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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골 골절의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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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ite high prevalence of acute and chronic complications of calcaneal fractures has been reported. Acute complications
include blisters, wound necrosis or infection. Late complications include subtalar arthritis, calcaneal malunion, lateral
subfibular impingement, tendon problems, sural nerve complications. There are many surgical or nonsurgical treatment
modalities to manage those complications. However strategic initial surgical approach with gentle soft tissue handling
accompanied by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numerous complications might be the best tool to achieve pain free and
functional heel after treating calcaneal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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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종골의 골절의 치료 목적은 종골의 형태적 복원과 종

골 관절면의 해부학적 정복을 통해 유합을 얻어 통증이

없이 잘 디딜 수 있는 기능적인 발의 골격 구조를 회복

시키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종골 골절을 수술적으

로 치료하기도 하며 보존적으로 치료하기도 하는데 비

교적 최근까지도 이 두 치료 방법 사이에 논쟁이 있어

왔다.1-5) 또한 수술 방법의 측면에서도 최근 가장 큰 발

전과 변화가 있는 골절 역이 종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6,7) 이처럼 치료 방법이

단순화되어 정립되지 못하고 논쟁과 관심의 상이 되

어 온 이유는 종골 골절이 비교적 흔한 골절임에도 불

구하고 치료 후에 합병증이 흔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때로는 치명적이기8)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매우 제한

적 경우이긴 하지만 심지어 수술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이 추천되기도 한다. 최근 약 20년간 종골 골절의 합병

증에 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합병증들을 막

거나 치료하기 위해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 왔지만 여

전히 종골 골절의 합병증은 흔하며 중요한 정형외과적

관심의 상이다. 이러한 종골 골절의 합병증들을 창상

합병증이나 건 및 신경 등의 연부조직 합병증과 불유

합, 부정유합이나 외상 후 관절염 같은 골성 구조물의

합병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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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골 골절의 합병증

1. 종골 골절의 연부 조직 합병증

1) 연부조직 괴사와 심부 감염

종골 골절의 치료에 있어 종골 골절의 형태학적 특징

에 한 이해가 보다 정확해지고 해부학적 정복의 상

이 명료해진 것은 컴퓨터단층촬 이 일반화되고 삼차

원 재구성 상이 흔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

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종골의 치료에 있어 보존적 치

료보다는 가급적 해부학적 정복을 위한 수술적 치료,

특히 견고한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이 보편적인

치료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

은 오히려 광범위 접근법을 이용한 적극적인 관혈적 정

복을 상용화시켜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수술 창상의 문

제들을 더 흔하고 중요한 합병증으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연부조직의 합병증 중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

인 것은 연부조직의 괴사 및 이에 속발되는 감염이다.9)

종골 골절의 급성기에는 종골 주위의 조직의 부종이

심화되고 수상 후 약 48시간까지는 부종과 더불어 수

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광범위 접근법을 이

용한 관혈적 정복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광

범위한 부종이 동반된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약 72시

간 이상 지연시키거나 피부주름 검사(wrinkle test)를

시행하여 수술 시기를 정하기도 한다. 수포가 일단 생기

면 수포액을 흡입하거나 수포의 지붕을 제거(unroofing)

하기도 하며 silvadene (silver sulfadiazine) 등의 국소

도포제를 이용하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기도 하

지만 임상적 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10) 다만 저자의 경

우 광범위한 수포가 발생하면 피부 소독 후 봉합사를

수포에 관통시켜 거치하고 이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다

량의 무균 거즈를 이용한 압박 드레싱을 시행하고 거상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수포가 확산되

어 광범위한 피부 표피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비교적 조기에 수포를 압착시킬 수 있다.

관혈적 정복에 흔히 이용되는 광범위 외측 도달법을

사용하는 경우 약 2%에서 첨부 괴사(apical necrosis)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술한 피부 주름(wrinkle sign)이 관찰될 때까지 수술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 연부 조직의 조작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종골 외측 피판을 골막에서부터 피부에 이르

기까지 전층을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것, 피판의 가장

자리의 괴사를 박기 위해 조심스럽게 봉합하는 방법,

첨부의 괴사를 막기 위해 피판을 더 둥근 모양으로 디

자인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11-14) 하지만

이런 예방법에도 불구하고 창상의 괴사를 막을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며 창상의 광범위 괴사는 곧 창상

감염 및 골수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

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최소 절개를 이용한 수술들,

즉 거골하 관절 외측에 작은 절개를 가하거나 족근동을

노출시키거나(sinus tarsi approach) 거골하 관절의

후면으로 접근하여 골절을 정복하는 등의 노력이 시도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15) 환자가 가지고 있는

창상 합병증의 위험 인자들에 한 주의 역시 필요하

다. 동맥폐색이나 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 ABI

(ankle-brachial index)가 0.8이하인 경우, 당뇨와 같

은 만성 질환자, 만성 알코올중독자 혹은 흡연자의 경

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당뇨나 혈관질환의 유병율이 높고 흡연인구

가 많은 현실 때문에 이 모두를 수술적 치료의 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

괴사에 의한 피부 결손이 발생하면 피판을 이용하여

결손부를 덮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결손에 따른 골 또

는 금속판의 노출은 곧 골수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창상 감염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피부 결손부의 크기에

의해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작고 깨끗한 결손이라면

음압 참상 치료를 이용하거나 변연 절제와 창상 드레싱

만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창상의 범위가

넓고 금속이 노출되어 있다면 조기에 하퇴부로부터 근

막 피판술을 시행하거나 원위 피판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종골 수술 후 감염은 곧 골수염을 의미한다. 감염이

의심되면 균 동정 검사를 통한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

하에 감염 또는 괴사조직을 충분히 절제하여 감염을 조

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이다. 변연 절제 수술 없

이 항생제만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무모하며 금속

이 노출된 채로 감염된 경우라면 금속은 제거하도록 해

야 한다. 개의 경우 외측 피부 결손에 속발한 감염이

라면 종골 외측 표면을 포함하여 감염 조직을 철저하게

제거한 후 피판술을 시행하게 된다(Fig. 1).

족부 정형외과 의사에게 발의 혈류를 검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며 특히나 종골 골절 환자에

게서는 족배 동맥이나 후경골 동맥을 촉지하여 혈류를

살피고 족지의 색을 살피며 ABI 검사를 시행하거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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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Lateral post operative radiograph of 69 year old man. (B) Infection developed after the necrosis of dorsal and
lateral skin. (C) Angio CT image reveals bilateral multifocal stenosis of arteries. (D) Angioplasty was done to improve blood flow
around heel. (E) Wound was closed after calcanectomy to control severe and chronic osteomyelitis of whole calcaneal bone.

A B C

D E

Figure 1. (A) Lateral heel radiograph of 40 year old man who got surgery about 3 weeks ago. (B) Infected tissue around
metal plate is exposed through large skin defect. (C) Surgical debridement was done after taking out all metal devices. (D)
Antibiotics impregnated bone cement bead was placed in the calcaneus. (E) Defect was covered by fresh red colored
granulation tissue after few weeks. (F) Defect was covered with sural flap.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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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되는 경우 혈관 조 술을 통해 실제 혈류 상태 및 동

반된 혈관 질환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당뇨가 없는 환자에게서도 말초혈관질환이 꽤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Fig. 2).

2) 구획 증후군과 족지 굴곡 변형

종골 골절 후에 약 10~50% 정도에서 종골 구획압이

구획 증후군에 이를 정도로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16)

그러나 종골 골절 후의 구획 증후군은 항상 근막 유리

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임상 증상으로는 통증과

심한 부종, 족지의 굴곡건와 신전건의 근력 약화 족저

의 감각이상, 피부의 광범위한 수포 발생 등을 들 수 있

다. 과거에는 구획압과 이완기 혈압 사이의 차이가

10~30 mmHg이하가 되면 감압을 위한 응급 수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17) 그러나 최근

에는 족부에 적절한 압력을 주거나 펌프의 사용으로 압

력을 낮출 수 있다고도 하므로 아직 종골 구획 증후군

의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지침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

다. 일단 구획 증후군이 발생하여 만성적으로 증상을

남기게 되면 족부의 감각 이상이나 갈퀴족지변형 증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족지의 굴곡 변형은 굴곡건

유리술을 시행하던지 강직성 변형이 된 후라면 근위지

관절의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도록 한다.18)

소족지 뿐 아니라 족무지굴곡건의 섬유화, 유착, 손

상, 감입 등에 의해 무지의 굴곡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재거돌기의 골절이 있는 경우 발생하기 쉬우며 컴퓨

터단층촬 을 통해 감입의 원인을 확인하면 골편을 제

거하고 건 유리술을 시행한다.

3) 비골건 병변과 족부 외측 통증의 잔존

종골 골절 후 후족부 외측에 만성적인 통증이 잔존하

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 원인으로는 금속내고정물에

의한 통증, 비복신경 신경종 또는 압박, 거골하 관절이

나 종입방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비골건의 건염이나

손상 등이 있다.16,17) 이 원인들을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구조물이나 관절에 국소마취제를 이용

해 차단을 시도하고 증상의 경감을 관찰하는 것이다.

비골건의 손상이나 건염 등이 있는 경우 건의 주행을

따라 압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항을 가한 상태에서 능

동적 외번을 시켜보아 통증이 유발되면 건의 병변일 가

능성이 크다. 종골 골절과 더불어 비골지 의 손상이

동반되어 비골건의 탈구 혹은 아탈구가 동반되는 경우

도 흔하며 이 부분은 술 후 족관절 고정 기간 동안 보

존적으로 치료되며 증상이 남는 경우 복원과 건의 위치

정복을 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Fig. 3).

비골건의 탈구 혹은 아탈구가 발생하면 건의 지 를 재

건 혹은 겹쳐 봉합하여 건의 안정성을 꾀하거나 비골구

의 성형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16)

종골 골절을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외측 벽의 정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측 돌출이 잔존하고 비골 하

공간에 건과 신경 등이 압착되어 외측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컴퓨터

단층촬 을 통해 비골 하 공간의 협소와 건의 충돌을

확인하며 종골의 외측 벽의 돌출부를 절제하여 감압을

시행하여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비골건의 손상 즉 건의 파열이 간혹 관찰되는데 건의

50% 이상이 파열되면 건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

적이며 50%이하의 손상은 변연절제 후 건 조관술

(tubulization)을 시행한다. 건의 파열은 때론 종파열로

나타나며 종골 외측벽의 돌출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건의 봉합과 더불어 종골 외측 감압술을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 비복 신경 병변

종골 골절 후 신경의 병변으로 인한 증상들이 잔존하

는 경우가 있다. 신경의 병변이라 함은 신경종 또는 신

경 압박 증후군의 발생을 의미하는데 가장 흔한 것은

비복 신경의 신경종 또는 신경염이다. 비복 신경은 종

Figure 3. Peroneal tendon dislocation combined with
calcaneal fracture is found on CT images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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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외측 면에 위치하여 종골의 골절편의 방출에 의해

손상되거나 광범위 외측 절개를 통해 수술할 때 견인기

에 의해 압박되거나 절개 중에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비복 신경의 분지 일부는 외측 절개 중에 손상이 필연

적이다. 그러나 광범위 외측 절재를 가하는 경우 부

분 비복 신경 본 가지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비복 신경의 손상으로 신경종이 발생하여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신경종

의 감압과 박리만으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

되기 쉽고 비복 신경이 담당하는 감각 역은 그 기능

이 저하되어도 큰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신경종을 제

거하고 신경은 근위에서 절단하여 비골근 내부에 매몰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비복 신경의 증상 역시 종골 외측벽의 돌출로 인한

압박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복신경에 뚜렷

한 병변이 보이지 않으면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종골

외측 감압술을 신경 유리술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러한 비복 신경의 자극 증상들은 수상 후 혹은 수술 후

수개월 이후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직의 부종이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수술적 치

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부착성 아킬레스건염

종골 결절의 골절은 거의 항상 후상방 전위를 만들며

아킬레스건 부착 부위를 돌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골편이 제 위치에 정복되어 고정되지 않으면 외상성

‘Haglund 변형’을 만들어 부착성 아킬레스건염을 유

발하게 된다. 개 진단은 신체 검사와 체중 부하 측면

방사선 사진 만으로 충분하며 골편의 전위 위치와 제거

할 돌출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단층 촬

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명 상의 촬 도 도움이 된다. 치료는 Haglund

변형의 일반적인 치료와 마찬가지로 건의 전방을 자극

하는 골편을 제거하는 것인데 종골 결절의 전위가 종골

체부의 붕괴로 인한 부정 유합과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

가 먼저 살핀 후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골 체부의

붕괴가 심한 경우 신연 거골하 관절 유합술이 요구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종골 경사각의 변화가 생기기 때

문에 후방 골편의 제거 여부와 범위는 거골하 관절의

유합술을 시행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종골 부정 유합과 관절 합병증

종골 골절은 족근골 골절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며

과거에는 해부학적 이해 부족과 적절한 내고정물의 부

재, 수술 후 연부조직 합병증의 위험 등으로 수술적 치

료를 꺼렸기 때문에 부정 유합이 매우 흔했고 종골 합

병증들 중 가장 관심의 상이 되어왔다.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의 빈도를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부

정유합의 정도가 미미하면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

에 최근에는 부정 유합 보다는 외상성 관절염과 관절

강직 등이 더 관심의 상이 되고 있다.19.20)

종골은 혈류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불유합의 발생

은 드물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 후 약 1% 내외라고 보

고된다.20) 개는 초기 고정이 부족하거나 골편의 정복

이 부족하여 골편 간극이 크거나 골편 사이에 연부조직

이 감입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한 치료 역시 일반

적 불유합의 치료 원칙에 준하며 개 끼어있는 연부조

직을 제거하고 재정복 후 견고한 고정으로 치료된다. 

1) 부정 유합의 평가

종골 부정 유합의 형태는 종골 골절의 해부학적 이해

를 바탕으로 한다. 종골 후방 관절면 외측과 후방 결절

을 포함하는 골편은 재거돌기에 비해 상방 및 외측으로

전위되고 후방 관절면으로부터 지면에 이르는 종골 체

부의 높이는 현저히 낮아지고 외측벽의 방출과 주 골편

의 외측 전위로 종골의 폭은 넓어지며 종골 결절의 후

하방은 종축에서 내번된다. 이러한 종골 형태의 변화는

종골 후방 관절에서의 지렛 기능을 손상시키고 거골

경사각은 줄여 거골 경골간 충돌을 유발하여 족관절의

족배굴곡 각도의 제한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종골 체

부의 폭이 외측으로 넓어져 비골하 충돌 증후군을 유발

하고 비골건이나 비복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만

들기도 한다. 즉, 종골의 부정 유합 형태를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종골의 높이 감소, 폭의 증가, 그리고 후족

부의 내반이다.20,21)

종골 부정 유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여러 가

지가 있다(Fig. 4). 체중 부하 측면 사진에서 종골의 높

이를 거골과 종골의 높이로 측정하는데 종골의 부정 유

합이 발생하면 종골의 높이를 측정할 명확한 상단부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골 상단의 높이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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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거골과 종골의 종축이 이루는 각은 부정 유합에

의해 줄어들어 평행에 가까워지거나 심한 경우 역전된

다. 마찬가지로 거골의 종축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인

거골 경사각 또한 줄어들거나 음의 값을 갖기도 한다.

이 경사각의 변화는 거골 종축과 제1 중족골이 이루는

각도로 변되기도 한다. 종골의 내반 혹은 폭의 증가

정도는 Harris 축성 사진에서 잘 드러나며 건측과 환측

을 함께 찍어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

터단층 촬 을 이용한 3차원 재건 상이 보편화되면

서 종골 부정 유합 형태에 한 3차원적 이해가 더 쉬

워지고 있다.

2) 부정 유합에 따른 임상 증상

환자들은 개 통증 뿐 아니라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

한다. 종골의 지렛 기능이 축소되어 보행 추진력 자

체가 감소하고 경골-거골간 충돌로 인해 족관절의 운

동 범위가 감소하여 족배굴곡에 제한이 생기며 내반 변

형으로 인해 체중이 발의 외측으로 집중되어 통증을 만

든다. 내반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족부 외측의 통

증만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면형이 심하면 족관절의 운

동범위가 줄어들고 중족부와 전족부 역시 지면에 수평

으로 디뎌지지 않기 때문에 외측열 전체의 통증을 호소

하게 된다. 종골의 폭이 넓어진 변형은 비골하 감입 증

후군에 따른 통증을 만들며 신발 착용에도 어려움이 생

Figure 4. (A) Anatomical parameters of calcaneal shape in normal foot. (A: talo-calcalneal height, B: talo-calcaneal ankle,
C: talar declination anklge, D: talo-first metatarsal angle) (B) Decreased calcaneal height induces relative dorsiflexion of
talus and results in anterior tibio-talar impingement and decreased calcaneal lever arm in typical calcaneal malunion case.

A B

Figure 5. Lateral subfibular impingement (A) is relieved by refixation and lateral wall ostectomy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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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며 종골 후방 관절 골편이 해부학적으로 정복되지 않

기 때문에 관절 통증과 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도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Fig. 5).20,21)

3) 종골 부정 유합 및 외상성 관절염의 치료

종골 부정유합의 치료는 종골의 형태 회복 및 인접

관절의 관절염에 한 치료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종골

폭의 증가에 해 외측벽 골절제술, 내반 변형에 한

절골 교정술 및 종골 높이 감소와 족관절 전방 충돌에

한 교정술 및 손상된 관절에 한 유합술로 구성된

다.22) 드물게 부정 유합에 의해 족근관 증후군이 발생하

기도 하는데 부종이 완화되어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

에 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23)

종골 부정 유합의 치료에 해 컴퓨터단층촬 의 소

견을 기준으로 하여 Stephen과 Sanders가 치료 지침

을 잘 정립하 는데, 제1형은 외측 돌출, 2형은 외측 돌

출과 더불어 거골하 관절의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 3형

은 10도 이상의 후족부 내반이 함께 있는 경우로 정의

된다.24) 각각의 요인에 해 외측벽 돌출에 해서는 외

측벽 절제를 통한 감압 및 비골건 유리술을, 거골하 관

절 관절염에 해서는 관절 유합술을, 내반 변형에

해서는 종골 절골술을 시행한다.

거골하 관절의 관절염에 해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는 데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다. 종골의 높이 감

소나 거골의 경사각 감소가 심하지 않고 족관절 전방

통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in situ 거골하 관절 유합

술을 시행한다. 하지만 종골의 붕괴가 심하여 높이가 8

mm이상 감소하고 거골 경사각이 줄고 전방 충돌 증후

군의 증상을 나타낸다면 거골하 관절의 신연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25,26) 거골하 관절에 삼면 피질

골을 삽입하여 거골-종골 높이를 회복하면 지렛 의

힘을 복원하고 경골거골 충돌에 의한 전방 통증을 해결

할 수 있으며 관절 유합으로 거골하 관절 통증을 해소

할 수 있다. 이 때 두 개의 삼면 피질골의 높이를 다르

게 하여 삽입하면 내반 변형에 한 교정도 동시에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Fig. 6).27) 거골하 관절의 신연

유합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접근법과 수술 술기가 어

렵고 이식골의 지연성 침강으로 정복 소실이 발생하는

Figure 6. (A) Typical malunion of calcaneus combined with decreased talar declination. (B) Subtalar joint is distracted using
laminar spreader. (C) Subtalar joint is fixed with distraction bone block. (D) Intraoperative finding just after placing boen
blocks. (E) Prepared two tricortical bone blocks: medial thicker one and lateral thinner one to correct varus deformity.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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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단점으로 아직 일반화되어 사용되진 않고 있지만

연부조직 박리에 주의하고 비복신경의 주행을 따라 확

인 후 삼면골을 하나 혹은 두 개 삽입하면 개 임상결

과는 만족스럽다.

종골의 높이의 회복을 위하여 종골 결절에 수직 전위

절골을 가하여 길이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며 내반 변형의 교정을 위해서는 외측 전위 절골 혹

은 쐐기 절골을 시행하기도 한다. 거골하 관절의 관절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외측 전위 절골과 함께 거골하

관절을 유합하여 동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

용하는데 이 신 전술한 바와 같이 관절면에 삽입하는

신연 이식 골편을 내측이 더 두껍게 하여 내반과 높이

감소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때로는 종골과 입방골

간의 관절면의 손상이 적절하게 정복되지 않아 지속적

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형 교정과

동시에 입접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에 한 치료를 동시

에 꾀하기 위해 드물지만 삼중관절 유합술을 필요로 하

기도 한다.

4) 외상성관절염과 거골하 관절의 강직

종골 골절 후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은 주로 거골하

관절을 침범하며 때로는 종입방 관절까지 이르기도 한

다. 종골의 부정 유합이 심한 경우 거주상 관절이나 족

관절에도 이차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외상성 관절

염은 관절의 골편이 장 정복되었다고 해서 방지되는 것

이 아니라 수상 당시 종골 관절면의 연골에 가해진 충

격과 손상으로 인해 유발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나 정

복의 질적 평가보다는 초기 외상의 심한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고정 나사

못이 관절면을 침범하여 이차적 관절염이 속발하는 경

우도 있으므로 체중 부하 전에, 관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절면을 침범한 금속 내고정물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선적 평가를 통해서는 종골 관절내 골절 후 약

37%에서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하지만8)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이 썩 좋은 편이 아니므로 치료는 방사선적 소견

보다는 임상 증상에 무게를 두고 결정해야 한다. 치료

는 증상을 유발하는 관절의 유합술을 시행한다. 평균

3.3~13%에서 거골하 관절의 유합술을 시행하게 된

다.8) 외상성 관절염과 관절의 강직을 방지 혹은 줄이기

위하여는 관절면을 잘 정복하여 견고히 고정하고 조기

에 비체중 부하 상태에서 거골하 관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간과되기 쉬운 종입방 관절의

정복과 고정은 후유증 여부에 큰 향을 미치며 유합술

을 시행하는 경우 거골하 관절만을 유합하는 것보다 생

역학적 손실이 크므로 종골 후방 관절면의 정확한 정복

못지 않게 중요하다.

결 론

종골의 골절은 비교적 흔한 골절이지만 치료 과정에

서 발생 가능한 연부조직과 관절 및 골성 구조의 합병

증들에 해 종합적으로 숙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 초기 연부조직을 세심하게 다루고 수술 방법 선택

에 유의하여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괴사나 감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부정 유합이

나 외상후 관절염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서도

환자에게도 미리 주지시켜 합병증의 예방과 발생한 합

병증의 적절한 치료에 환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종골 골절 후 연부조직

의 괴사나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에 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 전에 혈류

및 연부 조직의 상태, 항혈전제 복용 등 약물에 해서

도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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