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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angled injury is defined as severe injury, including three or more tissues such as
bones, nerves, vessels, muscles, and tendons in the upper or lower extremities. The choice of
treatment results in different cosmetic and functional outcomes for mangled injury. In this
study, we estimated patients’ quality of life after treatment with the future intention of having
patients make proper decisions at the time of injury.
Methods: Twenty patients were treated at Asan Medical Center from January, 2009 to
November, 2011, and 11 patients were included who agreed with the questionnaire. We used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36) for estimating quality of life after treatments.
Results: Subjective satisfaction of cosmetic and functional aspects was higher in the
reconstruction group than in the amputation group. However, in the estimation of specified
satisfaction using SF-36, the amputation group was more satisfied than the reconstruction
group.
Conclusion: Among the many treatment considerations at the time of injury, expected
cosmetic and functional outcomes were important parts determining the decision. In our
study, the amputation group showed a better satisfaction level. This result could help patients
make more appropriate decisions in the case of mangled injury. (J Acute Care Surg 2019;9: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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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조직 및 혈관 손상, 주변 조직의 감염 등으로 치료 이후에

서론

도 심각한 기능적 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1], 조기에 적절한
Mangled injury는 상, 하지에서 근육, 인대, 뼈, 신경, 혈관 중

치료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2]. 하지만 mangled

3개 이상이 포함된 심각한 손상을 의미한다. Mangled injury의

injury 환자에서 사지복원술 혹은 절단술에 대한 결정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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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지 절단술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및

복원술의 경우 수술 후 사지의 미용적, 기능적 유지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하며, ‘절단’이라는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대로 인해 환자들에게 더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수십 년 간의

치료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 발전으로 최근에는 더 심각한 손상의 환자에서도 복원술을

사지절단술 혹은 복원술 시행 후 회복한 환자들의 삶의 질에

시행할 수 있다. 반면에 사지절단술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고 경제

대한 평가를 통해,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환자가 긍정적인

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수술 후 착용하는 보조구의 발달 등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복원술에서보다 더 좋은 기능적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
만 어느 방법에서든 수술 후 사회, 경제, 정신적 장애를 남길

대상 및 방법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및 의료진은 초기 수술 결정에서 상당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mangled injury로 서울아산

어려움을 겪는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mangled extremity severity score 등을 기준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한 환자 총 20명 중 연구에 동의한 11명을

으로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려 하였으나[3-6] 이러한 scoring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치료 후 퇴원 3개월 이상

system 또한 결정적인 역할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기간 경과 관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래에서

드러났으며[6-8], 환자의 전신상태, 선호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면을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술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9].

수상 당시 손상 정도, 병원 진료 기록은 electronic medical

Fig. 1. The Questionnaire about subjectiv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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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review를 통해 취득하였다. 진료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교

관련 사고, 1명은 총상이었고, 복원술 군에서는 자상 1명, 낙상

육 정도, 종교, 외상 후 평균 월 수입, 사회 경제적 수준 및 보험

1명 외에 교통사고 4명이었다. 사지절단 군 5명 중 3명이 injury

여부 등의 내용은 설문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삶의 질 조사에

severity score (ISS) 15점 이상의 중등도 손상이었고, 복원술을

앞서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미용적 및 기능적 관점에서의

시행한 환자 6명은 모두 ISS 15점 미만의 경도 손상이었다. 100일

만족도를 확인하였는데, 미용적 측면에 대해 1∼10점으로, 전반

이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 및 10일 이상 중환자실

적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해서도 4단계로 나누어 결정하도록 하였다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는 사지절단 군에서 많았다. 평균 치료비용

(Fig. 1).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36-item short form

은 사지절단 군에서 높았으나, 총 수술 횟수는 복원술 시행군이

health survey (SF-36)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SF-36은 건강에

많았다(Table 3). 각 환자의 수상 부위 및 시행된 수술은 Table

관한 범주 8개 항목에 대해 총 36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자가

4와 같다.

작성 방식의 건강수준 측정법이다(Table 1).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설문지로써, 삶의 질에 대한

치료군에 따른 삶의 질 차이

주관적인 인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서

Fig. 2는 복원술 및 사지절단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느끼는

는 SF-36의 설문지를 번역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미용적 측면과 삶의 질 측면으로 점수화 한

설문 조사에 대해 1∼5점(혹은 1∼3점)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사지절단술을

긍정적인 대답일수록 높은 점수를 배정하였다.

시행한 환자에 비해 미용적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작은 수의 표본으로 인해 통계적 분석에는 제한점이 있었기

나타났다(4.4±2.97 vs. 7.0±2.10). 수술 후 환자의 주관적 삶의

때문에, 삶의 질 측정에 있어 SF-36의 각각의 범주가 가지는 통계

질 수준 또한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높았다(2.4±0.55 vs.

적인 의미보다는 두 군 간의 점수의 직접적 비교와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삶의 질 점수의 평균과
Table 2.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두 군을 직접 비교하였다.

Variable

결과
설문 조사 대상자
설문에 참여한 11명의 환자 중 사지절단을 시행한 환자는 5명,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는 6명이었다. 상세한 환자들의 임상적 특
징은 Table 2와 같다.
수상기전은 사지절단 군에서 3명이 교통사고, 1명은 농기구

Table 1. Concept of SF-36
Scales
Physical functioning
Role limitations due to physical health
Role limitations due to emotional health
Bodily pain
General health
Social functioning
Energy/fatigue
Emotional well-being
Health change
SF-36: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Number of items
10
4
3
2
5
2
4
5
1

Age (y)
Sex
Male
Female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Others
Religion
Yes
No
Employment status
Employed
Not employed
Person for payment
Patient
Family
Others
Caregiver
Spouse
Parents or children
Insurance
Yes
No

Amputation (n=5) Salvage (n=6)
38.80±18.43

50.67±11.40

4
1

4
2

3
2
0

5
0
1

0
5

5
1

3
2

4
2

3
2
0

1
4
1

2
3

5
1

5
0

6
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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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tails of trauma and its treatment
Variable

Amputation
(n=5)

Table 4. Damaged lesion and operation in each groups
Salvage
(n=6)

a)

ISS
＜15
2
≥15
3
MESS
＜7
0
7∼10
3
＞10
2
Mechanism of injury
Motor vehicle crash
3
Farm accident
1
Falls from a height
0
Gunshot
1
Stab injury
0
Factors contributing to decision of surgery
Cosmesis
5
Economic issues
0
Risk of surgery
0
Etc.
0
Damaged lesion
Upper extremity
1
Lower extremity
4
Length of stay in hospital (d)
≤100
3
＞100
2
Length of ICU stay (d)
≤10
3
＞10
2
Number of operations
≤10
3
＞10
2
Total hospital charges (KRW)
≤30 million
3
30∼100 million
0
＞100 million
2
Average time for treat after trauma (mo)
18.6

6
0
1
4
1
4
0
1
0
1

Patients

Damaged lesion

Salvage group
1
Right upper arm
2
3

Left upper leg
Left upper leg

4
5

Left forearm
Left upper leg

6

Left upper arm

Amputation group
1
Left lower
2
lower leg
3
Left upper
4
Left upper
5
Left upper

5
0
1
0

leg
arm
knee
femur

Operation
Vascular bypass with great
saphenous vein graft
Vascular bypass with artificial graft
Vascular bypass with great
saphenous vein graft
Ligation of radial artery
Femoro-popliteal bypass with great
saphenous vein graft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Below knee amputation
Below knee amputation, delayed
Humerus shaft amputation, delayed
Above knee amputation, delayed
Above knee amputation

1.92±1.06점, 1.83±1.0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체 통증’의 경

3
3

우는 사지절단 군과 복원술 시행군에서 각각 3.10±0.88점과
2.51±1.24점으로, 수술 후 사지절단 군에서 통증을 덜 느끼거나

5
1

통증으로 인한 활동의 지장이 적었다.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제약’은 사지절단 군에서 적었고(3.20±1.14 vs.

5
1

2.92±1.38),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피로 또는 활력 정도’ 또한

1
5

3.47±1.28 그리고 3.15±1.27 vs. 2.42±1.32).

사지절단 군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각각 3.76±0.93 vs.

고찰

3
3
0
14

본 논문에서는 복원술 혹은 사지절단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ISS: injury severity score, MESS: mangled extremity severity score,
ICU: intensive care unit, KRW: Korean won.
a)
An ISS greater than 15 indicates severe injury that require management in a specific trauma center.

수술 후 주관적인 삶의 질 정도와 객관적으로 분석한 삶의 질
척도를 측정하여, 각 수술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수술 후 외형적 측면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 본인의 결정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SF-36을 이용한 삶의

3.0±0). 하지만 SF-36을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와 다른 모습

질 분석에서는 사지절단 군에서 복원군에 비해 모든 범주에서

을 보였다. Fig. 3은 복원술 또는 절단술을 시행한 환자의 SF-36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사지복원술 군에서 오히려 삶의

설문조사 결과를 각 범주에 따라 분류한 그래프이다. ‘신체적

질 점수가 낮은 것은, 수술로 손상 부위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기능’ 측면에서 사지절단 군이 1.88±0.75으로 복원군(1.78±0.80)

손상 전과 비교하여 제한적 수준에서의 기능 회복만이 가능했기

보다 높았고, ‘감정적 역할 제한’ 및 ‘신체적 역할 제한’ 또한 사지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절단수술 후 보조기 등의 비수술적인 지원

절단 군이 각각 2.15±0.75, 2.40±0.91점으로 복원군(각각

이 발달하면서 미용적, 기능적 결과가 환자의 기대치를 상회했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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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bjective satisfaction measurement.

Fig. 3.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F-36. SF-36: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때문일 수도 있다.
Mangled injury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은 사지절단술과 복원술

인한 통계적 분석의 어려움 및 mangled injury의 중증도 보정이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지절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mangled injury의 경우

의 경우 수술 후 직업, 사회적인 불이익을 안게 될 수 있고, 환상

그 환자 수가 매우 적어 한 기관에서 많은 사례를 경험하기가

통증, 보조구 착용 및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인해 추가적인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mangled injury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

의료비용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 환자 혹은 의료진의 복원술에

서는 통계적 구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한 요구와 함께 최근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은 보다 심각한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지절단 군이 기능적, 정신적,

사지 손상에서도 사지 복원의 시도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여러

육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도 등의 모든 범주에서 일관되게 높은

연구에서 복원술과 사지절단술은 장기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나,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후 상태에 대해 정신적으로

Mangled injury 환자의 수술 결정에 있어, 손상 정도와 부위,

더 안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인다[10]. 하지만 복원술을 시행한

손상으로부터의 시간뿐 아니라 환자의 의견 또한 중요한 부분을

일부 환자에서는 이차적으로 절단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

차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자가 절단술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며, 이러한 경우 입원기간이 장기화되고 여러 번 수술을 반복해야

견해로 인해 수술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하며, 통증 및 정신적 충격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사지절단술 후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객관적인

[6,11-14]. 또한, 심각한 손상에서 조기에 적절히 절단술을 시행한

사례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 보조기 착용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능회복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15].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절단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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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16].
치료방법 결정에는 손상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환자의

reported.

사회 경제적 수준 및 여러 요건과 함께[9], 수술 후 예상되는
기능적 수준의 회복 및 그 만족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본 논문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결정에 있어 미용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Table 3). 결국
수술 후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수술 방법의
결정이 수술 후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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