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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매년 건강검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갑상선 초음파로 인

하여 갑상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갑상선암의 

수술은 피부절개 하는 방법과 내시경 또는 수술용 로봇을 이 

용하여 수술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히 절개하여 수술할 경우 

갑상선의 해부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후 기관

과 피부사이의 완충작용을 하던 갑상선이 절제되어 기관과 

피하조직, 피부의 유착으로 인해 수술 후 기관의 상하운동의 

지장을 초래하여 심한 연하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여러 종류의 

유착방지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저자들의 경우 미국 MAST 

Biosurgery 회사의 SurgiWrapⓇ Bioresorbable Sheet(MAST 

Biosurgery, San Diego, CA, USA)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유

착방지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술 후 연하 곤란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

점을 가진 유착방지제의 부작용을 보고한 경우는 현재 문헌

상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의 경우 52세 갑상선 유두암

으로 갑상선 절제술 후 유착방지 목적으로 SurgiWrapⓇ을 사

용한 18개월 후 수술 부위 종물을 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의 종물 절제 후 조직검사에서 유착방지제로 인한 이물반응

으로 확진된 환자 1예를 체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52세 여자 환자로 2014년 3월 건강검진 시 초음파검사로 우

연히 발견된 갑상선 종물로 내원하였다. 본원 초음파검사에

서 갑상선 우엽에 7 mm의 저음영,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어 세

침흡인검사로 유두암을 확인 후 갑상선 전절제술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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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urgical adhesion formation is a significant clinical problem within every surgical spe-
cialty. Currently, adhesion barriers are used in many surgical interventions and while they 
have become a subject of an increasing interest for their effectiveness, there has not been any 
reports on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anti-adhesion agents. Three different types of antiadhe-
sive agents (SurgiWrapⓇ, Guardix-SolⓇ, InterceedⓇ) have been noted as effective in adhesion 
prevention. We report, with a review of literature, on a patient who had a foreign body reac-
tion that caused a side effect of anti-adhesion SurgiWrapⓇ after thyroi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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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술 전 초음파검사에서 중앙 전경부에 임파선 전이 또한 

의심되어 전절제술과 동시에 VI 구역의 임파선 절제술도 수

술에 포함하였다. 그 외 혈액검사, 갑상선 기능검사는 정상 소

견이었다. 술 중 양측 반회 후두 신경과 부갑상선은 확인 후 

모두 보존하였고 기관과 근육, 피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과 근육 사이에 SurgiWrapⓇ Bioresorbable Sheet를 삽

입한 후 봉합하였다. 조직검사에서 갑상선 우엽의 유두암으

로 확진되었고 임파선 전이도 다수(6/6) 확인되어 방사선 동

위원소 치료를 시행받았다. 2016년 초까지 추적 갑상선 초음

파, 갑상선 글로불린, 가슴사진에서 재발 소견은 없었고 1월경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Fig. 1)상 좌측 피대근과 피부표층 사

이 선형의 저음영을 띠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경과관찰 및 

갑상선 호르몬만 복용하며 잘 지내시다가 8월경 중앙경부에 

1 cm 크기의 단단한 종물을 우연히 발견한 후 외래를 재방문

하였다. 당시 초음파 유도하에 외래에서 시행한 세침흡인검사

에서 다형 핵의 거대세포(multinucleated giant cell)를 포함 

한 염증소견으로 확인되었고 일주일 후 수술실에서 부분마

취하 절제술을 시행하였다(Fig. 2). 수술은 합병증 없이 시행되

었고 최종 조직검사는 ‘이물반응(foreign body reaction)’(Fig. 

3)으로 확진되었다. 본 병원의 갑상선 수술에서 사용되는 거

즈들은 주로 피대근 아래, 갑상선 및 주위 조직에 사용한다.

본 증례에서는 피하조직층에서 이물반응이 발생하였으므

로 거즈 잔여물에 의한 이물반응은 배제할 수 있었다. 봉합실

에 의한 육아종은 수술이 진행되는 갑상선 주위에서 주로 발

생하며 본 병원에서는 봉합실 대신 에너지 디바이스를 갑상

선 수술에 사용하므로 봉합실에 의한 이물반응 또한 배제할

수 있었다. 본 증례에서는 갑상선 수술 시 지혈 목적으로 기

관과 근육 사이, 근육과 피부사이에 SurgiWrapⓇ을 사용하였

으며 이는 수개월간 잔여할 수도 있어 SurgiWrapⓇ에 의한 이

물반응으로 발생한 종물로 생각된다.

고      찰

갑상선 절제술 후 발생하는 주위 조직과의 유착은 연하과

Fig. 3. This picture shows chronic inflammation and fibrosis (Rt. 
arrow) with foreign body contained giant cells (Lt. arrow) (H&E, ×100) 
(A). This picture shows that multinucleated giant cells (arrow) con-
tain amorphous material supposed to foreign body (H&E, ×400) 
(B).

Fig. 1. Early ultrasound examination showed linear and hypoecho-
ic lesion (arrow) assumed as foreign body between skin layer and 
strap muscle.

Fig. 2. Gross photo. A pale tan soft tissue, 2.0×1.4×0.6 cm, from 
anterior neck site where SurgiWrap® Bioresorbable Sheet was ap-
plied after total thyroid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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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환자의 식이섭취를 방해한다. 이러한 

증상은 기관과 근육, 피부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던 갑상선이 

수술로써 제거되어 기관과 근육, 피부가 맞붙음으로 인해 발

생하게 된다. 수술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유착방지제는 유착이 예상되는 부위에 일정기간 남아 

조직 사이에 유착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

며, 일정기간 후에는 분해 혹은 생체 내에 흡수되어 이물질

로 남지 않아야 한다.1,2) 최근에는 손상된 표면을 직접적으로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유착방지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유착 

방지 재료로는 다당류의 일종인 oxidized regenerated cellu-
lose,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CMC), dextran, so-
dium hyaluronate 등이 있으며, 합성고분자인 polyethylene 

glycol, poloxamer, Gore-Tex 등이 알려져 있다.3) 이러한 유 

착방지제 중 생체 내 흡수되는 L-lactide-co-D, L-lactide 

두 가지의 젖산(lactic acid)으로 이루어진 필름형태인 Surgi-
WrapⓇ,4) hyaluronic acid와 carboxymethyl cellulose(CMC)

로 구성된 용액형태인 Guardix-SolⓇ(Genewel Co., Ltd., Seong-
nam, Korea)2,5)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로 구성된 직

물 형태의 InterceedⓇ(Ethicon, Somerville, NJ, USA)6)로 현

재까지 크게 3종류의 유착방지제가 있다. SurgiWrapⓇ은 필

름형태로 단일젖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수분해 되고 간에

서 대사된다.4) 수술로써 손상을 받은 조직에 필름을 넣어 주

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착을 방지한다. 하지만 

필름재질의 특성상 광범위한 부분에 모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SurgiWrapⓇ이 위치한 곳에만 유착에 대한 방어 작용

을 나타내는 단점이 있다. Guardix-SolⓇ은 용액형태로 생체 

내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흡수되는 대사경로를 통해 대

사된다.3) 유착방지 기전은 혈관형성 및 대식세포의 조직 내 

침윤을 막아 장기간 유착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5) 하지만 액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의 넓은 부

분에 고루 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수술 부위 아래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고일 수 있어 

수술 부위 상부는 유착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좀 더 점성이 강한 겔 형태로 생산된다면 중

력의 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유착방지제인 InterceedⓇ는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

던 SurgicelⓇ(Ethicon, Somerville, NJ, USA)에서 구조식과 

직조면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물질로 포도당, 글루

쿠론산, 올리고당 등으로 대사되면서 조직에 대한 이물반응

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SurgiWrapⓇ과의 가장 큰 차

이점은 SurgiWrapⓇ이 필름이 덮힌 부위만 유착방지 효과를 

나타내는 데 비해 InterceedⓇ는 직물이 위치한 부위뿐 아니

라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분해산물이 유착방지 효과를 보여 

이중으로 유착방지에 효과가 있다. InterceedⓇ는 조직표면에

서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을 줄여 주며7) 또한 분해산물이 산

화질소, 인터루킨-6, matrix metalloproteinase-2, -9의 분

비를 억제시켜 유착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8) In-
terceedⓇ는 직물형태로 인해 수술 부위에 잘 고정되어 있어 

Guardix-SolⓇ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SurgiWrapⓇ의 단점인 수술 부위에서 필름재질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유착방지제에 대한 장점만을 보고한 논

문들은 다수인데에 비해 본 논문의 증례처럼 부작용을 보고

한 예는 거의 없다. 국내 논문으로는 유일하게 부인과 자궁적

출을 시행받고 유착방지 목적으로 SurgiWrapⓇ을 사용한 

115예의 환자에서 단 2예(1.7%)만이 유착방지제의 질절주로

의 돌출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9) 이비인후과 영역의 수술

에서 유착방지제의 사용으로 유착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착방지제의 

사용 시 본 증례처럼 이물반응과 같은 유착방지제의 부작용

도 환자분께 한번쯤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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