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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yanoacrylate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미세혈관문합술의  연구

               

봉합사를 이용하여 혈관문합을 시행하는 전통적인 미세혈관문합 방법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은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봉합침에 의해 혈관 내막이 손상되

고 수술시간이 길며 수술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혈관 내막의 손상

을 줄이고 수술 조작이 간단하고 신속한 미세혈관문합 수술 방법을 찾고자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cyanoacrylate 조직접착제를 이용하여 혈관 문합을 더욱 효과적

이며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성견 8마리의 양측 

radial artery와 cephalic vein을 절단하고 양측 혈관 외막을 중첩 시킨 다음 외

막의 표층에 필요한 최소량의 cyanoacrylate 조직접착제를 적용하여 미세혈관문

합술을 시행 하였다. 미세혈관문합술 2시간 후와 4주 후에 문합 혈관을 채취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미세혈관 문합 후 100%의 개존율을 보였다.

2. 미세혈관 문합 후 혈관내강의 협착, 혈전 또는 혈소판 응집현상으로 인한 혈

관폐쇄는 없었다.

3. 미세혈관 문합 후 4주에서 혈관 내막과 중막의 연속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4. 미세혈관 문합 후 4주에서 혈관 외막에 조직접착제가 잔존하였으며 이들 조

직 접착제 주변으로 이물반응이 있었으나 혈관내막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조직접착제, 미세혈관문합수술, Cyano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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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oacrylate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미세혈관문합술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  최 병 호 교수)

김 병 용

I. 서  론

미세혈관수술은 육안적으로 불가능했던 미세 혈관의 문합을 수술현미경의 확대

하에서 시행하는 외과 수술의 한 분야로서 1965년 Komatsu와 Tamai에1) 의해 절

단된 상지의 재 접합에 처음 성공한 이래 미세혈관 수술의 급진적인 발전이 있었

다. 봉합사를 이용하여 혈관문합을 시행하는 전통적인 미세혈관문합 방법은 비교

적 성공률이 높은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봉합침에 의해 혈관 내막이 손상

되고 수술시간이 길며 수술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혈관 내막의 손

상을 줄이고 수술 조작이 간단하고 신속한 미세혈관문합 수술 방법을 찾고자 여

러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1978년 Lauritzen은2) 근위부 혈관 내막에 2개의 봉합

을 하여 원위부 혈관 내로 함입시키는 sleeve 혈관 문합술을 보고하 다. Mclean

과 Buncke는
3)
 saran wrap cuff를, Nomoto는

4)
 silicone rubber cuff를, Harris는

12)
 

autogeneous vascular cuff를 이용한 문합술을 보고 하 다. 또한 Nakayama는5) 

metal ring prosthesis를 Daniel과 Olding은6,7,8) 흡수성 polymer polyglactin을 이용

한 방법들을 보고하 다. 또한 생체조직접착제인 fibrin glue를 사용한 미세혈관문

합 방법이 고안되기도 하 다.10,18)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은 수술술기가 복잡하

거나 혈관내막의 손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혈관문합부위의 혈전생성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fibrin glue의 사용은 질병전파의 가능성과 조직접착제 준비의 

복잡성, 강도의 저하등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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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yanoacrylate와 같은 합성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12,13,14) Cyanoacrylate는 1960년부터 인체에 사용되어 

왔다.16 Isobutyl cyanoacrylate와 같은 short-chain cyanoacrylate는 많은 양을 적

용하 을 경우 종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3,34)
 반면 조직 독성이 작은 

n-buty-2-cyanoacrylate와 같은 long-chain cyanoacrylate는 임상적으로 피부접합 

등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어 왔다.14) 이들 long-chain cyanoacrylate를 미세혈관문합

에도 이용하고자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17)
 Ang 과 Tang은

15)
 봉합사를 이

용하여 3부위 또는 4부위에 혈관 봉합을 한 후 보조적으로 cyanoacrylate를 이용

하여 미세혈관문합을 시행하 고, Casanova등은12) 한쪽 혈관을 다른 혈관 내경에 

함입시키는 telescoping 방법을 사용한 후 두 혈관의 연결에 cyanoacrylate를 사용 

하 다. 봉합사를 이용한 혈관봉합방법에 cyanoacrylate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은 어느 정도의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봉합사가 필요하

여, 이로 인한 혈관의 외상과 추가적인 소요시간이 필요하 으며, 특히 

cyanoacrylate 사용 시 조직접착제가 혈관 내강으로 함입되어 이로 인한 혈전생성

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cyanoacrylate 조직접착제를 이용하여 혈관문합을 더욱 효과적

이며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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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재료 및 방법.

가.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평균체중 13kg의 성견 8마리이었고 문합수술에 

사용된 혈관은 성견의 양측 상완부 radial artery와 cephalic vein을 이용하 다.

나. 실험 방법.

성견의 마취는 Ketamine(5mg/kg)과 Xylazine(2mg/kg)을 근육 주사하여 시행하

다. 상완부를 70% ethyl alcohol로 소독 후 피부를 절개하여 cephalic vein과 

radial artery를 노출 시켰다. 수술현미경을 이용하여 25배 시야에서 미세혈관문합

술을 시행하 다. 혈관겸자로 혈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microscissor로 혈관을 절

단 하고 양쪽 혈관단부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 다. 세척 후 동맥의 경우 혈관 원

위부 외막을, 정맥의 경우 혈관 근위부의 외막을 혈관 절단 인접부위에서 제거 하

다.(사진 1 참조 )

양측 혈관단부를 근접시킨 후 외막을 제거하지 않은 쪽의 혈관의 외막을 

microforcep으로 잡고 외막이 제거된 반대 측 혈관 위에 위치시킨 다음 외막의 연

결 부위에 Histoacryl (n-butyl-2-cyanoacrylate; B-Braun Surgical GmbH, 

Melsulgen, Germany)를 적용하 다. 이때 미세량의 cyanoacrylate를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견의 털을 사용하 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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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혈관 외막의 중첩과 조직접착제의 적용모습.

                                M : Microforcep     H :   Hair

한쪽면의 혈관접합이 완성되면 혈관겸자를 180도 회전시켜 반대쪽 혈관접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 다. 두 혈관 단부를 cyanoacrylate로 연결한 후 추가로 

혈관 외막의 표층에 cyanoacrylate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혈류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혈관의 물리적 강도를 보강하 다.(그림 2, 사진 2 참조)

Adventitia
Media
Intima

Histoacryl

Vessel Lumen

그림 2. 조직접착제 적용 후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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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접합을 마친 후 혈관 겸자를 풀어 혈관 문합부위로의 혈행의 흐름을 확인 

하 다. 동맥의 경우 Jeweller's forcep으로 문합 원위부에서 혈류가 통하지 않게 

잡고 다른 microforcep으로 혈행 방향을 따라 원위부 쪽으로 혈관강 내의 혈액을 

제거한 후 문합부에서 가까운 microforcep을 풀어 혈액의 급속한 충만이 있는지 

확인 하 다. 정맥의 경우 근위부에서 혈류가 통하지 않게 잡고 다른 microforcep

으로 혈행 방향을 따라 근위부 쪽으로 혈관강 내의 혈액을 제거한 후 문합부에서 

가까운 forcep을 풀어 혈액의 급속한 충만이 있는지 확인 하 다. 총 8마리의 성

견 중 4마리는 혈관 문합술 2시간 후 혈관을 채취 하 으며 나머지 4마리는 문합 

4주 후 혈관을 채취하여 문합된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 하 다. 채취한 혈

관은 길이 방향으로 이등분하여 반은 Hematoxylin-Eosin(H-E) 염색을, 나머지 반

은 cyanoacrylate의 확인을 위한 Oil Red O 염색을 시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조

직학적 변화를 관찰하 다.



- 6 -

Ⅲ. 실험 결과

가. 육안적 소견.

문합에 사용된 혈관의 외경은 radial artery가 평균 1.1mm, cephalic vein이 평균 

1.2mm이었다. 총 8마리 성견의 혈관 32예 중 혈관 문합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하 을 때 모든 경우에서 혈관 개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관 겸자로 혈관을 

고정한 후부터 미세혈관문합후 겸자를 제거 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radial 

artery의 경우 평균 5분 11초, cephalic vein의 경우 평균 7분 3초 다. 문합 후 32

례 모든 경우에서 혈관 겸자 제거 후 혈행의 흐름은 적절히 유지되었고, 문합 부

위에서 출혈이 없거나 또는 극소량의 미세출혈 만이 발생하 다. 문합부위의 물리

적 강도와 탄성은 정상적인 혈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현미경학적 소견.

혈관 문합 2시간 후 H-E 염색을 시행한 조직 표본 상에서 혈관의 중첩이나 혈

관 내강의 협착과 혈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절된 내막과 중막간의 거리

는 매우 접하 다. Oil Red O 염색을 시행한 조직 표본 상 에서는 혈관 외막에 

cyanoacrylate가 관찰 되었으며, cyanoacrylate는 혈관 외막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혈관 내강으로 함입이나 중막과 내막사이로 함입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진 3 참

조)

혈관 문합 4주 후 H-E 염색을 시행한 조직 표본 상에서 혈관 문합부에 혈전 

형성이나 혈관 내경의 협착은 없었다. 또한 내막과 중막의 연속이 완전히 이루어

져 있었으며 혈관 내피세포의 정상 치유 상태가 관찰되었다. 혈관 외막에 염색 과

정 중에 cyanoacrylate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동공 주변으로 대식세포와 섬

유아세포가 관찰되었다.(사진 5, 7 참조) 

혈관 문합 4주 후에 시행한 Oil Red O 염색의 소견에서 문합 부위의 혈관 외막

에 cyanoacrylate가 관찰되었다. Cyanoacrylate는 혈관 내강이나 중막 또는 내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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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함입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혈관 내막과 중막의 치유에 지장을 주

지 않았다. (사진 4,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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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Cyanoacrylate 접착제는 수분과 접촉 시 중합이 일어나 경화되며 접착제로서 적

절한 강도를 가지게 된다. Cyanoacrylate 접착제는 주로 피부나 구강 점막 등의 

접합에 사용되어 왔으나 이를 인체 조직 내의 접합이나 장기의 접합에 사용하고

자 여러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36) Vasko등은19) cyanoacrylate를 장기의 접합과 혈

관의 봉합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 으며,
 
Vesterhauge는

20)
 중

이의 재건술에, Siedentop은21) 안면신경봉합에, Peterella는22) arterio-venous 

fistula의 경우에 cyanoacrylate를 이용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고하 다. 그러나 혈

관 문합 시 cyanoacrylate의 사용은 혈관 내강으로 cyanoacrylate가 함입되어 이로 

인한 혈전 위험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Gittlob등은17,23,24) 혈관 내강으로의 함입에 

의한 혈전 발생 가능성이 있는 cyanoacrylate를 혈관의 봉합에 사용하는 것에 반

대하 으며, Kettler와 Karl등
25)
도
 
미세혈관문합술에 2개의 봉합사와 함께

cyanoaccrylate로 혈관문합을 시도한 실험에서 혈관내강으로 cyanoacrylate가 함입

되어 이로 인한 혈전 형성 및 혈관 폐쇄 가능성을 보고하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yanoacrylate가 혈관 내강으로의 함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혈관 외막을 중첩 시킨 후 중첩된 외막의 표면에 cyanoacrylate

를 적용하 다. 두 혈관단부를 cyanoacrylate로 연결한 후 추가로 혈관 외막에 

cyanoacrylate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혈류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혈관의 물리적 

강도를 보강 하 다. 또한 문합부위에 다량의 cyanoacrylate를 적용한 경우 혈관의 

탄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어 최소량의 cyanoacrylate를 적용하도록 노력

하 다. 미세기구나 30게이지 바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 으며 본 

실험 에서는 성견의 털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cyanoacrylate를 적용시킬 수 있었

다. 본 실험의 조직소견 결과 혈관내벽으로의 cyanoacrylate 함입 없이 혈관 내벽

이 잘 치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cyanoacrylate를 이용한 혈관 문합 

시 혈관 외막을 중첩시키고 중첩된 외막의 표층에 필요한 최소량의 cyano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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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시키는 것이 cyanoacrylate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미세혈관문합술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Cynoacylate는 중합반응 시 열을 발산하여 조직손상을 야기한다고 보고 되었

다.
20,31,32) 

Cyanoacrylate에 대한 조직의 급성반응으로는 다형백혈구의 침윤, 만성반

응으로는 단핵백혈구의 침윤과 더불어 이물반응이 일어나며, 약 3개월 후 접착제

는 식작용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6,33) Jacobson27)등과 Weissberg26)

등은 cyanoacylate에 의하여 혈관 중막의 괴사가 발생될 수 있으며 괴사된 부위는 

3개월 후 섬유화가 일어난다고 하 으며, 경우에 따라 중막의 평활근과 내막의 내

피세포가 손상되어 혈관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하 다. 또한 Casanova등

12)
, Middletone등

14)
은 cyanoacrylate에 의하여 혈관 외막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

을 관찰 하 으며 이들 염증반응은 10-0 봉합사의 염증반응 정도와 유사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 외막에 위치한 cyanoacrylate 주변으로 염증반응

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직 이물 반응만 관찰되었다. 이들 이물 반응은 혈관의 외

막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혈관의 내막과 중막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혈관 외막의 표층 부위에 국한되어 적용된 최소량의 cyanoacrylate는 미세

혈관문합술의 성공에 위해한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Cyanoacrylate를 이용한 미세혈관문합 방법의 또 다른 장점으로 문합 방법이 간

단하고 문합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았다. 본 실험에서 문합에 소요된 시간이 동맥

의 경우 평균 5분 11초 고, 정맥의 경우 평균 7분 3초 다. 전통적인 미세혈관문

합수술방법은 평균 18분이 소요되었고35) Sully29)의 함입 봉합에 의한 문합술은 평

균 10.9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cyanoacrylate를 이용한 문합방법은 소요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문합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봉합사 틈에서 출혈

이 발생되어 문합 후 5분정도 압박 하여야 하지만30) 본 실험에서는 혈관외막의 중

첩과 조직접착제로 인해 양측 혈관단이 잘 접합되어 이러한 압박이 필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세혈관문합 방법의 또 다른 장점으로 혈관의 개존율이 상

당히 높았다. Casanova와 Grotting은12) telescoping 방법으로 혈관 연결 후 

isopropyl cyanoacrylate를 이용한 혈관문합 시행한 경우 약 95%의 개존 율을, 

Ang과 Tan등은
15)
 3개 봉합사와 함께 2-octyl-cyanoacrylate로 혈관문합을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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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약 90%의 개존 율을 보고하 다. 본 연구는 개존율이 100%로 모든 혈관에

서 성공적으로 미세혈관문합수술이 이루어 졌다. 

Ang과 Tan등15)에 의하면 cyanoacrylate 접착제를 이용한 정맥의 미세문합은 정

맥의 혈관 벽이 매우 얇아 cyanoacrylate가 쉽게 혈관 벽을 통과하여 이로 인한 

혈전형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맥에서

도 외막의 중첩이 가능하 으며, 중첩된 외막에 cyanoacrylate를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하 다. 조직학적 검사 결과에서 cyanoacrylate가 정맥의 혈관 내강으로 함입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혈전이 생성되지 않고 문합 부위 정맥의 내피가 

정상적으로 치유됨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cyanoacrylate를 이용한 미세혈관문합

방법이 동맥뿐 아니라 정맥에서도 가능하다고 사료되었다. 

전통적인 미세혈관문합수술은 수여부와 공여부 혈관의 직경의 차이가 있을 경

우 부가적인 봉합으로 직경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만 cyanoacrylate 조직접착제

를 이용한 미세혈관문합술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혈

관의 직경이 비슷한 두 혈관단을 연결하여 성공률이 높았지만 크기가 다른 두 혈

관의 문합의 경우 더 많은 연구와 수술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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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미세혈관문합 방법은 조직접착제만을 이용함으로서 혈관의 외상없이 수술시

간을 단축하고, 외막을 중첩시킴으로서 조직접착제의 혈관내강으로의 함입과 혈관 

벽의 협착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직접착제의 적용범위 및 양

을 최소화함으로서 조직접합제가 혈관외벽 및 주변조직에 미치는 조직 독성이 없

이 매우 높은 장기적 혈관 개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 12 -

참고문헌

1. Komatsu S, Tamai S. Successful replacement of completely cut-off thimb: 

case report. Plast Reconst Surg 1968;42:374-386.

2. Lauritzen C. A new and easier way to anastomose microvessels. Scand J 

Plast Reconst Surg 1978;12:291-299.

3. Mclean KH, Buncke HJ. Use of the Saran wrap suff in microsurgical 

arterial repairs. Plast Reconstr Surg. 1973;51:624-629.

4. Nomoto H, Buncke HJ, Chalter NL. Improved patency rate in microvascular 

surgery when using magnesium sulfate and a silicone rubber vascular cuff. 

Plast Reconstr Surg  1974;54:157-169.

5. Nakayama K, et al.. A simple new appratus for small vessel anastomoses. 

Surgery 1962;52:918-929.

6. Danial R.L, Olding M.  An absorbable anastomotic device for microvascular 

surgery experimental studies. Plast Reconstr Surg. 1984;74: 329-412.

7. Daniel  RK,  Terzis JK. Reconstructive microsyrgery. Little Brawn. 1st Ed. 

1983;223-229.

8. Daniel RK, Olding M. An absorbable anastomotic device for microvascular 

surgery: clinical applications. Plast Reconstr Surg.1984;74:337-339.

9. Salemark L. International suvey of current microvascular practice in free 

tissue transfer and replantation surgery. Microsurgery 1991;12:308-311.

10. Bowen CV, Leach DH, Crosby NL, Reynold R. Microvascular anastomoses 

: A comparative study of fibrinogen adhesive and interrupted suture 

techniques. Plast Reconstr Surg. 1996;97:792-800.

11. Padubidri AN, Browne E, Kononov A. Fibrin glue-assisted end-to-side 

anastomosis of rat femoral vessels: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suture 

method. Ann Plast Surg 1996;37: 41-47.



- 13 -

12. Casanova R, Herrera GA, Vasconez EB, et al.. Microarterial sutureless 

sleeve anastomosis using a polymeric adhesive : an experimental study. 

J Reconstr. Microsurg 1987;3:201-207.

13. Takenaka H. Sutureless anastomosis of blood vessels using cyanoacrylate 

adhesives. Japn J Surg 1992;22:46-54

14. Middleton WG, Mattews W, Chiasson DA, Histoacryl glue in microvascular  

surgery. J Otolaryngology 1991;20:363-366.

15. Ang ESW, Tan KC, Tan LHC, Song IC. 2-Octylcyanoacrylate-assisted 

microvascularf anastomosis;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suture technique 

in rat femoral arteries. J Reconstr Microsurg 2001;17:193-201.

16. Hall WW, Wrye SW,Banducci DR, Ehrlich P. Microvacular anastomosis 

usisng 2-octylcyanoacrylate in rat femoral artery. Ann Plast Surg 

2000;44:508-511.

17. Souther SG, Levitsky S, roberts WC. Bucrylate tissue adhesive for 

microvascular anastomosis : technique, result, and histologic evaluation. 

Arch Surg 1972;103:496-499.

18. Han SK, Kim SW, Kim WK. Microvascular anastomosis with minimal 

suture and fibrin glue :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y. Microsurgery 

1998;18:306-311

19. Vasko, JS. Brockman SK. Clinical and experimental experience with plastic 

adhesives. Ann Surg.1963;162:123-129.

20. Vesterhauge S, Sorensen H. The histological effect of an adhesive in 

middle ear. Acta Otolaryng. 1973;76:431-441.

21. Siedentop KH, Loewy A. Cyanoacrylic adhesive in surgical repair of facial 

nerves.  Head & neck 3rd international symposium. Plast Recostr Surg 

1981;2:98-101.

22. Petrella E, et al. A new end-to-end anastomosis formed without sutures 

for hemodialysis artero-venous fistulas. Nephron.1975;14:398-399.



- 14 -

23. Gottlob, R. The toxic action of alkylcyanoacrylate adhesives on vessels. 

comparative studies. J Surg Res 1967;7:363-367.

24. Tschopp HM : Small artery anastomosis,using a cuff  of dura mater and a 

tissue adhesive. Plast Reconstr Surg 1975;55:606-611.

25. Kletter G, Matras H, Dinges HP. Partial gluing of extra-intracranial 

anastomoses. Wein Klin.Wochenschr., 1978;90:415-421.

26. Weissberg D, Schwartz P, Goetz RH. Nonsuture end-to-side anastomosis 

of small blood vessels. Sug Gyn Obstet 1966;123:341-346.    

27. Jacobson JH, Noody RA, Kusserow BK, Reich T, Wang MCH. The tisssue 

response to a plastic adhesive used in combination with microsugical 

technique in reconstruction of small arteries. Surgery 1966;66:379-385.

28. Thurston J,. et al..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tudy of micro-arterial 

damage and repair. Plast Reconstr Surg. 1976;57:197-203.

29. Sully L. O'Brien M, et al.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sleeve technique 

in microarterial anastomoses. Plast Reconstr Surg 1982;70:186-193.

30. Karl P, Tilgner A. A new adhesive technique for microvascular 

anastomosis. Br J Plast Surg 1981;34:61-66.

31. Woodward SC, et al..  Histotoxicity of cyanoacrylate tissue adhesive in the 

rat. Ann.Surg., 1956;162:113.

32. Weisseberg D. Necrosis of arterial wall following application of 

Metyl-2-cyanoacrylate. Surg Gyn Obst 1964;119:1248-1255.

33. Thurston JB, et al.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tudy of micro-arterial 

damage and repair. Plast Reconstr Surg 1976;55:197-202.

34. Yashon D, et al. Effects of Metyla-2 Cyanoacrylate adhesives on the 

somatic vessels and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animals. J 

Neurosurg.1966;24:883-889.

35. Nathan HS, et al. Nonsuture closure of arterial incision using a 

rapidly-polymerizing adhesive. Ann Surg 1960;152:648-655. 



- 15 -

36. Philippe P, et al. Internal use of n-Butyl 2-Cyanoacrylate(Indermil) for 

wound closure: An experimental study. Plast Reconstr Surg. 2001;108: 

1661-1666











- 20 -

ABSTRACT

 Microvascular Anastomosis Using Cyanoacrylate Adhesives

Byoung-Yong Kim, 

Dep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Byung-Ho Choi D.D.S., Ph.D.)

Conventional microvascular anastomosis using sutures is well-established and 
successful technique. However, it cause trauma to the vessel walls from passage of the 
suture needle, vessel narrowing and foreign body reaction, due to the presence of the 
suture material, thereby enhancing the risk of intravascular thrombosis. The technique 
is also tedious and time-consuming. In attempt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investigators have employed a variety of other anastomotic techniques, including 
mechanical devices ,laser welding, and tissue adhesives with biologic and non-biologic 
materials. 

The idea of using cyanoacrylate adhesives for microsurgery is attractive, and there 
are many reports on the anastomosis of blood vessels with the use of cyanoacrylate 
adhesives. However, cyanoacrylate adhesives have been used as an auxillary after 
placing several stay sutures or telescoping one vessel into the other one. Although 
somewhat faster than conventional suture anastomoses, the forementioned techniques 
still require some suturing, which lead to time-consuming and vessel wall trauma.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microvascular 
anastomoses using a cyanoacrylate tissue adhesive. Eight mongrel dog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adial artery and cephalic vein were selected and transected. After the 
adventitias of the two vessel ends were overlapped, minimal amount of cyanoacrylate 
tissue adhesive was applied on the overlapped adventitias. For light microscopic 
evaluations of the anastomosed vessels, arterial and venous specimen was obtained two 
hours and 4 week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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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s are noted as results ;
1. Patency rate of the anastomosis was 100%.
2. The narrowing of lumen of the vessel and the formation of thrombosis were not 

found after anasotomosis.
3. The complete restoration of intimal continuity and medial healing were noted in 4 

week following anastomosis. 
4. Still remaining of cyanoacrylate on the overlapped adventitia was found in 4 

week following anastomosis and foreign body reaction was noted around the 
cyanoacrylate adhesives. But this tissue reaction did not disturb the normal 
healing of the anastomotic site  

Key Words :Tisssue adhesive, Microvascular anastomosis, Cyano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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