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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개방성 골절은 단순히 골절 부위가 개방창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성 골절보다 고에너지 손상으로서 골절의 분쇄 정도가 심

하고, 연부 조직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신경 및 혈관 손상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

다. 개방성 골절은 폐쇄성 골절에 비하여 감염이나 불유합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

히 높기 때문에 치료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방성 골절 이후에 감염이 발생하면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되며 환자는 심각한 경제적, 기능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방지이며 이를 위한 일차 치료 목

표는 연부 조직 재건을 통해서 개방성 골절을 빨리 폐쇄성 골절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경골 골절은 장관골 골절 중에서 가장 흔한 골절이며, 이 중에서 약 24% 정도가 개

방성 골절이다[1]. 경골은 한쪽 면이 피부와 피하 지방 조직으로만 덮여 있기 때문에 

다른 장관골보다 연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에, 주

변에 연부 조직 재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여 조직이 제한적이고 상지에 비하여 혈액 

공급도 풍부하지 않아서 손상된 연부 조직을 재건하는 일은 항상 어렵고 의료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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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ia fractures are the most common long bone fracture and about 24% of them are 
open fractures. Open fractures accompany disruption of the soft tissue around the 
fracture site and the fractures are expos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Contamina-
tion of the fracture site and devitalization of the injured soft tissue greatly increase 
the risk of infection, nonunion, and other complication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treatment goal of open fractures is prevention of infection. To accomplish this objec-
tive, immediate radical debridement and irrigation, second-look operation, and subse-
quent soft tissue reconstruction should be performed as soon as possible. However, 
early soft tissue reconstruction is not always possible and when it should be delayed,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is recommended. Among various reconstructive ar-
mamentarium including skin graft, local flaps, pedicled flaps, and free flaps, the best 
method need to be chosen based on patient’s general condition, size of defect, neuro-
vascular status, range of injury zone, and cosmetic and functional perspectives. Preop-
erative in-depth evaluation of vascular structures is mandatory and free flaps are pre-
ferred when the range of injury zone is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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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럽게 만든다. 본 종설은 경골 개방성 골절에 동반된 연부 조직 

손상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최근의 치료 경향을 소개하고 저자

들의 의견을 추가하여 경골 개방성 골절의 연부 조직 재건술에 대

해 정리하였다. 본 종설에 포함된 영상 자료는 기관 생명윤리위원

회의의 승인을 받고 동의서 면제 하에 사용되었다(UC20RI-

SI0109).  

분류 

개방성 골절의 분류로는 Gustilo 분류(Table 1)가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다[2,3]. Gustilo 분류는 분류 기준이 너무 간단하고 다

소 주관적이어서 관찰자 간 일치도(inter-observer agreement)

가 60% 정도에 불과한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임상적으로 적용하

기가 쉽고,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이 원

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류에 따라 치료 결과와 장기적 예

후의 예측이 가능한 것도 또 다른 이점이다[4,5]. 제1형에서 제3형

으로 갈수록 치료 결과와 장기적 예후가 불량한데, 감염 발생률은 

제1형이 0%-2%, 제2형이 2%-10%인 반면에 제3형은 10%-50% 

정도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6].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Gustilo 분류는 개방성 골절에 동반된 연부 조

직의 손상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되는 개방창의 크기만으로 평가하

게 되어 있어서, 연부 조직의 손상 정도와 범위, 신경이나 혈관 손

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연부 조직의 손상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재건술의 계획 수립

에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Gustilo 분류에서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를 제3C형으로 분류

하였는데 여기에서 제3C형은 동맥혈 공급이 완전 차단되어 허혈 

상태에 빠져 있으며 즉각적인 혈관 재개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

다. 즉, 제3C형 경골 개방성 골절은 개방성 골절과 동반되어 전 경

골 동맥, 후 경골 동맥 및 비골 동맥이 모두 손상되어 원위부의 혈

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세 개의 주

요 동맥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동맥이 손상되었더라도 족부와 

족관절부의 동맥혈 공급이 완전 차단되지 않으면 이는 제3C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Gustilo 분류는 이처럼 동맥의 일부 손상이 있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 방법의 한계는 Gustilo 

분류가 1970-1980년대에 소개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 혈관 손

상을 평가할 수 있는 영상 검사 방법이나 유리 피판술(free flap)을 

이용한 연부 조직 재건술이 현재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연부 

조직 재건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

형외과나 외상외과, 또는 혈관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혈관의 손상 

여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된 하지의 동맥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연부 조직 재건의 

관점에서는 손상된 하지의 동맥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뿐만 아니라 유리 피판술 시에 수혜부 혈관 경(recipient vascular 

pedicle)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혈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문헌으로 보고된 경골 개방성 골절에 동

반된 혈관 손상 발생률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경골 개방성 골절 중에서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를 1985년

에 Lange 등[7]은 6.4%, 1987년에 Caudle과 Stern [8]은 9%, 

2012년에 Soni 등[9] 은 2.5%라고 보고하였으나 연구자들은 혈관 

손상을 Gustilo 분류의 제3C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반

면에 1998년에 Waikakul 등[10]은 93명의 제3A형 및 제3B형 경

골 개방성 골절 환자에서 주요 혈관에 대한 외과적 탐색술을 시행

하여 제3A형의 3.7%, 제3B형 환자의 28.2%에서 혈관 손상이 있

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2009년에 Duymaz 등[11]은 유리 피판술

을 이용한 연부 조직 재건술을 시행한 경골 개방성 골절 환자의 

28.9%에서 수술 전에 시행한 computed tomography (CT)-an-

giogrpahy에서 혈관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고, 2010년에 

Haddock 등[12]은 54.6%, 2019년에 O’Malley 등[13]은 29%에

서 혈관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30-4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영상 검사 방법도 이와 같은 차이에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유리 피판술을 이용한 연부 조직 재건술이 널리 사용 

되면서 수술 전 혈관 상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연부 조직 재건술 시행 전 혈관 상태의 평가 

가 중요한 이유는 유리 피판술의 시행 유무 및 수혜부 혈관 경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혈관 손상 여

부에 따라 연부 조직 재건술의 치료 결과와 예후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치료 결과와 예후의 차이는 손상된 혈관을 수혜부 혈관 

경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며, 이는 혈관 손상 여부가 하퇴

부 손상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4,15]. 

Chummun 등[14]은 제3B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혈관 손상이 

없는 경우는 제3B형, 혈관 손상이 있는 경우는 제3B+형으로 구분

하는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으며(Table 2), Stranix 등[15]은 제3B

형을 손상되지 않은 동맥의 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제3B-3

형, 제3B-2형, 제3B-1형으로 구분하는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Table 3). 

경골 개방성 골절에서 연부 조직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

술 전에 conventional angiography나 CT-angiography를 시

행하여 전 경골 동맥, 후 경골 동맥 및 비골 동맥의 손상 여부를 정

확하게 평가하고 앞서 소개한 변형된 Gustilo 분류 방법을 참고하

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한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치료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1. Gustilo classification of open fractures

Type Description
1 Wound <1 cm in length, clean
2 Wound >1 cm in length, without extensive soft tissue damage/

flaps/avulsion
3 Extensive soft tissue damage, segmental fracture, amputation, 

gunshot injury, or farm injury
3A Adequate soft tissue coverage irrespective of the size of the wound
3B Extensive soft tissue injury with periosteal stripping requiring soft 

tissue reconstruction
3C Arterial injury requiring repair

Modified from Gustilo et a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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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료 

손상된 연부 조직의 초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방지

를 위한 충분하고 철저한 창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이다. 창상 세

척 및 변연 절제술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수상 후 6시

간 이내에 시행하도록 권장되어 왔다[5,16,17]. 그러나 최근에 수

상 후 창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감염 

발생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그 이후

로 개방성 골절의 창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18-21]. 하지만 저자들은 비록 

감염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창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을 포

함한 개방성 골절의 초기 수술적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상 세척과 관련해서 세척액의 종류와 사용량, 고압 분사기 같

은 보조 기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재료나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증명된 바가 없다[5]. 이보다는 일반적인 세척 방법

으로 창상 세척을 시행하되, 충분히 많은 양의 생리 식염수를 사용

하여 노출되어 있는 개방창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획 사이 사이의 

숨어 있는 공간까지 깨끗하게 세척하는 기본 원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연 절제술은 표면에서부터 심부로 진행하며 이물질은 물론이

고 오염되거나 손상 정도가 심하여 회생 불가능한 조직은 모두 제

거하도록 한다. 변연 절제술을 시행할 때는 과감하고 철저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부 조직 재건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변연 

절제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조직은 감염균의 배지가 되지 않도록 모두 제거해야 한다. 지혈대 

(tourniquet)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지혈대를 

사용하면 실혈량을 줄일 수 있고 수술 시야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조직의 손상 정도 및 생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기 때

문이다. 창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고 난 후에는, 즉시 일

차 봉합이나 연부 조직 재건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음

압 창상 치료법(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을 적용하여 

개방창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경이나 혈관, 건 또는 골 조직이 직접 스펀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서 음압 창상 치료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존

의 고식적인 창상 치료 방법보다는 이점이 많다는 의견이 더 우세

하다[22-29]. 창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을 철저하게 실시했더라도, 

손상된 연부 조직의 생존 여부는 유동적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괴사나 감염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음압 창상 치료법을 적용한 후

에는 48-72시간 이내에 2차 창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17,24]. 

연부 조직 재건의 시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방성 골절의 일차 치료 목표는 손

상된 연부 조직을 재건하여 개방성 골절을 빨리 폐쇄성 골절로 전

환시키는 것인데, 언제 연부 조직 재건술을 시행할지 결정하는 것

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Godina [30]는 1986년에 외상 후 연부 조

직 재건술을 시행받은 532명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는

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혈관 조직을 포함한 연부 조직의 염증성 변

화(inflammatory change) 및 섬유화(fibrosis), 감염균의 집락 

형성(colonization)이 진행되므로 수상 후 72시간 이내에 연부 조

직 재건술을 시행해야 가장 우수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로 Godina [30]가 제안한 72시간 이내 연부 조직 

재건술 시행은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상 환자의 연부 조직 재

건술에 있어서 표준 치료지침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골 개방성 골

절의 연부 조직 재건도 Godina [30]의 치료지침에 따라 최대한 빨

리, 이상적으로는 수상 후 72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31-33]. 개방성 골절에서 감염의 원인은 수상 당시의 창상 오염보

다 병원 내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연부 조직 재건술을 빨리 시행하

여 개방창이 병원 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과 횟수를 줄이면 감염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34]. 그런데 Godina [30]의 치료지침

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몹시 힘든 일이다. 환

자나 의료진의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제반 여건에 따라서 72시간 내에 초기 치료와 2차 창

상 세척 및 변연 절제술, 연부 조직 재건술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Shammas 등[35]은 2008년부터 2015년

까지 미국의 National Trauma Databank에 등록된 3,297명의 

경골 개방성 골절 환자의 치료 과정을 분석하여 보고했는데, 연부 

Table 2. Chummun’s modified Gustilo classification of open 
fractures

Type Description
1, 2 Same as Gustilo classification
3 Extensive soft tissue damage, segmental fracture, amputation, 

gunshot injury, or farm injury
3A Adequate soft tissue coverage irrespective of the size of the wound
3B Injury requiring soft tissue reconstruction, with all 3 vessels intact
3B+ Injury requiring soft tissue reconstruction, with a vascular injury 

but at least 1 axial vessel patent
3C Devascularized limb, with all 3 vessels injured

Modified from Chummun et al. [14].

Table 3. Stranix’s modified Gustilo classification of open fractures

Type Description
1, 2 Same as Gustilo classification
3 Extensive soft tissue damage, segmental fracture, amputation, 

gunshot injury, or farm injury
3A Adequate soft tissue coverage irrespective of the size of the wound
3B Injury requiring soft tissue reconstruction
3B-3 With 3 vessels intact
3B-2 With 2 vessels intact (1 vessel injured)
3B-1 With 1 vessel intact (2 vessels injured)
3C Devascularized limb, with all 3 vessels injured

Modified from Stranix et a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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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재건술은 평균적으로 수상 후 230.1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

되었으며, 인종이나 지역, 보험 가입 상태 등의 사회적 요인과 환

자의 연령이나 외상의 중증도 같은 의학적 요인에 따라 연부 조직 

재건술의 시행 시기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편, Godina [30]의 치료지침이 소개된 이후로 30여 년의 기

간 동안 새로운 창상 치료 방법과 창상 피복 재료가 비약적으로 개

발되어 개방창과 연부 조직 결손의 치료에도 많은 발전적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음압 창상 치료법은 1990년대부터 임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개방창과 외부 환경의 접촉을 차단시켜주고 

부종 감소, 감염 방지, 개방창 크기 감소, 치유 촉진 등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38]. 처음에는 만성 개방창의 치료 방법

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음압 창상 치료법을 사용하면 경골 개방성 골절의 연부 조직 재건

술을 수상 후 7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치료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므로 Godina [30]의 치료지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22,34,39-41]. 

저자들은 경골 개방성 골절의 연부 조직 재건 시기 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Godina [30]의 치료지침을 참고하여 가능한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음압 창상 치료법을 활용하면 다소 

유연성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연부 조직 재건술의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발성 외상

(polytrauma) 환자는 일반 외상 환자와 구별해서 다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부 조직 재건술 고려 시의 전제 조건은 적

절한 초기 치료의 결과로 개방창에 괴사 조직이 남아 있지 않고 감

염의 징후도 보이지 않아야 하며, 환자의 전신 상태가 양호하여 연

부 조직 재건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발성 외상 환

자는 전신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부 조직 재건술을 서둘러

서 시행하면 연부 조직 재건술의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환자의 전신 상태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 

외상 자체에 의한 신체의 손상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전신적 염증 

반응을 1차 손상(first hit)이라고 하며, 1차 손상 후에 발생하는 감

염 등의 합병증이나 1차 손상으로부터 전신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추가적인 수술에 의한 전신 반응을 2차 손상

(second hit)이라고 하는데, 2차 손상은 전신 상태를 급격히 악화

시킬 수 있다[42-44]. 

다발성 외상 환자의 치료 개념은 1970년대의 delayed surgery

에서 1980년대의 early total care, 2000년대의 damage con-

trol surgery (DCS) 를 거쳐서 2010년대에는 early appropriate 

care와 safe definitive surgery로 발전하였는데, 2차 손상으로 

인한 전신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우수한 치료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변화의 주된 이유이다[45,46]. 다발성 외상 환자에 동반된 개

방성 골절의 치료에도 위의 개념이 도입되어 소위 damage con-

trol orthopedics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발성 

외상 환자에 동반된 개방성 골절의 연부 조직 재건술 시행 시기도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

야 한다. 2017년에 Cherubino 등[34]은 DCS 개념을 연부 조직 

재건술에도 접목시켜서 damage control soft tissue recon-

struction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연부 조직 재건 방법 

손상된 연부 조직을 재건하고자 할 때는 환자의 전신 상태, 기저 

질환, 골절의 양상, 손상의 정도, 신경 및 혈관의 손상 여부, 결손의 

크기와 깊이, 손상 구역(zone of injury)의 범위, 환자와 의료진의 

선호 방법, 미용 및 기능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을 선택해야 한다. 연부 조직 재건 방법은 단순 창상 봉합술에서부

터 피부 이식술, 국소 피판술(local flap), 유경 피판술(pedicled 

flap), 유리 피판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공지 피판

술(perforator flap)의 도입으로 다양성이 더 증대되었다. 과거에

는 재건 사다리(reconstructive ladder) 개념에 의거하여 간단한 

재건 방법을 먼저 고려하고 여의치 않으면 더 복잡한 재건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현재에는 미세 수술의 발전으로 수술의 난이도가 

높더라도 가장 우수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

하는 재건 엘리베이터(reconstructive elevator)나 재건 파이(re-

constructive pie) 개념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47]. 

경골 개방성 골절의 연부 조직 재건 방법은 결손 부위의 해부학

적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근위부 1/3은 비복

근피판술(gastrocnemius flap), 중간부 1/3에는 가자미근 피판술

(soleus flap), 원위부 1/3은 유리 피판술이 주로 추천되었으며, 혈

액 공급이 풍부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빈 공간(dead space)을 채울 수 있으며 결손 부위에 맞게 3차원적

으로 모양을 변형시키기 쉽다는 이유로 근막피부 피판술(fascio-

cutaneous flap)보다 근 피판술(muscle flap)이 더 권장되었다

[48]. 하지만 근래에는 근막피부 피판술과 근 피판술의 치료 결과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천공지 피판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하퇴부의 연부 조직 재건에도 다양한 유경 또는 

유리 천공지 피판술이 활용되고 있다[48-51]. Hallock [49]과 Al-

Mugaren 등[51]은 이러한 최신의 치료 경향을 반영하여 유용한 

하퇴부 연부 조직 재건 방법을 결손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Park [52,53]과 Lee [54]가 

하퇴부의 연부 조직 재건 방법에 대하여 수술 술기를 포함하여 자

세히 기술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적절한 연부 조직 재건 

방법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종설은 저자들이 주

로 사용하는 연부 조직 재건 방법을 증례와 함께 간단하게 소개하

도록 하겠다. 

1. 국소 피판술 
결손부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인접한 피부 조직을 이용하여 결

손부를 덮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위 피판(transposi-

tion flap)이나 양경 피판(bipedicled flap)이 유용하다(Figs. 1, 2). 

하지만 결손부의 크기가 크거나 빈 공간(dead space)이 있으면 사

용하기 곤란하므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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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 A 53-year-old male patient with open tibiofibular fracture involving proximal 1/3 of the left leg. (C) After radical 
debridement and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the soft tissue defect was covered with transposition flap and split thickness skin 
graft. (D) Photograph obtained 2 months after the operation. The informed consent and publicatio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were 
wai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Fig. 2. (A, B) A 32-year-old female patient was consulted for treatment of left open tibiofibular fracture after external fixation and 
wound approximation. (C, D, E) The external fixation was converted to the intramedullary nailing and the necrotic soft tissue was 
thoroughly debrided. The soft tissue defect was reconstructed with bipedicled flap and delayed split thickness skin graft. The informed 
consent and publicatio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were wai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2. 유경 근 피판술 
유경 근 피판술은 혈액 공급이 풍부하고 혈관 경의 해부학적 변

이가 적어서 실패율이 낮으며 미세 혈관 문합술이 필요하지 않으

므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비복근 피판술은 근위부 1/3의 연부 

조직 재건에 사용하는데, 주로 내측 두(medial head)를 사용하지

만 결손부의 위치에 따라 외측 두(lateral head)를 이용할 수도 있

다(Fig. 3). 비복근은 두꺼워서 충분한 회전과 이동이 어려운 경우

가 종종 있는데, 근육의 기시부를 부분적으로 대퇴골에서 분리하

거나 근막을 제거하는 방법, 근육에 여러 개의 횡 절개선을 만드는 

방법, 거위발 건(pes anserinus)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외측 두를 이용할 때는 총 비골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내측 두보다 길이가 짧은 점을 염

A

A

B

B

C

C

D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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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두어야 한다. 

가자미근 피판술은 중간부 1/3의 연부 조직 재건에 유용하다. 

결손부의 크기가 크면 가자미근 전체를 사용해야 하나, 가자미근 

전체를 사용하면 회전 반경이 커서 회전 및 이동에 어려움이 생기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결손부를 다 덮을 수 있다면 내측 반가자

미근 피판술(medial hemi-soleus flap)을 시행하는 것이 더 편리

하다(Fig. 4). 또한 원위부 기저(distally based) 내측 반가자미근 

피판술은 원위부 1/3의 연부 조직 재건에 사용할 수 있다[55]. 단, 

근위부 기저(proximally based) 내측 반가자미근 피판술에 비하

여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피판 말단부 괴사가 자주 일어나

므로 근 천공지(muscle perforator)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3. 유경 근막피부 피판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막피부 피판술에는 피부 천공지(cu-

taneous perforator)를 이용한 프로펠러 피판술(propeller flap)

과 신경피부 피판술(neurocutaneous flap)이 있다. 하퇴부를 주

행하는 세 개의 동맥 모두에서 여러 개의 피부 천공지가 분지되는

데, 경골 개방성 골절에서는 전면 구획의 연부 조직과 전 경골 동

맥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 경골 동맥이나 비골 동맥에서 

분지하는 피부 천공지를 이용한 프로펠러 피판술이 더 안전하다

(Fig. 5). 결손부의 크기가 크지 않고 주변에 박동성(pulsatility)이 

강한 피부 천공지가 있다면 프로펠러 피판술을 고려할 수 있다. 프

로펠러 피판술은 정맥 울혈이 잘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혈관 

경을 박리할 때는 천공지가 모혈관(mother vessel)에서 분지하여 

피판에 이르는 부위까지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고 주변 조직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혈관 경의 꼬임이나 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신경피부 피판술 중에는 복재 신경(saphenous 

nerve)과 비복 신경(sural nerve)을 이용한 신경피부 피판이 유용

한데(Fig. 6), 복재 신경피부 피판술은 근위부 기저나 원위부 기저

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비복 신경피부 피판술은 원위부 기저로 

사용된다. 정맥 울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관 경을 박리할 때는 

신경 주변의 피하 지방 조직 및 근막을 포함하여 폭이 3 cm 이상

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유리 피판술 
앞에서 설명한 국소 피판술이나 유경 근 피판술, 유경 근막피부 

피판술의 공통된 단점은 손상 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사용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손상 구역은 괴사 구역(zone of ne-

crosis), 정체 구역(zone of stasis), 충혈 구역(zone of hyper-

Fig. 3. A 41-year-old male polytrauma patient presented following a motorcycle accident. (A, B) The patient suffered from left distal 
femur comminuted fracture, knee open dislocation, patellar tendon avulsion fracture, and open tibiofibular fracture. (C) The initial 
treatment consisted of external fixation, radical debridement, primary repair of ligaments and joint capsule of left knee joint, internal 
fixation of patellar tendon avulsion fracture, and application of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D, E) The prepatellar soft-tissue defect 
related to patellar tendon avulsion fracture was reconstructed with lateral gastrocnemius pedicled flap and split thickness skin graft. The 
common peroneal nerve was preserved (white asterisk). (F) The soft tissue defect related to open tibiofibular fracture was reconstructed 
with contralateral anterolateral thigh free flap. (G) Photograph taken 1 year after the accident. The informed consent and publicatio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were wai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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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B) Clinical case of a 73-year-old man with left tibiofibular open fracture caused by a pedestrian accident. (C) The soft tissue 
defect was reconstructed with proximally based medial hemisoleus flap and split thickness skin graft. (D) Photograph obtained 6 months 
after the operation. The informed consent and publicatio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were wai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A

B

C

D

Fig. 5. A 28-year-old male patient presented following a motorcycle accident. (A, B) A foreign body was stuck in the fracture site. (C, D) 
After thorough debridement and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the soft tissue defect was reconstructed with posterior tibial artery 
perforator based propeller flap and split thickness skin graft. (E) Photograph obtained 3 months after the operation. The informed consent 
and publicatio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were wai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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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B) A 31-year-old male patient presented following a motorcycle accident with left tibiofibular open fracture. (C) The soft 
tissue defect was reconstructed with proximally based saphenous nerve neurocutaneous flap. (D) Photograph taken 3 months after the 
operation. The informed consent and publicatio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were wai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A B C D

emia)의 세 구역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세 구역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손상 구역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조차도 판단하기가 어렵다[56,57]. 그런데 개방성 골절은 대부

분 고에너지 손상으로 손상 구역 범위가 넓어서 국소 피판술이나 

유경 피판술의 공여부가 손상 구역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국

소 또는 유경 피판술의 피판이나 혈관 경이 손상 구역 내에 있으면 

혈액 순환이 불량하고 피판의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국소 피판술이나 유경 피판술은 손상 구역 범위가 좁고 결손부 

주변의 연부 조직 상태가 건강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반면에 

유리 피판술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피판을 거상하여 결손부를 

재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수혜부 혈관 경을 선택하여 혈관 문합

만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우수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손부

에 건강한 연부 조직과 풍부한 혈액 공급이 제공되므로 연부 조직

의 재건뿐만 아니라 감염 방지, 골 유합 촉진 등 개방성 골절의 전

반적인 치료 측면에도 더 유리하다. 또한 국소 및 유경 피판술은 

크기와 위치에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유리 피판술은 적절한 수혜

부 혈관 경만 존재한다면 크기나 위치와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광범위 결손이나 결손부 주변의 연부 조직 상태가 불량한 

고에너지 손상일 경우에는 유리 피판술의 시행이 더 권장된다. 천

공지 피판의 도입 이후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다양한 종류의 

유리 피판을 거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많은 유리 피판 중에서 

연부 조직 재건에 어떤 유리 피판을 선택할지는 의료진의 선호도

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저자들은 피판 선택 시에 근 피판보다는 근막피부 피판을 더 선

호하는데, 미용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동일 부위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창상 관리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개방성 골절의 치료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골 이식술이나 내

고정물 제거술 등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근 피판술 및 피부 

이식술을 시행한 부위에 피부 절개를 가하면 피부가 탈락되거나 

괴사되는 등, 창상 치유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근막피부 피판은 피판의 경계 부위를 따라서 피부 절개를 가하고 

혈관 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창상 치유에 문제가 발생하

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저자들은 많은 피판 중에서 전외측 대퇴부 

피판을 가장 선호하는데, 다양한 크기의 피판 거상이 가능하며, 비

교적 긴 혈관 경을 얻을 수 있어서 손상 구역에서 벗어난 부위에서 

혈관 문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Figs 3, 7). 게다가, 많은 경우에 

동측의 대퇴부에서 피판을 거상하여 수술 부위를 이환된 하지 한 

곳에 국한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체위 변

경이 필요하지 않아서 편리하다. 그 이외에는 결손부의 크기가 광

범위한 경우에 광배근 피판(latissimus dorsi flap)을 선호하며, 

다른 부위에서 피판의 거상이 여의치 않을 때에 복직근 피판(rec-

tus abdominis flap)을 사용하기도 한다. 

결론 

경골 골절은 장관골 골절 중에서 가장 흔한 골절이며 해부학적 

특성상, 연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의 방지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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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B) Clinical case of a 58-year-old man with right tibiofibular open fracture caused by a motor vehicle accident. (C) The soft 
tissue defect was reconstructed with ipsilateral anterolateral thigh free flap and split thickness skin graft. (D) Photograph obtained 1 year 
after the operation. The informed consent and publicatio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were wai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위해서는 연부 조직을 재건하여 개방성 골절을 빨리 폐쇄성 골절

로 전환시켜야 한다. 연부 조직의 재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

지만, 다발성 외상 환자의 경우처럼 조기에 연부 조직 재건술을 시

행할 수 없을 때는 음압 창상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수술 전에는 손상 구역 및 혈관의 손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환자 별로 가장 적절한 재

건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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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개방성 골절의 연부 조직 재건

김영우, 박호연, 서유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장관골 중 가장 흔히 골절되는 뼈는 경골이며 이 중 약 24%는 개방성 골절이다. 개방성 골절은 폐쇄성 골절에 비해 감염이나 불유합 등,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방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철저한 창상 세척과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고 가능한 빨리 연부 조직을 재건해야 한다. 다발성 외상 환자처럼 조기에 연부 

조직 재건술을 시행하기 불가능할 때는 음압 창상 치료법의 사용이 권장된다. 손상된 연부 조직을 재건할 때는 환자의 전신 상태, 결손의 

크기와 깊이, 신경 및 혈관 손상 여부, 손상 구역의 범위, 미용 및 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피부 이식술, 국소 피판술, 유경 피판술, 

유리 피판술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하지의 혈관 손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손상 구역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손상 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유리 피판술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경골, 개방성 골절, 연부 조직 손상, 재건술, 피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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