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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Report

스폰지 겸자를 이용한 아킬레스건의 최소 절개 봉합술: 술기 보고
박삼국a, 박철현*
경산중앙병원 정형외과,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Minimally Invasive Repair Technique of Achilles Tendon Using
Sponge Forceps: A Technical Report
Sam Guk Parka, Chul Hyun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yeongsan Joongang Hospital, Gyeongsa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Various minimally invasive repair techniques have been performed for acute Achilles tendon rupture. Despite this, it is difficult to use
these techniques in common practice because of the necessity of special instruments. We propose a novel minimal invasive technique
using sponge holding forceps, which are commonly used in the operating room for the acute Achilles tendon rupture.
Key Words: Achilles tendon, Acute rupture, Minimally invasive technique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의 최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

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Percutaneous Achilles Repair System

이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빠른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PARS; Arthrex, Naples, FL, USA) 기구 또한 최소 절개 봉합술에서

수술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수술 방법에는 관혈적 봉합술과

사용되고 있지만,6) 기구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사용되

경피적 봉합술 그리고 최소 절개 봉합술 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기존의 관혈적 봉합술은 견고한 건봉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널

이에 저자들은 수술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폰지 겸자(sponge

리 사용되었지만, 큰 피부 절개로 인한 창상 치유 지연 및 건유착,

holding forceps)를 이용한 아킬레스건 파열의 최소 절개 봉합술을

2)

창상 감염 및 미용적인 문제 등의 단점이 보고되고 있다.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경피적 봉합술
및 최소 절개 봉합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저자들이 다양한
3-5)

방법의 수술 술기를 보고하고 있다.

술

기

Achillon (NewDeal SA, Vi-

enne, France) 기구는 아킬레스건의 최소 절개 봉합술에서 사용되
4)

는 대표적인 기구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 문제로 인

척추 또는 전신 마취 후 복와위에서 환측 대퇴 근위부에 지혈대
를 사용한다. 아킬레스건의 봉합 시에 적용할 적절한 장력을 확인
하기 위해 소독을 시행하기 전 복와위에서 건측의 아킬레스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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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을 미리 각도기로 측정해 두었다.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하여
파열의 위치와 파열 단의 간격을 확인하고 그 부위를 표시해 둔다.
확인해 둔 결손 부위에 2∼3 cm 가량의 종절개를 시행하고 건막을
절개하여 파열된 건의 양 끝을 확인한다. No. 2 Ethibond (Ethicon,
Somerville, NJ, USA)를 이용하여 파열 단의 근위부와 원위부에 봉
합해 둔다. 비복 신경 포획의 발생을 막기 위해 파열 부위의 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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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원위부에 각각 프리어(freer elevator)를 건과 건외막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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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삽입하여 충분히 분리를 시켜둔다. 먼저 파열 근위부를 봉

되도록 한다. 스폰지 겸자를 후진시켜 봉합사를 절개부로 빼낸다

합된 실을 원위부로 잡아 당긴 후 스폰지 겸자를 건과 건외막 사이

(Fig. 1C, D). 다음으로 먼저 통과된 봉합사의 약간 원위부에 같은

로 삽입한다. 스폰지 겸자의 위치를 외부에서 촉지하여 확인한 후

방법으로 No. 2-0 Ethibond를 통과시킨 후, 미리 통과 시켜둔 No.

파열 부위에서 4∼5 cm 정도 근위부에서 loop가 달린 바늘을 스폰

2 Ethibond의 양 끝을 shuttle relay 방법으로 서로 엇갈리게 통과시

지 겸자의 링 사이로 통과시킨다(Fig. 1A, B). 바늘의 loop에 No.

킨다(Fig. E∼I).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봉합사와 1 cm의 간격을

2 Ethibond를 걸어서 바늘을 완전히 통과시켜 봉합사가 건에 통과

두고 1개 또는 2개의 봉합사를 추가로 파열 근위부에 통과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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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B) Sponge holding forceps are inserted between the tendon and the paratenon to the proximal stump of the tendon and a long straight
needle threaded with a No. 2 Ethibond (Ethicon, Somerville, NJ, USA) is passed through the hole of the sponge holding forceps. (C, D) Both ends of
a No. 2 Ethibond are drawn down into the wound by pulling on the sponge holding forceps. (E∼G) No. 2-0 Ethibond is passed at slightly distal level
using same procedure. (H, I) Both ends of No. 2 Ethibond are passed to the opposite sites using the shuttle relay technique. (J∼L) This procedure is
repeated at two different levels on both the proximal and distal stumps on the tendon. (M, N) Both ends of the sutures are tied with the ankle held in
20o plantar flex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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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 건을 통과한 봉합사가 서로 혼돈되지 않도록 Ethibond와

고 관혈적 봉합술과 임상적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하였

다른 색상의 FiberWire (Arthrex)를 이용한다. 이때 건을 통과한 봉

으나, 이 또한 특별 제작된 기구가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널리

합사들이 엉키지 않게 구분하여 견인해둔다. 같은 방법으로 파열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1)

원위부에 2개 또는 3개의 봉합사를 근위부로 견인해둔다(Fig. 1J∼

이에 저자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 수술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

L). 소독 전 측정해 두었던 건측의 아킬레스건의 장력을 기준으로

폰지 겸자를 이용한 아킬레스건의 최소 절개 봉합술을 고안하였

하여 적절한 족저굴곡을 가한 상태에서 근위부와 원위부의 봉합사

다. 기존에 보고된 Achillon을 이용한 방법의 단점인 봉합 부위의

를 파열부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매듭을 지

약한 강도를 극복하기 위해 shuttle relay 방법을 이용하여 봉합사

어 고정한다(Fig. 1M, N). 이후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추가로

의 양 끝을 서로 엇갈리게 통과시켜 봉합 부위의 강도를 높일 수

봉합을 시행한 후, 건외막(paratenon) 및 피부를 봉합하였다.

있게 하였다. 저자들이 초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여러

o

개의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봉합사가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하였

수술 후 4주간 족저굴곡 20 상태에서 단하지 석고붕대를 유지
o

하였다. 수술 후 4주부터 20 족저굴곡 상태에서 아킬레스건 보조

는데, 이는 색깔이 서로 다른 Ethibond (Ethicon)와 FiberWire (Ar-

기를 착용하고 부분 체중부하를 허용하였다. 이후 1주일에 10o씩

threx)를 사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Shuttle relay 시행하는 두

점진적으로 족배굴곡시켜 수술 후 6주에 중립위치가 될 수 있게 하

개의 봉합사가 서로 다른 층에서 통과가 되는 경우 그 부위에 비복

였다. 이후 양쪽 발뒤꿈치의 능동적 거상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한

신경이 끼어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쪽 발뒤꿈치의 능동적 거상 운동을 시행하였다. 보조기는 수술 후

위해서는 shuttle relay 시행 전 프리어를 이용하여 건과 건외막 사

3개월까지 착용하였고, 이후로 보조기 없이 일상 생활로 복귀를 허

이의 공간을 충분히 박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스폰지 겸자를 항상

용하고 스포츠 활동은 수술 후 6개월까지 제한하였다.

같은 층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비복 신경의 손상은 아킬레스건 봉합 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고

찰

합병증으로 경피적 방법이나 최소 절개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관혈
적 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Mukundan 등10)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의 수술적 치료는 관혈적 봉합술, 경피적

은 최소 절개 봉합술을 시행할 때 봉합사를 건외막 아래에 위치시

봉합술, 최소 절개 봉합술 등이 시행되고 있다. 관혈적 봉합술은

킴으로써 비복신경이 포획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파열된 건을 견고하게 봉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재활 및 일상

저자들도 건과 건외막 사이의 공간을 확실히 분리한 후에 스폰지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긴 피부절개를 필요

겸자를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본 술

하기 때문에 혈행 장애로 인한 피부 괴사, 창상 감염 및 연부조직

식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비복 신경 손상을 경험하

2,4)

의 유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절개로 인해 발생하

지는 않았다.

는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피적 봉합술이 개발되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서 스폰지 겸자를 이용한

었다. 경피적 봉합술은 창상 감염 및 반흔조직 유착 등의 발생 위

최소 절개 봉합술은 절개 범위를 줄이고, 봉합 부위의 강도를 증가

험성이 적고 미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초기 강도가 관혈

시킬 수 있으며 비복신경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

1)

적 봉합술에 비해 떨어져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피적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 방법으로 실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비복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고, 여러 저자들이 13%∼16%의 비복 신경의 손상을 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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