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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첨부 재접합술에서 생존율의 예측 인자
이태경ㆍ최진희ㆍ양태영ㆍ우상현
W병원 수부외과 및 미세재건센터

Predictors of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Tae-Kyung Lee, Jin-Hee Choi, Tae-Yeong Yang, Sang Hyun Woo
W Institute for Hand and Reconstructive Microsurgery, W General Hospital, Daegu,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variable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Methods: We have performed 640 replantation cases of amputation distal to the distal interphalangeal joint between
January 2010 to June 2018. Retrospectively, patients were analyzed about variable factors (age, sex, injury mechanism,
amputation level according to Ishikawa subzone, ischemic time, surgical experience, vein anastomosis, vein graft) affecting the survival rate of fingertip replantation.
Results: The overall survival rate was 76.9% (492 of 640). Male patients were more than female (511 of 640, 79.8%),
but survival rate of female was higher than male (80.6%).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45.3 years old (15 months to 76
years). In the level of injury, amputation of distal phalanx was most frequently occurred at Ishikawa subzone I (167 of
640). Survival rate of subzone I (80.8%) and II (85.8%) was higher than subzone III (72.4%) and IV (66.8%). In the type
of injury, local crushing injury (345 of 640) was most common cause of amputation. And severe crushing injury (66.5%)
was the lowest survival rate than others; guillotine (87.0%) and local crushing (80.3%). Total ischemic time was 631 minutes. Ischemic tim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a higher survival rate for vein anastomosis group (77.9%)
than salvage group (66.4%) in Ishikawa subzone III and IV. The success rate of fingertip replantation is getting higher
with experience of hand surgeons.
Conclusion: The factors of age, sex, and ischemic times do not affect the survival rate of fingertip replantation. The level
of injury, injury mechanism, vein anastomosis, vein graft, surgical experience of the surgeon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for the survival rate of fingertip replantation.
Key Words: Replantation, Survival rate

서론

부의 압궤 손상이나 절단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스포츠
손상이나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수지 첨부는 감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의식의 강화와 안전 장치의 발달로

각적으로 세밀하고, 잡기 및 파악 등의 수지 기능에 중요한

과거에 비해 심각한 손상은 줄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지 첨

역할을 담당한다. 수지 첨부 절단 시 드레싱을 이용한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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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완전한 경우 K-강선을 중위지골까지 더 전진하여 견

술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고한 고정을 얻었다. 원위지간 관절 부위나 근접 부위 절단

재접합술이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

의 경우 원위지간 관절 유합을 시행하였다. 미세 현미경하

을 수 있다. 수지 첨부 절단술에 비해 재접합술이 신체를

에서 나일론 9-0나 나일론 10-0의 봉합사를 이용하여 동

보전하는 동시에 높은 성공률과 우수한 기능 회복을 보고

맥과 정맥을 연결하였고, 동맥의 손상이 심하여 길이가 짧

1,2

은 경우 수지 근위지관절의 수장부, 무지구 수장부, 손목의

하고 있다 .
미세 재건 수술 술기의 향상에 따라 수지 재접합술의 생
존율은 술자에 따라 48%에서 97%로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
2,3

수장부 정맥을 이식하였다.
현미경하 연결할 만한 정맥이 없는 경우 수지 말단의 손

으나 재접합술의 생존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

톱 바로 아래에 피부를 절개하여 구제술을 시행하였다. 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논

혈 요법을 이용하여 구제술을 시행할 때에는 헤파린에 적

문에 따라 나이, 성별, 수상 부위, 수상 기전, 허혈 시간, 동

신 면봉을 이용하여 5분에 한번씩 절개 부위를 닦아내면서

정맥 문합 수, 흡연 유무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적인 출혈을 유도하였다. 구제술 중 출혈이 멈춘 경우

제시하고 있으나 대상 군의 수가 적고 일반화된 결론을 이

에는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절개 부위를 가볍게 긁어서 다

3-5

시 출혈을 유도하였다. 주사 바늘로 긁어도 출혈이 되지 않

따라서 이번 연구는 수술 전 환자와 집도의에게 재접합술

고 정맥 울혈 소견이 있으면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하여 출

끌어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
의 시행함에 있어 의사 결정의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혈을 유도하여 정맥 울혈을 해소하였다6.

진행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수지 첨부 재접합술 640예
를 분석하여 재접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성공률과 이에 영

3. 연구 결과 수집 및 정리 방법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지 첨부 절단은 원위지간 관절의 원위부 절단으로 정

대상 및 방법

의하였고, Ishikawa subzone을 기준으로 하여 절단된 골
부분을 분류하였다. 제 I 구역은 조갑 중심의 원위부, II 구

1. 연구 대상

역은 조갑 기저의 원위부, III과 IV 구역은 윈위지간 관절
과 조갑 기저부 사이로 정의하였다(Fig. 1A)2. 수질부 절단

2010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본원에서 Ishikawa
subzone I 구역에서 IV 구역까지 수지 첨부 절단으로 재

은 윈위지간 관절 원위부에서 원위지골을 포함하지 않는
절단으로 정의하였다(Fig. 1B).

접합술을 시행한 605명, 640예에 대해 환자 병록을 기준

수지 첨부 접합술 시 재절단술 및 첨부 괴사로 골단축술

으로 하여 후향적 자료 연구를 시행하였다. 남자는 511명,

을 시행한 경우, 피부 이식이나 다른 피판 수술이 필요했

여자는 129명이었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45.3세(15개
월-76세)였다. 수상 수지는 제일 많은 것부터 작은 것으로

Pulp
amputation

중지 169예, 검지 165예, 약지는 144예, 엄지는 107예,
소지는 55예를 차지하였다.

Ishikawa subzone
I

2. 수술 방법
절단편은 접합할 때까지 생리 식염수에 적신 거즈에 싸
서 4°C에 냉장 보관하였다. 소아의 경우로 협조가 되지 않

II
III
IV

았던 2예를 제외한 638예에서 초음파 유도하 액와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먼저 연부조직의 변연 절제를 시행
한 후 절단면을 미세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여 문합이 가능
한 동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한 개 내지 두 개의 K-강선
(Kirschner-wire)을 이용하여 골고정을 시행하였고,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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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evel of fingertip amputation according to the

Ishikawa classification. (B) Pulp amputation is defined as a
soft tissue injury only not involving distal phalange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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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손상 기전에 대한 분

성의 성공률(75.9%)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류는 칼이나 가위 등에 의해 예리하게 절단된 경우 단두대

지 않았다(p=0.454). 나이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로 10

(guillotine) 손상, 절단편 수질부의 전장에 걸친 울혈과 멍

대에서 9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60대에서 71.0%

이 보인 경우(red line sign)와 절단편 골절이 존재한 경우

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는 심한 압궤 및 결출(severe crushed avulsion) 손상, 그

었다(p=0.607). 절단 수지에 따른 차이로 엄지의 생존율

이외에는 국소 압궤(local crushing)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67.3%)은 검지와 중지로 구성된 중심열(central ray)의

허혈 시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절단 손상 후 응

생존율(75.4%) 보다 낮았고, 약지와 소지로 구성된 후축열

급실 도착 시간까지는 온성 허혈 시간(warm ischemic

(post-axial ray)의 생존율(83.4%) 보다 낮았으며, 세 군

time), 응급실 도착 후부터 수술장에서 동맥 재관류 시간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Table 1).

까지를 냉성 허혈 시간(cold ischemic time)으로 정의하

절단 위치에 따른 수술 성공률은 I 구역은 80.8%

였다. 총 허혈 시간(total ischemic time)은 온성 허혈 시

(135/167), II 구역은 85.9% (140/163), III 구역은

간과 냉성 허혈 시간은 합한 것으로 하였다.

72.4% (84/116), IV 구역은 66.9% (113/169)였고, 수질

본원은 대한 수부외과 학회 세부 전문의 수련병원으

부 절단은 80.0% (20/25)였다. I, II 구역보다 III, IV 구역

로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의 전문의가 1년의 임상 전임의

으로 갈수록 성공률이 낮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clinical fellow) 과정 동안 보조 수술의로 다양한 수부 재

다(p＜0.05). 또한 제 III, IV 구역이 1.3배 정도 실패율이

건 및 미세 수술에 참여하며 수련을 한다. 1년의 임상 전임

높았다(Table 2).

의 과정을 마친 후 주치의로서 수술을 시행한 햇수를 기준
으로 하여 수지 첨부 절단의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285예의 III, IV 구역 절단에서 손상이 심해 직접 동맥
문합이 불가능하여 정맥 이식을 한 경우 생존율은 36.0%
(9/25)로 III, IV 구역 전체 생존율 69.1%보다 낮았고 이는

4. 통계적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I, II 구역 절단에서 구
제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83.1% (295/355)로 III, IV

수지 첨부 접합술 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

구역에서 구제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 66.4% (144/217)

이, 성별, 절단 수지, 절단 위치, 손상 기전, 허혈 시간, 수

보다 높았다(Table 3). 또한 II, IV 구역에서 구제술을 시

부외과 세부전문의 수술 경력, 정맥 문합 및 구제술 여부,

행한 경우보다 미세 현미경하 정맥을 연결한 경우가 생존

정맥 이식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각의 변수 분석은 생

율 77.9% (53/68)로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존율 관련된 유의한 인자를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다(p＜0.05) (Table 4).

분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IBM SPSS Statistics ver.

단두대 손상의 생존율은 87.0% (80/92)였고, 국소 압궤

21.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 프

손상은 80.3% (277/345)였으며, 심한 압궤 및 결출 손상

로그램을 사용하였고, p값은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

은 66.5% (135/203)로 손상이 심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졌

미하게 취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Table 5). 평
균 온성 허혈 시간은 86분(10분-15시간)이고, 평균 냉성

결과

허혈 시간은 367분(1시간-20시간)이었으며, 평균 총 허혈
시간은 631분(2시간-29시간)이었다. 허혈 시간에 따른 성

수지 첨부 절단 640예 중에서 492예가 생존하여 76.9%
의 수술 성공률을 얻었다. 여성의 성공률(80.6%)은 남

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based on the

amputation level*

Table 1.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according to

the digit*

Digit

Success†

Survival rate (%)

Thumb (n=107)
Central ray (n=334)
Post-axial ray (n=199)

72
252
166

67.3
75.4
83.4

*p<0.05. †The number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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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ikawa subzone

Success†

Survival rate (%)

Pulp (n=25)
I (n=167)
II (n=163)
III (n=116)
IV (n=169)

20
135
140
84
113

80.0
80.8
85.9
72.4
66.9

*p<0.05. †The number of cases.
www.handmi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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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according to

the salvage procedure*

Ishikawa subzone

Success†

Survival rate (%)

295
144

83.1
66.4

I & II (n=355)
III & IV (n=217)
†

*p<0.05. The number of cases.
Table 4.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according to

Table 5.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based on the

mechanism of injury*

Injury mechanism

Success†

Survival rate
(%)

Guillotine (n=92)
Local crushing (n=345)
Severe crushed avulsion (n=203)

80
277
135

87.0
80.3
66.5

*p<0.05. †The number of cases.

the vein repair group & salvage procedure group in Ishikawa
subzone III & IV*
Success†

Survival rate (%)

Vein repair (n=68)
Salvage procedure (n=217)

53
144

77.9
66.4

*p<0.05. †The number of cases.

350

150

예, 2년차는 84예, 3년차는 47예 4년차는 47예, 5년차는

50

3년차는 74.6%, 4년차는 74.5%, 5년차는 79.0%, 6년차
이상은 86.3%로 해마다 성공률이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되
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또한 1년이

79.0
74.6

200

100

였다. 각 군의 성공률은 1년차는 57.5%, 2년차는 67.9%,

86.3

250

수술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1년차는 87
57예, 6년차 이상에서는 292예 원위지 재접합술을 시행하

Failure
Success

300

Case (%)

Group

74.5

67.9
57.5

0
1st

2nd

3rd

4th

5th

year

More than
6th

Fig. 2. Survival rate in fingertip replantation based on the
yearly experiences of hand specialists (p<0.05).

지날수록 접합술에 실패할 확률이 0.8배 정도 감소하였다
(Fig. 2).

하여 혈관에 대한 탐색술을 시행한 후 연결할 만한 혈관이
있는 경우 재접합술을 시행하고 있다.

고찰

수지 첨부 절단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분석하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다. 대개의 경우 나이와 성별

1960년대 최초의 수지 동맥 봉합을 보고한 이후로 미세

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하며 이는 본원의 결

수술은 빠르게 발전하여 수지 첨부 절단에서 환자가 길이

과와 다르지 않았다. 또한 절단 수지 역시도 생존율에는 영

와 모양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재접합술을 시도한다7. 수지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본원의 결과에서는 엄지의

첨부 재접합술의 금기증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

생존율이 다른 손가락의 생존율보다 떨어졌다. 이는 엄지

직 손상 및 오염이 심한 경우, 당뇨와 같은 혈관성 질환이

의 길이는 수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상의

동반된 경우, 허혈 시간이 긴 경우, 마취의 위험성이 있는

정도가 심해도 재접합술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고 수술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아무리 수지 첨부 절단이고 조직

술기가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8.

손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환자가 재접합 수술을 원하면 접

절단 위치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합 여부의 최종 결정은 수술실에서 미세 현미경으로 혈관

있으나 본원에서는 III, IV 구역의 절단 환자들이 생존율이

1,2,6

을 찾아보고 난 후 결정해야 한다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3. 특히 정맥 연결 여부와 구제

수지 첨부 절단에서 다양한 재건 방법이 있지만 재접합

술을 시행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정맥을 연결한 군의 생존

술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재접합술은 조갑 등을 유지

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하여 미용적으로 우수하며, 수지 길이를 유지하고 안정적

III, IV 구역의 절단은 절단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구제

이고 감각이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만

술만으로는 울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가

1,2,8

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본원에서는

환자가 재접합술을 원하는 경우 수술실에서 현미경을 이용
www.handmicro.org

능하다면 정맥 연결을 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을 준다3,4,9.
허혈에 취약한 근육이 많이 포함된 근위부 절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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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시간부터 재관류까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존율과

가 심해도 생존율이 낮았고 또한 수술 경력이 짧을수록 생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수지의 경우 근육이 포함

존율이 낮았으나 경험이 많을수록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위부 절단에 비해 허용 가능한 허혈 시

경향을 보였다. 이외 나이, 성별, 허혈 시간은 수지 첨부 재

1,6

간이 길다 . 또한 본원에서는 다발성 수지 절단이나 양측

접합술에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절단에서 유예 재접합술을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였다10. 본원에서 수지 첨부 절단에 국한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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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반적으로는 수지의 경우 지연 가능한 허혈 허용 시

The authors have nothing to dis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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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첨부 재접합술에서 생존율의 예측 인자
이태경ㆍ최진희ㆍ양태영ㆍ우상현
W병원 수부외과 및 미세재건센터

목적: Ishikawa subzone을 기준으로 수지 첨부에서 접합술을 시행한 640예를 분석하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원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640예의 Ishikawa subzone I 구역에서 IV 구역까지 수지
첨부 재접합술을 시행하였고 이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환자에서 재접합술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나이, 성별, 절단 수지, 절단 위치, 손상 기전, 허혈 시간, 외과의사의 수술 경력, 정맥 문합 및 구제술 여부, 정맥
이식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본원에서 원위지 접합의 생존율은 76.9%로 보고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지만(79.8%) 생존율은 여성
이 더 높았고(80.6%), 환자의 평균 나이는 45.3세(15개월-76세)였다. 절단 위치는 I 구역에서 가장 많았고(167예),
I 구역(80.8%)과 II 구역(85.8%)의 생존율은 III 구역(72.4%)과 IV 구역(66.8%)의 생존율보다 높았다. 손상 기전은
국소 압궤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 심한 압궤 손상(66.5%)이 단두대 손상(87.0%)과 국소 압궤 손상(80.3%)보다 성
공률이 가장 낮았다. 총 허혈 시간은 631분이었으며 이는 생존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II 구역과 IV 구
역에서 정맥을 연결한 군(77.9%)이 구제술을 시행한 군(66.4%)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
술 경력에 따른 생존율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결론: 수지 첨부 접합술 시 생존율에 영향은 미치는 요인은 절단 구역, 손상 기전, 외과의사의 수술 경력, 정맥 문합
여부, 정맥 이식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술 전 환자와 집도의에게 접합술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색인단어: 재접합술,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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