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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매듭: 지연 고리가 있는 새로운 관절경적 이동 플립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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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Knot: A New Arthroscopic Sliding Flip Knot With A Lag B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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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scribe a secure and easy-to-tie knot with a lag bight, the SP knot. An optimal sliding knot is required to be a
low-profile, easy to throw, slide well, and provide a good initial security. The SP knot easily slides and sets while
avoiding premature locking during sliding. While maintaining tension on the post limb with a knot pusher, pulling the
loop limb makes it to flip and distort post limb, resulting in creation of a snug knot on the exact location with desired
tension. The SP knot has one knot configuration before pulling the loop limb, but it converts to two knots after
pulling the loop limb, one half-hitch and one "clove hitch", which could provide enough loop security before any
additional half-hitches. The configuration of the completed SP knot is formed lying along the loop of the knot, rather
than stacking up, which enables a very low profile. The SP knot has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optimal arthroscop-
ic slip knot and may be a useful tool for successful arthroscopic surgery. 

Key Words: SP knot-Arthroscopic knot-Sliding knot-Flip knot

※통신저자: 조 현 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 2 5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Tel: 02) 840-2453, Fax: 02) 831-0714,   E-Mail: c h r i s j o @ b r m . c o . k r

관절경적 수술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형외과 분야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절경을 이

용한 수술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술기 중의

하나는 매듭 묶음(knot tying) 이다. 매듭 묶음

은 대개 간단한 도구인 매듭 밀대(knot pusher)

를 이용하여 손으로 행하여지므로, 술자에게 잘

맞으며, 묶기 쉬우면서도 고정력이 우수한 매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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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익히는 것은, 관절경적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상적

인 관절경적 이동 매듭의 특징으로는 묶기가 용이

하며, 잘 미끌어지고, 쉽게 매듭이 형성되고, 완

성된 매듭은 높이가 낮아야 하며( l o w - p r o f i l e ) ,

우수한 초기 고정력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1 ), 저

자들은 이러한 관절경적 이동 매듭의 특징을 가지

고 있는 SP 매듭을 개발하여, 관절경 수술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개발한 지연 고리 ( l a g

b i g h t )를 가진 새로운 관절경적 이동 매듭인 S P

매듭의 묶음 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방 법

먼저 봉합사를 조직에 통과시킨 후, 봉합사의

양끝을 분리시킨다. 봉합사의 양쪽 끝을 잡고 봉

합사를 이동시켜보아, 잘 미끄러지는지 확인한다.

축 가닥은 짧게 하고, 고리 가닥은 길게 만든 후,

매듭 밀대(knot pusher)를 봉합사의 축 가닥에

꿰고, 도관을 통해 suture anchor까지 밀어 넣

어 그 사이에 봉합사 가닥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

인한다. 매듭을 묶는 첫 번째 순서로 고리 가닥을

축 가닥 위로 지나가게 한 후, 축 가닥과 고리 가

닥 모두를 아래로 감는다(Fig. 1A). 아래로 나온

고리 가닥 끝을 고리 가닥과 축 가닥 사이를 통과

시킨 후, 다시 축 가닥을 원위 방향으로 감는다

(Fig. 1B). 고리 가닥 끝을 근위로 가지고 온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음(throw) 사이에서 축

가닥과 고리 가닥 사이로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키

고, 다시 고리 가닥이 만든 고리(bight) 를 안에

서 바깥으로 통과시킨다(Fig 1C). 이 때 마지막

고리는 잡아당기지 말고, 지연 고리가 만들어지게

느슨하게 두어 후에 매듭이 이동한 후 고리가 완

—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 8 권 제 2 호 —

Fig. 1. Tying method of the SP knot. (A) Lay the loop limb over the post limb and make a throw under both the post
and loop limb. (B) Pass the end of the loop limb between the post and loop limb and make an underhand throw
under the post limb. (C) Bring the end of the loop limb back and make an overhand throw over the post limb.
Do not pull the post limb and leave the lag bight. (D) Make the knot neat by gently pulling the lag bight. (E)
Slide the knot down by pulling the post limb and by pushing the knot with a knot pusher. (F) Keep tension on
the post limb and the knot pusher until a tight loop is established. Then, pull the loop limb to lock the knot. (G)
Point past the knot with the knot pusher while keeping tension on the post limb and pull the loop limb to lock
the knot more securely. (H) The completed SP knot has alow profile and the post limb is distorted (fl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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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게 한다. 매듭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손으로는 축 가닥을 잡아당겨 장력을 유지하

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연 고리의 원위 쪽 절반

을 적당한 힘을 잡아당겨 매듭을 이동하기 쉽게

단정히 만든다(Fig 1D).

축 가닥을 잡아당기거나, 매듭 밀대( k n o t

p u s h e r )를 이용하여 매듭을 밀어 매듭을 도관을

통하여 원하는 부위까지 이동시킨다. 축 가닥에

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듭 밀대(knot push-

e r )로 매듭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힘

을 가한다(Fig 1E).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리

가닥을 잡아당기면 지연 고리가 없어지면서 매듭

이 잠기게 된다(Fig 1F). 잠긴 매듭을 flip 시키

기 위하여, 고리 가닥을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면서

매듭 밀대 (knot pusher)를 매듭에서 떼고, 매

듭을 지나쳐 향하게 하여 매듭을 완성한다( F i g

1G). 완성된 SP knot은 높이가 낮으며, 축 가닥

이 휘어져 있는 플립 매듭의 모습을 보인다( F i g

1H). 매듭 안정성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반 매듭

을 SP knot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

고 찰

관절경적 이동 매듭에 관한 우려 사항으로는,

매듭 묶기의 용이성, 이동 도중의 매듭 잠김, 매

듭의 크기(bulk), 고리 및 매듭 안정성( l o o p

and knot security) 등을 들 수 있다1 , 2 ).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관절

경적 이동 매듭이 보고되었다1 - 7 ). Hangman 매

듭이나 Duncan 매듭과 같이 여러 개의 둘러 감

기(wrapping turn)가 있는 전통적인 이동 매듭

은 대개 도관 밖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후 이동된

다. 이러한 종류의 매듭은 여러 개의 둘러 감기

가닥에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듭의 안정

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도관 밖에서의 조작이 반

드시 필요하다. 반면, SP 매듭이나 SMC 매듭과

같이 지연 고리가 있는 매듭은 이러한 도관 밖의

둘러 감기 가닥에 대한 세밀한 조작이 필요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익숙해지면 매듭을 묶

기도 용이하다.

지연 고리가 있는 SP 매듭의 다른 장점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위치에 완전하게 안착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원하는 장력으로 매듭이 완성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Fig 2A and B). 즉, SP 매듭

의 지연 고리를 통하여 매듭의 완성을 매듭의 안

착 후로 미룰 수 있어, 매듭의 이동을 보다 용이

하게 하여 주고, 이동시 원하지 않는 매듭 묶임을

방지하며, 매듭 형태 전반에 일정한 장력을 전하

여 주어 매듭 형성의 재현성(reproducibility) 을

높일 수 있다.

매듭의 크기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Duncan

매듭과 같은 전통적 이동 매듭은 매듭 자체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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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arthroscopic view of the SP knot with a lag bight. (A) The SP knot is completed in situ by pulling the loop
limb. (B) An arthroscopic view of the completed SP knot. Note the low profile of the SP 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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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크고, 여기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 매

듭을 추가하면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된다. 매듭의

크기가 커지면, 관절 연골에 충돌하여 관절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물질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몇몇 종류의 관절경적 매듭이 보고 되었다3 , 5 ).

SP knot은 완성된 매듭의 형태가 매듭 고리로부

터 위로 쌓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매듭 고리와 함

께 형성되는 새로운 종류의 매듭으로, 높이와 크

기가 매우 작은 매듭 중의 하나로 사료된다( F i g

1H and 2B).

현재까지 많은 저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매듭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매듭들은 각기 저자

자신들에 의하여 매듭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주장

되고 있다1 , 7 ). 하지만, 특히 고리 안정성( l o o p

security) 측면까지 고려한 관절경적 이동 매듭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다8 ). SP

매듭은 축 가닥이 휘어져 '일방향 래칫 효과

(one-way ratchet)' 를 보일 수 있는 플립 매듭

의 일종으로 그 안정성은 여타의 플립 매듭과유사

하게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4 , 5 ). 또한, SP 매듭은

완성되기 전에는 지연 고리가 있는 1개의 매듭 형

태를 지니고 있으나, 매듭이 완성된 후에는 한 개

의 반 매듭과 한 개의‘clove hitch’매듭으로 이

루어진 두 개의 연속 매듭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2개의 연속 매듭 형태 또한 SP 매듭의 안

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들은 관절경을 이용한 Bankart 복원술,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반월상 연골 복원술 등의

여러 견관절 및 슬관절 수술에서 흡수성 또는 비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SP 매듭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100례 이상 수술에서 SP 매듭은

일관성 있게 묶기 용이하였으며, 매듭 밀대

(knot pusher)를 이용하여 재현성 높게 완성되

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저자들은 판단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SP 매듭이 관절경적 수술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매듭을

소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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