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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이식술을 통한 만성 당뇨족 창상 치료의 효용성
김윤정, 김보성, 정호원,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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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Graft Remains a Clinically Good Treatment Strategy for Chronic
Diabetic Wounds of the Foot and Ankle
Yoon-Chung Kim, Bo-Seoung Kim, Howon Jeong, Jae Hoon Ah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t. Vincent’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urgical outcome of split-thickness skin graft (STSG) for chronic diabetic
wounds of the foot and ankle.
Materials and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20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chronic diabetic wounds of the foot and ankle
between October 2013 and May 2018 were reviewed. Surgical management consisted of consecutive debridement, followed by negativepressure wound therapy and STSG. We used an acellular dermal matrix between the wound and the overlying STSG in some patients
with wide or uneven wounds. Patient satisfaction, comorbidities, wound size and location, length of hospital stay, wound healing time,
and complica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Of 20 patients, 17 (85.0%) were satisfied with the surgical outcome. Eight patients had diabetic wounds associated with peripheral vascular disease (PVD), 7 patients had diabetic wounds without PVD, and 5 patients had acute infection superimposed with necrotizing abscesses. The mean size of the wound was 49.6 cm2. The mean length of hospital stay was 33.3 days. The mean time to wound
healing was 7.9 weeks.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25.9 months. Complications included delayed wound healing (4 cases) and recurrence of the diabetic wounds (2 cases), which were resolved by meticulous wound dressing.
Conclusion: STSG remains a good treatment strategy for chronic diabetic wounds of the foot and ankle.
Key Words: Chronic diabetic wound, Skin graft, Negative-pressure wound therapy, Acellular dermal matrix

서

론

만성 당뇨족 창상은 족부 정형외과의사들이 환자 치료 중 자주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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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겪는 난제 중 하나이다. 만성 당뇨족 창상 환자들은 당뇨 외에
말초 동맥 폐색 또는 정맥 기능 부전 등의 말초 혈관 질환(peripheral vascular disease)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급성 감염증과 동
반되는 농양 및 괴사와도 연관성이 높다.1) 당뇨 인구는 최근 수십 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에 따라 특히 하지에서 당뇨병성 만성
창상의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2) 당뇨 족부 궤양 환자의 절반가

This study has been accepted to present at Japanese Society of the Surgery
of the Foot Annual Meeting (Chiba, Japan) in 2018, and at Korean Foot & Ankle
Society Spring Meeting in 2017.

량은 말초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창상 치유 실패, 절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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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환자의 일생 동안 족부 궤양 발병률이 25%로 보고된 바 있다.4)

혈관계 이환 및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3)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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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은 크기, 심부 조직 감염, 동반 질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골수염을 동반한 만

을 받기 때문에 만성 창상을 가진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어려울

성 배농관, 심각한 뼈 또는 힘줄 노출, 종양성 병변을 동반한 창상은

수밖에 없다.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남성은 14명, 여성은 6명이었으며 평균

피판술을 이용한 피부 및 연부조직 재건은 말초 혈관 질환 및 뼈

연령은 60.6세(40∼83세)였다. 모든 대상 환자에 대해 3차원 컴퓨

나 힘줄 노출을 동반하는 난치성 만성 창상을 가진 당뇨 환자에게 고

터 단층촬영 혈관조영술(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5,6)

그러나 피판술을 이용한 재건은

angiogram)을 시행하여 말초 혈관 상태가 불량한 경우 창상 수술

혈관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피판 실패(flap failure)를

전에 혈관외과와 협진하여 혈관성형시술(angioplasty) 또는 혈관우

려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6,7)

또한 피판술의 성공적인

회수술(vascular bypass surgery)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

결과는 미세수술 전문의의 숙련된 기술과 잘 훈련된 수술팀의 협력

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이 필수 요소이므로 만성 당뇨족 창상을 주로 치료하는 대부분의 족

Board)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no. VC18RESI0104).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이 존재한다.

부 정형외과의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도의 술기이다. 반면 부분층 피부이식술(split-thickness skin

2. 수술방법 및 수술 후 관리

8)

모든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수술실에서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진

외과의사라면 쉽게 수행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다. 이전 연구들에

중 교신저자가 집도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변연절제술을 통해 감

서 만성 당뇨족 창상에 대한 부분층 피부이식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염성 혹은 괴사성 조직을 제거하여 기저 연부조직에서 삼출물의 양

graft)은 개방된 창상의 연부조직을 덮는데 널리 이용되는 술기로

9-12)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기저 연부조직 변형에 대한 적응력과

낮은 공여부 이환율 및 창상 치유 시간 감소 등이 부분층 피부이식술
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13,14) 물론 피판술이 필요한 창상과 피부이
식술로도 충분히 치료되는 창상의 대상 적응증이 다를 수 있으나 실
제 임상에서 만성 당뇨족 창상 치료를 위해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자
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적 근거자료로서의 연
구 결과에 대한 발표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저자들은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만성 당뇨족 창상 치료를 위해
시행한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임상적 결과의 효용성을 보고하고자 한
다.

대상 및 방법

A

1. 연구 대상
2013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본원을 내원하여 만성 당뇨
족 창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30명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B

Figure 1. (A) A 68-year-old female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and lymphangitis presented blood-containing blisters on her left foot without a
history of trauma. (B) After consecutive debridement for devitalized tissue,
healthy granulation tissue growth was confirmed.

Skin
graft

ADM

A

B

C

Figure 2. (A) A paste-type acellular dermal
matrix (ADM) (solid lined arrow) was applied
to a bed of granulation tissue followed by an
overlying split-thickness skin graft (STSG)
(dotted lined arrow). (B) Gauze coated with
Vaseline® was used for a skin graft wound
dressing and overlying negative-pressure
wound therapy (NPWT) was applied. (C) At
postoperative 9 months, a patient was satisfied with the surgical outcome and had no
discomfort in her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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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 조직 성장이 촉진되도록 하였다(Fig. 1). 이

부이식 수술일로부터 최소 2주 이후 봉합사 제거를 결정하되, 수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는 음압창상치료(negative pressure wound

4주 차까지 주 1회 간격으로 외래에 방문하여 이식편의 안정성을 확

therapy)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공여부는 환

인하면서 부분 봉합사 제거(partial stitch out)로부터 완전 봉합사

측의 대퇴부 전외측면이었고, 수여부의 피부결손부위의 크기가 넓

제거(total stitch out)를 서서히 진행하고 완전 봉합사 제거 후 환자

거나 기저 육아조직의 표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이식편과

가 창상 부위를 세척해도 삼출물 배액이나 이식편 불안정 혹은 부분

육아조직 사이에 무세포 동종 진피 기질(acellular dermal matrix;

탈락이 발생하지 않음을 외래 진료 시 확인한 날을 창상 치유 완료일

®

CG-Paste , CGBio, Korea)을 도포한 뒤 피부이식편을 얹어 고정

로 정하였다(Fig. 2C).

하였다(Fig. 2A). 모든 예에서 수여부는 수술 후 3일 동안 음압창상
치료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수여부의 삼출물 조절과 균등한 압박

3. 임상적 평가

드레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B). 수술 후 첫 드레싱은 3

환자의 만족도, 동반 질환, 창상의 크기 및 위치, 입원 기간, 창상

일째 시행하였고, 이후부터는 2일에 1회 단순 창상 드레싱을 하였

치유 완료까지의 시간, 추적 관찰 기간, 합병증 등을 조사하였다. 환

다. 만약 삼출물이 아직 많을 경우에는 음암창상치료를 2일간 추가

자의 만족도는 마지막 외래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일상생활과 창상

시행하였다. 모든 예에서 수술 후 4주간 단 하지 부목 고정을 시행하

상태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평가 지표를 4단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여 체중부하 및 보행에 따른 수여부 이식편 실패를 방지하였다. 창상

(Table 1).

치유 완료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집도의가 판정하였다. 피

Table 1. Interpretation of Patient Satisfaction with Surgical Outcomes
Satisfaction
Excellent (E)
Good (G)
Fair (F)
Poor (P)

Patient description

Wound condition

Full satisfactory condition
Pain or discomfort occasionally
Discomfort in daily life due to wound
Significant limitations in most activities

Completely healed
Completely healed after STSG repetition or scanty discharge that requires intermittent dressing
Requires daily dressing or limitations in working or ambulation
Short term follow-up recommended or active infection sign or reoperation required

STSG: split-thickness skin graft.

Table 2. Demographics and Clinical Assessment
Patient

Sex/age
(y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Mean±SD

M/42
M/57
M/42
M/73
M/65
F/83
M/76
M/40
F/71
M/72
M/56
M/51
M/59
F/51
M/57
F/83
F/42
F/68
M/72
M/52
-

Comorbidity

Size (cm2)

Location

Patient
satisfaction

DM, PVD
DM
DM, PVD
DM, abscess
DM, abscess
DM, PVD
DM
DM
DM, PVD
DM, PVD
DM, PVD
DM, abscess
DM
DM, PVD
DM, abscess
DM
DM, abscess
DM, PVD
DM
DM

49
84
12
144
15
44
24
10
39
36
24
270
42
8
15
32
55
35
8
45
49.6±60.6

Lt. ankle
Lt. foot
Rt. foot
Rt. lower leg
Rt. ankle
Rt. ankle
Lt. ankle
Lt. foot
Lt. foot
Rt. foot
Rt. ankle
Rt. ankle
Lt. ankle
Rt. foot
Lt. ankle
Rt. foot
Rt. foot
Lt. foot
Rt. ankle
Lt. foot

E
G
G
E
E
G
E
E
E
P
F
G
P
E
G
E
G
E
E
E

HD

Healing time
(wk)

Follow-up
(mo)

Complication

41
41
28
36
27
33
35
16
21
23
22
46
76
32
32
27
36
37
22
35
33.3±12.7

16.6
18.0
2.3
14.9
16.7
10.0
10.3
4.3
5.3
13.9
2.4
7.0
11.9
3.1
3.1
4.7
2.1
2.4
2.9
5.3
7.9±5.6

12
14
22
18
16
24
15
14
17
28
46
24
18
22
18
26
12
10
38
24
20.9±8.9

Delayed healing
Delayed healing
Delayed healing
Recurred wound
Delayed healing
Recurred wound
-

HD: hospital days, M: male, F: female, DM: diabetes mellitus, PVD: peripheral vascular disease, E: excellent, G: good, F: fair, P: poor, Rt: right, Lt: left,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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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

B

Figure 3. (A) A 42-year-old male diabetic
patient with peripheral angiopathy was well
treated with a combination of ADM and STSG
with NPWT for a 7x7 cm2 diabetic ulcer of
his left ankle. (B) A 73-year-old male patient
with a chronic diabetic wound with an acute
abscess was also treated with the same
protocol for the 8×18 cm2 wound on his right
lower leg.

에서는 금기시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금기로만 여겨졌던 증례

과

에 대해 피부이식술을 시행한 뒤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것으
총 20명 중 17명(우수 11명, 양호 6명)이 치료 결과에 만족했다.

로 보고되고 있다. Attinger 등19)은 피부이식술과 피판 재건술 사이

만성 당뇨족 창상에서 말초 혈관 병변이 확인되어 혈관 시술 또는 수

의 비교 연구를 했는데, 아킬레스건 노출이 있다 하더라도 창상의 기

술을 동반 시행했던 환자는 8명, 말초 혈관 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만

저 조직이 치유를 위해 적절히 준비된 상태라면 피부이식술이 피판

성 당뇨족 창상에 대한 수술만 시행한 환자는 7명, 농양을 형성한 급

재건술만큼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당뇨 자체가 피부이식술에 대한 금

성 감염증이 동반된 환자가 5명이었다. 평균 창상 크기는 49.6 cm2

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Bingol 등20)도 종골 노출이 동

(8∼270 cm2), 무세포 동종 진피 기질을 사용한 환자는 17명으로 피

반된 당뇨족 궤양에 대해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해 치유율과 치유

2

부결손부위 크기가 모두 10 cm 를 초과하였다. 창상의 위치 분포는

시간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당뇨

발 10명, 발목 9명, 하퇴부 1명이었다. 평균 입원 기간은 33.3일(16∼

족 창상을 주로 치료하는 대다수의 족부 정형외과의사에게 친숙하고

76일)이었다. 창상 치유 완료 판정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7.9주(2∼

피판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숙련될 수 있는 피부이식술의 임상적

18주), 평균 추시 기간은 20.9개월(10∼46개월)이었다. 4명에서 창

효용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말초 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혈관

상 치유가 지연되어 창상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반복했고, 2명에서

시술 또는 수술을 동시 진행하여 하지 창상 주위로의 혈류를 개선함

는 재발성 창상이 발생되어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재시행했다(Table

으로써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고, 감염증이 동

2). 그러나 이러한 창상 합병증은 최종적으로 잘 치유되어 피판술 또

반된 경우에는 여러 차례 변연절제술과 더불어 음압창상치료로 선처

는 절단으로의 이행 없이 해결되었다(Fig. 3). 피부이식 공여부는 모

치하여 피부이식 수여부의 면적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조직 성장을 촉

든 환자에서 합병증 없이 치유되었다.

진함으로써 피부이식편이 안정적으로 생착되도록 유도하였다. 음압
창상치료는 이식편 안정화와 이식편 주위 삼출물의 흡수를 제공하여

고

피부이식편의 생존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부분층 피부

찰

이식편을 얹은 후에도 음압창상치료를 추가 시행하여 그 효용성을 제
하지의 만성 당뇨족 창상에 대한 처치법은 여전히 좋은 연구 대상

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였다.21-23)

이며 좀 더 이상적인 처치법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무세포 동종 진피 기질은 인간 사체로부터 얻은 피부를 동결건조

다. 하지의 연부조직 결손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적 기법과 혈관외과

처리 후 면역반응을 피하기 위해 상피 전층과 진피의 세포 성분만 제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디자인의 피판이 개발되고 기존 피판들

거하여 세포 외 기질 및 기저막 복합체만 남긴 것으로, 무세포 동종

과의 조합이 도입되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피판술의 성공

진피 기질은 창상이 치유되는 동안 인체유래 피부 내에 함유된 성장

15)

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만성 또는 난치성 당뇨족 창상에서 피판

인자(growth factor) 제공 및 혈관 생성(angiogenesis) 촉진 등의

재건술은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 과각화증 및 열창에 대한 감수성을

신호 조절과 육아조직 형성을 위한 구조적 지지(scaffold)를 제공한

낮추어 감염을 조절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는 견고한 고정력을 제공하

다.24,25) 무세포 동종 진피 기질은 엘라스틴(elastin)과 콜라젠(col-

며, 창상의 재발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16,17) 이런 장점에도 불구

lagen)을 함유하므로 창상 내 장력을 감소시키고 새롭게 생착되는

하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피판술 후 이식 실패를 일으

피부의 탄성을 증가시켜서 창상 치유를 촉진시킨다. 그 결과 반흔 구

키는 위험 인자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6,7) 술자의 노력에 비해 실패

축을 줄여 치유된 피부 상태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24) 광범

율이 크다는 부담 때문에 과거에는 하지의 당뇨성 창상 치료에서 피

위한 피부결손부위에서 부분층 피부이식술 단독으로는 창상의 반흔

18)

한편 피부이식술은

구축을 피하기 어렵고 전층 피부이식술(full-thickness skin graft)

전통적으로 골막이나 혈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힘줄이 노출된 창상

은 부분층 피부이식술보다 혈류 공급이 좋으나 공여부 손상 때문에

판술은 상대적 금기로까지 간주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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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만큼의 큰 이식편을 얻는 데 제한이 있다. 물론 대퇴부 전외

결

론

측면에서 공여부 손상 우려 없이 큰 크기의 전층 피부이식편을 획득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대부분 압궤 손상 혹은 악성 종양
26)

제거 병변에 대한 보고였다.

철저한 변연절제술을 통해 감염증을 충분히 조절하고 음압창상치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모두 당뇨

료를 이용해 건강한 육아조직 성장을 유도함과 동시에 말초 혈관 병

혹은 말초 혈관 질환을 가진 상태여서 저자들은 되도록 공여부의 창

변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선행된다면 만성 당뇨족 창상에서 피부이

상 봉합이 추가되는 전층 피부이식술은 지양하였다. 대신 저자들은

식술은 충분히 성공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제

무세포 동종 진피 기질이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

제를 적절히 병용한 다양한 창상 치료법 간의 조합과 교차 적용이 당

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위가 넓거나 표면이 고르지 못하여 반

뇨 환자의 난치성 창상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흔 구축이 우려되는 창상에서는 건강한 육아조직 재생면 위에 무세
포 동종 진피 기질을 도포 후 부분층 피부이식편을 얹는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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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 또는 교차 적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 및 연부조
직 창상 치료를 위해 현재까지 임상적 효용성을 보인다고 알려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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