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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외상 후 발생한 비골 단축증의 수술적 치료: 증례 보고
김지연*, 김갑래, 이채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정형외과학교실

Operative Treatment for Fibular Shortening after Trauma: A Case Report
Jiyoun Kim*, Gab-Lae Kim, Chae-Ho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ospel Hospital,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Pediatric ankle fractures can cause physeal injuries which can lead to the shortening of the fibula. This induces a lateral shift of the talus,
valgus tilt, and instability of the ankle joint, which can result in an arthritic change in this joint. Patients with a shortening of the fibula
may complain of constant pain and restricted movements in their daily lives and during sports activities. Ankle reconstruction with
fibula lengthening Z-osteotomy can provide excellent results if arthritis is absent or minimal, especially in young and active patients. 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treatment of fibula shortening following a growth
arrest due to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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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족관절 골절은 전체 소아 골절 중 2번째로 가장 흔한 골절

소시킨 것이 보고된 바 있다.4,5,7)

이며, 전체 15%에서 성장판 손상이 확인된다.1,2) 소아의 성장판은 뼈

그러나 현재까지 외상 후 발생한 비골 단축증에 대한 치료로 비골

와 인대 같은 주변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상 가능성이 높으며 성

연장술을 실시하여 보고한 국내 연구는 없다. 저자들은 외상 후 성

1-3)

장판 손상이 동반된 소아 골절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장판 조기 폐쇄로 인한 비골 단축증 환자에 대해 Z 모양 절골술(Z-

외상으로 인해 비골의 성장판 조기 폐쇄가 발생하여 비골이 단축되

osteotomy)을 이용한 비골 연장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관절 안

면 거골의 외측 변위, 족관절의 외반 변형 및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정성과 통증 호전 등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있고, 족관절에서의 전단 응력(shear stress)을 증가시켜 관절증과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례 보고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

4-7)

관절 내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골의 단축에 의한 족

과하였다.

관절 불안정성은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에서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
시 불편감을 유발하여 결국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비골 단축

증례 보고

에 대해 절골술을 이용한 비골 연장술을 실시하여 관절 불안정성과
하지 기계축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통증과 합병증을 유의미하게 감

15세 여자 환자가 지속되는 우측 족관절의 불안정성과 만성 통증
을 호소하며 외래를 통해 내원하였다. 상기 환자는 6년 전 우측 족
관절의 양과 골절로 내원한 이력이 있었으며 외과 골절에서 Salter–

Received August 23, 2021 Revised October 6, 2021
Accepted October 6, 2021
Corresponding Author: Gab-Lae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150
Seongan-ro, Gangdong-gu, Seoul 05355, Korea
Tel: 82-2-2224-2230, Fax: 82-2-489-4391, E-mail: kiga9@hanmail.net
ORCID: https://orcid.org/0000-0002-0282-1721

tion)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복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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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 전거비

Harris 2형의 성장판 손상이 확인되었으나 전위와 각변형(angula골절이 발생한 지 1년 후 우측 족관절의 통증과 보행 시 불편감을 호
소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외측 불안정성이 관찰되었다. 이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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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ne year after the initial injury, anteroposterior (A), lateral (B), and mortise (C)
radiographs of the right ankle joint. Axial T2(D) and coronal T1-weighted (E) magnetic
resonance images showing injury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nd calcaneofibular
lig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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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teroposterior (A), lateral (B), and
mortise (C) radiographs of right ankle joint.
A Salter–Harris type-II bimalleolar fracture,
the ankle was treated with closed reduction
and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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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ive years after the initial injury, mortise view radiographs of right (A) and left (B) ankle joints. (A) There is 12-mm shortening of the lateral malleolus (arrow) and lateral shift of the talus with a widening of the medial clear space, disruption of the Shenton’s line of the ankle and lateral part of the articular
surface of the talus to the distal fibula. Coronal T1- (C) and T2-weighted (D) magnetic resonance images showing premature growth arrest of distal physis and
subsequent shortening of the lateral malleolus.

인대(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종비인대(calcaneofibular

감으로 다시 내원하였으며 빈번한 염좌를 호소하였다. 우측 족관절

ligament)의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 나사(anchor suture)를 이용

의 전반적인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국소적인 동통은 확인되지 않았으

한 변형 Brostrom 술식을 시행하였다(Fig. 2). 최초 수술 후 5년째

나 족관절 내측 및 외측의 만성 불안정성이 동시에 관찰되었으며 육

에 수개월 전부터 재발하는 우측 족관절의 만성 통증과 보행 시 불편

안상 변형 소견이나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은 없었으나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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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방 원위 경비인대 결합 및 비골지대(peroneal retinaculum)를 유지

functional score 평가 기준(0∼100) 점수는 65점이었다. 단순 방

하면서 천천히 절골된 비골을 원위부로 거골의 외측 관절면까지 내

사선 검사 상에서 우측 족관절의 Shenton’s line의 연속성 소실과

렸다. 10 mm의 길이 연장 후 Kirschner wire를 이용한 임시 고정

12 mm의 비골 단축이 확인되었다(Fig. 3A, B). 외상 후 조기 성장판

을 시행하였고 탈회된 골기질(demineralized bone matrix)을 절

폐쇄(primary physeal closure)로 인한 비골 단축이 의심되어 MRI

골 부위 사이에 삽입하였다. 해부학적 정복을 확인하기 위해 C-arm

촬영을 시행했으며 MRI상 비골의 원위 성장판의 조기 폐쇄가 확인

을 이용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경골천정에 대하여 거골을

되었고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의 파열이 관찰되었으나 관절 내 연골

해부학적 위치로 재배치(reposition)하여 족관절의 Shenton’s line

손상 및 원위 경비인대 결합(syndesmosis)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 circle sign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속판을 이용하여

(Fig. 3C, D).

고정하였으며 비골 연장술 과정에서 전하 경비인대(anteroinferior

조기 성장판의 폐쇄로 인해 비골의 단축이 발생하였고 환자가 반

tibiofibular ligament)를 절제하여 불안정해진 전하 경비인대를 봉

복되는 통증과 족관절의 불안정성 및 보행 시 불편감을 호소하여 이

합하였고, 경비 골간 안정성을 위해 두 개의 원위 경비인대 결합 나

에 대한 치료법으로 절골술을 이용한 비골 연장술을 계획하였다. 수

사를 고정하였다. 비골 하단부의 재배치와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술은 외측 족관절 인대와 비골 하부를 모두 노출시키기 위해 외과의

의 만성 파열로 인한 족관절의 외측 불안정성이 관찰되어 이전 수

외측과 전외측을 포함한 종절개를 통해 시행하였다. 비골 원위부 첨

술 후 남은 봉합사는 제거하고 이에 대하여 봉합 나사를 이용한 변형

단으로부터 10 cm 상방에 위치한 부위에서 Z 모양 절골술을 시행

Brostrom 술식을 시행하였고, Kirschner wire를 이용하여 경-거골

하여 원위 경비인대 결합의 손상을 최소화하였다. 비골 원위부의 후

관절을 임시 고정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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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ss intraoperative image (A)
and intraoperative C-arm image (B) of fibula
lengthening Z-osteotomy. Immediate postoperative anteroposterior (C), lateral (D),
and mortise (E) radiographs of right ankle
joint. (A) The Mosquito is pointing a damaged
calcaneofibular ligament and a Z-shaped
osteotomy was performed at 10 cm above
the distal tip of the fibula. (B) The fibula was
slowly lowered distally to the lateral articular
surface of the talus. (C~E) After Z-osteotomy,
the plated was fixated with screws followed
by temporary fixation of the ankle joint with
Kirschner wire.

Figure 5. Anatomic restoration of fibular
length and the tibiofibular relationship.
Follow-up at 3 months, anteroposterior (A),
lateral (B), and mortise (C) radiographs show
graft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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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직후 단하지 석고붕대 고정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1주일 후

여러 개의 나사 고정이 필요하며 또한 원위부에 경비인대 결합 나사

Kirschner wire를 제거하였다. 수술 1개월 후 단순 방사선 촬영에

를 고정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비교적 근위부에서 시행하였다.

서 가골 형성(callus formation)이 확인되고 체중부하 보행 시 증

족관절의 불안정성과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비골 단축 환자에서

상을 호소하지 않아 석고붕대 제거 후 단하지 발목 보조기(walker

절골술을 이용한 비골 연장술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며

boots) 보행을 4주간 시행하였다. 수술 후 2개월째 스포츠 활동 시

특히 Z 모양 절골술을 이용한 방법은 횡 절골술에 비해 고정력을 증

일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을 호소하지

가시키고 골유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Z 모양 절

않았으며 AOFAS ankle-hindfoot score는 94점으로 상승되었다.

골술을 이용한 비골 연장술은 외고정기를 이용한 연장술이 갖는 합

수술 3개월 후 단순 방사선 촬영상 골형성이 확인되었으며 정상적인

병증을 피해갈 수 있으며,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시행이 가능하고 비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였다(Fig. 5).

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기 성장판 폐쇄로 인한 비골 단
축 환자에서 시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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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외상성 관절염, 하지 부동, 관절 구축, 비골 단축 등 심각한 합
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1-3,5) 비골의 단축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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