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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증 사지 손상이란 연부조직, 신경조직, 혈관조직, 골조

직 등의 네 개의 조직 중 세 가지 이상에 손상받은 경우를 

말한다.1) 최근 운송 수단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으로 고 에

너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사지 구제술과 절단술의 선택은 의

사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에게 많은 갈등을 남기게 된

다. 일반적인 절단술의 장점은 ‘초기 치료로서 가능하다, 

수술자체가 복잡하지 않다, 회복기간이 짧다,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지 결손, 사회적 낙

인, 신경 정신적 문제, 의족 관련된 문제, 환상통 등의 문

제점이 있다. 

  구제술의 장점으로는 사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있으

나 수술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입원 기간 및 재활 기간의 

증가, 합병증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절단술은 

오랜 시기 동안 개방성 하지 골 손상 치료 방침으로 사용

되었으며 미국 남북전쟁 당시 하지 절단술로 인하여 중증 

하지 손상을 입은 많은 이들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2)
 

하지만 최근 항생제의 발달, 내고정술, 골 이식, 연부조직 

및 혈관조직 재건술의 발달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 사지 

구제술이 부각되고 있다. 흔히 일차적으로 구제술 시행 후 

실패 시 이차적으로 절단술을 시행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

으나 병원 입원기간의 연장, 수 차례 수술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 불유합 또는 이차적 절단술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3)
 

  본 종설에서는 중증 사지 외상 환자의 치료에 있어 구제

술과 절단술의 장단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 등

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하고,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절단술 대 구제술

  Georgiadis 등4)은 1993년 Gustilo와 Anderson 분류법에 

따라 type IIIB, IIIC의 개방성 경골 골절 환자 38명의 치

료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중 20명은 구제술(IIIC 2

명), 18명은 무릎아래 절단술(IIIC 15명)을 시행하였으며 구

제술을 시행한 그룹 중 5명은 수술 후 감염으로 이차적인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구제술을 시행한 그룹이 절단술 그

룹에 비해 합병증의 발병의 증가, 수술 횟수의 증가,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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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dictors of Poor Outcome in the Lower Extremity
Assessment Project Study

ㆍMajor complication 
ㆍNonwhite
ㆍSmoker
ㆍInvolvement with legal 

system

ㆍ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ㆍLow income and no private 

insurance
ㆍLow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기간의 증가, 체중 부하 보행 가능 시점의 연장 및 높은 

신체 장애 등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조기 절단술이 구제술

에 비하여 조기 회복 및 장기적 신체 장애율 면에서 우월

하다고 발표하였다. 

  Francel 등5)은 1983년부터 1988년 사이에 구제술을 시행

한 type IIIB의 개방성 경골 골절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구제술

에 성공하였더라도 50%의 환자에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

으며 48%에서 보행 시 보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기간 추시 관찰 기간중 복직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

다고 하며 같은 기간에 절단술을 시행한 그룹은 68%에서 

복직에 성공하였다고 말하였다. 

  반면에 Dagum 등
6)
은 총 55명의 IIIB, IIIC의 개방성 경

골 골절 환자의 12년 추시관찰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입원 기간에 있어 두 그룹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구제술 평균 25일, 절단술 평균 28일) 성공적인 

구제술의 경우 평균 수술횟수는 5.39회, 이차적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7.6회 시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들은 평가 기준으로 SF-36을 이용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으나 구제술을 시행한 그룹이 절단술 

그룹보다 신체 기능의 부분 점수가 높았다고(구제술 38점, 

절단술 28점) 발표하였다. 92%의 환자에서 절단술보다는 

구제술을 원하였으며 일차적인 절단술을 원하는 환자는 없

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복직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구

제술을 시행한 그룹이 절단술을 시행한 그룹보다는 길었지

만 복직률은 두 그룹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중증 사지 손상 환자의 치료 선택에 있어 구제술에 

절단술보다는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Hertel 등7)은 1996년 IIIB, IIIC의 개방성 경골 골절 환

자의 치료에 대하여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18예의 절단술

과 21예의 구제술을 통해 구제술 그룹이 절단술 그룹에 비

하여 수술 횟수(구제술: 8회, 절단술: 3.5회), 재활 시간(구

제술: 30개월, 절단술: 12개월) 등의 단점이 있으나 월등한 

복직률(구제술: 45%, 절단술: 0%)을 보였고, 절단술을 시행

한 그룹은 54%에서 장애 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50%에서 

환상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또한 평균 일일 

보행 거리에 있어서도 구제술 그룹이 우월했다고(구제술: 

12 km/d, 절단술: 5.25 km/d) 발표하였다. 

Lower Extremity Assessment Project 

  Lower Extremity Assessment Project (LEAP) 연구란 미

국 국립 보건원 주도하에 8개의 외상 센터 병원에서 개방

성 경골 골절 IIIB, IIIC의 중증 하지 손상이 있는 환자 

601명의 치료에 있어서 구제술과 절단술의 임상적 결과에 

대한 전향적 연구이다. 일차적으로 신체 결함의 척도로 

sickness impact profile (SIP)을 이용하였으며(0-100; 일반

인 평균점수 2-3점, 10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신체결함), 

합병증의 유무, 재활 기간, 입원 기간 등 임상 결과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Bosse 등
8)
은 LEAP 연구를 분석하여 추시 관찰 2년 결

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두 그룹의 환자 선택에 있어 차이

가 있다는 전제(절단술을 시행한 그룹이 골 손실 및 연부

조직의 손상 정도, 초기 하지 맥박 결손 등이 더 심함)로 

신체 결함 척도를 이용한 SIP 점수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

는 없었으며(구제술: 11.8점, 절단술: 12.6점, p=0.53) 전체

의 약 40% 가량이 SIP점수 10점 이상의 심각한 신체 결함

를 나타냈고, 두 그룹에 공통적으로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 

인자로 낮은 교육 수준, 합병증의 발생, 무 의료 보험, 흡

연 등을 꼽았다(Table 1). 합병증의 경우 구제술을 시행한 

그룹이 절단술을 시행한 그룹보다 재입원율이 높았으며(구

제술: 47.6%, 절단술: 33.9%) 구제술을 시행한 그룹의 10.9%

에서 불유합이 발생하였으며 9.4%에서 골수염이 발생하였

다고 발표하였다. 취직률의 경우 2년 추시 시점에서 구제

술은 49.4%, 절단술은 53.0%로 두 그룹 간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후 MacKenzie 등
9)
은 두 그룹의 7년 장기 추시 관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구제술의 경우 유

합률이 높아지고 절단술의 경우 사용하는 의족에 대한 적

응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2년 추시 결과와 비교하여 SIP 

점수는 우월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년 

추시 SIP 점수에 비하여 7년 추시 SIP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전체적으로 34%만이 SIP 점수 

5점 이하였으며 50%에서는 10점 이상의 SIP 점수를 보였

다.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점은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SIP 점수 5점 이상일 

때 5배 많았으며 또한 슬관절단계(through-knee amputa-

tion)에서의 절단술의 경우가 SIP 점수 5점 이상일 때 약 

11배에서 많이 나타났다. 수술 선택에 있어 절단술과 구제

술 간의 SIP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외

에 불량한 결과와 연관된 인자로서 고령, 여성, 유색인, 낮

은 교육수준, 낮은 경제적 지원 등을 거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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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Parameters of Each Scoring System 

MESS Ischemia Bone/tissue Shock Age
NISSSA/HFS Ischemia Bone Shock Age Muscle Skin Nerve
PSI Ischemia Bone Muscle Timing
LSI Ischemia Bone Skin Nerve Vein

MESS: Mangled extremity severity scoring system, NISSSA: Nerve injury, ischemia, soft tissue injury, skeletal injury, shock, and age, 
HFS: Hanover fracture scale, PSI: Predictive salvage index, LSI: Limb salvage index.

Table 3. Mangled Extremity Syndrome Index

Criterion Score

Injury severity score
＜25
25-50
＞50

1
2
3

Integument injury
Guillotine
Crush/burn
Avulsion/degloving

1
2
3

Nerve injury
Contusion
Transection
Avulsion

1
2
3

Bone injury
Simple
Segmental
Segmental comminuted
Bone loss ＜6 cm
Articular
Articular with bone loss ＜6 cm

1
2
3
4
5
6

Age (yr)
＜40
40-49
50-59
≥60

0
1
2
3

Lag time to operation 1 point/6 hours
Preexisting disease 1
Shock 2

Data from the article of Gregory et al. (J Trauma 1985;25: 
1147-1150).1)

치료 선택(decision-making protocols) 및 
사지 구제 점수(limb salvage scores)

  중증 사지손상에 있어 구제술과 절단술의 치료 결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몇몇 문헌에서 치료 결절에 있어서 도

움이 되는 점수 체계를 발표하였다(Table 2). 

  Lange 등10)은 1985년에 type IIIC의 개방성 경골 골절의 

치료에 있어 두 가지 절대 적응증(완전 경골신경의 손상, 

6시간 이상의 온허혈 시간)과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상대적 적응증(연관된 다발성 손상, 심한 족부 손상, 회복

기간의 연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문헌은 절대 적응

증의 표본수가 적다는 점과 상대적 적응증의 주관적 소견, 

또한 환자의 나이나 동반 질환, 직업 등의 변수에 대하여

는 언급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후 Gregory 등
1)
은 1985년에 중증 하지 손상 환자 17

명에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여 ‘the mangled extremity syn-

drome index (MESI)’를 발표하였다. 이는 외피, 신경, 혈

관, 골 손상 등을 평가하였으며 또한 환자의 나이, 동반 질

환, 치료까지 걸린 시간, 쇼크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Table 3). 이를 통해 그들은 MESI 점수 20점 이상일 경우 

일차 또는 이차적 절단술의 적응증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문헌은 17명 중 5명은 상지의 손상이라는 점, 

평가자의 주관적 경향, 정형외과 의사로서 초기 평가가 어

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The predictive salvage index (PSI)가 1987년에 Howe 

등
11)

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는 동맥 손상 위치, 골 손상의 

정도, 근육손상의 정도, 치료까지 걸린 시간 등을 평가하여 

PSI 점수 8점 이상의 경우 절단술을 권하였다(Fig. 1). 이 

또한 이전에 언급한 MESI보다는 간결하지만 평가자의 주관

적 경향과 초기에 평가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1990년에는 Johansen 등12)은 ‘the mangled Extremity 

Severity Score (MESS)’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PSI와 비슷하

게 골 및 연부조직 손상, 온허혈 시간, 쇼크의 유무, 환자

의 나이 등 네 가지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MESS 점수 7점 이상의 경우 구제술의 적응증이 된다고 발

표하였다. 

  이후 1991년에 Russell 등
13)

은 limb salvage index (LSI)

를 발표하였으며 총 67명의 환자의 수상 당시 동맥 손상, 

정맥 손상, 신경 손상, 골 손상, 외피 손상, 근육 손상 및 

허혈 시간 등을 평가하여 LSI 점수 6점 이하의 경우 구제

술을 권하였다. 그러나 초기 평가의 어려움이 있어 초기 

치료 결정에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1994년 McNamara 등
14)

은 MESS를 개량하여 nerve, is-

chemia, soft tissue, skeletal injury, shock and age of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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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 74-year-old 
woman who suffered diabetes 
mellitus for 10 years suffered a
pedestrian accident. The left 
leg was pale compared to the 
contralateral side with a deep 
laceration wound. (B) X-ray 
shows a comminution fracture 
of the distal femur (AO/ASIF 
33-C3). (C) Computed tomog-
raphy angiography shows cut 
off sign on the left popliteal 
artery. (D)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Hanyang Univer-
sity Guri Hospital. The warm 
ischemic time was over 8 hours
after the accident in the oper-
ation theater. A arrow in-
dicates the site of the rup-
tured popliteal artery due to 
a sharp bony fragment. (E)
Above knee amputation was 
performed due to highly ex-
pected morbidity of limb recon-
struction.

tient (NISSSA)를 발표하였다. NISSSA가 MESS와 비교하여 

민감도(81.8% versus 63.6%), 특이도(98.3% versus 69.2%) 

면에서 우월하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향적 연구가 없

다는 단점이 있다.

점수 체계의 정확도

  흔히 이상적인 점수체계는 100% 민감도(절단술을 시행

하였을 때 모든 예에서 평가 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와 100%의 특이도(구제술을 시행하였을 때 모든 예에서 

기준점 미만일 경우)를 만족하는 점수 체계이다. 

  Bonanni 등
15)

은 1993년 구제술을 시행한 58예를 후향적 

방법으로 10년간 조사하여 MESI, MESS, LSI, 그리고 PSI 

점수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차적인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와 

술 후 2년 후 기능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보조기 없이 150회 

걸음을 걷지 못할 경우, 12개의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경우, 

자발적인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를 실패의 기준으로 삼

았다. 결과적으로 네 가지 점수체계 모두 중증 사지 환자

의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표는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Bosse 등16)은 LEAP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2001년

에 MESS, LSI, PSI, NISSSA, 그리고 Hanover fracture scale 

등
17)

의 점수 체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들 

점수 체계가 임상에서 구제술과 절단술 치료 선택에 적용

될 수 있을 만큼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는 못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점수 체계의 참고 시 주의를 

권고하였다.

비    용

  치료의 선택에 있어 비용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구

제술의 경우 절단술에 비해 수술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해 

입원기간의 연장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은 술 후 재활 및 의족의 

비용을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LEAP 연구를 통해 

MacKenzie 등
18)

은 구제술과 절단술 간 치료 비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2년 추시 관찰 기간 중 초기 병원비, 

하지 재활 비용, 통원 치료비 등이 포함된 의료비는 두 그

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의족과 관련된 비

용을 포한한 경우에는 두 그룹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

며(구제술: $81,316, 절단술: $91,106) 평생 동안 하지손상

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절단술의 경우 보통 2년에 1회 정

도 의족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절단술 시행 그룹

에서 약 3배 가량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절단술: 

$509,275, 구제술: $16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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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A 47-year-old man suffered a traffic accident. X-ray shows a comminuted fracture of the distal femur, proximal tibia,
and distal tibia. There was no combined neurovascular injury. (B) After debridement an external fixator was applied with vacuum
assisted closure dressing. (C) After one week, conversion to internal fixation was performed. The distal femur fracture was man-
aged with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locking plate. The proximal tibia fracture was managed using the mini-
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technique. (D) Postoperative 3 months X-ray shows callus formation and good alignment. 
Clinical photography shows acceptable range of motion of the knee joint with good soft tissue healing.

족저 감각의 중요성

  한때 절단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던 족저 부위의 감각이상

에 대하여 Bosse 등
19)

은 LEAP 연구군 중 초기 족저 감각

이상이 있는 55명의 증례를 연구하였다. 55명 중 26명은 

절단술, 29명은 구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두 그룹 및 대조군 

간에 임상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

며, 2년 추시 관찰 결과 초기에 족저 감각이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제술을 시행한 55%에서 정상적인 감각 상태를 

보였다고 하였고 감각이상 구제술군의 단 1예에서 족저 무

감각이 관찰되었다며 초기 족저 감각의 유무는 절단술의 

적응증 및 예후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술기의 선택

  중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절단술을 선택한 경우 기본적

으로 연부조직으로 수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하지 

길이를 보존해야 한다. MacKenzie 등
20)

은 LEAP 연구 결과

에 의하면 무릎아래 절단술 그룹과 무릎위 절단술 그룹 간

에 SIP의 차이는 없었다고 발표하였지만 무릎아래 절단술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평균 보행 속도는 유의하게 빨

랐다고 하였다. 모든 단계의 절단술은 평균적으로 약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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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수상 후 100일 정도 이후에 의족 

사용을 하였다. 특이한 점은 슬관절단계(through-knee am-

putation)의 절단술의 경우 다른 그룹보다 SIP 점수 및 보

행 속도면에서 열등한 결과를 보였고 이는 수상 당시 슬관

절단계의 절단술 그룹의 경우 대퇴부의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외상에 의한 하지 절

단술 시행 시 슬관절단계의 절단술의 선택은 신중히 선택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제술을 선택한 경우 초기 치료는 

보편적인 개방성 골절의 치료로 시작한다. 수상 당시 상처

부위는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손상 범

위를 파악하고 항생제, 변연 절제, 창상 세척을 통해 감염 

예방과 다리 길이의 회복, 골절의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이다(Fig. 2). 피판술은 가능한 7일 이내 시행해야 하

며, 필요에 따라 항생제 포함 시멘트나 외고정 장치, 음압

창상 치료기기 등을 사용하게 된다. 

결    론

  중증 사지 손상의 치료에 있어 절대적인 적응증은 거의 

없다. 또한 치료 선택에 있어 이전에 언급된 여러 가지 하

지 구제 점수 또한 확실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구제술 혹은 절단술의 선택 자체가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

을 준다고 할 수 없으며, 선택한 치료에 대하여 적절한 수

술 술기, 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 재활 코스 등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고, 시술자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소속되어 있

는 병원의 팀 단위 능력(성형외과, 외과, 혈관외과 간의 상

호 협조체계) 및 사회 전반적인 재활 지원과 심리 치료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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