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미세접합수술후 간호

1. Replantation정의

   - 재 접합(.Replantation) ; 절단된 부분을 다시 붙이는 것

   - 완전 절단(complete);절단 부분과 환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 불 완전절단(incomplete); 피부, 신경, 혈관, 건등 일부연부조직이 환자와 연

결되어 있는 상태

       

  

재 혈관화(revascularization) :수지나 사지를 재건하는것

     



2. Replantation 적응증

1) 허혈시간

 - 절단된 부분이 절단된 때부터 혈류가 복구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

① 전완(forearm)의 1/3보다도 더 근위부에서 절단된 경우에는 허혈시간이 6-8시간 

정도, 수지부는 12시간정도(단, 냉온상태(섭씨4도)에서 보관은 약 24시간-38시

간도 가능하다)

② 절단된 손가락 수

다발성 수지의 절단 시 절단된 모든 수지를 재 접합해야할 지 또는 일부만 재 

접합해야 할 지 결정해야 된다. 보통 모지-제3수지-제4수지-제2수지-제5수지 순

서에 따르게 된다.

③ 연령

재 접합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나이가 금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의 

경우 절단된 어떤 부위든 재접합을 해야 하며, 수술 후 생존한다면 기능은 성인

에 비해 양호하게 회복된다.

3. 절단부위의 응급처치

1) 환자를 안정시키고 절단부 상태를 살펴본다.

2) 절단부위를 직접 압박하고 올려준다.

  불완전 절단 시에는 절단부위와 연결부위를 같이 드레싱하고 올려준다.

3) 출혈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혈이 안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한다.

4) 계속 출혈이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압박을 시행하며 이때 압박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한다.

4. 수술 후 간호

1) 수술 후 자세

-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원칙으로 한다.



-　정맥울혈이 문제되는 경우 보통 수술부위 거상을 권장(심장높이 정도)

-　동맥부전: 심장높이 이하로 낮춘다.

2) 수술 후 지켜야할 사항

① 침상안정 및 수술 후 3-5일 정도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② 실내온도를 섭씨 25-26도 이상 유지한다.

③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④ 통증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혈관 수축을 조정할 수 있는 흡연, 카페인, 초콜렛은 삼간다.

5. Monitering

1) 색깔(color)

불빛에 비춰보거나 정상 피부를 10초간 보고 피판 관찰

① 동맥부전-청회색을 띄면서 창백해짐

② 정맥부전-붉은 색조~붉은 자주빛→푸른 자주빛으로 변화

③ 혈액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주변부 조직과 다른 창백한 색

2) 모세혈관 재충혈(capillary return)

손가락 또는 뭉톡한 물건 끝으로 긁어 창백하게 만든 후 변화로 파악

① 동맥부전 - 재 충혈이 느리거나 피판이 창백

② 정맥부전- 재 충혈이 너무 순간적이거나 피판이 푸른색조를 띔

3)　출혈(needle test)

건강한 조직과 피판을 같은 깊이만큼 찌른 후 출혈을 비교 관찰

① 동맥부전-출혈이 없거나 조금 나오다 멈춤

② 정맥부전-혈액이 암적색 또는 자주빛, 출혈 시간이 길어짐

③ 정맥 폐쇄-부어있는 피판의 가장자리에서 암적색 출혈이 지속

*　피판 손상을 가하므로 혈액 순환장애가 의심스러울 때만 시행



４）온도(temperature)

적외선 온도 측정기, 열전기 온도 측정기 등으로 측정

① 말단 부위 피부 온도가 2.5도 이상 저하 또는 30도 이하면 순환부전

② 장점- 저렴하며 생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정립, 간호인력에 의해해석가능

③ 단점- 주위조직, 환자 체온, 실내온도, 의복상태 등에 영향 받아 신뢰도 떨어짐

6．SALVAGE

①　적응증

- 동 정맥은 연결이 되었으나 정맥이 다시 막힌 경우(수술후 3-4일 정도 지나서)

- 동맥의 연결은 있으나 정맥이 없는 경우

②　방법

- 생리식염수 1L에 헤파린 25000유니트(5CC) mix하여 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는 반

대편의 끝부분을 절개하여 배출되는 혈액의 흐름을 응고 되지 않도록 떨어뜨린

다.(20-30gtt)

- 헤파린 3000유니트: 매4시간마다 정맥주사 지속적인 혈액배출유도

③　Leech요법

congestion올 경우에 손끝이 dark해 지는데 가능하면 nail밑으로 하여 거머리를 물

려준다-  12시간마다 한 마리가 적당하다.

=재수술 판단 시에는 4-6시간이내 시행

(1-2일 이상 경과후의 재수술은 무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