’’가 된다. 자

기장이 두 번째 임계 자기장인 Hc2보다 커지면 초전도성이 파괴된다. 혼합 상

태는 사실 전자 초유체에 있는 와동(vertex)에 의해 생겨나며, 이 와동에 의한 자

기 선속이 양자화(quantized)되기 때문에 fluxon이라고도 불린다.

니오븀(niobium), 테크네튬(technetium), 바나듐(vanadium), 탄소 나노 튜브

(carbon nanotube)를 제외한 나머지 가장 고순도의 단원자 초전도체들은 제 1종 

초전도체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불순물이 섞이거나 화합물인 초전도체들은 

제 2종 초전도체들이다.

런던 모멘트

반대로, 회전하는 초전도체는 스핀 축 방향으로 정확하게 정렬된 자기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효과는 런던 모멘트(London moment)라 불리는데, 

Gravity Probe B 인공위성에 잘 사용되었다. 이 실험은 네 개의 초전도 자이로스

코프의 스핀 축을 결정하기 위해 이 자이로스코프들의 자기장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실험에 매우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구의 스핀 축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초전도의 이론적 설명 

초전도체의 발견 이래 초전도체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1950년 대에, 이론 응집물질물리학자들은 한 쌍의 중요한 이론에 의해 ‘’일반적

인’’ 초전도체에 대한 확고한 이해에 도달했다 : 현상론적인 긴쯔버그-란다우 이

론(Ginzburg-Landau theory) (1950)과 미시적인 BCS 이론 (1957)이 그것이었다. 

둘 다 람다 상전이(Lambda transition) 계열에 포함 된다는 점 때문에, 이 이론

들에 대한 일반화가 초전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현상인 초유체 현상을 이해하

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반화가 고온 초전도체에도 적용될 수 있

느냐 하는 점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긴쯔버그-란다우 이론의 4차원

으로의 확장인 콜만-와인버그 모델(Coleman-Weinberg model)은 양자장론과 우주

론에서 중요하다.

에너지 밴드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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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와 일반 고체(부도체 혹은 도체) 사이에 상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전기 

전도도가 무한대가 되는 것과 함께 전자들의 에너지 분포가 바뀐다. 일반 도체일 

때에는 전자의 에너지준위가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분포

한다. 즉, 전자는 페르미 에너지를 중심으로 어떠한 에너지 값을 가져도 된다. 

하지만 초전도체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기준으로 약간 위와 약간 아래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어 허용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값)에 구멍

(갭)이 있다. 이는 초전도체 시료를 주사터널현미경으로 전기전도도의 미분값을 

관찰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연구된 고온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초전도 현상을 보이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준위의 구멍이 

존재하여 이를 유사갭(Psuedo Gap)이라고 부른다.

초전도체의 역사 

초전도체는 1911년 고체 수은의 저항을 당시 발견된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측정하려던 오네스(Heike Kamerlingh Onnes]]에 의해 발견되었다. 

4.2 K의 온도에서 그는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1] 이후 초

전도체는 여러 다른 물질에서 발견되었다. 1913년 납의 초전도가 7 K에서 발

견되었고, 1941년에는 질화 니오븀(NbNi)의 초전도가 16K에서 발견되었다. 초

천도체를 이해하는 그 다음 중요한 진전은 1933년 마이스너(Walter Meissner)

와 오센펠트(Robert Ochsenfeld)가 마이스너 효과(Meissner effect)로 알려진 초

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쳐내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2] 1935년 F. 런던과 H. 런

던 은 마이스너 효과가 초전도 전류가 운반하는 전자기적 열역학적 자유 에너지

를 최소화하려는 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3]

1950년에, 현상론적인 긴쯔버그-란다우 이론(Ginzburg-Landau theory)가 란다

우(Lev Davidovich Landau)와 긴쯔버그(Vitalij Lazarevics Ginzburg)에 의해 발

전되었다.[4] 란다우의 2차 상전이 이론을 슈뢰딩거 파동 방정식과 결합한 이 

이론은 초전도체의 거시적 성질을 설명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으로

는, 아브리코소프 (Alexei Alexeevich Abrikosov)는 긴쯔버그-란다우 이론이 초전

도체가 제 1종과 제 2종으로 불리는 두 종류로 구분됨을 예언함을 보였다. 아

브리코소프와 긴쯔버그는 그들의 공로로 인해 2003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란다우는 1968년 사망했다.) 또 1950년에는 맥스웰과 레이놀즈 등이 초전도체

의 임계온도는 그 구성 원소의 동위원소 질량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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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이 중요한 발견은 전자-포논간 상호작용이 초전도 현상의 미시적 

메카니즘임을 지적한 것이다.

초전도 현상을 미시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1957년 바딘(John 

Bardeen), 쿠퍼(Leon Neil Cooper), 슈리퍼(John Robert Schrieffer)에 의해 제

안되었다.[7] 이들의 이론은 이들의 이름 앞자를 따서 BCS 이론이라고 불린

다. 또 보골류보프(Nikolay Bogolyubov)가 이와는 독립적으로 초전도 현상을 설명

하였다. 이 BCS 이론은 초전도 전류를 쿠퍼 쌍(Cooper pair)의 초유체로 설명

하였다. 쿠퍼 쌍은 포논의 교환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전자들의 쌍이다. 1972년 

저자들은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BCS 이론은 1958년 보고류보프가 

원래는 여러가지 논증으로 유도되는 BCS 파동함수가 전자의 해밀토니안을 정

규 변환(canonical transformation)하여 얻어질 수 있음을 보임에 따라 더 단단

한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8] 1959년에 레브 고르코프(Lev Gor’kov)는 BCS 이

론이 임계 온도 근처에서 긴쯔버그-란다우 이론으로 환원됨을 보였다.[9]

1962년 웨스팅하우스사(Westinghouse)에서 최초의 상업용 초전도 전선이 니

오븀-타이타늄 합금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같은 해에 조셉슨(Brian David 

Josephson)은 초전도 전류가 얇은 부도체 층으로 분리된 초전도체 사이를 흐를 

수 있다는 중요한 이론적 예견을 하였다.[10] 조셉슨 효과라 불리는 이 현상은 

SQUID와 같은 초전도를 사용하는 기계에 이용된다. SQUID는 양자 자기 선속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쓰이며 , (양자 홀 비저항(Quantum Hall 

Resistivity)과 결합되어) 플랑크 상수 h를 측정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조셉슨은 

이 연구로 1973년 노벨상을 받았다.

2008년 발레리 비노쿠르(Valerii Vinokur)와 타트야나 바투리나(Tatyana 

Baturina)는 초전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어떤 물질들에서 초-비전

도(superinsulator)상태를 만들 수 있음을 발견했다. [11]

고온 초전도체

1986년까지 물리학자들은 BCS 이론에 의하면 30 K 이상에서 초전도성을 보

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1986년 베드노르즈(Johannes Georg 

Bednorz)와 뮬러(Karl Alexander Müller)는 란타늄 구리계 페롭스카이트 물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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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를 발견하였으며 그 임계 온도는 35 K이었다.[12] (이들은 이 연구로 

1987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잠시 후에 우(M. K. Wu) 등이 란타늄을 이트륨으로 

치환하여 YBCO를 만들었는데, 그 임계온도가 92 K에 이르렀다. 이것은 냉각제

로 사용되는 액화 질소의 기화점인 77 K보다 높은 온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

었다.[13] 이것은 상업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액화 질소는 원재료 걱정 

없이 값싸게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으며 액체 헬륨을 수송할 때 나타나는 문

제점인 고체 에어 플러그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다른 구리계 초전도체가 발견되었으며, 이 물질들이 보이는 초전도에 대한 이론

적 설명은 응집 물질 물리 분야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다.

약 1993년부터, 가장 높은 임계 온도를 가지는 초전도체는 탈륨, 수은, 구리, 

바륨, 칼슘, 산소로 구성된 세라믹으로서 임계온도가 Tc=138 K 였다.[14]

2008년 2월에는 철에 기반을 둔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었다.[15][16] 도쿄 공

업 대학의 히데오 호소노(Hideo Hosono)와 동료들은 란타늄-산소-불소-철-비

소 화합물 (LaO1-xFxFeAs), 즉 oxypnictide에서 초전도를 26 K에서 발견하였

다. 이어진 다른 그룹의 연구는 LaO1-xFxFeAs의 란타늄을 세륨, 사마륨, 네오

디뮴, 프라세오디뮴 등의 다른 희토류로 치환하였을 때 임계 온도가 52 K까지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AFe2As2구조를 가진 철-비소 기반 초전도체 

또한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은 다른 계열의 초전도를 연구함으로서 구리계 초전도

체에 대한 이론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류 

초전도체를 분류하는 기준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

•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제 I형 초전도체 (상전이의 차수가 1차) or 제 II형 

초전도체 (상전이의 차수가 2차). 

 

발견 초기의 단원자 저온초전도체들은 대부분 I-형(Type-I) 초전도체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화합물 초전도체를 비롯하여 모든 산화물 고온초전도체들은 II-형

(Type-II) 초전도체로 알려져 있다. I-형 초전도체와 II-형 초전도체의 구분은 자

기장-온도 상전이형태에서 쉽게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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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형(Type-I) 초전도체 I-형 초전도체는 어떤 온도상태에서 열역학적 임계자

기장(Hc)이 존재하며, 임계 자기장을 경계로 정상 상태와 초전도 상태로의 전

이가 일어난다. 이때 임계자기장 이하의 초전도 상태는 초전도 기본 특성의 하

나인 마이스너 효과로 인하여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I-형 초전

도체는 단원자 초전도체들이 주종을 이루며, 이들 초전도체들의 응용은 특성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2. II-형(Type-II) 초전도체 II-형 초전도체는 I-형과 다르게 어떤 온도상태에서 상

부임계자기장(Hc2)과 하부임계자기장(Hc1)이 존재하여, 이들 임계자기장들의 경

계로 유용한 초전도 특성을 나타낸다. I-형과 마찬가지로 초전도 상태의 하부

임계자기장(Hc1) 이하의 영역은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하는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

낸다. 그러나 하부임계자기장(Hc1) 이상의 자기장 하에서 II-형 초전도체는 

초전도성질을 잃지 않고 초전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일부의 자기장들이 

초전도체를 침투하도록 한다. 자기장의 침투 정도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증가 

되고, 상부임계자기장(Hc2)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며, 상부임계자기장(Hc2) 이

상이 되면 초전도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 초전도체가 아닌 일반 

물체로 된다. 이와 같이 상부임계자기장(Hc2)과 하부임계자기장(Hc1) 사이의 

영역(Vortex state 혹은 Mixed state라고 함)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 자기장의 

침투에도 초전도성이 유지되는 초전도체를 II-형 초전도체라 한다. 대부분 혼

합물 및 산화물 고온초전도체들이 이에 속하며, 초전도체 응용에 거의 모두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II-형 초전도체를 이용하고 있다.

• 설명하는 이론을 기준으로: conventional(BCS 이론에서 설명이 되는 경우) 

or unconventional (BCS 이론으로 설명이 안되는 경우) 

  

•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 고온 초전도체 (임계 온도가 액체 질소의 비등점 

77 K보다 높은 경우) or 저온 초전도체 (임계 온도가 그보다 낮은 경우) 

  

• 물질을 기준으로 : 단원자 (수은, 납 등), 합금 (니오븀-타이타늄, 게르마늄-

니오븀), 세라믹 (YBCO, [[MgB2]], 유기 초전도체 (풀러렌, 탄소 나노 튜브 - 

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원자 계열에 넣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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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초전도 YBCO의 부상

초전도 자석들은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전자석이다. 그들은 MRI이나 

NMR 기계, 질량 분석기, 입자 가속기에 쓰이는 광선 조타 자석 등에 사용된다. 

그들은 또한 입자들을 입자들이 가진 자성에 따라 분리하는 자기 분리

(magnetic separation)에 쓰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료 산업 등에 쓰이곤 

한다.

초전도체는 또한 디지털 회로, RF 회로, microwave 회로, 휴대 전화 기지국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초전도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민감한 자력계인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

(SQUID)의 구성 단위인 조셉슨 접합(Josephson junction)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조셉슨 장치들은 SI 규격인 volt를 정의하는 데에 사용된다.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조셉슨 접합은 광자 검출기나 혼합기로 사용된다. 일반 상태에서 초전도 

상태로 전이할 때의 큰 저항 차이는 저온 열량계나 미소열량계의 온도계나 광자 

검출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초전도 물질을 사용했을 때) 장치의 상대적인 효율성, 크기, 무게에서의 이점이 

초전도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더 큰 곳에서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망이 있는 응용 예로는 고성능 변압기, 전력 저장 장치, 전력 전달기, 전기 

모터, 자기 부상 장치, 과도 전류 제한기 등이 있다. 그러나 초전도는 변화하는 

자기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류를 사용하는 응용 예들(즉, 변압기)을 만드는 것

은 직류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자석 위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위에 

떠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또,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어 전류가 흘러들어도 전력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대량의 전기를 

손실 없이 저장하거나 송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는 매우 센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자기 부상 열차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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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1. 초전도 자석의 개념

초전도자석은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자장을 발생시켜서 기존의 전자석이나 영구자석보다 

훨씬 높은 정자장을 안정하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초전도자석은 저항손실 없이 코일에 

대전류를 흐르게 하여 대공간의 공심 구조에서도 높은 자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전류 

감쇠가 없는 영구전류 상태에서 정밀 자장을 발생시키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기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Nb-Ti(9K), Nb3Sn(18K) 등의 합금계 및 

화합물 저온 초전도 재료의 발견과 함께 초전도자석 응용연구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1972년에 영국에서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NMR spectrometer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1982년에는 MRI용 초전도자석 상용화기를 개발하면서 연구 분석 및 의료분야에서 

세계시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1986년 이후 액체질소의 비등점인 77K 



- 182 -

이상에서 초전도현상을 나타내는 산화물계의 고온 초전도재료의 발견은 초전도 현상의 

산업응용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니오비움 티타늄' 합성물질 및 MR Cryostat

2. 국내 초전도 자석의 개발

국내에서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조장희 박사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자기

공명영상기 개발에 착수하여 1983년에 최초로 0.15 테슬라의 상전도 자기공명

영상기의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개발된 장비는 홍릉 소재의 한국과학

기술원에서 초기의 임상적 경험을 쌓았으며 박재형(朴在亨) 박사 등은 1985년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혈류속도의 측정에 관한 논문을 북미방사선의학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상전도 자석의 자기공명영상기는 2.0 테슬라의 초전도자석의 자

기공명영상기의 시제품이 완성된 1986년까지 연구 및 진료의 목적으로 사용되

었습니다.

상전도 자석 자기공명영상기의 상품화는 1984년 조장희 박사 연구진과 금성사의 

산학협동 하에 최초로 이루어져 제1호기가 서울 소재의 개인병원인 신화병원에 

설치되었습니다. 1987년에 서울대학병원에 상품화 제품으로서는 세계의 최초인 

2.0 테슬라의 초전도자석의 자기공명영상기(금성사, Spectro 20000)가 설치되

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자기공명영상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3. 금속계 초전도선

1) 금속계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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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계 초전도선은 초전도 현상이 BCS 이론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오브합금(Nb-Ti) 또는 

합화물(Nb3Sn, Nb3Al)을 구리 매트릭스로 다심화하여 구성된 대표적인 초전도입니다. 

금속계 초전도재료

재료 임계온도(K) 임계자장(Tesla) 응용분야

Nb-Ti 9 12 NMR, MRI 가속기,리니

Nb3Sn 18 22 NMR, 핵융합(고자장

Nb3Al 17 30
NMR, 핵융합(고자장)

-뒤틀림이 강하다

Nb3B2
39 - 개발중

의료용 장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MRI, 분석기기로 사용되는 NMR에 이용되는 것 외에도 

개발기기로는 일본 야마나시 실험실에서 실험이 이루어진 리니어 모터 카, 소립자 실험용 

가속기, 핵융합 실험 장치 등이 금속계 초전도선이 채용됩니다. 

2) 고온 초전도선 개발

고온 초전도 재료

재료 임계온도 임계자장 응용

이트륨계 90

∼100

일렉트로닉소자, 고주파필터, 한류기

비스무스계 110 MRI, NMR, 전력케이블, 변압기, 선박용

탈륨계 125

수은계 135

고온 초전도 재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저항이 ‘0’인 초전도상태로 변하는 온도가 액화천연가스(LNG)의 증발 온도인 110K 즉, 

-163℃ 정도로 높아서 기존의 금속계 초전도선 냉각에 필요한 값비싼 액체헬륨이 필요 

없으므로 냉각 코스트를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싸고 자원적 제약이 있는 희토류계 원소 및 독성 원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성가공법으로 결정을 배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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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용 초전도의 관리

초전도 자석은 파괴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quench와 같은 액체 질소의 증발은 재가동에  

많은 수고와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게 됩니다. 먼저 대량의 액체 질소로 본체를 냉각 

시키고 헬륨 가스로 이를 치환 시킨 다음, 액체 헬륨을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신용 

장치에서 액체 헬륨은 1,200ℓ∼1,300ℓ가 필요합니다. 또한 액체 헬륨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quench의 열작용에 따라 자장의 불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신용 MRI 장치는 0.2 - 

0.3ℓ/hr 전후의 액체 헬륨과 소량의 질소가 증발하게 되고 초전도 유지를 위해 

액체 질소는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증발은 막기 위해 냉각기 등을 사용하여 증발의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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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인공달팽이관장치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인공 달팽이관 시술 후 빈번히 발생하는 고장 및 사고에는 인공 달팽이관 

이식 후 그 위에 덮이는 피부가 약해져서 기계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가장 

흔하며, 수술 환자의 1000명 중 1-2명(0.1-0.2%)은 이식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수술로 기계를 새로 삽입해야 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시술 후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두피 괴사

② 전극의 압박

③ 전극의 위치 이상

④ 외림프누공

⑤ 유돌공의 전극 노출

⑥ 뇌막염

⑦ 안면 신경 자극 또는 약화

⑧ 기계적 이상(device failure)

⑨ 창상치유 지연

⑩ 경도의 미각 변화

 
 1. 인공달팽이관장치 시술 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고장 및 사고 사

례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위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2. 인공달팽이관장치와 일반 보청기의 적응증 및 장단점에 대해 자문

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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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한시적 현기증

[답변2]

일반 보청기는 난청이 매우 심할 경우 이득을 충분히 주기가 어려우며 특히 

어음분별력이 함께 떨어질 경우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보청기만으로는 청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공달팽이관 이식의 적응증이 됩니다. 

대한이과학회에서는 인공달팽이관 장치 이식의 적응증으로 양쪽 귀 모두가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청신경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보청기로 적절한 기간 동안 청력재활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에 

금기가 될 내과적, 정신과적, 신경과적 문제가 없는 경우,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강한 동기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전 검사 상 

와우이식을 못 할 정도로 귀 구조의 이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달팽이관은 기계를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는 점, 추후 MRI 

촬영이나 전기를 사용한 수술 및 검사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기술자문 답변 2 ] 

인공와우 이식술 후 고장 및 사고 사례가 조사된 연구는 국외에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총 875명의 환자 중 어른에서 13명(3.2%) 소아에서 

20명(4.2%)가 발생했다고 하며 국내에서 2001년에 137명의 인공와우 이식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이식기의 고장은 5명(3.6%)이었다고 

보고가 있다. 회사별로 Nuclues가 3.4%, Clarion이 5.4%정도라고 추정된다. 

기계고장의 원인은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두부외상이나 MRI촬영에 의한 

손상, 정전기에 의한 손상 등으로 추정된다.

기계손상시 언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유해하지는 않으며 

재수술 후에는 언어수행능력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계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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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에 따르는 비용적, 시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

1. Lassig AA, Zwolan TA, Telian SA. Cochlear implant failures and revision.  

Otol Neurotol. 2005 Jul;26(4):624-34

2. Ahn JH, Ahn YS, Chung JW, Lee KS. Postoperative Complications 

Following Cochlear Implantation in Patients with Inner Ear Anomalies, 

Korean J Otolaryngol 2007;50(4):291-5 

[ 기술자문 답변 3 ] 

[답변1]

인공 달팽이관 시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합병증은 수술의 술식과 이식기의 

종류 및 청각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 

달팽이관 시술의 합병증에 대한 유병률은 일반적인 중이염 수술의 합병증 

보다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공 달팽이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으로는 

이식기의 고장, 자석의 이동, 안면신경 마비, 피판 괴사, 환부감염, 전극의 압박, 

전극의 위치이상, 전극 노출, 이식기의 노출, 알레르기 반응, 이식기의 이동, 

뇌막염, 뇌척수액 누출, 두개 내 출혈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부수적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현훈, 피하기종, 봉합사에 의한 자극, 혀감각이상 두통, 

고막천공 등이 있다. 합병증의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주요 합병증의 경우 5% 

내외이며, 부수적 합병증은 15%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인공 달팽이관 장치의 고장은 수술자체와는 상관이 없으나, 이식기 자체의 

결함, 술 후 전기기기의 사용과 MRI촬영,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수술로 이식기의 제거 및 재이식을 필요로 한다.

[답변2]

난청환자의 청각 재활을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 달팽이관 장치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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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수 있다.  

일반 보청기는 경도, 중등도 난청 환자들의 청력 재활에 사용되는 도구로 

소리를 증폭하여 손실된 청력을 보조해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인공 달팽이관 장치 이식의 적응은 양측 귀에 고도(70dB)이상의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3~6개월간 청력 재활 

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인공 달팽이관 장치는 말초 및 중추 청각신경계의 기능이 남아있어야 하며, 

청각기관 구조의 심한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자의 전신 상태가 전신마취 

수술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환자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일반 보청기로 재활이 되지 않는 고도 난청환자에서 인공 달팽이관 장치 

이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청기와 인공 달팽이관 장치의 장단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보청기는 수술이 필요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가청음압범위(dynamic range)가 감소되어 

단순한 소리의 증폭은 어음판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 할 수 

있으며, 소리의 되울림, 폐쇄효과, 소음, 소리변형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인공 달팽이관 장치는 고도의 난청의 재활에 도움이 되나,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통한 훈련이 필요하며, 상기한 내용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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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외선조사기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피부에 발생하는 흑색종은 일반적으로 모양, 발생양상, 분포 등의 특성에 따라 

악성흑색점흑색종, 표재확산흑색종, 말단흑자흑색종, 결절흑색종의 4가지 

임상조직학적 아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말단흑색점흑색종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흑색종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자외선 치료와 관련된 흑색종의 발생위험에 대한 현재까지 보고된 임상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외선 B를 이용한 phototherapy의 경우 흑색종의 

발생위험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외선 A 를 이용한 

photochemotherapy(PUVA) 의 경우, 2001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PUVA 

치료를 250회 이상 받은 환자에서 흑색종의 발생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reference: N Engl J Med 1997;336:1041-5). 하지만  많은 다른 

학자들은 이 연구의 결과가 부정확한 통계자료 때문이라고 지적하였고, 저자 

또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흑색종 발생 위험이 PUVA 치료를 하는 데 있어 

금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외선 발생 기기의 사용이 피부 흑색종과 안구 

흑색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 일반적인 흑색종의 종류와 자외선조사기의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안구 

흑색종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2. 자외선조사기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가능한 여러가지 위해(흑색종 포함)를 

심각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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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자외선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급성반응과 잠재적인 장기간의 

위해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급성 부작용반응에는 홍반반응, 일광화상, 소양증 

등이 있다. 홍반 반응은 대부분 자외선 조사 30분 내지 수 시간 후부터 

나타나며 1~2일 지속된다. 일광화상의 경우 처음에 피부가 붉게 되고 부풀어 

오르다가 심한 경우는 물집이 생기고 오한, 발열, 오심 등의 전신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장기간의 잠재적 반응에는 광노화와 피부암 발생 등이 있다. 광노화된 피부의 

임상적인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거칠고, 굵고 깊은 

주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부의 정상적인 탄력성이 소실되고 심해지면 축 

늘어진 모양이 된다. 노인 흑색점(흑자) 및 불균일한 색소침착 및 색소소실 

등의 색소변화가 나타나며, 진피 혈관의 변화로 모세혈관 확장이 나타나며 

쉽게 멍이 든다. 지루각화증, 유두종, 각화세포종 등의 양성 종양과 광선각화증 

등의 암전구증 및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악성 흑색종 등과 같은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등급 예제 상세 증상의  예

심각 3 사망 또는 기능이나 조직의 상실 광노화, 피부암 발생

심각하지 않은 2 되돌릴 수 있거나 미약한 상해 홍반, 일광화상, 소양증

무시해도 좋은 1
상해를 초래하지 않거나 미약한 

상해만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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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치과아말감용합금

[ 기술자문 답변 1 ] 

* 용어

- 아말감(amalgam); 수은을 구성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합금

- 치과용 아말감 합금(dental amalgam alloys); 수은과 혼합하여 아말감을 

형성하기 위한 은, 주석, 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

- 치과용 아말감(dental amalgam); 치과용 아말감 합금과 수은을 혼합하여 

제조한 합금으로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이다.

* 생체적합성

- 치과용 아말감 합금 자체로는 구강 내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 수은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OSHA의 공기 오염 

허용기준은 TWA 0.05 ㎎/㎥이다.

- 치과용 아말감은 금속간화합물로서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화합물이므로 

 
 미 FDA는 치과용 충전재로 쓰이는 아말감과 그 구성성분인 원소성 수은에 

대한 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였고, 식약청

에서도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권고사항을 첨부 파일과 발표하였

습니다. 

   

1. 아말감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2. 아말감의 위험성과 그 장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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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독성을 발현하지 않는다. 다만, 온도 상승에 의하여 수은이 

화합물로부터 유리되어 나온다면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치과용 아말감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치과용 아말감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유해하다는 확실한 결론도, 안전하다는 

확실한 결론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50여 년이 넘게 사용되어 오는 동안 

명확히 치과용 아말감의 유해성을 확정 지은 연구 결과는 없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말감 치료를 받은 환자의 혈중 수은의 농도는 0.7 ㎍/로서, 

주 1회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의 혈중 수은 농도 2.3~5.1 ㎍/L보다 더 낮았다.

* 아말감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제규정이나 가이드라인

- 현재 치과용 아말감을 널리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미국치과의사협회 주도로 아말감 취급방법에 대한 홍보 동영상과 

브로셔(Protecting the environment: Amalgam waste best management 

practices)를 제작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EPA와 공동으로 환경 보호에 나서고 있다.

- 치과용 아말감 합금과 수은에 대한 국제표준은 ISO 24234:2004, Dentistry -- 

Mercury and alloys for dental amalgam이 있고, ISO 11143:2008, Dentistry -- 

Amalgam separators가 있다.

- ISO 24234에서는 물질 자체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하여 ISO 10993이나 

ISO 7405에 다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ISO 11143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아말감 

폐기물 분리장치에 관한 표준으로 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이다.

* 아말감의 위험성 vs 장점 (risk vs benefit)

- 장점; 아직까지 치과용 아말감만큼 경제적이고 우수한 물성을 갖는 치과용 

직접수복재는 없다.

- 단점; 아말감의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금까지 있고, 특히 환자에게 대한 

문제보다 환경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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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 아말감의 장점 -

아말감은 임상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는 수복재료로서 변연누출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수복물과 치아 사이의 계면을 따라 형성되는 

부식 산물이 계면을 채움으로써 누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누출과 

세균침투에 대해 자가 봉쇄기능을 가진다. 더욱이 복합레진에 비해 세균의 

부착이 적게 일어난다. 또한 아말감은 내구성이 높고 마모저항성이 우수하여 

법랑질을 거의 마모시키지 않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말감 수복물의 평균 

수명은 12-15년 정도로 아말감 수복물의 90% 정도가 10년 후에도 성공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심미적 이유와 수은의 위해성 및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되어 세계적으로 아말감의 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 아말감의 위험성 -

아말감에는 수은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므로 아말감 재료의 생물학적 환경적 

위해는 수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수은은 크게 무기수은, 유기수은, 

금속수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유기수은은 가장 강력한 독성을 지니며 

이의 생물학적 위해는 비가역적이다. 무기수은과 금속수은은 유기수은 보다 

독성이 약하며 이나마 가역적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과용 아말감에서 

배출되는 수은은 금속수은에 속하며 증기 흡입이 주된 경로이다. 저작 활동시 

아말감에서 수은증기가 발생하여 호흡기로 흡수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속수은은 가려움, 홍반, 재채기 등의 알러지 증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인체에 흡수된 양이 많을 경우 피로, 불면증, 설사 등의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패류와 같은 식품 및 환경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은 농도에 

비하면 구강내의 아말감에서 발생하는 수은의 양은 현저히 적으므로 아말감의 

장착에 의한 수은 중독은 크게 염려할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단, 

치과에서 아말감을 부적절하게 폐기하는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말감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말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가 권고 된다.  ISO에서는 아말감 분리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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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1143:2008 명시되어 있다. 또한 ANSI/ADA Spce. No. 109-2006 

(Procedure for storing dental amalgam waste and requirements for 

amalgam contaniners for storage/shipment)에서는 아말감의 보관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환경국에서는 치과용 

아말감으로부터 수은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과 설비에 대한 권고사항 

(A proposed notice regarding pollution prevention planning in respect of 

mercury releases from dental amalgam waste)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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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스마취기

[ 기술자문 답변 1 ]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의료, 치과 분야에서 마취제 및 안정제로 널리 사

용되며, 흡입 시 기분이 좋아지는 성질이 있는 무색, 무취의 가스입니다.

사업용으로는 식품포장 또는 압축냉매제로 제과점이나 자동차 정비소 등에서도 

사용되어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남용의 우려가 큽니다. 아산화질소는 자연유산, 선천성 기형의 위험률 증가, 

신장, 근육과 간 손상 그리고 신경심리학적 부작용 등 그 독성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아산화질소가 비타민 B12를 비가역적으로 산화시

켜 조혈작용의 이상과 신경계 독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즉 전신마취 시 흔히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는 비타민 B12의 활성형인 Cobalamin의 Cobalt ion을 

 
 아산화질소(N2O, nitrous oxide)의 경우  vitamin B12 결핍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사용에 앞서  vitamin B12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안전성 정보가 있습니다. 

1. 아산화질소가 vitamin B12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사고사례 또는 연구사례가 있는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2.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아산화질소가 과다투여 되거나 사용자의 

오용으로  장기 투여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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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에서 (+)3가로 비가역적으로 산화시킴으로써 methylcobalamin이 

methionin과 S-adenosylmethionin 생성과정에 조효소로 작용하는 단계를 저

해하며 수초의 형성을 감소시키고, methylmalonyl CoA가 succinyl CoA로 전환

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methylmalonate나 propionate와 같은 대사산물이 수초

에 부착되어 신경의 탈수초, 척수의 아급성 복합성 퇴행, 뇌병변 증상 등을 일으

키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전신마취 전에 비타민 B12의 

혈중농도가 낮다면, 거대적 아구성 빈혈과 신경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비타민 

B12의 활성형 Cobalamin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Cobalamin 의존성 

methionin 합성효소가 비활성화되고 methionin이 줄어들어 세포의 methionin 

반응을 악화시키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생합성을 제한시켜 신경계와 골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산화질소는 흡입마취제로 임상에서 널리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비타민 

B12 결핍 환자들에게는 methionin 합성효소의 비활성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

다고 합니다. 아산화질소에 반복적으로 또는 오래 노출되면 methionin 합성

효소가 억제되고 그로 인한 methionin 고갈로 신경의 탈수초화와 척수의 아급성 

복합성 퇴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비타민 B12의 혈중 

농도는 180~1,132 pg/ml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를 보충하고 있지 

않은 페닐케톤뇨증 환자, 육류나 생선같은 비타민 B12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위수술이나 소장질환으로 비타민 B12 흡수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신마취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치과 

수술에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아산화질소의 

부작용이 알려지고, 정맥주사를 이용한 진정법이 발달함에 따라 치과 시술에서도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법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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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소프트웨어

[ 기술자문 답변 ] 

[답변1]

<원격 판독 원칙>

- PACS를 이용한 영상 판독은 "원본" 영상 또는 "원본"과 동일한 화질의 영상을 "

지정된 규격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판독하여야 함

- 환자 정보를 담은 DICOM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원외 반출 시에는 적법한 

보안 정책이 요구됨

<영상 왜곡 발생 가능성>

- 원본 DICOM 영상 (Raw Data)을 DICOM 표준 압축 방식인 JPEG 또는 

JPEG2000 압축 기술을 이용하여 압축 전송시, 무손실 (Lossless) 압축 방식이 아

닌 손실 (Lossy) 압축 방식으로 전송하면 원본과 다른 화질의 영상이 되므로 영

 
 웹팩스(Web PACS)는 각 병원에 구축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인터넷 기반의 웹 환경으로 연동하여 병원 외의 환경에서도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웹브라우저를 통해 검사 영상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원격 판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전송 영상의 왜곡,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2. 국내․외적으로 원격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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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왜곡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JPEG2000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상 표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영상 화질을 단계적으로 개선시키는 Progressive Display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최종 영상 표시 단계에서는 무손실 상태로 표시되

지만, 중간 Streaming 단계에서는 손실 압축 영상 상태로 보여지므로 판독의사

에게 정확한 상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특히 일부 PACS 제품은 DICOM 규정이 아닌 Wavelet 규격 또는 자체적인 

압축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므로, 영상을 판독하는 판독의사는 원격으로 조회하는 

영상이 원본과 동일한 영상인지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 원격 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규정된 모니터를 사용하는 원내 판독실이 아

닌, 의사의 개인 주택 또는 제3의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PC (노트북 포함)를 

이용할 경우, 영상을 표시하는 모니터의 Quality Assurance가 이루어지지 않았으

므로, 정확한 영상 표시가 안 될 수 있음

- 특히 CR 또는 DR과 같이 고해상도 영상은, 일반적인 VGA 모니터 상에서 영

상 판독시 병변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원격 판독 시 

사용하는 판독 Workstation에 대해서 실제 원내 판독 시설과 같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Film을 Scan하여 전송하고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화질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

- E-mail을 통해 환자 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임의로 판독 의뢰를 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DICOM 규격이 아닌 JPEG 으로 변환된 영상 파일을 첨부하게 되며, 

이러한 영상은 판독 시 사용할 수 없는 손실 압축된 영상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 일부 Web PACS 제품은 단순히 임상 의사들이 참조용으로만 활용 할 수 있

도록 일반 JPEG 으로 변환된 영상을 웹브라우저를 통해 조회하는 기능만 제공

하므로, 역시 이러한 기능을 통해 조회된 영상은 판독에 적합하지 않음

- DICOM 표준의 WADO 규격 (PS 3.18)은 DICOM 영상을 효과적으로 Web에

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된 표준이나, 역시 일반 JPEG 영상으로 변환하여 표

시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비록 DICOM 표준 규격이지만 판독용 목적으로는 

활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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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제 발생 가능성>

- 환자 영상 파일을 DICOM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로 전송 시에 해당 

파일이 유출되면 DICOM Header상의 환자 신상 정보와 영상 정보가 함께 유

출되어 보안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격 전송이 이루어지는 각 Peer와 Peer간에 VPN등

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Web PACS를 통한 원외에서 원내 영상을 직접 접속 판독하는 경우는, 

방화벽 장치를 이용하여 원내 Web PACS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이 요구됨

- 원외 접속이 필요한 Web PACS 서버는 별도의 DMZ 영역에 별도 분리된 서

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함

- 사용자 ID, Password 정보 유출 시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원외 접속 시에는 

VPN 과 인증서를 통한 접근이 요구됨

- 일부 Web PACS 제품은 조회한 영상을 Web PACS Viewer가 설치된 PC의 특

정 하드디스크 영역에 Cache 형태로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PACS 접근 권한이 없더라도 해당 PC 접근 권한만 있으면 Cache 디렉토리 내의 

환자 DICOM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Cache 기능을 제공하는 PACS는 Cache로 저장되는 DICOM 파일을 반

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영상 조회 이후는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

함

- DICOM Security 규격에서 제안하는 DICOM TLS를 이용한 암호화 전송을 이

용하면 해당 파일 유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가 가능함

- DICOM Header 정보와 영상정보를 분리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영

상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환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어느 정도 보안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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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판독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원격판독 서비스 회사의 경우, 판독 대상이 

되는 영상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됨.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독의뢰 영상이 전송되므로, 해당 서버는 인터넷에 DICOM Storage SC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 Port를 통한 다양한 Hacking 시도가 발생할 수 

있음.

[답변2]

< FDA 510K 기준 >

- PACS는 FDA 510K Class 2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인증 추진시 "손실 압축" 

영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PACS Viewer 화면

상에 별도 표시를 하여야 함

- Mammography 영상에 대해서는 압축을 허용하지 않음

< IHE 기준 >

- IHE (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 에서는 IHE Security Profile을 제

정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영상솔루션들이 갖추어야 할 보안관련 기준을 제시

하고 있음

- DICOM Security 규격문서 PS 3.15 참고

http://www.dclunie.com/dicom-status/status.html#BaseStandard2008

ftp://medical.nema.org/medical/dicom/2008/08_15pu.pdf

- IHE Security 관련 규격 정리 참고

http://www.ihe.net/Technical_Framework/upload/IHE_ITI_Whitepaper_Security_a

nd_Privacy_2007_07_18.pdf

기타 규격과 관련한 사항은 별첨된 Web PACS 보안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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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료내시경

[ 기술자문 답변 1 ] 

1. 의료용내시경 장치(또는, 기기)의 관리와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서는 각 

병원에서 작성하여 비치,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Manual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각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내시경의 대부분은 수입품목으로서,  

기기의 관리 지침서는 미국의 FDA와 일본 후생성의 권고지침에 의해 

작성되어져 있고, 병원에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운용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내시경 기기 세척 및 소독지침서

 
내시경은 다음 과정을 거쳐 소독한다.

1. 세척

①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을 닦아내고, 내시경을 세정제에 넣어 흡인하여 

 
 1. 의료내시경 세척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장비 또는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해상황 및 위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렌즈 기스 등)   

2. 의료내시경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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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자공에 남아있는 물질들을 제거한다.

② 겸자공을 통해 물을 흘려 내보낸다.

③ 내시경을 전원에서 분리하여 세척실에 옮긴다.

④ 분리 가능한 부품들은 모두 제거한다.

⑤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⑥ 세정제를 이용하여 내시경을 세척하고, 겸자공 및 내시경과 분리된 부품들은 

모두 솔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⑦ 솔세척이 어려운 부위가 있는 견고한 부품들은 세정제 속에 넣고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추가 세척한다.

⑧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세정제를 모든 부위에서 완전히 씻어낸다.

   (자동 세척-소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과정까지 손 세척을 마친다.)

 

2. 소독

① 소독액에 내시경과 부속 기구들을 완전히 담그고, 각 겸자공에도 소독액을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입한다.

② 소독액 제조사에서 권장된 대로 소독액의 조건과 소독시간을 맞춰서 소독한다.

3. 헹굼

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내시경과 겸자공들을 충분히 

씻어낸다.

 

4. 건조

① 압축된 공기를 각 겸자공에 세게 불어넣어 남은 물기를 없앤다.

② 내시경 겉을 마르고 깨끗한 천 혹은 70~90%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알

코올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 204 -

③ 내시경을 세워 걸어서 말린다.

내시경 부속기구

1. 재사용 가능한 부속기구에 한하여 소독한다.

2. 내시경에서 분리하여 세정제에 담근 뒤 솔과 스폰지를 이용하여 잘 닦는다.

3. 관 안에는 세정액을 세게 주입한다.

4. 세정제에 담아 초음파세척기로 세척한다.

5. 깨끗한 물로 헹구고 깨끗한 천과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없애고 말린다.

6. 기구들을 개별 포장하여 싸고, 기구 종류에 따라 각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멸균 또는 소독한 뒤 보관한다.(가능하면 증기 멸균이 권장된다)

 

물병과 연결기구

1.  물병과 연결 기구는 하루 한 번씩 멸균하고 물은 멸균수를 넣는다.

 

◈ 세척시 부주의로 인한 위해

① 겹자구 마모 및 겸자공 손상.

② 삽입부 렌즈 손상.

③ Bending tube 및 Rubber 늘어남.

④ 방수캡 미착용으로 인한 습기 침투로 내시경 고장 유발.

 

◈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균 검사 방법 (감염관리)

1.  면봉에 식염수를 적셔 부위를 닦고, BAP(Blood Agar Plate)접종 후 37℃로 

48시간 배양

2.  식염수 50ml를 내시경에 flushing하여, BAP(Blood Agar Plate)접종 후 37℃

로 48시간 배양

3.  겸자구를 Brushing 후 식염수 flushing 후 BAP(Blood Agar Plate)접종 후 

37℃로 48시간 배양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세척기 소독방법

1.  약물 이용 - CIDEX 

2.  산성수 이용 – 물 전기분해(촉매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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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답변 2 ] 

1. 의료기 세척 시 사용자의 부주의 인해 장비 또는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해 사항

1) 방수캡 씌우지 않고 소독을  하여 SCOPE이 손상됨

2) 세척 시 싱크대에 부딪쳐서 SCOPE(렌즈) 손상됨

3) 세척 시 Brush가 끊어져 SCOPE안에 끼여  조직검사 및 기구조작 시 

   문제발생의 가능성

4) 소독약의 유효기간 확인안하고 세척한 경우

5) 누수확인 못하고 소독하였을 경우 심각한 수리비용 가능성

6) 충분히 세척시행하지 않고 소독을 할 경우 소독의 효과 없음 

2. 의료내시경의 세척 및 소독 가이드라인

내시경 기기 세척 및 소독지침

(1995년 8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정)

내시경재처리 과정의 5단계

1) 세척(cleansing)

   병원체의 99%가 제거(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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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disinfection)

   고수준 소독제 사용하여 자동세척기로 세척

3) 헹굼(rinsing)

   인체에 자극적인 잔류 소독제 제거

   일반 수돗물은 pseudomonas와 mycobacteria등을 함유할 수 있고 

   오염된 물로 헹군 후 녹농균 감염이 전파된 보고가 있음.

   Guideline은 없으나 sterile water나 filtered water(0.2 u)를 권장.

4) 건조(drying)

   내시경표면과 채널의 물기제거

   채널은 70-90%알코올을 10ml이상 각 채널에 넣고 압축공기로

   바람을 불거나 흡인하여 건조

5) 보관(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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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열고 수직보관하며 보관 중 재오염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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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혈당측정기(2)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이 쬐이지 않는 곳에서 보관한다.

2 건조한 곳의 실온에서 보관한다.

3 젖은 손으로 혈당측정검사지를 만져서는 안된다.

4
혈당측정검사지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혈당측정검사지는 개봉 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폐기한다.

6 혈당측정검사지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않는다.

 
 혈당측정기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기기의 하나이며 [표 1]은 

혈당측정기의 사용자설명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있는 주의사항입니다. 

혈당측정기의 사용이 일반화된 만큼 주의사항에 보는 것은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기계상 또는 

사용자에게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문을 요청함. (작성 시 [표 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

2. 제시된 주의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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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의 예 

위 해 ( 문 제 점 ) 의 

이유

기계상 또는 사용자에

게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문제점)

1
혈당측정기가 직사광선에서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기기의 작동온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

(ex. 15~40℃)

에러메세지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2
건조한 곳의 실온에서 보관하

지 않았을 경우

적정 습도의 범위

를 벗어나기 때문

에러메세지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3
젖은 손으로 혈당측정검사지를 

만졌을 경우

이물질이 측정검

사지에 묻기 때문

에러메세지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4

혈당측정검사지는 밀폐된 용기

에 넣어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

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외부온도와 습도

의 영향을 받거나 

더럽혀 질수 있기 

때문

에러메세지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5
유효기간이 지난 혈당측정검사

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검사지에 있는 효

소의 활성화기간

이 지났기 때문

에러메세지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6
혈당측정검사지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사용할 경우

검사지의 효소 활

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러메세지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 기술자문 답변 1 ] 



- 210 -

[ 기술자문 답변 2 ] 

1. 기기를 직사광선이 쬐이는 곳에 보관할 경우 :

   복사열로 인해 측정 장치가 비틀리거나 훼손되어 장비가 고장이 납니다.

2. 건조한 곳, 실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습기가 측정 센서에 결로를 형성해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고온이나 저온에 혈당측정기를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와  

마찬가지로 고열이나 냉해로 인하여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젖은 손으로 혈당측정 검사지를 만질 경우

모든 혈당검사지에는 기본적으로 혈액검체 속의 혈당과 반응하여 혈당량을 

측정할 수 있는 효소가 시약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혈액속의 

혈당과 반응한 결과를 효소면역법 또는 전기화학법으로 측정하여 혈당량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습기에 노출되면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 

효소가 변성되어 정학한 혈당 측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4.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

이 역시 습기에 인해 시약 효소가 변성되어 정확한 혈당 측정이 불가능해 

집니다.

5.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이 경우에도 검사지에 코팅되어 있는 시약 효소의 변성으로 정확한 혈당 

측정이 어려워집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봉 후 시일이 

지날수록 일부 시약에서는 혈당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검사시약은 시약사의 설명대로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이수연, 이남용, 김종원. 혈당측정기 6종의 평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3;2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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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지를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 온도로 인해 검사지에 있는 단백질인 시약 효소가 변성되어 

정확한 혈당측정이 어려워집니다.

** 추가적인 주의사항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적정 혈액량이 필요함을 주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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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에틸렌옥사이드가스멸균기

[ 기술자문 답변 1 ] 

[답변1]

1. 회수율 구하는 방법

관련 규격 상에 회수율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자문상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되지 않기에 사용된 B.I.의 균수에 대한 수량으로 생각되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보통 Blender Method 와 Glass Bead Method 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선 Bednder Method 는 Strip의 B.I.를 4개 이상 준비해서 100ml의 용기에 

3~5분간 Blending하고 신속히 10ml을 빼내서 80~85℃의 Vessel에 10분간 

담그고 급속냉동을 (0~4℃)을 한 뒤 마이크로 피벳을 이용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Dilution 과정을 거친 뒤 30~300 c.f.u.을 맞춘 뒤 Tryptic Soy Agar에 

배양합니다. 배양 후 균주를 측정하여서 사용되는 B.I.균의 수를 측정한다.

 
 EO가스 멸균기 멸균밸리데이션 관련 ISO11135-1 Annex A 치사율결정. 

BI Test로부터 

1. 회수율 구하는 방법(예시 부탁드립니다)

2. 생존자 곡선 구하는 방법(예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213 -

Glass Bead Method는 Glass Bead를 사용하여서 Strip의 B.I.와 5ml의 Purified 

Water 가 든 시험관을 4~7분간 Vortex한 뒤 5ml의 Purified Water을 추가로 

넣어서 Blending Method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Dilution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답변2]

2. 생존곡선 구하는 방법

첨부된 표에 따른 곡선은 왼쪽과 같으며 이를 로그를 이용하면 오른쪽처럼 

직선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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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첨부된 내용에 다 작성되어있었으며 단지 그래프 상으로 12SLR이 

오른쪽 그래프 아래에 표시된 위치며 첨부에 68.53min이 계산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Minimum Sterilization Process Time으로 되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 이정도 12LR 수치면 2시간 정도로 멸균노출시간을 설정합니다.)

전반적으로 B.I.관련규격은 ISO 11135-1과 ISO 11138-1 보다는 아래 규격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SO 14161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Biological indicators - Guidance for the selection, use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