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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의인성 표재비골신경 손상에 대한 골 내 신경이전술 치료: 2예 보고
양성석, 김진수*
구로예스병원 정형외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Intra-Osseous Nerve Transposition in Iatrogenic Injury of
the Superficial Peroneal Nerve: Two Case Reports
Seongseok Yang, Jin Su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es Hospital Guro, *Seojong Sports Medicine & Performance Center, Seoul, Korea

Superficial peroneal nerve (SPN) injuries happen occasionally during surgical treatment of fibular fracture, lateral ankle ligament repair,
etc. These injuries are caused because of the variable location of the SPN. It is the injuries are usually treated by steroid injections or anticonvulsants. However, neural symptoms may not respond to treatment and may persist and progress to a painful neuroma. Intractable
pain may need surgical treatment. We examined two cases of iatrogenic postoperative SPN injury, and we treated them with transection
of the SPN and the intraosseous transposition of the proximal nerve stump using the thrombin-fibrinogen complex with satisfactory
outcomes. We report these two cases with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Key Words: Superficial peroneal nerve, Injury, Neuroma, Transection, Transposition

발목 수술에 있어서 신경학적 합병증은 흔하진 않지만 표재비골
1)

신경과 그 가지의 손상은 수술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된 신경말단(nerve ending)에서 신경종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보고
되었다.4)

재비골신경은 해부학적 변위가 다양하며 원위비골을 뒤에서 앞으

저자들은 발목 수술 이후 발생한 표재비골신경의 의인성(iatro-

로 가로지르는 Blair and Botte type B형이 10%∼15%에서 나타난

genic) 손상으로 수술 시 절단된 신경말단에서 신경종 발생의 합병

2)

다. 이런 경우 비골과 평행하게 절개하여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신

증을 줄이고자 비골에 구멍을 뚫어서 신경말단을 묻는 골 내 신경이

경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수술 시 표재비골신경에 대한 확인과 보호

전술(intraosseous nerve transposition) 치료를 시행하였다. 신경

는 신경 손상 발생을 줄일 수 있지만 변이가 다양하여 항상 가능한

고정 방법으로 트롬빈-피브리노겐 복합체를 이용한 방법을 보고한

3)

것은 아니다. 이러한 표재비골신경 손상 시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

선행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기에 그 치료 결과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

행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다. 수술적 치료방법

고하고자 한다. 본 증례 보고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은 주로 손상된 표재비골신경의 근위부에서 절단을 시행하는데 절단

통과하였다(IRB P01-202108-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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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1

The gis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KFAS 2017 spring meeting.

Broström)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부터 발등에 감각 이상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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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남자 축구선수가 좌측의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외측 비
골면 앞을 따라 곡선 절개를 이용한 변형 브로스트롬(modified
는데, 족관절 외측부를 자극하면 저림이 발등으로 방사되었다(Ti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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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Fig. 1A).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생

자극 물리치료에도 호전이 없었으며,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신경차단

각되며, 그 원인으로는 진단적 관절경을 위한 전외측 삽입구 생성 과

술은 일시적으로만 증상을 완화시켰다. 축구를 할 때 특히 인스텝 킥

정 중 의인성으로 발생하였거나, 수술 중 과도한 연부 조직 견인으로

을 찰 수가 없었고, 발목이 갑자기 족저굴곡되거나 내번이 되는 경우

인한 손상, 혹은 브로스트롬 수술 중 전외측 발목관절낭을 봉합하면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점수 8점의 통증을 호

서 표재비골신경이 당겨지거나 같이 봉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소하였다. 이 환자의 주 호소는 운동선수로서 통증 없이 킥(kick)을

하였다. 보존적 치료로 진통소염제, 프레가발린 등의 경구약, 경피적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전기신경자극 물리치료(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

수술은 앙와위에서 척추 마취하에 지혈대를 적용하였다. 비골 주

lation) 등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5개월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신경

변의 기존 절개를 이용해 근위부로 연장하여 연부 조직을 박리하여

전도 검사상 표재비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어 탐험술(exploration)

근위부로 주행하는 표재비골신경을 확인하였다. 봉합하였던 표재비

을 시행하였다. 저림이 발등으로 방사되는 발생 부위에서 표재비골

골신경 부위는 과증식을 하여 신경종과 같은 전구형태(bulb)를 보였

신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 두꺼워진 신경을 절제하였고,

다(Fig. 1B). 표재비골신경이 발목을 족저굴곡할 때 신연으로 인해

양 신경말단을 다시 단단봉합(end-to-end neurorrhaphy)을 시행

자극을 받고, 과증식된 부위에 공이 부딪히게 되면 통증이 더욱 심해

하였다. 그러나 신경절제 및 재봉합 수술 후 1년 추시에서도 환자는

지므로 근위부에서 절단을 시행하여 신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술을

여전히 족관절의 외측부를 자극하면 방사되는 저림 증상과 작열감을

계획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 신경종으로 보이는 전구의 상방에

호소하였고, 진통소염제, 프레가발린 등의 경구약, 경피적 전기신경

서 정상크기로 보이는 표재비골신경의 절단을 시행하였고(Fig.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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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The patient complained tingling
sensation and burning pain at ankle and foot
dorsum after ankle ligament repair. (B) Intraoperative finding shows suspected bulging
of superficial peroneal nerve medial branch
(black arrow). (C) The superficial peroneal
nerve was transected at the proximal normal
part above neuroma. (D) Intraoperative photograph shows intraosseous transposition
of superficial peroneal nerve into the hole
of fibula (black arrow). We fixed the nerve
ending on fibular hole using the thrombinfibrinogen complex (Grenplas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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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B) Preoperative radiography
shows the spiral high fibular fracture with
widening of syndesmosis and medial malleolar fracture. (C, D) Postoperative radiography shows trans-syndesmotic fixation for
syndesmotic injury and 2 cannulated screw
fixation for medial malleolar fracture and
locking plate fixation for high fibular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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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부위가 긴장되지 않는 비골의 외측연에 3.5 mm 드릴을 이용하

Figure 3. (A) Intraoperative finding shows partial injury of superficial peroneal nerve (black
arrow). We marked at the proximal part of
the injured superficial peroneal nerve without tension (white arrow). (B) Intraoperative
photograph shows intraosseous transposition
of superficial peroneal nerve into the empty
screw hole of fibula (black arrow). We fixed
the nerve ending on fibular hole using the
thrombin-fibrinogen complex (Grenplast Q).

고

찰

여 뼈에 구멍을 내어 신경말단을 묻고(buried), 트롬빈-피브리노겐
복합체(Greenplast Q; Green Cross, Cheongwon, Korea)를 이용
하여 고정을 시행하였다(Fig. 1D).

표재비골신경은 총비골신경의 분지로 아래 다리와 발목의 전·외
측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골 경부를 돌아 나와서 비골

수술 후 발등의 감각은 부분적으로 저하 소견을 보였으나 킥, 패

근육과 장족지 신전건 사이로 주행을 하며, 장비골건과 단비골건의

스(pass), 볼 컨트롤(ball control) 등 축구 동작을 통증 없이 할 수

운동신경을 분지하고, 아래 다리 1/3 부위에서 깊은 종아리 근막을

있었다. 환자는 수술 후 4개월 차에 운동으로 복귀하여 경기를 치렀

뚫고 나와 내측 및 중간 등쪽 피부신경으로 나뉘어 발목, 발등의 전·

고, 매우 만족스러운 증상 완화를 보였다.

외측의 감각신경을 담당한다.
표재비골신경은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를 가지며 족관절 상방 10∼

2. Case 2
32세 여자 환자가 Weber C형 손상으로 발생한 발목 삼과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수술을 시행 받았다(Fig. 2). 수술

15 cm에서 외측 근육 간 격막의 후방에서 보이는 경우가 73%로 가
장 흔한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약 30%에서 전방 구획 혹은
전·후방 구획에 위치한다.5,6)

이후 골절 부위 이하로 Tinel sign 양성 소견과 발등의 저린감 및 감

발목 수술 중 신경 및 혈관 손상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각 저하를 호소하였고, 보행 시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수술 6개월에

않으나, 비골 외측 접근법을 시행한 경우 표재비골신경 손상의 위험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표재비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어

성이 있다. Kim 등2)은 비골 수술 중 Blair and Botte type B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진통소염제, 프레가발린 등의 경구약, 경피적 전기신

12%에서 손상 위험을 보고하였다. 또한 Redfern 등1)은 발목 골절과

경자극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국소 주입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동반된 표재비골신경 손상을 15%로 보고하였고 이러한 신경 손상은

후 1년까지 증상의 호전이 없어 금속물 제거 시 표재비골신경 치료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발목 수술 중

를 고려하였다.

표재비골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점(landmark)을 이용

수술은 앙와위에서 척추 마취하에 지혈대를 적용하였다. 비골 주
변의 기존 절개를 이용하여 연부 조직를 박리하고 표재비골신경을

한 접근법이 있으나 피부신경의 변이 등이 있어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7)

확인한 이후 금속판을 제거하였다. 표재비골신경은 연속성은 유지되

표재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신경 지배 영역에 이상

고 있었으며, 원위부 홀 근처에서 신경외막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감각과 통증, 저린 감각을 호소할 수 있고 손상 부위에서 Tinel sign

결손이 관찰되었다(Fig. 3A). 손상 부위 근위부에서 절단을 시행한

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은 대부분 병력과 신체 검사에 의하며 초음

후 신경말단이 긴장되지 않는 길이의 금속 나사못을 제거한 홀 내에

파 및 신경전도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8)

묻고 트롬빈-피브리노겐 복합체(Greenplast Q; Green Cross)를 이
용하여 고정을 시행하였다(Fig. 3B).

표재비골신경 손상의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는 압력 감소를 위한
보조기나 신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물리치료, 국소 도포 진통제,

수술 후 2주간 단하지 부목 고정하였으며 수술 직후 발등의 감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의 통증 부위 약

은 없었으나 저린감 역시 없었으며, 보행 시 통증도 관찰되지 않았

물주사를 통한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9)

다. 수술 전 VAS 8에서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VAS 2로 만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

족스러운 증상 완화를 보였다.

료를 고려할 수 있다.
표재비골신경 손상의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종 절제, 신경
근위부 절단술 및 결찰, 신경감압 후 전위술, 신경이식술, 신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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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신경말단을 근육 또는 골 내 이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

의 초미세구조를 만들어 영양소와 사이토카인의 확산을 돕고 혈관신

다. 다만 여러 수술적 치료법을 시행하더라도 근위부 절단술 후 남아

생을 촉진하며 섬유아세포와 모세혈관의 내피세포 성장의 scaffold

있는 신경말단이 자극되지 않고 재발성 신경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과 감염원으로부터의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 장점으로 보고되고

신경말단 결찰, 신경 간 문합술, 조직유착제, 실리콘 캡, 신경외막 피

있다.15)

판 및 이식 등을 고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4,10,11)

또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로 신경을 골 내에 넣고 피브린 접착제

축삭(axon) 재생의 기계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위부 절
단부를 비골근의 근육 또는 뼈 속으로 이전시키는 수술 방법을 권유
12)

하며 움직임으로 인한 신경에 가해지는 긴장이 없어야 한다. 1943년
13)

를 주입하므로 이용하기가 쉽고 편리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
다.
본 증례에서는 의인성 표재비골신경 손상 환자에서 통증을 없애

Boldrey 는 처음으로 신경종을 절단한 후 신경말단을 골 내 이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손상 근위부에서 신경 절단술을 시행하고, 비골에

는 방법을 보고하였고 이후 1981년 Hemmy14)는 5명의 손목 신경

구멍을 뚫어 트롬빈-피브리노겐 복합체를 이용하여 신경말단을 묻

종 환자에 대해 골 내 신경이전술 방법으로 통증의 재발이 없음을 보

는 골 내 신경이전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문헌과

10)

고하였다. Mass 등 은 손의 신경종 20예를 골 내 신경이전술 방법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으로 90%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고, Goldstein
과 Sturim11)은 11명의 손의 신경종 환자에서 골 내 신경이전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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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91%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Dellon과
Aszmann4)은 11명의 표재 및 심부비골 신경종을 근육 내 신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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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방법으로 치료하였고 9명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Chiodo와 Miller12)는 총 27명을 대상으로 발의 표재비골신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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