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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관절전치환술의 경우 미국에서는 약1.5%~2.5%가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
고 있다. 감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일 것이다. 현재 수술을 시행하기 전
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멸균방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된 바, 혈흔은 2차감염의 경로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사용되는 재사용의료기기 핸드피스와 수술용 장갑에
대하여 혈흔반응 실험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서 론

2. 인공관절 수술 후 핸드피스 및 수술 장갑에 나타나는
혈흔반응 실험의 필요성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인공관절전치환술의 실패
요인으로는 감염으로 그에 따른 인공관절재치환술이

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수술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그 비율이 인공관절재치환술의

기존 멸균방법에서도 세균이 검출되었음이 이미 보고

약 38%에 이르러 과거 인공관절의 기능적인 실패

되어 있다.

요인(33%) 및 충분한 사용(13%)에 따른 비율을 앞

세척과 소독은 세척액과 소독액에 담가서 감염원을

핸드피스를 제외한 수술용 의료기구의

인공관절전치환술의 수술적비용과 환

제거 할 수 있다.[4] 그러나 모터 및 전자부품이 탑재

자에 미치는 의학적인 임상의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

된 의료기기(핸드피스)는 세척과정에서 담가서 세척

하였을 때, 감염의 요인이 되는 원인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멸균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4] 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서 혈흔이 계속 존재하고 그 혈흔에는 인체 감염을

서고 있다.

[1]

[3]

흔히 재사용되어 오던 수술포, 수술 장갑 등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5]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나, 임상적인 효과를 높이기

일반적으로 모든 수술 과정마다 수술 장갑의 교체를

위해 일회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처음 적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2차 감염의 우려가 될 수

용되는

있는 혈흔이 수술 장갑에 존재한다면 2차 감염의 경

인공관절전치환술의

경우

미국에서는

약

1.5%~2.5%가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2]

로가 될 수도 있다.

감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

3. 혈흔 반응 실험

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일 것이다. 현재 수술을 시
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멸균방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된 바, 혈흔은 2차감염의

3-1. 목적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에 1회 이상 사용하였고, 세척, 멸균을 한 재사용

전치환술에 사용되는 재사용의료기기 핸드피스와 수

Handpiece와 미사용 Handpiece를 대상으로 블루스타

술용 장갑에 대하여 혈흔반응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액을 이용하여 혈흔 반응 실험을 하고, 일회용 수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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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으로 직접 실제 사용시간에 근접하게 Handpiece와 접
촉시킨다. 이 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혈흔을 확인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혈흔의 유무 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3-2. 용어 및 실험방법
- 블루스타 : CSI에서 사용하는 혈흔 반응 용액
- 블루스타 제조법 : 블루스타 베이지색, 백색 정제 각 2
정과 증류수 250ml를 용기에 넣어 완전히 용해
- 블루스타 사용법 : 분무기에 담아 암실에 놓인 실험 검

[그림 3] Case 1의 혈흔반응 실험결과 (핸드피스 #2)

사 대상물에 골고루 분사
- 촬영 방법 : 캐논 20D 카메라를 이용 M 모드로, 셔터
시간 약40초, 노출 F11로 조정하여 촬영

(Case 2) 물 세척+솔 세척+멸균 재사용 핸드피스와 수술
용 장갑

3-3. 실험 대상
- 재사용 핸드피스 3 ea (#1, #2, #3)
- 미사용 핸드피스 1 ea (#4)
- 수술용 장갑 4 ea

3-4. 실험준비
- 블루스타 용액과 실험용 핸드피스 및 수술장갑 준비

[그림 4] Case 2의 혈흔반응 실험결과 (핸드피스 #3)
[그림 1] 실험용 수술장갑과 핸드피스 그리고 블루스타 용액

(Case 3) 미사용 핸드피스와 수술용 장갑

3-5. 혈흔반응 실험결과
- 혈흔반응 실험은 다음과 같이 3 조건으로 진행
- 수술용 장갑 착용 후 약 2분간 핸드피스 파지
(Case 1) 물 세척+멸균 재사용 핸드피스와 수술용 장갑

[그림 5] Case 3의 혈흔반응 실험결과 (핸드피스 #4)

[그림 2] Case 1의 혈흔반응 실험결과 (핸드피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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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안으로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수술자의 수술용 장
갑에도 혈흔이 옮겨져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혈흔반응 실험을 통하여 핸드피스 또는 수술
자의 수술용 장갑에 의한 혈흔이 2차 감염의 원인 중에
한가지로 거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세균배양 등의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2차 감염원의 가
능성에 대한 정량적인 Data 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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