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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antages of Scalp as a Donor Site of Thin Skin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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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skin grafts taken from the thigh or butlock take a lon9 lime 10 heal and leave permanent scars. A 10 year old female
patienl had a burn scar conlracture on left upper lhigh. S미it lhickness skin gra’t was harvested from the scalp and applied
aver the released scar suηace. Epithelizalion 01 donor $ile began from the post operalion 7th day. The scalp skin graf1 was
well- taken 에houl com이cations 깨e ra미d healing time and hairs 01 the scalp provides less pain and no visible scar. (J Med
Llfe SCi 2013;10(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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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이식술은 재건 성형분야에서 보면적이고 역사가 긴 방법

으로 두께에 따라 분충식띠쌀， 전총식피슐로 나눈다 분총액피술

은 전용적으로 허벅지나 영덩이의 피부등-공여부로 이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접근이 용이하고 공여부의 피부상태가 떤영하고‘ 넓

으며 충이 균일하기 때문에 좋은 이식연을 얻올 수 있기 때문이

다 허벅지나 엉덩이를 공여부로 하는 경우 공여부의 반혼으로

인한 미용 적 문제가 크다 하지만 두띠를 공여부로 이용 하는

경우 흉터는 머리털이 자라면서 거의 보이지 않아 미용 적으로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피부이식의 공여부로 두피의 장점을

소아에 적용한 층례보고와 관련문헌 고싼을 더웰어 소개하고자

한다

Address for correspondence:Byung Min Yun
Jeju NationalUniversitySCh。이。f Medicine.
66 Jeiudaehakno.690-756‘Jeiu. Korea
E-mail: almostfree@hanmail.nel

- 30

증 례

10세 여자 환자로 수년 전에 발생한 좌측대퇴부의 화상으로

인한 반혼구축이 받생하여 융직임 빛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틀

재건해준경우이다

수술방법

슐 전날 환자의 두발을 삭모하고 수숱은 전선 마취 하에 시행

하며 두피부 위에 1;1，α)()α)()의 농도로 에피예프련을 섞은 식염

수룹 모상건박 ~G외ea aponeurosis)에 5뻐j 올 고루 주입한다

(Fig.Jl 이식부의 반혼조직윤 계거하고 지현한다 {Fïg.2) 필요한

피부의 부위가 넓어서 두피의 여러 곳에서 전기 피부절제기

(dermatome)를 이용하여 0.2mm 두께의 않은 부분충 피부플 채

취한 뒤 (Fig.3) 피부결손부위에 올려준다 드레싱은 바셀린 거즈

플 덮고 위에 거즈틀 대어준다 두피공여부에는 거즈륜 대고 압

박드레싱운 한 뒤 지현된 두 에디폼을 덮고 머리에 압박드레싱운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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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ntraopertive view of scaJp

Figure 2. Jntraoperotive view. Bum 00lTwas removed.

Figure 3. Jntro야잉-ative view of Scalp

결 과

두피공여부는 수술 7일경부터 상피화(epithelizaσ。n)가 시작되

었다(Fig.4) 피부 이식부위는 수술 후 5일째에 첫 드레싱올 하였
고 이때 이식연의 색이 핑크색으로 재 혈관화가 이푸어짐융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술 후 14일 째에 이식연이 수여부에 잔 생착됩

을 확인하였다(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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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e Advantages of Sca1p as 8 Donor Site of πlin SkJn Graft

Fi밍Jre 4. Donor site <PostoP. 14da，y)

Fi밍lfe 5. Well-때，ened 하띠19r회ìatthe lower extremiw

고 찰

두피에서 이식연을 채취한 후에 회복속도는 매우 빨라서 명균

2주 갱도 결리는 다른 공여부에 비해 명균 6.8일이 소요되었다a
두여의 상피화는 5일 이내여서 두피이식연 채취틀 7일에서 10웰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다S 이러한 빠른 회복은 모발의 밀도와 두

피의 용부한 혐행 때문이다 모발의 밀도가 높은 경우 모냥이나

피부부속기의 영향으로 표여의 재생잠재력이 커진다”회복속도

이외에 두피륜 이식연으로 사용할 경우 큰 장정은 두피휠 채취한
환자의 98%에서 반혼이 남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몽 머리틸은 빨리 다시 자라서 수슐 후 흉반올 가려준다‘두피

채취환자룹 요헨 기간 추적검사결과 반혼수축이 생기는 경우판

붙 수 없었고 유사 반흥이 납는 경우도 보고되지 않았다찌이러한

장정에도 셜구하고 두피채취는 다음과 갇은 부작용이 있다 풍부

한 현행성으로 인해 수쌀 시 다른 공여부보다 3.9배의 현액손실
위힘이 있다’이러한 충현올 막기 위해 에피네프린옴 이용한 혈

관 수축 후 이식연을 채취한다 에피네프린 금기중에는 생리적

식영수만올 시용한다 또한 calciwn al뼈뼈따ssmg이나 압박

드레싱으로 출현올 최소화 한 수 있다

피부겸손이 심하여 이식연을 두껑께 채취 할 경우 공여부의

유명용이 충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진피(매loderm")
틀 수여부에 이식한 후 양은 두피플 동시에 이식해 줌으로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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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룹과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식부 피부4축빈도륜 감소

시견 수 있다”

탄모는 전기피부절제가의 설정이상.머리델의 빌도가 너무 적

은 경우 재채춰 시 충분한 재생기간을 감지 않았플 경우와 관련

이 있다 두띠는 최대 0.25mm 툴 념지 않아야 한다n 이세탈모
(spo~ 외。pecia)의 경우 두피의 재채취 후에 지주 발생 하여 여

러 번 채취하게 원 경우 공여부가 겹치지 않게 하거나 완벽히 재
생되연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결‘론

두피는 풍부한 혈관망과 피부부속기로 인해 1주일이연 재상피

화가 이루어지고 반복하여 채취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큰 표

연적으로 인해 많은 양의 피부룹 채취할 수 있고 재생화가 빨라

수출후 봉중이 적으며，벼후성반혼도 적고 머리펠로 가혀져 흉터

가 거의 보이지 않는 장정이 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반혼이 생

겼을 때 명생 가지고 살。}야한다는 점에서 두띠를 이용한 부분

충 식피술은 소아의 경우 피부이식이 필요한 경우 더욱 효과적인

치료라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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