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2018. 7. 5(목)｜제2622호｜

19

박정철 교수 지·상·강·좌
❶ 수술은 incision이 절반, suture가 절반

❷ Back to the suture

수술은 incision이 절반, suture가 절반
임상에서 수술을 많이 하고 수련의 교육을 진행하는

라인 하나만 보아도 그날 수술의 방향과 컨셉을 이해할

과정에서 다양한 증례들을 많이 접하곤 하는데 그 중 많

수가 있다. 반면 suture를 통해 연조직 처치의 마무리를

은 부분이 suture만 잘하였어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

하는 광경을 보면 열흘 뒤 치료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판

을 경우들이 많다. 특히 학부생 교육 중에는 기상천외한

막을 everting 시키고 연조직을 유도하여 이상적인 위치

suture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곤한다. 그런 모습을 볼

에 고정함으로써 최적의 치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

때면 얼마나 suture에 대한 교육이 허술하게 진행이 되

서 봉합술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다시 내려야 한다.

우는 suture이며 동시에 평생쓰는 유일한 suture’는 아

기존의 봉합 = 수술 후 판막을 다시 닫아 주기 위해 봉
합사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
진정한 봉합 = 연조직을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 고정
하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치유를 얻는 것.

울 따름이다.

4. 봉합을 통해 판막을 Everting 시켜야 할 때도 있고
Inverting 시켜 눌러야 할 때도 있다.
5. 봉합은 단순히 판막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위
로, 아래로, 옆으로 판막을 이동시켜 고정시키고 한 방향
다.
6. 봉합 자체는 치유를 돕지만 결과적으로는 혈관을 차
단하여 치유를 방해하고 연조직에 외상을 줄 수 있음을

닌가. 얼마나 다양하고 유용한 suture가 많으며 이를 통
해 임상이 윤택해질 수 있음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아쉬

만나게 되어 빠른 속도로 접합할 수 있다.

으로 힘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다. 봉합은 벡터를 가진

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Moore라는 치주과 의사의 명
언처럼 ‘단순 봉합이야 말로 치과대학생이 가장 처음 배

3. Everting 된 판막은 상피 하방의 결합 조직이 서로

명심해야 한다.
7. 단순 봉합은 자입점이 2개지만 매트리스 봉합은 4개
이므로 힘을 분산시켜 연조직의 열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던 봉합은 큰 그림을 그리지 못
하고 그저 단순한 테크닉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며 보스턴 어린이 병원의 소아성형외과
과장으로서 전설적인 외과의사로 알려진 John Mulliken
교수는 수술방에서 시행하는 ‘테크닉'에 대해 설명해달라
는 사람의 질문에 ‘그런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만일 어떤 원칙으로 수술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몇일이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원
리를 이해하지 못 한 상황에서 테크닉을 배우면 어떤 날
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그림

리고 그 실패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원
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원리를 이해한 이에게는 테

본과 2학년 학생들에게 봉합술 실습을 진행하였다. 학생 한명이 매우 독
특한 방식으로 봉합을 마무리하였다.

크닉은 중요하지 않다. 거대한 원리의 범주 안에서 이런
저런 변형들은 모두 테크닉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
만 사실은 하나의 원리로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에 봉합술의 테크닉에 대해 특별 기고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봉합술의 원칙에 대해 이

8. 니들홀더와 니들은 다양한 각도로 조합을 시키면 봉

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테크닉은 따로 설

합을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90도 각도의 교과서

명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다.

적인 체결에 집착하지 않아도 좋다.
9. 하나의 수술에 다양한 직경과 소재의 suture가 섞

봉합에서 잊지 말아야 할 몇가지 대원칙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봉합은 연조직을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 고정하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치유를 얻는 것이다.
2. 판막은 V shape이 아닌 U shape으로 자입 되어야
그림

변연부가 everting 될 수 있다.

여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10. 수술의 절반은 incision이고 나머지 절반은 suture다.
이 원칙을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 원칙들은 사실 봉
합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수술 중 연조직 처치에 대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결국 진리는 통하는 것처럼
봉합술을 마스터하시면 자연스레 연조직 처치법을 터득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또 한명의 학생은 실크 하나로 여러 곳을 봉합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더니 말 그대로 실크 하나를 끊지 않고 양측을 봉합하였다. 봉합술
을 태어나서 처음 배우면 충분히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학교
에서 봉합을 한 학기만에 다 배운 뒤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봉합술을
마스터 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 글에서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suture
를 살펴보겠다.

수술은 incision이 절반, suture가 절반이라는 표현을
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주는데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서 진
실이라고 생각한다. Incision은 단순한 연조직 상의 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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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수술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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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막을 어떤식으로 열고 수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
한 고민이 incision을 통해 구현이 되기 때문에 inc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