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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힘줄의 연속성이 파괴된 경우 저하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에 힘줄의 결손이 커서 일차 봉합이 어려운 경우 힘줄 이전술 또는 

힘줄 이식술을 통해 결손 힘줄의 재건을 도모하게 된다. 성공적인 힘줄 이전, 이식을 위

해서는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두께(bulk), 중첩(overlap)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즉, 

조기 관절운동을 통해 주위 조직과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획

득하여야 하는데, 중첩은 많되 두께는 얇아야 마찰 및 유착이 줄어들어 힘줄의 활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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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 통과 기법을 이용한 수정된 Pulvertaft 
봉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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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Pulvertaft orthogonal passing-
through suture technique: a prelimin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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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f the primary suture is difficult due to the large size of a tendon defect, re-
construction of the defective tendon is attempted through tendon transfer or tendon 
graft. The Pulvertaft technique is most commonly used, but it increases bulk and fric-
tion, and it could cause adhesion form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aimed to introduce a new technique.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22 patients who underwent tendon recon-
struction using the modified Pulvertaft technique due to tendon defects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21.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original DASH (Disabilities of 
Arm, Shoulder and Hand) outcome measure (QuickDASH) was measured 3 months after 
surgery. Until the final follow-up observation, tendon rerupture, infection, tendon-re-
lated complications (quadriga effect, motion limitation due to bulky size of the suture 
site), and contracture were measured. QuickDASH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tendon defect and the type of operation using the Mann-Whitney test.
Results: The mean QuickDASH score measured 3 months after surgery was 
10.42±7.83.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ickDASH score was found 
between patients who underwent tendon transfer and those who underwent tendon 
grafts (p=0.988). Rerupture occurred in 1 case, and there were no cases of infection, 
tendon-related complications (quadriga effect, motion limitation due to bulky size of 
the suture site), or contracture.
Conclusion: The orthogonal passing-through suture technique could be a new alter-
native to the tendon reconstruc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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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잘 수행할 것이다[1]. 이를 충족하기 위해 포장 주위 봉합법

이나 측측 봉합법과 같은 힘줄을 봉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되

어 왔고[2-5], Pulvertaft 봉합법 또한 1956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힘줄 재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6]. 측측 봉합법

은 수행하기 쉽고 장력을 조절하기 쉬우나 최대 부하(maximum 

load)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며[7], 포장 주위 봉합법은 두께가 작고

(less bulky) 장력은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술기의 어려움과 공여 

힘줄(donor tendon)의 굵기가 충분해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단

점이다[5]. 기존의 Pulvertaft 봉합술은 공여부 힘줄이 같은 단면에

서만 교차하여 처음 통과하는 봉합(weave)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봉합들의 위치가 0° 또는 180°에만 위치하게 된다. 이때 

단순히 봉합의 수를 늘리면 힘줄의 봉합 부위에서 한 방향으로의 크

기와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유착을 형성하여 힘줄의 활주와 운

동을 방해하게 되며[8], 또한 봉합이 통과한 방향에 수직인 방향의 

장력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강하게 갖지 못하게 된다[9]. 따라서 우

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직교 통과 기법을 이용한 새

로운 힘줄 봉합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obtaining ap-
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
versity Hospital (No. H-2207-124-1342). Written informed con-
sent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for the publication of this 
study including all clinical images.

1. Patients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힘줄 손상으로 인해 Pulvertaft 

봉합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

자 9명, 여자 13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60.6±14.8세(범위, 30–93
세)였으며 6개월 이상의 추시 관찰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 손상의 발생 원인으로는 원위부 요골 골절 10예(수술 후 발생 7
예, 보존적 치료 후 발생 3예), 건의 직접 외상(열상, 둔상, 압궤상) 7
예, 류마티스 관절염에 따른 원위 요척관절염 3예, 종양 1예, 신경 

손상 1예가 있었다. 힘줄 이전술은 9예, 힘줄 이식술은 13예였으며 

굴곡건 재건은 4예, 신전건 재건은 18예였다(Table 1).

2. Clinical measurements
수술 후 3개월째에 DASH (Disabilities of Arm, Shoulder and 

Hand) 설문지의 축약본인 QuickDASH를 측정하였으며 힘줄 이식

술을 시행한 환자들과 힘줄 이전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QuickDASH 

점수에 대해서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최종 추시 관찰 때까지 건의 재파열 여부, 감염, 건 관련 합병증(사

두마차 효과, 봉합 부위의 증가된 부피로 인한 운동 제한 등),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3. Operative methods
수용부 힘줄에 공여부 힘줄이 통과할 수 있는 힘줄 섬유의 방향

과 평행하게 절개를 가한다. 수여부 힘줄에 절개를 가하는 위치는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나 공여부 힘줄이 충분히 직교하면서 

봉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보다 더 긴 공여부의 길이

를 확보한 상태에서 절개를 가해야 한다. 첫 번째 봉합은 바닥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통과시킨 뒤 두 번째 봉합은 바닥면과 수직하게 통

과시켜 두 번째 봉합의 교차된 봉합사가 힘줄의 바닥면에서 이루어

지게 한다. 그리고 공여부 힘줄의 남은 길이에 따라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공여부 힘줄이 수용부 힘줄을 두 방향에서 통과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리하여 추가적으로 형성된 봉합의 위치가 처음 형성된 

봉합을 기준으로 각각 0°, 90°, 180°, 270°에 위치하도록 한다. 각

각은 Prolene 3-0 또는 4-0 (Ethicon Inc., Somerville, NJ, USA)를 

이용한 이중 매트리스 봉합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용수철 저울

(Pesola Präzisionswaagen AG, Chaltenbodenstrasse, Swiss)을 이용

하여 800 g 이상의 무게에 대해 저항성이 충분한지 확인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Figs. 1-3).

Results

1. Clinical measurements
수술 후 3개월째에 QuickDASH 점수를 측정하였다. 평균은 

10.4±7.8점(범위, 3–22점)이었다. 굴곡건을 재건한 환자군(4예)은 

평균 9.0±3.6점(범위, 4–12점)이었으며 신전건을 재건한 환자군

(18예)은 평균 12.2±2.5점(범위, 4–28점)이었다. 또한 수상 원인이 

외상인 환자군(17예)은 평균 11.1±5.8점(범위, 3–20점)이었으며 

외상이 아닌 원인으로 수상항 환자군(5예)은 평균 13.4±5.4점(범

위, 6–22점)이었다. 원위 요골 골절 환자군(10예)은 평균 10.6±3.7
점이었고 원위 요골 골절이 아닌 환자군(12예)은 평균 12.5±6.9점
이었다. 또한 힘줄 이전술 환자군(9예)은 11.3±4.4점, 힘줄 이식술 

환자군(13예)은 11.9±5.9점이었으며 힘줄 이전술 환자와 힘줄 이

식술 환자들의 QuickDASH 간에 통계적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p=0.988) (Table 2).
재파열은 1예(case 16)에서 있었으며 장무지 신전건(extensor 

pollicis longus)이 리스터 결절(Lister’s tubercle) 주위에서 연장

(elongation)되어 있었던 상태로 이에 대해 orthogonal Pulvertaft 
technique을 이용하여 봉합하였으나 다시 파열되었고 이에 대해 

단 요 수근신건막(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slip)을 이용하여 재

건하였다(Fig. 4). 감염, 건 관련 합병증(사두마차 효과, 봉합 부위

의 증가된 부피로 인한 운동 제한), 구축은 모든 증례에서 관찰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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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se No. Sex Age (yr) Cause of tendon injury QuickDASH 
score Operation

1 Male 53 Direct trauma 4 Tendon transfer (BR to FPL, ECRL to 2–3 FDP)
2 Female 49 Direct trauma 11 Tendon transfer (EDC to ECRB)
3 Male 30 Direct trauma 9 Tendon transfer (BR to ECRB, FCR to EDC, PL to EPL)
4 Female 66 Distal radius fracture (conserve) 12 Tendon graft (PL to EPL)
5 Male 49 Nerve injury 16 Tendon transfer (PL to EPL, PT to ECRL, FCR to EDC)
6 Female 35 Tumor 11 Tendon transfer (4th FDP→FPL, 5th FDP→2–3 FDP)
7 Female 56 Distal radius fracture (postoperative) 7 Tendon transfer (APL to EIP)
8 Female 77 Distal radius fracture (conserve) 14 Tendon graft (PL to EPL)
9 Female 51 DRUJ arthritis (caput ulnae syndrome) 13 Tendon graft (PL to EDC)
10 Female 72 Distal radius fracture (postoperative) 9 Tendon graft (PL to FDP)
11 Male 62 Direct trauma 5 Tendon graft (APL slip to EPL defect)
12 Male 80 Distal radius fracture (postoperative) 17 Tendon transfer (ECRL slip to EPL)
13 Female 60 Distal radius fracture (conserve) 4 Tendon graft (APL slip to EPL defect)
14 Male 71 Direct trauma 16 Tendon graft (PL to EPB)
15 Female 61 Distal radius fracture (postoperative) 11 Tendon graft (PL to EPL)
16 Female 53 Direct trauma 28 Tendon graft (PL to EPL)
17 Male 62 DRUJ arthritis (caput ulnae syndrome) 11 Tendon transfer (5th EDM to EDC)
18 Male 93 DRUJ arthritis (caput ulnae syndrome) 16 Tendon transfer (5th EDM to EDC)
19 Male 81 Distal radius fracture (postoperative) 12 Tendon graft (2nd FDP/FDS to FPL)
20 Female 51 Distal radius fracture (postoperative) 8 Tendon graft (PL to EPL)
21 Female 59 Direct trauma 10 Tendon graft (EPL to EPL-EIP complex recon)
22 Female 63 Distal radius fracture (postoperative) 12 Tendon graft (PL to EPL)

QuickDASH,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original DASH (Disabilities of Arm, Shoulder and Hand) outcome measure; BR, brachioradialis; FPL, flexor 
pollicis longus; ECRL,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FDP, flexor digitorum profundus; EDC, extensor digitorum communis; ECRB,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FCR, flexor carpi radialis; PL, palmaris longus; EPL, extensor pollicis longus; PT, pronator teres; APL, abductor pollicis longus; EIP, extensor 
indicis proprius; DRUJ, distal radioulnar joint; EPB, extensor pollicis brevis; EDM, extensor digiti minimi; FDS,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DRUJ, distal 
radioulnar joint.

Fig. 1. (A) Conventional Pulvertaft method. (B) The blue and red tendons are connected by the modified orthogonal passing-through 
Pulveraft sutu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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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최근 들어 강도와 얇은 두께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가지는 계

단형 봉합법(step-cut suture)와 같은 얇은 봉합법들이 제시되고 있

지만[10,11], 1956년에 Pulvertaft에 의해 소개된 이후로 강한 힘이 

필요한 힘줄 수술에서 Pulvertaft 봉합법은 표준 치료로 되어 왔다

[6]. 기존의 Pulvertaft 봉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힘줄 봉합의 강도

와 부하에 대한 저항성은 통과하는 봉합의 수와 봉합사의 수에 비례

한다고 보고하였고[12-14], 또한 건의 크기와 두께가 가장 중요하

다고 하였다[15].
하지만 고전적인 Pulvertaft 봉합법은 하나의 단면만 공여부 힘줄

이 통과하면서 연결되는 구조로 그 단면에 평행한 외력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가장 강력하겠지만 봉합사의 매듭이 힘줄에 대해 분리되

거나(slipping) 견인될 수가(pulling) 있다[16]. 그 단면에 수직한 외

력이나 비틀림 부하(torsional stress)등에 대해서도 강력한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한 방향으로만 공여부 힘줄이 통과하게 되면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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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esidual portion of the proximal and distal end of the ruptured extensor pollicis longus. (B) Harvesting slip of the abductor 
pollicis longus (APL) for donor graft. (C) Harvested tendon slip of the APL. (D) Pulvertaft suture between the donor graft and proximal 
stump. (E) Pulvertaft suture between the donor graft and distal stump. (F) Image of the completed tendon graft. (G) Measuring the tensile 
strength of tendon graft using a suspen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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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대해서만 힘줄의 두께가 늘어나게 되어 활주의 제한과 유착을 

초래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17-19]. 또한 이로 인해 봉합 부위 부

피가 증가하여 힘줄 활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힘줄의 혈류 공급에

도 해로운 영향을 주어 힘줄 치유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2].
이에 본 저자들은 Pulvertaft 봉합법을 변형하였다. 힘줄을 한 방

향으로만 통과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하는 

두 개의 평면으로 힘줄이 통과하도록 하였다. 힘줄에 대해 견인력이 

작용하였을 때, 힘줄이 견인되는 방향이 많아지게 되면 힘줄끼리의 

저항이 더 커져서 견인에 대한 저항성이 클 것으로 생각하였다. 기

존의 Pulvertaft 봉합법에 비해서 한 방향으로만 부피가 증가하는 것

이 아니라 수직으로 통과하면서 부피가 두 면에서 모두 고르게 증가

하여 한 면에서 활주의 제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또한, 힘줄의 꼬이는 방향이 서로 직교하면, 두 힘줄 사이의 접촉

면을 늘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늘어난 접촉면은 마찰력의 

증가로 이어지면, 힘줄 사이의 유착 증대와 견인력 저항성 역시 증

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는 향후 생역학적 실험과 측정 등의 증

명 과정이 필요하다.

Savage [23]는 봉합된 건은 조기에 운동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최소 75 N의 장력을 버텨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저

자들은 힘줄의 재건을 마친 뒤 용수철 저울을 이용하여 재건된 힘줄

의 장력을 측정하였다. 최소 800 g 이상의 하중으로 지면과 수직된 

방향으로 중력에 반하여 힘을 가하였으며, 중력가속도인 9.8 m/

sec2를 곱하여 80 N 이상의 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힘줄 

재건을 완료하였다. 그로 인해 수술 직후부터 조기에 능동적 운동이 

가능하여 좋은 기능적 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다[24-26].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후향적 연구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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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Ruptured proximal end of the extensor pollicis longus (EPL). (B) Harvesting 
a slip of the abductor pollicis longus tendon for tendon transfer. (C) Creating a hole 
for passage of the first Pulvertaft suture. (D) The second Pulvertaft suture. (E) The 
third Pulvertaft suture. (F) The fourth Pulvertaft suture. (G) Test of sufficient tension 
for resistance. (H) Completed EPL reconstruction using the Pulvertaft suture.

음부터 대조군을 통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술식을 시행하여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비교적 적은 크기를 대상

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직교 통과 기법을 이용한 수

정된 Pulvertaft 봉합법에 대해 생역학적인 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

으로, 이는 이번 초기 연구 이후 사체를 통한 생역학적 연구를 통해 

1년 추시 때의 파악력(grip power)과 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

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는 직교 통과를 할 정도

로 공여부 힘줄이 충분히 긴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공여부 힘줄 길이가 긴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여 수직으로 

최소 4번 이상 통과를 할 수가 있으나, 힘줄의 퇴행으로 두께가 얇

아지거나 유착 등으로 인해 공여부 힘줄의 상태가 우수하지 못할 경

우에는 본 술식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술식은 힘줄 간에 크기가 다른 경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

며 힘줄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공여부와 수여부에 관계없이 얇은 

힘줄이 굵은 힘줄을 통과하면서 직교 봉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하였다. 직교 통과 기법을 이용한 Pulvertaft 봉합법은 같은 단면

에서 만의 교차를 통하여 봉합을 하는 기존의 Pulvertaft 봉합법에 

비해 크기와 두께를 고르게 분산하여 한 방향에서의 마찰과 유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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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Proximal end of the ruptured extensor pollicis longus (EPL). (B) Wide gap between both ruptured ends of the EPL, making 
direct repair impossible. (C) Harvesting a slip of the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by longitudinal cleavage for the donor tendon. (D) 
Approximation of the proximal and distal ends of the ruptured EPL and donor tendon. (E) Suture between the proximal end of EPL and 
the graft tendon using the Pulvertaft method. (F) Suture between the distal end of the EPL and the graft tendon using the Pulvertaft 
method. (G) The third suture between the ruptured EPL and the graft tendon using the orthogonal Pulvertaft method. (H) Completed EPL 
reconstruction using a Pulvertaft suture (the fourth suture).

Table 2. Comparisons of QuickDASH scores according to the cause 
of tendon injury

Cause of tendon injury No. of cases QuickDASH

Flexor injury 4 9.0±3.56

Extensor injury 18 12.22±2.5

Traumatic 17 11.12±5.75

Nontraumatic 5 13.4±5.37

Distal radius fracture 10 10.6±3.72

Non-distal radius fracture 12 12.5±6.86

Tendon transfer 9 11.33±4.39

Tendon graft 13 11.85±5.9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mean±standard deviation.
QuickDASH,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original DASH (Disabilities of 
Arm, Shoulder and Hand) outcom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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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용부 힘줄에 대해 모든 사분면에서 이식 힘

줄이 통과하여 힘줄이 통과하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의 장력에 대해

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직교 통과 기법을 이용한 Pulvertaft 봉합법은 기존의 Pulvertaft 
봉합법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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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 통과 기법을 이용한 수정된 Pulvertaft 봉합법

김민범1, 정성윤2, 성동훈2

1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목적: 힘줄의 결손이 커서 일차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힘줄 이전술이나 힘줄 이식술을 통해 결손된 힘줄 재건을 도모하게 된다. 이 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Pulvertaft 봉합법은 부피와 마찰을 증가시켜 유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봉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힘줄의 결손으로 인해 Pulvertaft 봉합법을 이용하여 힘줄 재건을 시행한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후 3개월째에 QuickDASH를 측정하였으며 최종 추시 관찰까지 건의 재파열, 감염, 건 관련 합병증(사두마차 효과, 봉합 부위의 

증가된 부피로 인한 운동 제한), 구축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QuickDASH는 힘줄의 결손 원인 및 수술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수술 후 3개월에 측정한 QuickDASH는 평균 10.42±7.83이었으며 힘줄 이전술 환자와 힘줄 이식술 환자들의 QuickDASH 간에 

통계적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P=0.988). 재파열이 1예 있었으며, 감염, 건 관련 합병증, 구축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직교 통과 기법을 이용한 Pulvertaft 봉합법은 힘줄 재건술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색인단어: 봉합술, 건손상, 수부,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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