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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기

22세 남자 환자가 교통사고 후 발생한 우측 족부의 다발성 골절

로 내원하였다(Fig. 1, 2). 외부에서 보이는 상처는 없었으며 우측 

족부의 전반적인 통증 및 압통과 심한 부종이 있었으나 신경학적 

수술이나 외상 이후 장기간 부종은 임상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

다. 지속되는 부종은 성장인자를 방해하여 창상 치유를 더디게 만

들고, 창상 치유가 되지 않아 피부 이식을 필요로 하는 등 이차적

인 수술을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증 수용체를 자극하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지연시키고 통증 수용체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1)

일반적으로 부종의 치료는 휴식, 냉찜질, 압박, 심장 위로 환부 

들어올리기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전기자극요법, 초음파, 레이

저, 냉동요법, 이뇨제의 사용 등의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2-4) 저자

들은 심한 부종을 동반하는 족부 및 족관절의 수술이나 외상에 있

어서 그물망 절개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수술 방법

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강동성심병원 임

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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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ing is a body’s natural reaction to foot and ankle injury to mount a healing inflammatory response. To some degree, swelling is 
necessary for healing and is something that cannot be avoided following injury. However, post-traumatic swelling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wound healing and surgery can often be delayed due to preoperative swelling. We report on a unique technique of making 
multiple meshed stab incisions around the site of injury to reduce soft tissue swelling and promote wound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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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A 22-year-old male patient had severe swelling with blis-

ter formation on his right foot. (B) Simple radiograph shows multiple 

fracture on his right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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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창상 부위 내에 고여있는 혈종 및 삼출액을 제거한 후 

압박 드레싱을 실시한다(Fig. 3).

그물망 절개술의 적응증은 심한 부종을 동반한 경-비골 골절 외

상환자, 족부의 심한 부종을 동반한 압궤 손상이 있는 환자, 혈관 

질환으로 발생한 구획증후군이 임박한 환자, 대수포가 있을 때 대

수포를 제거한 환자의 경우에 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구획압이 증

가된 부분에 그물망 절개술을 이용하여 충분하게 감압을 시킬 수 

있도록 피하지방과 근막까지 겸자로 절개한 후 혈종과 삼출액을 

제거하여 충분한 감압을 시켜주어야 한다. 

단순 골절에 대한 수술 중 예기치 못한 부종 등에 직면하였을 때

에도 그물망 절개술로 감압이 가능하며 구획압이 20∼25 mmHg 

이상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전층 근막 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

물망 절개술만으로도 감압이 가능하다.

고      찰
　

외상 및 수술 후 모든 단계에서 부종의 예방은 중요하다.5) 급

성 부종은 외상, 감염, 또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연부조직 수상

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에 손상이 

생겨 염증 반응과 기계적인 외상이 나타나게 된다. 기계적인 외상

이 생기게 되면 혈관을 둘러싼 내피세포에 손상이 생기게 되며 이

로 인해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게 된다.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

면 모세동맥의 혈장 성분이 조직 사이로 과다하게 유출되게 된다. 

또한 조직의 손상은 염증 반응을 유발, 혈관이 확장되고 역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며 혈장의 유출과 함께 단백 성분이 혈관 밖

으로 나오게 된다. 이 단백 성분이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교질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 교질 삼투압은 바로 혈관 안으로 체

증상은 없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냉찜질, 압박, 심장 위로 

환부 들어올리기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종의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0.5 cm 간격으로 이십여 개의 피부 절개를 

내어 조직액과 림프액의 누출을 유도하였다(Fig. 3). 수술 후 7일까

지 누출이 지속되었으나, 이후 절개 부위 및 창상의 치유가 일어나

면서 누출되는 양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부종과 멍도 점차 

호전되었다.

그물망 절개술은 부종이 심한 부위에 11번 메스를 이용하여 0.5 

cm 간격의 종적인(longitudinal) 피부 절개를 넣고, 겸자를 이용하

여 각 절개부를 벌려준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 절개부를 세척함

A B C D

Figure 3. Intraoperative clinical photos show widening of multiple stab incisions by mosquito (A), irrigation using a 50 mL syringe (B), and the final 

state of meshed stab incision with number 11 scalpel blade (C). (D) Clinical photo taken 7 days after surgery shows decreased swelling without any 

signs of infection.

Figure 2.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reduction and internal fixa-

tion of the multiple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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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좋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물망 절개술은 심한 족부 및 족관절 손상으로 인한 부종에서 

2차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부종으로 인한 수술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창상 치유 및 통증 감소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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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당기는 힘이며 유출은 더욱 심해진다.6-8)

여러 연구에서 부종은 조직 외상 시 초기 반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치유 기간에 부종액이 지속되는 것

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술 후 부종은 치유 과정에서 정상

적인 반응이나 그 정도가 심하면 치유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통

증도 심해진다. 때문에 부종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

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통적인 휴식, 냉찜질, 압박, 수술 부위 들어

올리기 외에 확실한 효과를 인정받은 방법이 없다. 수술 전 충분한 

휴식, 냉찜질, 압박, 수술 부위 들어올리기를 시행하였지만 부종이 

가라앉지 않을 때나 수술 중 예기치 못하게 부종이 발생했을 때에 

수술 중에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이 술기 보고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술기의 목적은 수술 후 냉찜질, 압박, 심장 위로 환부 들어올

리기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종의 호전이 쉽지 않다고 판단

되는 족부 및 족관절 손상의 환자에서 수술 중 환부에 해부학적으

로 환부의 종축에 평행한 많은 절개를 내어 환부의 빠른 호전과 통

증 감소를 유도함에 있다.

그물망 절개술의 장점으로 부종 및 창상 치유에 효과적이고 2차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점과 수상 후 부종으로 인한 수술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로 피부

이식술 등의 2차적인 수술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창상 치유 시간의 

감소도 보였으며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수술 부위의 부종이 감소되

었다. 저자들은 환부의 종축에 평행한 피부 절개를 통하여 조직액

과 림프액의 누출을 유도함으로써 구획압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

고 피부에 가해지는 신전 장력을 감소시켜 효과를 나타낸다고 추

론하고 있다. 이러한 그물망 절개술의 단점으로는 미용적으로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