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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발 환자에서 Syme 절단술의 위험 인자
곽희철, 김전교†,a, 김영준, 이정한*, 이운성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정형외과

Risk Factors of Syme Amputation in Patients with a Diabetic Foot
Heuichul Gwak, Jeongyo Kim†,a, Youngjun Kim, Jeonghan Lee*, Woonseong Lee
Departments of Orthopaedic Surgery and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istrict Hospital, Korea Army Training Center, Nonsan,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foot patients who had undergone a Syme amputa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7 patients diagnosed with a diabetes mellitus foot and who had undergone a Syme amputation from January 2010 to January 2014. Some of the risk factors (age, body mass index [BMI], disease duration, smoking, ankle
brachial index [ABI], HbA1c, serum albumin, total lymphocyte, C-reactive protein [CRP], and serum creatine) that affect the successful
Syme amputation were analyzed.
Results: The healing rate of a Syme amput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lymphocyte count was above 1,500 mm3 (p=0.029).
The factors affecting the surgical outcome according to multivariate analysis were HbA1c and the BMI (p=0.014, p=0.013). Regarding
reamput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HbA1c, lymphocyte, and BMI (p=0.01, p=0.03, and p=0.01).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with age, disease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 smoking, ABI, serum albumin, CRP, and serum creatine.
Conclusion: The HbA1c level, BMI and total lymphocyte count are risk factors that must be considered for successful Syme amputation
in patients with diabetic foot disease.
Key Words: Diabetic foot, Risk factors, Syme amputation

서

론

률이 높으며 재활이 쉽고 조기 보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
진다고 알려져 있다.1,2) 족부의 병변 시 Syme 절단술의 적응증이 될

당뇨발은 하지 절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절

수 있으나 하퇴 절단술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Syme 절단술 후

단의 방법 선택 시에는 침범한 병변의 위치 및 혈행 상태 등을 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 감염의 재발 및 골수염 등의 합병증이 하

반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하지 절단 중에서 Syme 절단술

퇴 절단술보다 빈번하다 여겨지고 있으며, 수술적 난이도가 비교

은 하퇴 절단 및 대퇴 절단에 비하여 수술 후 사망률이 낮고 회복

적 더 쉬운 하퇴 절단술이 선호되기 때문이다.1)
하지 절단술의 수술 결과 향상 및 합병증 개선과 관련한 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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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있었다. Dickhaut 등3)은 혈중 albumin과 같은 영양 지표나
총 림프구수와 같은 면역 요인들이 정상수치일 때 하지 절단술 후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Wagner4)는 하지 절단
술 후 당뇨발 환자의 창상 치유에 있어 조직에 영양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을 혈중 albumin 2.5 g/dL, 총 림프구수 1,500 mm3 이
상인 경우 등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Syme 절단술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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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저자들은 당뇨발로 인해 Syme 절단술을 시행한 환자들

혈중 albumin, 총 림프구수, C-reactive protein (CRP), creatine 등을

을 분석하여 어떤 인자들이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확인하였다.

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당뇨발 환자의 하지 절단에 있어 좋은 적응

평균 연령은 62.9세(39∼85세), 평균 BMI는 22.0 kg/m2 (15.0∼

증이 될 수 있는 Syme 절단술의 성공적인 치료 요인을 찾아보고자

33.6 kg/m2), 평균 당뇨 이환 기간은 15.4년(7∼30년), 평균 흡연율

하였다.

은 66.3%, 평균 ABI는 0.9 (0.44∼1.09), 평균 HbA1c는 9.0% (7.0%
∼13.5%), 평균 혈중 albumin은 2.9 mg/dL (2.0∼3.7 mg/dL), 총

대상 및 방법

림프구수는 1,410 mm3 (630∼2,290 mm3), 평균 CRP는 8.9 mg/L
(0.75∼36.62 mg/L), 평균 creatine은 1.9 mg/dL (0.42∼6.2 mg/dL)

2010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당

였다.

뇨발로 진단받고 Syme 절단술을 시행하였던 17예를 대상으로 하

각 항목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치 이상의 값을

였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

가지는 환자군과 기준치 미만의 값을 가지는 환자군으로 나누어

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모든 수술은 1인의 술

수술 성공률을 분석하였다. 기준치는 연령 65세, HbA1c 8.0%, 혈

자(H.G.)에 의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전족부 및 중족부의 감염

중 albumin 2.5 g/dL, ABI 0.9, BMI 25.0 kg/m2, creatine 1.2 mg/

이나 무혈성 괴사 등에 적용하였으며, 발바닥에 충분한 피부가 있

dL, CRP 3.2 mg/L, 총 림프구수 1,500 mm3로 지정하였다. 전족부

고 후족부에 혈액순환이 좋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족부의

와 중족부로 나뉘어지는 병변 부위에 따른 수술 성공률도 통계적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혈관 및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

으로 비교해 보았다. 수술 성공률은 전체 환자들 중 재수술을 시행

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족부의 감각 이상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를 수술 성공이라 정의하여 이를

이 있는 경우, urea nitrogen이 증가하는 경우, 휴식 시에도 지속되

통해 구하였다. 수술 결과에 미치는 각 인자들의 영향력을 분석하

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Syme 절단술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

기 위해 통계를 통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절단술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

Syme 절단술 이후 재수술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군을 1군,

였다. 대상자 가운데 원위 수준 절단의 적응증이었으나 Syme 절단

수술 이후 재수술이 필요한 군에 대하여 2군으로 분류하였다. 초

술을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모든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통하여 여러

기 절단술 후 감염, 골수염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다시 동측 하지의

인자에 대해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령, 성별, 과거력 등

근위부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는 재수술이라 정의하였다. 총 17예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당뇨

에서 13예(76.5%)는 한 차례만 절단술을 시행 받았고, 4예(23.5%)

병의 이환 기간, 흡연 유무, 발목-상완 지수(ankle brachial index,

에서는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ABI) 등을 조사하였고, 혈액검사결과를 통해 당화혈색소(HbA1c),

모든 예에서 수술 전 육안적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여 분

Table 1. Wound Features in Healed Group and Unhealed Group
Patient No.

Group

Sex

Age (yr)

Wound site

Size*

Caus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Female
Male
Male
Female
Female
Female
Male
Female

54
50
58
68
39
57
61
72
70
78
85
66
46
49
70
62
85

Forefoot
Forefoot
Midfoot
Midfoot
Midfoot
Forefoot
Forefoot
Forefoot
Midfoot
Midfoot
Midfoot
Forefoot
Forefoot
Midfoot
Forefoot
Midfoot
Forefoot

Small
Small
Middle
Middle
Large
Small
Small
Small
Middle
Middle
Middle
Small
Middl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Necrosis
Ulcer, infection, necrosis
Necrosis
Infection, necrosis
Infection, necrosis
Infection, necrosis
Necrosis
Necrosis
Infection, necrosis
Infection, necrosis
Infection
Necrosis
Necrosis
Infection
Ulcer, infection, necrosis
Infection, necrosis
Infection, necrosis

Group 1: healed group, Group 2: unhealed group.
*Small: <5 cm, middle: 5∼10 cm, large: >10 cm.
www.jkf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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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te of Healing by Divided Standard Value
Factor

No. of patients

Age (yr)

≥65
<65
≥8.0
<8.0
≥2.5
<2.5
Yes
No
≥0.9
<0.9
≥25.0
<25.0
≥1.2
<1.2
≥3.2
<3.2
≥1,500
<1,500
Forefoot
Midfoot

HbA1c (%)
Albumin (g/dL)
Smoking
ABI
BMI (kg/m2)
Creatine (mg/dL)
CRP (mg/L)
Total lymphocyte (mm3)
Wound site

Success of treatment (n)

8
9
12
5
13
4
9
8
4
13
4
13
9
8
13
4
8
9
9
8

Rate of healing (%)

p-value*

75.0
77.8
66.7
100.0
84.6
50.0
77.8
75.0
75.0
76.9
50.0
84.6
77.7
75.0
76.9
75.0
100.0
55.6
77.7
75.0

0.665

6
7
8
5
11
2
7
6
3
10
2
11
7
6
10
3
8
5
7
6

0.208
0.219
0.665
0.700
0.219
0.665
0.700
0.029
0.893

ABI: ankle brachial index, BMI: body mass index, CRP: C-reactive protein.
*Statistical analysis by chi-square test.

류하였다(Table 1). 영상의학 검사(단순방사선 촬영, 자기공명영상

Table 3. Factors’ Effect to the Operative Outcome

촬영 등) 및 핵의학 검사(bone scan)도 시행하여 육안적 병변과 비

Factor

p-value*

교하였으나, 육안적 병변과 뚜렷한 위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ge
DM duration
HbA1c
Albumin
Smoking
ABI
BMI
Creatine
CRP
Total lymphocyte

0.554
0.917
0.014
0.280
0.663
0.841
0.013
0.371
0.733
0.052

재수술한 4예 중 2예는 상처 부위 괴사 및 감염, 궤양의 악화가 원
인이었으며, 1예는 괴사 및 감염이 원인이며 1예는 감염이 원인이
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다(Table 1). 두 군에서 각 인자들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았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version 21.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비모수인 변수에 대해서는 Mann Whiteny U-test를
사용하여 비교를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
계상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DM: diabetes mellitus, ABI: ankle brachial index, BMI: body mass
index, CRP: C-reactive protein.
*Statistical analysis by multivariate analysis.

변량 분석법을 이용한 통계를 시행하였다(Table 3). HbA1c 및 BMI
가 술 후 성공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며(p=0.014, p=0.013),

3

총 림프구수 1,500 mm 이상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100%, 1,500
3

총 림프구수를 포함한 연령, 당뇨 이환 기간, 흡연 유무, ABI, albu-

3

mm 이하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55.6%의 결과를 보여 1,500 mm

min, CRP, creatine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Syme 절단술 후

이상의 총 림프구수를 갖는 군에서 더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였다

재수술 없이 회복된 1군과 재수술을 시행한 2군에서의 각 인자들

(p=0.029; Table 2). 연령, BMI, 흡연 유무, ABI, HbA1c, albumin,

을 비교하였다(Table 4). HbA1c, BMI와 총 림프구수는 두 군에서

CRP, creatine에서는 통계적으로 기준치를 나누어 비교한 수술 성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p=0.01, p=0.01, p=0.03),

공률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전족부 및 중족부로 구분

연령, 당뇨 이환 기간, ABI, albumin, CRP, creatine은 두 군에서 통

되는 병변 부위에 따른 수술 성공률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차이는 없었다(Table 2).
각각의 인자들이 수술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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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lues of Factors in Healed Group and Unhealed Group
Factor
Age (yr)
DM duration (yr)
HbA1c (%)
Albumin (g/dL)
ABI
BMI (kg/m2)
Creatine (mg/dL)
CRP (mg/L)
Total lymphocyte (mm3)

Group 1

Group 2

61.8
15.5
8.5
3.00
0.83
20.3
2.1
9.4
1,540

66.5
15.0
10.7
2.65
0.89
27.6
1.1
7.2
1,010

살펴보았다.

p-value

Dormandy 등10)은 하지 절단술 이후 영양상태가 불량한 군이 그
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절단술 후 3개월 내 재절단율이 19% 이상

0.55
0.91
0.01
0.27
0.58
0.01
0.14
0.73
0.03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Pedersen과 Pedersen11)은 하지 절단술을 시
행한 환자의 72%가 영양상태가 불량하다고 제시하였다. Dickhaut
등3)은 혈중 albumin 수치나 총 림프구수와 같은 면역 요인들이
영양상태의 지표가 되며 이 지표가 정상 수치일 때 Syme 절단술
후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Pinzur 등1)은 혈중
albumin 수치가 상처치유를 예측할 수 있으며 혈중 albumin 수치

Group 1: healed group, Group 2: unhealed group.
DM: diabetes mellitus, ABI: ankle brachial index, BMI: body mass
index, CRP: C-reactive protein.

2.5 g/dL가 임계지표라고 발표했다. Yu 등8)은 적절한 영양조건에
서 prealbumin 수치가 16.0 mg/dL를 넘어설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으며 총 림프구수가 1,500 mm3를 넘어설 때 절단술 후 성

고

찰

공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albumin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총 림프구수의 경우 기

Syme 절단술은 1843년 Syme 에 의해 소개되었고, Wagner 에

존 문헌들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1,500 mm3 이상인 경우에 Syme

의해 널리 알려진 하지 절단의 한 방법이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절단술의 성공률이 더 높았으며, 재절단술 유무에 의한 두 군의 비

의해 Syme 절단술의 장점들이 보고되었다. Syme 절단술은 하퇴

교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총 림프구수는

절단술에 비해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보행 훈련 없이 조

Syme 절단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 체중부하가 가능하며, 절단 말단부에 적은 압력과 적은 에너지

Christman 등12)은 8.0% 이하의 HbA1c는 유일하게 Syme 절단술

만으로도 더 나은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재활이 쉽고 빠른 회복으

후 회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ung 등13)은 HbA1c는 불

로 인해 입원 기간이 짧아지면서 Syme 절단술은 재활이나 병원 비

량한 당 조절의 지표로 판단되며 당뇨발의 절단 위험요인 중 하나

5)

4)

1,2,4,6-8)

용적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Syme 절단술은 수술 후 감염

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재절단술을 시행한 군에서 그렇
지 않은 군과 비교해볼 때 HbA1c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절단술의 실패로 하퇴 절단보다 이차적인

혈행 상태는 여러 문헌들에 의해 하지 절단술의 성공률을 좌우

대체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Syme 절단술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하는 중요한 인자로 제시되어 왔다. Pinzur 등1)은 당뇨 환자에서

이유는 골수염과 감염의 재발이며, 그 외에 긴 당뇨병 이환 기간,

최소한 0.6 이상의 ABI가 측정되어 상처회복에 충분한지를 고려

2)

하여 Syme 절단술을 결정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초동맥질환, 괴사 등이 있다.

Syme 절단술에 있어 이와 같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혈행을 대표하는 인자로 ABI를 선정하

이 있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뒤꿈치 패드의 전위에 대하여 뒤꿈

여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치 패드를 경골의 원위 전면에 연결하거나, 후방 경골 동맥을 술

Pinzur 등1)이 제시한 0.6 이하의 안 좋은 예후의 수치인 경우가 본

전에 도플러 등을 통해 확인하여 평가하고, 뒤꿈치 패드에 부착된

연구에서는 1예였고, 향후 보다 많은 환자들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

지방을 충분히 보존하고 심부 근막까지 봉합하는 방법 등이 제시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us 등14)은 흡연이 혈행에 제한을 주

되었다.9) 감염을 줄이기 위해 2회에 걸친 수술법도 제시되었으나,

며 하지 절단의 위험성 및 상처회복을 저해한다고 제시하였지만

2)

1)

Pinzur 등 은 2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수술법과 1회의 수술만 하는

본 연구에서는 흡연 유무에 의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

경우에 있어 기능적인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1회

타나지는 않았다.

의 수술을 권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회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슬관절 아래 혈관 수술에 있어 신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성공률

이와 같이 Syme 절단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이 떨어진다는 것에 기인하여 신장 기능이 병변 치유에 예후인자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당뇨발 환자의 하지 절단 시 성공률은 환자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Pinzur 등1)이 시행한 연

의 영양상태, 면역상태, 병변부의 충분한 혈행상태 등으로 좌우된

구에서와 같이 혈중 creatine 수치를 비교해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1)

다고 볼 수 있다. Syme 절단술에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하퇴 절단술에 비

Choi 등15)에 따르면 하지 절단술 이후 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

해 비교적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들은 Syme 절단술의 성공

절단술을 시행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BMI를 나타낸다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에 대해 후향적으로 연구하여 비교

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재절단술을 시행한 군에서 BMI가 의미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문헌들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참고하여

있는 차이를 보였다. Choi 등15)과 Ohsawa 등16)은 고령이 전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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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및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기에 환자의 나이가 재절단술의 위험

B

Figure 1. (A) A 59-year-old man had
type II diabetes, amputated toes and skin
necrosis. (B) Syme amputation was performed well and walk freely with prosthesis after healing.

Figure 2. (A) A 62-year-old man had
diabetic foot ulcer. (B) Below knee amputation was performed due to difficulty
of infection control and laboratory abnormality.

결

론

요소라고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HbA1c, BMI, 총 림프구수 등이 당뇨발 환자의 Syme 절단술 후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여러 인자들을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림프

좋은 예후에 고려될 수 있는 인자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인자들을

구수, HbA1c, BMI가 Syme 절단술 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바탕으로 당뇨발 환자에 있어 Syme 절단술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로 나타났다. 실제 본 연구에서 Syme 절단술을 시행 받은 59세 남

시행한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 환자의 경우 HbA1c가 7.9%, BMI가 19.0 kg/m , 총 림프구수가
1,610 mm3였으며, 술 후 감염 없이 잘 회복된 것에 반해(Fig. 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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