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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하지의 악성종양에 대한 광범위 절제술 후 발생하는 결손이 큰 부위의 재건에는 유리피판
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최근 발표된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에서 95% 이상의 높은 유리피판
술 생존율이 보고되는 등 점차 유리피판술이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3]. 그러나 긴 
수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큰 단점이다. 이러한 긴 수술 시간은, 수술 시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 수술 후 전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골의 전면부가 노출된 결손은 주변의 연부조직이 부족하여 유리피
판술을 이용한 재건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유리피판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 가
능한 대안이 많지 않은 부위이다[4]. 이에 저자는 종아리의 전면부에 발생한 육종에 대한 광범
위 절제 후 경골이 노출된 결손을, 봉합 앵커(suture anchor)를 이용해 경골에 고정하는 전진 피
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재건한 증례 보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환자로부터 의학용 사진에 대한 연구 목적의 사용
과 출판에 대한 사전 동의를 취득하였다.

증 례

59세 여자환자가 왼쪽 정강이의 종괴를 주소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상 점액섬유육종
으로 진단받고 외래에 내원하였다. 전신 검사상 전이가 없어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정형
외과에서 광범위 절제술 후, 성형외과에서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
다. 환자는 긴 수술 시간 및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며 유리피판술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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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free flaps have been widely used for reconstruction of pretibial defects, the extended operation times are known to be a major draw-
back. This report presents a case of successful lower leg reconstruction for a large pretibial defect with a bone-anchored advancement flap 
and split-thickness skin graft. A 59-year-old female patient underwent wide excision of sarcoma on the pretibial area. The skin defect mea-
sured 14×6 cm with a 10×2 cm exposure of the tibia in the medial aspect of the defect. An advancement flap was elevated from the me-
dial side of the tibia to cover the exposed bone. The bone defect was reconstructed by the advancement flap with the aid of an anchoring 
suture to the tibia. Remaining defect with exposed muscles was covered using split-thickness skin graft. No immediate postoperative com-
plication developed. One year after the operation, well-contoured reconstruction was achieved without functional morbidities. In reconstruc-
tion of pretibial defects, bone-anchored advancement flap can be considered in patients who are reluctant to or have risk factors for free 
flap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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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환자의 의사를 고려해 가능하면 국소피판술 
또는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형외과에서 광범위 절제술 
후 발생한 결손은 14 × 6 cm 크기였고 내측으로 10 × 2 cm 크기로 경골
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전경골근 및 장지신근이 일부 절제되어 있었다
(Fig. 1). 재건술은 2인의 교신저자 중 1인(JWP)에 의해 시행되었다. 노
출된 경골을 덮기 위하여 결손부 내측의 연부조직을 피하지방층을 
따라 경골의 내측 부위까지 박리하여 전진피판을 거상하였다. 거상
한 피판으로 10 × 2 cm 크기로 노출된 경골을 다 덮을 수 있었으나 장
력이 가해지면 피판이 움직이면서 경골이 노출되었다. 이에 집도의는 
경골에 의료용 드릴을 이용하여 작은 구멍을 5개 뚫어 3-0 Vicryl을 이
용하여 피판을 경골에 고정하였다. 경골의 구멍은 경골을 완전히 통
과하게 뚫었다. 이후 Vicryl 봉합사를 전진피판에 꿰매어 경골 외측에 
피판이 안전하게 고정되게 하였다(Fig. 2). 피판을 고정한 후 피판의 고
정부위와 전경골근 사이에 노출된 매듭과 경골의 전연부에 대해서는 
광범위 절제술 시 절제되어 있던 전경골근의 일부를 근막으로부터 박
리하여 피판의 진피와 봉합하였으며(Fig. 3), 경골이 피판으로 모두 덮
인 것을 확인한 후 허벅지에서 수집한 부분층 피부이식을 근육 위에 
시행하였다(Fig. 4). 수술 종료 후 진공 보조 폐쇄(vacuum-assisted clo-
sure)를 7일간 적용하였으며,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수술 후 14일
째 퇴원하였다. 환자는 상처 관련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으며, 수술 후 
1년째 추적관찰 결과 발과 발목의 기능적인 문제 또한 없었다(Fig. 5).

Fig. 1. A soft tissue defect after wide excision of tumor. After the 
wide excision, a 14×6 cm soft-tissue defect with 10×2 cm tibia 
bone exposure was formed.

Fig. 2. Tibial drill holes for anchoring sutures. A shallow hole for 
the anchoring suture was made near the anterior border of tibia 
using surgical drill (black arrow). Four additional holes were 
made as indicated (black arrowheads).

Fig. 3. Bone defect was fully covered using bone-anchored ad-
vancement flap. The flap was sutured to the tibialis anterior 
muscle to prevent the tibia border from being ex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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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악성종양 절제술 후 하지 재건에 있어서 유리피판술은 현재 가장 선
호되는 수술 방법 중 하나이다[1]. 유리피판술에 대한 해부학적, 생리
학적 이해가 높아지고 수술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유리피판술의 성
공률이 높아지고 적응증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2,3]. 그러나 여전히 
긴 수술 시간은 환자가 유리피판술을 거부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임상의가 유리피판술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유
리피판술 후 낮지 않은 비율로 존재하는 피판의 괴사 및 재수술, 공여
부 부작용 등에 의한 환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였을 때[5], 국소피판술 
또는 피부이식이 가능한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강이 부위는 연부조직의 여유가 없고, 악성종양에 대한 

광범위 절제술 후 뼈가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유리피판술을 제
외한 다른 선택지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4]. 비복근 피판술, 가
자미근 피판술 등의 국소피판술을 시행 후 피부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 상대적으로 미용상 결과가 좋지 않거
나 근육을 박리할 때 근육 및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어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또한 결손된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본 증례를 통해 공여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서 유리피판술보다 짧은 수술 시간으로 적절한 미용적, 기능적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고하였다.
연부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것은 이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해왔던 방법으로 처음에는 정형외과 혹은 수부외과에서 

조직을 뼈에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6] 점점 영역이 
확장되어 성형외과, 두경부외과 영역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뼈에 구
멍을 만든 뒤 고정 나사못을 단단히 고정하고 근육 혹은 피부피판을 
봉합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으로, 사강을 없애거나 탈장 
수술 시 단단하게 보강을 하거나 근육을 당겨 올리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7-10]. 
상대적으로 얇은 피판을 고정하기 위해 경골에 구멍을 뚫어 봉합

사로 고정을 하고 주변 근육을 피부피판과 연결한 후 피부이식을 하
여 성공한 본 증례를 통해, 재건 방법의 선택지가 제한적인 환자에 있
어서 피부피판을 뼈에 고정하는 방법으로도 재건할 수 있음을 보고
하고자 한다. 수술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피부피판이 얇거나 피
부이식을 얇게 덮은 경우에 작은 금속이라 할지라도 압력을 줄 수 있
으며 외상에 의해 새로운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사못이 아닌 흡습성 봉합사만을 이용해서 이러한 위험
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흡습성 봉합사로 고정을 함에도 충
분히 장력을 견디며 수술 후 1년 후에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고정된 
피판을 유지하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골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피부가 부족하고, 하지 운동시 다른 부

분의 연부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골 앞부분의 연부조직 재건이 어려운 측
면도 있지만[4,11], 재건수술 시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면 수술 
후 환자가 하지 운동을 할 때 추가로 장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
다는 측면도 있다. 본 증례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피부피판
을 뼈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경골 앞부분의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재
건을 시행하였다. 전경골근의 경우 발의 등쪽 굽힘과 외번을 담당하

Fig. 4. Immediate postoperative image.

Fig. 5. Clinical photographs at the follow-up visit 1 year postop-
eratively. (A, B) Satisfactory contour is achieved without any 
functional morbiditi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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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술 후 전경골근과 관련된 기능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증례에서는 종괴의 절제 시 전경골근의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며 
시행하였고 재건을 위해 근육을 박리할 때에도 주변 근막으로부터의 
박리만 시행하고 추가적인 근섬유의 절단은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는 경골에 구멍을 뚫어 전진피판을 고정하여 경골의 노출 부위
를 유리피판술 없이 재건하였으며 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성공
적인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치료 경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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