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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hen scalp infection occurs after craniectomy and cranioplasty, it tends to 
be recurrent and fatal. The infection can spread to the underlying tissue when the 
skull is not present to act as a barrier, eventually leading to epidural abscesses and en-
cephalitis. In such cases of widespread infection, reconstruction of scalp and skull de-
fect after surgical debridement of infected tissue is a great challenge for plastic and 
neurosurgeons. 
Methods: Six patients with infection of forehead, scalp, and underlying dura were re-
ferred to our clinic for the control of repeated infection. Features and duration of in-
fection, the presence of foreign bodies, bacterial culture tests, types of free flaps,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All cases were intracranial infections after neurosurgery and the duration of 
infection was 4.3±2.6 months. Foreign bodies (artificial bone, titanium mesh, plate, and 
screw) were present in three cases.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were cultured in five 
case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neg-
ative staphylococci, 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For the control of 
infection, removal of foreign body and free tissue transfer was performed. The infection 
was controlled successfully during follow-up periods (59.3±42.0 months). 
Conclusion: Intracranial infections after neurosurgery on the skull can be fatal and 
lead to long-term sequelae. For the control of intracranial infection with antibiotic-re-
sistant bacteria, well-vascularized free tissue transfer followed by foreign body remov-
al is recommended. After infection control through free tissue transfer, secondary op-
erations such as cranioplasty with titanium mesh or fat injection can be performed 
safely without recurrence of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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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피와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피, 두개

골 결손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외상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악성

종양, 선천성 질환, 방사선 치료 후 괴사 등이 있다[1]. 두개 절제

술, 두개골 성형술 후에 생긴 두피, 두개골, 경막의 감염은 쉽게 치

료되지 않고 재발하며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인공 뼈, 티타늄과 

같은 이물질을 사용한 신경외과적 수술 이후 감염이 발생했을 때

는 항생제 치료로 쉽게 조절되지 않고,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이 없

는 상태에서는 감염이 쉽게 퍼질 수 있으며, 경막외 농양, 수막염,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감염이 동반된 두피, 두개골 결

손부를 재건하는 데는 피부 이식술, 국소 피판술, 지역 피판술, 조

직 확장술 및 유리 피판술이 이용되고 있다. 피부 이식은 감염이 

동반된 결손부에는 적합하지 않고, 생착되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

으며 경막 및 뇌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소 피판술의 경우 

결손부가 클 경우 비탄력적인 두피의 특성상 결손부를 수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 피판술 및 유리피판술은 앞서 말한 단점들

은 보완하는 좋은 방법으로, 최근에는 미세수술이 발전하면서 수

술 후 성공률이 높은 유리 피판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2]. 저자들

은 외상,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두개내 출혈에 대해 두개 절제

술,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감염을 동반한 두피 및 

두개골 결손을 유리 피판술을 이용하여 재건하였고 그 결과에 대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신경외과적 수술 이후 발생한 

감염을 동반한 두피 및 두개골 결손부에 대해 유리 피판술을 시행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나이, 성별, 병인, 

감염을 일으킨 신경외과적 수술, 감염의 양상, 감염의 기간, 동정

된 균, 유리 피판술 이전에 시행된 수술적 치료에 대해 조사하였

다. 환자들은 모두 유리 피판술을 시행받았고 결손부의 위치, 크

기, 시행된 유리 피판술의 종류, 수혜부 혈관 문합, 유리 피판술 전

후 의식 상태 및 전반적 상태 변화, 유리 피판술 후 합병증, 추적 관

찰 기간을 조사하여 감염의 조절에 대한 유리 피판술의 효과를 연

구하였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기관연구심의위

원회에 의해 승인하에 진행하였고(No. 2020-10-010), 모든 환자

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결과 

총 6명의 환자들 중 남자는 3명, 여자는 3명이었고 연령대는 33

세부터 71세까지 다양하였다. 결손의 원인으로는 외상(교통사고, 

전기화상, 추락)이 5예로 가장 많았고 1예는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

한 지주막하 출혈 후 발생한 결손이었다. 

두피, 두개에 시행한 첫 수술로는 두개 절제술, 두개 성형술, 두개 

절개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뇌동맥류 결찰술, 가피 절제술

이 있었고 3예에서 인공 뼈, 티타늄 플레이트, 나사, 메쉬와 같은 이

물질이 사용되었다. 감염은 모두 두개내 감염을 동반한 두피 감염이

었다. 2예는 경막, 두개골이 노출된 열린 창상의 양상이었고 4예는 

경막외 농양의 양상이었다. 경막외 농양의 양상 중 1예에는 수막염

이 동반되어 있었다. 결손부에서 동정된 균은 3예에서 methicil-

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1예에서 carbapen-

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Staphylococcus epider-

midis가 각각 배양되었고, 6예 중 5예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배양되

었다. 

첫 번째 수술 이후 유리 피판술로 감염이 조절되기 전까지 감염

이 지속된 기간은 4.3±2.6개월이었고(범위, 1–8개월), 한두 차례 

수술적으로 치료하였으나 감염은 조절되지 않았다(Table 1). 감염

이 동반된 결손부의 위치는 3예가 측두부였고, 2예가 측두 두정부, 

1예가 전두부였다. 결손부의 크기는 최소 2×3 cm에서부터 최대 

21×15 cm까지 다양하였다. 결손부의 크기 및 위치, 수혜부 혈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유리 피판술을 선택하였고, 3예에서 광배근 피

부 피판을, 1예에서 광배근 피판, 측두 근막 피부 피판, 대망 피판

을 각각 시행하였다(Fig. 1). 

공여부는 모두 일차봉합을 하였다. 수혜부 혈관 문합을 위해서 

얕은 관자 동, 정맥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4예), 전두부 결손부를 

가진 환자에서는 얼굴동맥, 내경정맥이 이용되었으며 1예에서는 

얕은 관자동맥, 얼굴정맥(대복재정맥 이식편 이용)이 이용되었다

(Table 2). 

유리 피판술을 시행하기 전 1예는 경막외 농양, 수막염으로 인해 

혼미한 정신 상태였고, 유리 피판술 후 명료한 의식 상태를 회복하

였다. 유리 피판술 후 혈종, 장액종, 감염의 재발, 공여부 합병증 등

과 같은 주요 합병증 없이 수술 부위가 회복되었고 59.3±42.0개

월(범위, 15–123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Table 3).  

고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두피, 두개골의 결손부의 재건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재건 성형 의사의 깊은 고민을 요한다.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노출되어 있

는 부위이기 때문에 두부의 윤곽, 모양, 모발의 상태, 흉터 등 미용

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3]. 재건에 앞서 감염이 동반된 두피, 

두개골 결손부에 대해 광범위한 죽은 조직 절제술이 필수적이다. 6

예 중 5예에서 지속적인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에도 감염이 조

절되지 않고 창상의 호전이 없었는데, 이는 감염이 동반된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죽은 조직 제거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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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demographics

Patient  
No.

Age  
(yr) Sex Etiology Operation on  

scalp and skull
Foreign  
body

Feature of  
infection Culture

Duration of 
infection  

(mo)

Operative procedure  
before free flap

1 33 Male Traffic accident Craniectomy Artificial 
bone

Open wound with  
artificial dura exposure

MRSA 6 Wound revision with 
artificial bone removal

Cranioplasty 
with artificial 
bone

Artificial dura

2 52 Female Traffic accident Craniotomy Titanium plate 
and screw

Open wound with  
frontal bone exposure

MR-CNS 5 Septal cartilage  
coverage

ORIF with  
titanium plate 
and screw

Metal removal and 
acellular dermal  
matrix (Matriderm) 
apply

3 53 Male Electric burn Escharectomy - Epidural abscess MRSA 2 -
4 44 Female Aneurysm rupture Aneurysm neck 

clipping
- Epidural abscess CRAB 1 Irrigation and  

debridement
Craniectomy Meningitis Irrigation and  

debridement
5 62 Male Fall down Craniectomy - Epidural abscess MRSA 8 Wound revision
6 71 Female Traffic accident Craniectomy Titanium 

mesh
Epidural abscess with  

titanium mesh exposure
Staphylococcus 

epidermidis
4 Titanium mesh removal

Cranioplasty 
with titanium 
mesh

Patient 1 had a persistent defect on the temporal area after craniotomy, cranioplasty using artificial bone due to intracranial hemorrhage. The artificial 
bone was removed and contralateral temporal fasciocutaneous free flap was used to cover the defect simultaneously. Patient 2 got craniotomy,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titanium plate and screw due to intracranial hemorrhage, open fracture of frontal bone and frontal sinus. 
Afterward, a defect was formed on the forehead accompanied by titanium exposure. Coverage using septal cartilage was done but failed. After that, 
coverage with acellular dermal matrix (Matriderm; MedSkin Solutions Dr. Suwelack AG, Billerbeck, Germany) after removal of titanium but the defect 
persisted. Finally, omental free flap was covered over the frontal bone. Patient 6 received craniotomy for intracranial hemorrhage due to trauma, and 
subsequently cranioplasty using titanium mesh. Afterward, an epidural abscess was formed. Debridement with removal of the titanium mesh was done 
and 10 days later, the latissimus dorsi muscle free flap was performed over the cranial defects.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CNS,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RAB, carbapenem-resistant Acine-
tobacter baumannii.

Fig. 1. (A, B) A 62-year-old male with epidural abscess. (C) Latissimus dorsi muscle free flap was harvested. (D) Immediate postoperation. 
(E) A 33-year-old male visited the clinic for a 2×3-cm sized defect with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F) 
Contralateral temporal fasciocutaneous free flap was harvested and anastomosed with superficial temporal vessels. (G) Immediate 
postoperation.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B D

F G

A C

E



Arch Hand Microsurg 2021;26(1):50-56

https://doi.org/10.12790/ahm.20.0067 53

라고 저자들은 생각한다. 또한 이물질이 있을 경우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0배 증가하게 되므로[4], 광범위한 죽은 조직의 제

거와 함께 이물질의 제거 또한 필수적이다. 6예 중 3예에서 이물질

이 잔존하고 있었고(인공 뼈, 티타늄 플레이트, 나사, 메쉬), 저자들

은 결손부 수복에 앞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였다. 

6예 중 5예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동정되었다. 항생제 내성이란 

균이 항생제의 효과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한다[5]. 경험적 항생제 

요법에 내성이 있는 균의 경우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아 상처 치

유가 지연되고, 특히 두피 및 두개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을 동반한 

만성 상처는 경막외 농양, 수막염,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

적이다. 과거에는 감염이 적절히 조절된 이후에 결손부를 수복해

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6]. 따라서 결손부의 수복이 늦춰질 수밖

에 없었고, 만성 창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만성 창상은 감염의 조절이 쉽지 

않아, 창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결손부의 적절한 수복 시기를 놓

치게 되어 두피 및 두개 결손부 환자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조기에 과감하게 유리 피판술을 통한 

결손부의 수복을 시행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두피 및 두개의 재건 방법에는 국소 피판술, 조직 확장술, 유리 

피판술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저자들은 적절한 재건 방법

의 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크기가 크지 않은 두피의 

결손부에 대해서는 국소 피판술을 시행해볼 수 있다. 주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이질감이 없고 머리카락 또한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결손부가 클 경우 국소 피판술의 공여부를 일차봉합

하기 어렵고, 피판이 커질수록 혈액 공급 또한 불안정해진다. 게다

가 외상, 방사선 치료로 인한 두피, 두개골의 결손부가 있는 환자

에서는 결손부 주위의 조직 또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적

절하지 않다[7]. 조직 확장술은 크기가 큰 결손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카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수술 후 미용적

인 효과가 뛰어나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수술 후 조직 확장 

기간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두개골의 결손과 

감염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

로 적절하지 않다[3]. 

유리 피판술은 앞서 말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으로, 혈

액 공급이 풍부하여 감염 조절 및 창상 회복에 효과적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피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

근에는 미세수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술 후 성공률이 높아져서 저

자들은 다양한 유리 피판술을 우선 고려하였다[8]. 두피, 두개골의 

결손부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 피판에는 대망 유리 피판, 서혜부 

피판, 광배근 피판, 요측 전완 피판, 복직근 피판, 전외측 대퇴부 피

판 등이 있는데[9-12], 저자들은 6예 중 4예에서 광배근 유리 피판

술을 시행하였다. 광배근 유리 피판술은 넓고 두꺼운 연부조직을 

Table 2. Selection of free flaps and recipient vessels according to the area and size of defects

Patient  
No.

Age  
(yr) Sex Defect area Defect size  

(cm) Free flap Recipient vessel

1 33 Male Right temporal 2×3 Temporal fasciocutaneous Superficial temporal vessels (end to end)
2 52 Female Right frontal area 4×2 Omental Facial artery (end to end)

Internal jugular vein (end to side)
3 53 Male Left temporal 14×13 Latissimus dorsi musculocutaneous Superficial temporal vessels (end to end)
4 44 Female Left temporoparietal 21×15 Latissimus dorsi musculocutaneous Superficial temporal vessels (end to end)
5 62 Male Right temporal 13×12 Latissimus dorsi muscle Superficial temporal vessels (end to end)
6 71 Female Left temporoparietal 15×8 Latissimus dorsi musculocutaneous Superficial temporal artery (end to end)

Facial vein (end to end, great saphenous vein graft)

Table 3. Efficacy of free flaps and secondary procedures

Patient  
No.

Age  
(yr) Sex Preoperative 

mental status
Postoperative 
mental status Complication Recurrence of 

infection
Follow-up  

(mo) Secondary procedure after free flap coverage

1 33 Male Alert Alert None None 123 Cranioplasty using patient customized  
titanium mesh

2 52 Female Alert Alert None None 96 Fat graft with stem cell injection
3 53 Male Alert Alert None None 50 -
4 44 Female Stupor Alert None None 24 -
5 62 Male Alert Alert None None 48 Cranioplasty using patient customized  

titanium mesh
6 71 Female Alert Alert None None 15 -

Patients 1 and 5 got cranioplasty using patient customized titanium mesh over the skull defects after infection was controlled by free flap coverage 
(patient 1, 108 months after free flap; patient 5, 19 months after free flap). Patient 2 received fat graft with stem cell injection seven times on the 
depressed forehead after omental free flap. There were no complications such as foreign body reaction an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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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할 수 있고, 일정한 크기의 혈관경을 가지고 있으며, 혈관 분

포가 풍부하며 피판을 들어올리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두 팀 접근이 쉽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의 

위축으로 인해 부피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13,14]. 4예 모두 

결손부가 넓고(13×12 cm, 14×13 cm, 15×8 cm, 21×15 

cm) 두개골의 결손을 동반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강을 수복할 수 

있는 피판이 필요하였다. 저자들은 접근하기 쉽고, 혈관경이 일정

하며 넓고 적절한 두께를 가진 광배근의 유리 피판술을 이용하여 

재건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광배근 피판의 근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축한다는 단점을 이용하여 수술 후 피판이 위축됨에 따라 

피판의 비대가 가라앉으며 미용적 효과가 증대되도록 하였다. 

두피 및 두개골의 결손부를 수복할 때 수여부 혈관경으로는 얕

은 관자 동, 정맥이 많이 이용된다[8]. 이외에도 외경동맥, 내경정

맥의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15], 저자들은 얕은 관자 동, 정맥

이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였으며, 손상 시에는 대

복재정맥 이식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감염의 재발, 혈종, 장액종 

등 주요 합병증 없이 치유되었으며, 감염이 어느 정도 조절될 때까

지 두개골 성형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2예에서 유리 피판술을 이용

한 재건 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피판의 위축에 따른 두피의 함몰

이 나타났고 이런 환자에서는 3차원 프린팅을 통한 환자 맞춤 티타

늄 메쉬를 이용하여 이차적인 두개 성형술을 시행하였다(Fig. 2) 

[16]. 대망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전두

부의 함몰이 생겼고, 7차례의 자가지방 이식술을 시행하여 함몰부

위를 교정하였다. 감염 조절을 위해 혈액 순환이 풍부한 유리 피판

술을 시행했기에, 이차적으로 이물질을 이용한 두개 성형술이나 

자가 지방 이식술을 시행했음에도 이물 반응, 감염, 염증 등의 합

병증 없이 만족할 만한 미용적 결과를 얻었다.  

결론 

두피 및 두개골에 대한 신경외과적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두개

내 감염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저자들은 항생제 내성균을 동반한 두개내 감염의 조절을 

위해 이물질과 광범위한 감염조직을 제거하고, 조기에 혈액 공급

이 풍부한 유리 피판술을 이용한 재건을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

과를 얻었다. 또한 유리 피판술을 통해 감염이 조절된 이후에는 티

타늄 메쉬를 이용한 두개 성형술 또는 자가 지방 이식술을 통한 이

차적인 교정수술을 감염의 재발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뛰어난 기능적, 미용적 효과를 얻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thing to disclose. 

B

D F

A C

E

Fig. 2. (A) Postoperative 19 months. As latissimus dorsi muscle was atrophied, depression on the temporal area became prominent. 
(B) After 1 year of cranioplasty using three-dimensional (3D) customized titanium mesh, there was excellent aesthetic results without 
recurrence of infection. (C) Plain film. Titanium mesh was covered over the temporal area. (D) Postoperative 108 months. As temporal 
fascia free flap was atrophied, depression on the temporal area became prominent. (E) After 1 month of cranioplasty using 3D customized 
titanium mesh, there were excellent aesthetic results without recurrence of infection. (F) Plain film. Titanium mesh was covered over the 
temporal area.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or publication of this study and accompany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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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 감염 환자에서 유리 피판술을 이용한 두피 및 두개의 
재건

김현조, 이성주, 이주호, 신세호, 김재현, 서인석, 김성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목적: 신경외과 수술 이후의 두피 감염은 재발하는 경향이 있고 항생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두개 제거술 후에는 방어벽 

역할을 하던 두개골이 없으므로 감염이 경막, 뇌로 퍼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두피 및 두개의 재건은 성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의 큰 고민이다.

방법: 감염 조절이 의뢰된 이마, 두피 감염 환자 6명에 대해 감염 양상, 이물질 유무, 동정된 균, 시행된 유리 피판술의 종류, 수술 후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과: 6명 모두 두피의 감염과 동시에 두개내 감염이 있었고, 감염 지속 기간은 4.3±2.6개월이었다. 3예에서 이물질(인공 뼈, 티타늄 메쉬, 

플레이트, 나사)이 감염 부위에 존재했다. 5예에서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등의 항생제 내성균이 동정되었다. 감염 조절을 위해 

이물질 제거 및 유리 피판술을 시행했고, 이후 평균 59.3±42.0개월의 추시 기간에 감염 재발 및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두개내 감염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긴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두개내 감염 조절을 위해, 잔존 이물질 제거와 

함께 조기에 혈액 순환이 풍부한 유리 피판술을 이용한 재건술이 추천된다. 이를 통한 감염 조절 이후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두개성형술이나 

지방 이식술 같은 이차적인 교정술을 감염의 재발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색인단어: 항생제 내성, 경막외고름집, 감염, 유리 피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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