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허 준



일반적인개념
 미국 : 년간 120만명이상

매년약 5만명이중등도, 중화상으로
입원치료

 화상의사망 : 초기 -외상관련사망
수일~수주후 –다발성장기부전

 화상의빈도
; 2/3가집안화재
젊은성인남자, 15세미만소아, 노인에서빈번

 원인 : 성인 –인화성물질
소아 –뜨거운물



화상의 국소적변화
화상손상

=>표피와기저조직의응고성괴사

화상의깊이(depth)의영향인자

-온도

-노출시간과

-유발인자(causative agent)의 specific heat

->뜨거운물에의한화상보다유지(grease)에의한 화상이깊다.



화상의원인별분류
 화염화상-뜨거운기체에다침

 열탕화상-뜨거운액체에다침

 접촉화상-뜨거운고체에다침

 화학화상-산또는알칼리, 유기용제

 전기화상-감전사고



화상의원인
1) 소아

①식탁위에서발생되는화상 -각종찌개및국종류, 커피, 녹차

②호기심에서유발되는화상 -압력밥솥, 런닝머신, 다리미, 온열가습기, 전기콘센트, 초등학교과
학실험폭발

※콘센트에젓가락을넣는전기화상→가장치명적

2) 성인
①화재

②작업장사고 -전기및화학약품관련업, 실험실연구

③가사 –주방요리

④질병 -간질, 알코올중독, 당뇨(말초신경질환)

3) 노인

①신체적허약또는민첩성의저하로인한광범위화상

→대부분전신에끓는물을뒤집어쓰는경우

②물리치료용품으로인한화상 (쑥뜸, 핫팩)



화염화상의원인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6%F3%C0%CC%C5%CD&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736&a=pho_l&f=tab&r=16&u=http%3A%2F%2Fkm.naver.com%2Flist%2Fview_detail.php%3Fdir_id%3D50201%26docid%3D1628966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6%F3%C0%CC%C5%CD&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736&a=pho_l&f=tab&r=16&u=http%3A%2F%2Fkm.naver.com%2Flist%2Fview_detail.php%3Fdir_id%3D50201%26docid%3D1628966


열탕화상의원인



접촉화상의원인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0%ED%B1%E2%BA%D2%C6%C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8&a=pho_l&f=tab&r=8&u=http%3A%2F%2Fimagebingo.naver.com%2Falbum%2Fimage_view.htm%3Fuid%3Dyunaha%26bno%3D20934%26nid%3D2107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0%ED%B1%E2%BA%D2%C6%C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8&a=pho_l&f=tab&r=8&u=http%3A%2F%2Fimagebingo.naver.com%2Falbum%2Fimage_view.htm%3Fuid%3Dyunaha%26bno%3D20934%26nid%3D2107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3%AD%B7%CE&from=km&ac=-1&start=3&a=pho_l&f=nx&r=3&u=http%3A%2F%2Fkm.naver.com%2Flist%2Fview_detail.php%3Fdir_id%3D50201%26docid%3D1624495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3%AD%B7%CE&from=km&ac=-1&start=3&a=pho_l&f=nx&r=3&u=http%3A%2F%2Fkm.naver.com%2Flist%2Fview_detail.php%3Fdir_id%3D50201%26docid%3D1624495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0%ED%B1%E2%BA%D2%C6%C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8&a=pho_l&f=tab&r=8&u=http%3A%2F%2Fimagebingo.naver.com%2Falbum%2Fimage_view.htm%3Fuid%3Dyunaha%26bno%3D20934%26nid%3D2107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0%ED%B1%E2%BA%D2%C6%C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8&a=pho_l&f=tab&r=8&u=http%3A%2F%2Fimagebingo.naver.com%2Falbum%2Fimage_view.htm%3Fuid%3Dyunaha%26bno%3D20934%26nid%3D2107


전기화상의원인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0%A8%C0%FC&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41&a=pho_l&f=tab&r=11&u=http%3A%2F%2Fblog.naver.com%2Fnettopia%3FRedirect%3DLog%26logNo%3D20024355583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0%A8%C0%FC&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41&a=pho_l&f=tab&r=11&u=http%3A%2F%2Fblog.naver.com%2Fnettopia%3FRedirect%3DLog%26logNo%3D20024355583


화학화상의원인
염산

유기용제



화상의깊이에따른분류
1도화상 : 피부의표피층에국한

2도화상 : 피부의진피층까지손상

-표재성 2도화상

-심재성 2도화상 : 피부의진피깊은곳까지손상

3도화상 :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까지손상

4도화상 : 피부아래의조직까지손상



피부의기능
방어, 보호기능

면역

수분. 전해질의 homeostasis

체온조절

 Neurosensory

 Metabolism – vitamin D 합성…



1도화상
예)

1) 뜨거운물에아주짧은시간노출되거나

2) 여름철바닷가에서장시간자외선에노출되었거나

3) 일광욕을심하게하였을때

특징)
; 노출부위가따갑고빨갛게화끈거림

약간의동통과부종

물집은생기지않음

치료)
; 특별한치료없이도자연치유

3-7일사이에표피가비늘모양으로벗겨질수있음

반흔(scar)을남기지않음

; 치료는화상부위를차갑게식히는것이좋으며차가운냉찜질이나오이팩등이도움이됨

입원치료는필요없으나범위가넓고통증이심한경우에는입원치료를할수도있습니다. 



2도화상(표재성 2도화상)
특징)

- 수포(물집)형성

- 피하조직의부종

- 수포를제거하면창상바닥면의색깔이분홍
내지빨간색을띠며윤기가많고창상에흘
러나오는삼출액이많은것이특징

- 아주경미한접촉에도매우민감하며극심한
통증유발

- 조직학적으로본다면화상으로인한손상이
표피층을지나진피유두층(papillary 
dermis)까지내려간것을표재성 2도화상
이라고분류

치료)
; 표재성 2도화상은창상감염이없는경우대
부분 10-14일내에반흔없이완전히치유됨



2도화상(심재성 2도화상)
특징) 

- 수포가있을수도없을수도있음

- 창상바닥면의색깔은분홍색과하얀색의중간 으로
보이게되며,

- 창상의통증은표재성 2도보다는덜심하여부위에따라
별로통증이없는곳도있음

- 조직학적으로피부의유두층을지나진피망상층
(reticular dermis)까지손상된경우입니다. 

치료)
-이깊이의화상은특별히치료가 까다로우며,

-창상의상태에따라, 

치료방법에따라, 

치료의사의경험에따라

-자연치유될수도있고또는, 

피부이식이필요한경우가생길수있다.



3도화상
특징) 

- 표피, 진피,피하지방층까지손상이생긴경우

- 피부조직및신경을포함한모든피부기관들이손상
되어피부의본래기능이없으며절대자연적으로다시
재생되지않는화상을말합니다. 

- 따라서환부의통증이없으며

- 부종도 2도화상에비해심하게나타납니다. 

- 괴사된피부조직은하얀가피(eschar)를형성하며흔
히가피밑으로조직이괴사되고감염되어농창을형성
하는수가많습니다. 

- 심한반흔

- 구축현상(contraction)

치료) 
수술

-가피절제술

-자가피부이식술



4도화상
특징) 

- 피부전층을포함한 3도화상보다도더욱심한화상

- 고압전기화상환자

- 화상을입을당시독가스, 음주나약또는지병의악화
로인해의식을잃어계속적으로불에타고있었던경우

- 피부는물론근육, 뼈의손상

- 심각한장애초래

치료) 
치료가어렵다.

- 사지의절단, 

- 조직편이식술

- 인공피부이식술



화상의범위



전신적변화

중화상

혈관삼투능소실, 부종형성 혈역동의변화

면역억제 신체대사증가

신혈류감소 장관점막의투과성증가



화상센터의구성및구성원
 경험있는화상외과의 (burn unit director and qualified surgeons)

 헌신적인간호인력

 물리.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사

 호흡치료사

 정신과의사및심리치료사

 보조기공사…



화상센터로 이송되어 치료 받아야 할 환
자의 criteria
1. 10% TBSA이상의 partial thickness burns

2. 얼굴,손,발,생식기,회음또는주관절(major joint)부의화상

3. any full-thickness burn

4. 전기화상(electrical burn) – lightning injury포함

5. 화학화상(chemical burn)

6. 흡입화상(inhalation injury)

7. 기왕의질병이있는화상환자

8. 화상과동반된외상(예>골절)

9. 소아를 돌볼 수 있는 검정된 인력과 장비, 기술이 확보되지 않
은병원의소아화상환자

10. 사회적, 정서적 또는 장기적인 재활에 대한 중재가 요구될 것
같은화상손상



화상의응급처치
1) 화상의원인물질을제거하여더이상화상이진행하지않도록한다.

2) 기도화상이의심되면산소를공급한다.

3) 피복, 몸에부착된장신구를제거하여더이상의열전도를차단한다.

4) 상온의물을창상에부어상처가깊어지는것을막는것이좋다.

5) 전신의이학적검사및적절한처치

6) 폭발사고나감속사고등에서의화상의경우척추손상의가능성을

인지하고경추칼라(cervical collar)와같은장비를이용하여안정시

켜준다.

7) 창상부위는깨끗한마른옷이나담요로덮어병원으로이송( 젖은드

레싱은금기 )

8) 필요시소량의모르핀을정맥주사할수있다.



화상의예방
화상은치료보다도미연에화상을예방하는것이무엇
보다중요한데, 우리나라와같이음식물을끓여먹는
식생활문화를가진사회에서는, 특히어린이들의안전
의식미숙이나부모들의부주의로인하여어린이화
상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의예방
(1) 정수기, 욕조등에의한열탕화상을예방하기위하여어린이나노약자등이혼자서정수기혹은

욕조에들어가는일이없도록주의하고

(2) 전열기주위에는보호망을두르며

(3) 주방용기(주전자, 냄비)는어린이손이닿지않도록손잡이를반대로돌려놓으며

(4) 뜨거운음식이있는테이블천을어린이가끌어내리지않도록하고

(5) 전기코드, 다리미등의플러그는항상전원에서뽑아야하며, 콘센트등에어린아이가무심결에
젓가락등의전도체를집어넣음으로써전기화상을입지않도록집안의전기기구에안전장치를
설치해놓는것이안전합니다. 

(6)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등이있는가정에서불가피하게외출하여야하는경우, 가급적출입구에가
까운곳에모셔두고외출하는습관을가져야합니다. 만일의경우를대비하여비상구나대피사다
리를갖추어피난방법을생각해두고, 일반가정에서도방화기를갖추어사용방법을숙지해두어야
합니다. 가급적방염커튼이나융단등의자재를사용하도록하고, 정기적인어린이안전교육이나
화재예방캠페인등의범사회적인관심도필요합니다.

(7) 기타잠옷은면으로된것을입는것이좋으며, 집안에화재가발생하면먼저화재현장으로부터멀
리떨어져나오는것이좋은데, 집안에놓아둔물건을가지러되돌아가는일은절대로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하겠습니다.

(8) 한편화재가발생하면뛰지말고엎드리거나굴러서불을끄고손잡이가뜨거울경우문을열지
말고연기가발생하면수건에물을적셔코에갖다대는등의예방법이필요합니다. 



화재발생시행동요령
(1) 최초로불이나연기등화재를목격한사람은 ‘불이야’하고큰소리로주위사람들에게알리고, 

(2) 비상경보설비가있으면비상벨을누르고전화로방재센터나소방관서에화재발생신고를하여야
합니다. 

(3) 소방관서에신고를할때침착하게화재발생장소, 위치등을상세히설명해주어야합니다.

(4) 화재가초기일때에는침착하게주위에비치된소화기나옥내소화전을이용하여소화작업을하
고만약화재가확대된것으로느껴지면빨리대피하는것이좋습니다. 

(5) 전기에의한화재가발생했을때는개폐기를내려서전기의흐름을차단하여야하고

(6) 유류화재가발생했을때는모래나물에젖은모포또는담요등을덮어씌워불을끈다음안전한
곳으로옮겨남은불씨를완전히제거해야합니다. 

(7) 가스화재에는우선밸브를잠그고용기를불에서먼곳으로옮겨놓아야합니다.



대피요령
(1) 화재가발생하여대피를하여야할때에는안내원이있으면안내원의지시에따라또는통로의유도등을따라낮

은자세로침착하고질서있게신속히대피하여야합니다. 

(2) 대피중에화재경보기가발견되면경보기의벨을눌러다른사람에게화재사실을알리면서대피하고, 비상구등출
입구를통하여대피할때에는문을닫으면서대피하여화재와연기의확산을지연시켜야합니다. 

(3) 엘리베이터는화재발생층에서문이열리거나정전으로멈추어갇히는경우가있기때문에화재시승강기를절
대이용하지말아야합니다. 

(4) 화재시가장주의하여야할것은유독가스와연기입니다. 대피할때에는수건을물에축여서코에대고숨을짧게
쉬면서낮은자세로대피하여야합니다. 

(5) 계단에들어서기전에연기나불길이확산되었는지를확인한후조심해서대피하여야하며, 비상구등출입문을
열고대피할때에는출입문을함부로열지말고우선문에손을대어본후문이뜨겁거나문틈에서연기가새어들
어오면이미밖에불길이번져있거나유독가스와연기가차있다는증거이므로문을열고대피하여서는안되며다
른피난로를찾아야합니다.

(6) 그러나, 출입문밖에화기가없다고판단되면문과반대방향으로고개를돌리고숨을멈춘후조심해서비상구나
출입문을열고대피하여야합니다. 



건물내에갇혔을경우의대피
(1) 화재가발생하여불길이나연기가주위까지접근하여대피가어려울때에는무리하게통로나계

단을통하여대피하기보다는건물내에서안전조치를취한후외부로알려구조를기다려야합니

다. 

(2) 갇혀있는사람은화기나연기가없는창문을통해소리를지르던가물건을던지거나흰천을창문

밖으로흔들어갇혀있다는사실을밖으로알려야합니다. 

(3) 연기가창문이나문틈사이로새어들어오면담요나포, 양말등을물에적셔틈을막아야하며낮

은자세로바닥에엎드려짧게숨을쉬어야합니다. 

(4) 실내에물이있으면불에타기쉬운물건이나칸막이, 커튼등에물을뿌려화재의확산을막고손

수건등을물에적셔마스크를하는한편두꺼운천이나담요등으로화상을입기쉬운다리와손, 

얼굴등노출된부분을감싸두어야합니다. 

(5) 위급한상태일지라도최선을다하여구조를기다려야하며창밖으로뛰어내린다던가불길이있

는데도불구하고함부로출입문을열어서는절대로안됩니다.

# 여하튼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피난시설이잘갖추어져있어도유사시당황하거나사용방법미숙

등으로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평소대피훈련을철저히하여화재로부터자신의생명을

안전하게지키도록해야합니다. 



화상의치료



화상환자의처치

응급센터

화
상
치
료
실

화상클리닉

화상중환자실

화상병실



화상의치료
 비수술적요법

 수술적요법

 흉터치료

 물리치료및재활치료

 재건수술



수술적처치
1. 가피절개술

2. 가피절제술

3. 피부이식술-전층식피술

-표층(부분층) 식피술

4.   조직편(플랩) 이식술

5.   인공피부이식술-동종피부이식술

이종피부이식술

인공진피이식술

배양피부이식술



화상의수술적치료



상처치료의잘못된상식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2%FC%B1%E2%B8%A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219&a=pho_l&f=tab&r=9&u=http%3A%2F%2Fkm.naver.com%2Flist%2Fview_detail.php%3Fdir_id%3D50201%26docid%3D1625072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2%FC%B1%E2%B8%A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219&a=pho_l&f=tab&r=9&u=http%3A%2F%2Fkm.naver.com%2Flist%2Fview_detail.php%3Fdir_id%3D50201%26docid%3D1625072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8%B2%C5%E4&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740&a=pho_l&f=tab&r=20&u=http%3A%2F%2Fblog.naver.com%2Fshoother%3FRedirect%3DLog%26logNo%3D40038993538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8%B2%C5%E4&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740&a=pho_l&f=tab&r=20&u=http%3A%2F%2Fblog.naver.com%2Fshoother%3FRedirect%3DLog%26logNo%3D40038993538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E%CB%B7%CE%BF%A1&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1700&a=pho_l&f=tab&r=20&u=http%3A%2F%2Fphoto.myphototv.com%2Fboard%2Fmyphototv%2Fpostview.aspx%3FpostID%3D280278%26folderID%3D1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BE%CB%B7%CE%BF%A1&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1700&a=pho_l&f=tab&r=20&u=http%3A%2F%2Fphoto.myphototv.com%2Fboard%2Fmyphototv%2Fpostview.aspx%3FpostID%3D280278%26folderID%3D1


환자수술적처치
가피절제술

자가피부이식술

전층식피술

표층식피술

절단술

플랩술

인공피부이식술
동종피부이식술

시체피부
친족간 피부이식

배양피부이식술
이종간피부이식술

돼지피부
인공진피이식술

알로덤
인테그라
테루더미스…



동종피부이식술

부모피부
이식술

시체피부
이식술



이종간이식
돼지피부

약품처리과정



인테그라시술
0일

1일

7~14일

21일
25~56일



배양피부



심리적
기반

의료적
기반

사회적
기반

어린이 화상환자의 역량 강화

가족적
기반

Body Image
자아존중감

-물속놀이터
-물놀이(수영)
-나표현하기
-천연스킨,엽서
만들기

상처관리,재활
치료동기

-화상후관리
방법강의
-퀴즈대회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캠프화이어
-숲속놀이터

부모(양육)
스트레스

-부모프로그램
-자조집단창단

한강성심병원화상외과조교수허준



WATER JEL이란?
 WATER JEL은과학적으로합성된 GEL과
특수제작된거즈를결합시켜만든미국특
허의세계최초의응급처치용품입니다. 

 WATER JEL은미국특허와 FDA의승인을
받은개발품으로화상의피해와통증을최
대한완화시켜주는효과를나타냅니다.

 WATER JEL은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사
용할수있어구미선진국에서는이미가정
상비필수품으로널리이용되고있습니다.



WATER JEL의성능및제품구성
#0206 Burn Dressing 05 Ｘ 15cm

주요사용부위 : 손가락, 귀, 손목등 작은화상부위

#0404 Burn Dressing 10 Ｘ 10cm

주요사용부위 : 손앞면 혹은 뒤면, 몸전체면적에

1%정도의 화상부위

#0818 Burn Dressing 20 Ｘ 45cm

주요사용부위 : 머리전부위, 다리, 흉곽, 복부, 등

#1216 Face Mask 30.5 Ｘ 40.5cm

주요사용부위 : 모든안면부, 비교적 큰화상부위

#0416 Burn Dressing 10 Ｘ 40cm

주요사용부위 : 손, 팔뚝, 정강이, 발등, 발, 어깨, 목등



WATER JEL 임상실험(A)
 기간 : 1986년~1987년 (2년간)

 대상 : 어린이를포함 29명의화상환자중 3명은화상중환자

 임상실험기관 : 미국KUNZ병원화상센터, 미국OSTRAVA화상연구소

 임상실험방법 : 29명의화상환자전부화상발생후 24시간안에

WATER JEL을사용하였다.

 결과

화상부위에서발견된감염미생물 15종류에대하여모두살균효과가있으
며항생제를사용했을때보다WATER JEL이우수함입증.

3명의화상중환자의경우전신에WATER JEL을사용하였으며 3일후피부
이식수술을하여 95%의이식성공율을나타내었다



WATER JEL 임상실험(B)
 대상 : 3개월전화재화상을입은 I,K남자환자

 증상 : 교통사고화재로양대퇴부및양무릎과양하퇴부에 3도화상
치유가늦어져양대퇴부의연부조직괴사발생, 염증발생, 폐혈증
발생

 세균조사결과 : 총8종의화상에의한미생물발생
(P.AERUGINOSA, S.EPIDERMIS, K.PNEUMONIAE 등총 8종)

WATER JEL 치료 24시간후
세균수치 5,000,000/25CM2 에서 500/25CM2로급감.
WATER JEL치료 2일후세균검사결과음성으로나타났으며
그후피부이식술을시술하여 95%의성공율을나타내었다.

1987,6,22 제네바국제화상학회에서 ADAMKOVA M, DOLECEK R 박사등
총 4명의발표자발표내용



WATER JEL 임상실험(C)

Cooling with cold water Colling with water at 20˚C Cooling with WATER JEL

The effects of Pre-Hospital cooling options

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를 냉각시키는 것이지만 급격한 냉각은 저 체온증을 나
타낼 수 있으므로 급격한 냉각보다는 지속적인 냉각으로 체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
다. 이 임상실험은 얼음물, 20˚C의 물, WATER JEL 이 세가지 type으로 임상실험을 하
여 각각의 물질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실험한 것입니다.



WATER JEL 임상실험(C)

결과 : 20˚C의 물은 측정수준 이하의 결과를 보이며 피부의 온도와 같은 수준

으로 향상되어 데이터에서 제외되었으며 얼음물의 경우 급격한 온도 저

하로 인체에 저체온증을 줄 수 있다는 임상실험결과입니다. 그러나

WATER JEL의 경우 지속적인 냉각효과로 저체온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

았습니다.



WATER JEL의성능및제품구성
WATER JEL Ambulance Burn Care Kit

WATER JEL Fire Service Burn Care Kit

현재 유럽에서는 모든 Ambulance 에 WATER JEL제품이
비상의료용으로 상비되어 있으며 이 Ambulance Burn 
Care Kit자체 디자인과 크기 또한 rule of 9 에 의해 디자
인되었습니다.

Fire Service Burn Care Kit은 화재현장에서 처음 구
조요청을 받은사람이 손쉽게 사용할수 있는 제품입니
다.



WATERJEL PRODUCTS



Burn Dressing
KK 0206 Burn Dressing (SIZE : 5cm X 15cm)  

주요 사용 부위 : 손바닥 혹은 손등 화상부위가 작은 부위사용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었으

며, 손목에 감거나 손가락에 감아 손가
락과 손가락사이를 벌려줄 수 있으며 겨
드랑이, 발의 안쪽등 크기가 적당한 모
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젤함유, 살
균됨, 일회용 포장. 

보존기간 : 5년



Burn Dressing
KK 0404 Burn Dressing( SIZE : 10cm x 10cm ) 

주요사용 부위 : 손바닥 혹은 손등 화상부위가 작은 부위에 사용

작은 정사각형 드레싱은 손바닥에 적합하
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손과 손목 관절부
뒷부분은 자주 화상을 입는 부위입니다
. 젤함유, 살균됨, 일회용 포장. 

보존기간 : 5년



Burn Dressing
KK 0416 Burn Dressing( SIZE : 10cm x 40cm ) 

주요사용 부위 : 팔 한 부분 혹은 다리 한 부분 사용

팔뚝 바깥쪽과 안쪽에 적합한 드레

싱입니다. 다리부분과 발을 감싸는
데도 사용됩니다. 젤함유, 살균됨,
일회용 포장.

보존기간 : 5년



Burn Dressing
KK 0818 Burn Dressing ( SIZE : 20cm x 45cm ) 

주요사용 부위 : 어깨, 등, 가슴 부위

드레싱 중 가장 큰 이 제품은 등 어

깨 대퇴부들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흉곽이나 다리 하단부
를 감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제
품입니다 젤함유 살균제품입니다.

보존기간 : 5년



Burn Dressing
KK 0820 Burn Dressing ( SIZE : 20cm x 55cm ) 

주요사용 부위 : 손가락, 발가락 부위 (손 전체)

손 전체를 감싸 외부 감염으로부터 손을 보
호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제품입니다 살균
된 드레싱은 쉽게 적용이 사용이 가능합니
다 젤함유 살균제품 입니다.

보존기간 5년



Burn Dressing
KK 1216 Face Mask ( SIZE : 30cm x 40cm ) 

주요사용 부위 : 얼굴 부위

얼굴부위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드레싱입
니다. 얼굴 전체, 귀, 목, 머리 부분까지 보호
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0cm X 40cm 메인 크기에 눈, 입, 코부분이
가늘게 뚫려있으며 눈거풀부위는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젤함유, 살균됨, 일회용 포장. 

보존기간 : 5년



Fire Blanket
KK 3630 Burn Wrap ( SIZE : 91cm x 76cm ) 

Blanket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다양한 쓰임은

신체부위 중 몸, 다리, 등 전체를 커버하는데
가장 이상적 입니다. 쉽게 운반이 가능한
Pouch 형태와 Can형태가 있습니다.

보존기간 5년

KP 3630 Burn Wrap Pouch ( SIZE : 91cm x 76cm )



Fire Blanket
KK 7260 Fire Blanket Plus ( SIZE : 183cm x 152cm )

풀사이즈 183cm X 152cm 의 이 제품은 환자 한
명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불을 끄거나 외부로
부터의 열을 차단합니다.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용기는 그대로 보관이 가
능합니다. 

보존기간 : 5년

KP 7260 Fire Blanket Plus Pouch ( SIZE : 183cm x 152cm)



Fire Blanket
KK 9672 Heat Shield ( SIZE : 244cm x 183cm)

가장 작고 가장 다양한 쓰임은 신체부위 중
몸, 다리, 등 전체를 커버하는데 가장 이상적
입니다. 화재시 인명구조용도로 사용이 가능
하며 화상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존기간 5년



회사상세주소(Company Address)

 회사명 : ㈜ 한국워터젤
Waterjel Korea Co. Ltd (South, Kor)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5번지
우림라이온 스밸리 A동 502B호

 전화번호 및 팩스
전화번호 : 082-032-623-7708~9

팩스 : 082-032-623-7704

 홈페이지 : www.waterjel.co.kr

 이메일 : info@waterje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