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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Back to the suture

Back to the suture
지난 몇년의 시간 동안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suture에 대해서 강의를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수직 누상 봉합, Anchor suture, Sling suture 등을 사용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번번이 많은 호응을 얻고는 하였다. 봉합술이라고 하는

는 경우도 많으나 짧은 지면 상 다양한 오프라인 강좌에서 직접 뵙고 설명드릴 수 있기

것이 학문적 깊이가 다른 임플란트 술식이나 골재생학에 비해서는 얕지만 치과대학 학

를 기대하며 2회의 짧은 연재 Back to the suture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튜

부 과정에서 충분히 언급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많은

브에 일련의 동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다 (http://bit.ly/BTSkorean). 필자

유용한 봉합술을 잘 정리하여 드리면 연신 사진을 찍느라 바쁘신 모습을 보곤 한다. 점

는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의 대사를 이용하여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

점 봉합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재확인하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의 임상

고자 한다. May the everting Force be with you.

이 개선되는 것을 전해 듣게 되니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회에 이어 이번 기고에서는 기존에 많은 임상가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내용
들을 한장의 도해에 모두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우측의 페이지의 이미지를 수술방
에 붙여두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린다. (동일한 내용을 pdf로 공유하니 컬
러 출력하셔도 좋을 듯 하다. http://bit.ly/BTScheatsheet) 또한 실제 수술에 관한
자세한 술식은 동영상으로 설명하였다.

1. 단순 봉합 (Interrupted suture, Simple suture): 가장 기본적인 봉합이다. 양
측 판막을 모두 관통한 뒤 상방에 매듭을 지어 마무리 한다. 이 때 매듭은 square
knot이나 surgeon’s knot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urgeon’s knot
이 매듭이 덜 풀린다고는 하지만 매듭의 크기가 크고 monofilament의 경우 잘 풀
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loop의 security가 약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
만 square knot은 매듭이 작게 만들어 질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그림. 치과 임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봉합술은 무궁무진하다. 봉합술만으로도 연조직의 치유를 원하는 위
치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 수술이 매우 다양하고 즐거워 질 것이다. 우측부터 단
순봉합, 8자봉합, 수평 누상 봉합 (Horizontal internal mattress suture), Criss Cross suture, 수평 누상 봉합
(Horizontal external mattres suture), 발치와 X suture, Hidden X suture이다.

2. 8자 봉합 (figure 8 suture): 의과 영역에서 칭하는 8자 봉합과는 차이가 있다. 치
과에서는 흔히 협측으로 판막을 통과한뒤 다시 설측에서 접근하여 설측 판막을 통
과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의과에서는 두번 동일한 방향으로 봉합사를 회전 시킨,
연속 봉합의 형태를 8자 봉합이라 칭한다. 치과 영역에서는 설측 연조직이 얇거나
치간골이 높아서 기구 접근이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

3. 수평 누상 봉합 (Horizontal internal mattress suture): 절개선 안쪽으로 실크
가 지나가므로 internal 이라 칭하며 2개의 자입이 아닌 4개의 자입점으로 압력이
분산되므로 연조직 열개 확률이 적다. 특히 판막을 eversion 시키는 힘이 강하여
치유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GBR 후에 많이 사용한다.

4. 수평 누상 봉합 (Horizontal external mattress suture): 절개선 상방으로 실크
가 지나기에 external 이라 칭하며 장력을 주면 줄수록 판막을 하방으로 누르는 힘
이 발생한다. 판막을 inversion시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조직을 단속하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봉합 보다는 봉합을 교차시켜 단일 점에서 하방으
로 연조직을 강하게 단속하는 criss cross suture를 더 많이 쓴다.

5. Modified Laurell suture: Horizontal internal mattress suture는 판막을
eversion시켜 치유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개선이 열려있기 때문에 임상
가로서는 이를 단속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결국 두개의 봉합을 시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Sweden의 Laurell 교수가 이 봉합법을 소
개하였다. 판막의 하방에서는 판막을 eversion 시키는 힘이 존재하고 반면 상방에
서는 절개선이 단속되는 두 가지 장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봉합법이다.

6. Criss Cross suture: Horizontal external mattress suture는 2개의 실크가 평
행하게 주행하지만 이를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실크를 교차시키는 방식이다. 1점으
로 판막을 하방으로 단속할 수 있어서 임상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7. Hidden X suture: 필자가 치과에 최초 적용한 것으로 보고한 봉합술로서 치조제
보존술 후 특히 큰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인 발치와 X suture와 동일한 방식이지
만 대각선으로 봉합침을 적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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