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738-3757 eISSN 2288-8551
J Korean Foot Ankle Soc 2022;26(1):9-15
https://doi.org/10.14193/jkfas.2022.26.1.9

Review Article

원위경비인대결합의 손상
안정태, 박문수, 정비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Syndesmotic Injury
Jungtae Ahn, Moon Su Park, Bi O Jeo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Syndesmotic injuries are found frequently in clinical practice, and they remain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variety of diagnostic techniques and management options. Bony avulsions or malleolar fractures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syndesmotic disruptions. Even
unstable isolated syndesmosis injuries are associated with a latent or frank tibiofibular diastasis and should not be ignored in the early
phase. A relevant instability of the syndesmosis with diastasis results from collateral ligaments tears and requires operative stabilization.
The treatment involves an anatomic reduction of the distal tibiofibular articulations followed by stable fixation. Syndesmotic transfixation screws or suture button implants are being proposed as a means of fixation. Recently, suture button fixation has shown more favorable outcomes, but the outcomes can still be controversial. Syndesmotic malreduction can lead to hardware failure, adhesions, heterotopic ossification, tibiofibular synostosis, chronic instability, and posttraumatic arthritis. In particular, the correct diagnosis and evidencebased treatment options for unstable syndesmotic injury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Ankle injury, Collateral ligament, Open fracture reduction, Fracture fixation

서

론

수 있다.3) 그러므로 족관절 염좌 환자를 진료할 때 원위경비인대결
합의 단독 손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체검사와 적절한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은 모든 족관절 염좌 중 약 1%∼18% 정도
1)

를 차지하며, 다른 인대 손상이나 족관절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2)

많다. 족관절 골절과 같이 발생하는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에 대한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에 대한 신체
검사 및 영상 검사를 살펴보고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가 있어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잘 알려져 있으며,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성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

본

론

다고 알려져 있다.2) 그러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경비인대결합
의 단독 손상은 진단하기 어려우며 만약 조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

1. 해부학

를 못하는 경우 만성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통

원위경비인대결합은 족관절 안정성에 있어 일차 안정화 구조물

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인한 관절염이 발생할

인 삼각인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대 구조 복합체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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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만으로는 족관절 불안정성에 큰 영향이 없
으나 삼각인대 손상과 동반될 때에는 관절 불안정성이 증가한다.5)
원위경비인대결합은 전하경비인대(an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후하경비인대(pos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횡경비인대(inferior transverse ligament), 골간경비인
대(interosseous tibiofibular ligament) 및 골간막(inteross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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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queeze test performed by compressing fibula to tibia above midpoint of calf. (B, C) External rotation test, the patient is seated with the hip and
knees flexed to 90 degrees. One hand of the examiner is used to immobilize the lower leg and the other hand is used to rotate the foot outward. (D) Cross leg
test position. In this test, when a force is applied to the medial side of the knee and pain occurs in the syndesmosis area, syndesmosis injury may be suspected.

membra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족관절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

과 압통은 뚜렷하다.2) 부종이 있는지 유심히 확인하여 내측 삼각인

다. 이 중 비골의 외측방 전위에 대하여 전하경비인대는 35%, 후하

대 부위에 부종이 있을 경우 인대 손상을 의심해야 하고 원위경비인

경비인대는 33%, 골간경비인대는 22%, 횡경비인대는 9%의 안정성

대결합 손상이 동반되었을 수 있기에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한다.

6)

을 제공한다. 원위경비인대결합을 구성하는 인대가 모두 파열되면

유발 검사로 압착 검사(squeeze test), 외회전 검사(external ro-

2 mm 이상의 이개(diastasis)가 나타나며 내측 심부 삼각인대까지

tation test) 및 교차 하퇴 검사(cross leg test) 등이 널리 시행되고

7)

손상된 경우에는 3.7 mm 정도의 이개가 나타난다. 비골과 거골 사

있다.2,12) 압착 검사는 하퇴부 중앙부를 압박하여 경골과 비골 사이

이의 관절은 거골의 이동을 방지하며 1 mm 거골의 이동은 경골과

의 간격이 좁아지도록 하는 검사이다. 압박하게 되면 원위경비인대

거골의 접촉 면적을 42% 감소시키고 체중부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검사 양성 소견으로 판단

8)

보고되었다. 또한 2 mm 이상의 거골의 이동은 90% 이상 퇴행성

한다.11) 외회전 검사는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슬관절을 90도

관절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9) 따라서 내측의 삼각인대의 동반 손상

로 구부린 채 발을 외회전시키는데, 이때 원위경비인대결합 부위에

10)

통증이 발생하면 양성으로 판단한다. 압착 검사의 변형인 교차 하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검사는 환자를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환측 하지를 반대편 무릎에 올
리고 환측 무릎 안쪽에 힘을 가한다. 이때 원위경비인대결합 부위에

2. 손상 기전
원위경비인대결합의 단독 손상은 족배 굴곡 상태에서 외회전력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회전력이 가해

통증이 발생하면 양성으로 판단한다(Fig. 1).13) 하지만 고관절이나
슬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검사가 제한될 수 있다.

지면 전하경비인대가 파열되고 이어서 골간인대가 파열되며 그 다음
골간막이 파열되는데, 후하경비인대까지 파열이 이어지는 경우는 흔

2) 영상의학적 검사

치 않다. 외회전력이 강한 경우 비골 근위부까지 이어져 나선형 골절

영상의학적 검사 중 방사선 검사는 가능하면 체중부하 상태로 족

인 Maisonneuve 골절이 발생한다. 외전이 있을 때에도 원위경비인

관절 전후방, 측면, 격자상 사진과 경비골 전장 전후방 및 측면 사

대결합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삼각인대의 파열 또는 내과의 골절

진 검사를 시행한다.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을 시사하는 세 가지 방

이 경비인대결합의 손상보다 먼저 발생한다. 따라서 원위경비인대결

사선상 지표로는 경비관절 간격(tibiofibular clear space)의 증가,

합 손상은 회내-외회전(pronation external rotation)이 있을 때와

경비골 겹침(tibiofibular overlap)의 감소, 내측 관절 간격(medial

회내-외전(pronation abduction) 시 주로 발생하며, 회외-외회전

clear space)의 증가를 들 수 있다.14,15)

11)

(supination external rotation) 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경비관절 간격은 족관절 전후방 및 격자상 방사선에서 측정한다.
경골 관절면 1 cm 상방 높이에서 경골의 후방 경계와 비골의 내측

3. 진단

경계 사이의 간격을 측정한다(Fig. 2). 정상 범위는 전후면, 격자상
모두 6 mm 미만이며, 방사선 검사 시 5도 외회전에서 25도 내회전

1) 신체 검사

까지의 위치에 따른 변동성이 적어 가장 신뢰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 시 보통 전거비인대(anterior talofibular

다.15) 경비골 겹침은 전 경골 결절의 외측과 비골의 내측 사이의 겹

ligament)나 종비인대(calcaneofibular ligament) 주변부에는 압

치는 부분을 경골 관절면 1 cm 상방 높이에서 측정하며 전후면에서

통이 적으나 원위경비인대결합 전방과 내측 삼각인대 주변부의 통증

6 mm 초과하는 경우, 경골 너비의 42%를 초과하는 경우, 격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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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mm를 초과하는 경우를 정상 범위로 판단한다. 내측 관절 간격

측면 복사뼈에 probe를 댄 상태를 유지하면서 Chaput 돌기 위치까

은 격자상 방사선 사진에서 내측과의 외측면과 거골의 내측면 사이

지 probe를 회전시키면 전하경비인대를 관찰할 수 있다. 동적 검사

의 간격을 말한다. 상방 관절 간격과 같거나 약간 적어야 하며, 사이

를 통해 이개를 유발하여 파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MRI와 비

간격이 4 mm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 경우에는 거골의 비정상적인

교하였을 때 초음파가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낸다고 하나 검

외측 전위를 보이는 것이므로 삼각인대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

사자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21)

려해야 한다(Fig. 2). 신체검사상 원위경비인대결합의 손상 가능성이
있지만 방사선 사진 검사상에서 명확하게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4. 분류

경우를 잠복된 이개라 하며 부하방사선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의 분류는 경과한 시간에 따라 급성, 아급

경비관절 간격의 증가, 경비골 겹침의 감소, 내측 관절 간격의 증가

성, 만성 손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spinosa 등22)은 3주 이내의 손

16)

여부를 확인한다.

상을 급성, 3주에서 3개월 이내의 손상을 아급성, 3개월 이상 경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자기공명영상

한 손상을 만성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van den Bekerom 등23)은 6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비교

주 이내의 손상을 급성, 6주에서 6개월 이내의 손상을 아급성, 6개

하여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내며 해부학적인 손상의 정도를

월 이상 경과한 손상을 만성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임상적 소견이

17-19)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Fig. 3).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나 방사선 소견으로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을 분류할 수 있는데,

tomography, CT) 검사는 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Gerber 등24)은 임상적 소견에 따라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을 세 단

2∼3 mm 정도의 미세한 이개나 경골과 비골 사이의 불량한 정복을

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는 족관절의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는 안정성

20)

발견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는 전거비인대를 관찰하는 위치에서

손상, 2단계는 외회전 검사에서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압박검
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지만 방사선 검사에서는 정상인 손상, 3단
계는 명백한 불안정성이 관찰되는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Edward와
DeLee16)는 방사선 검사 소견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
는 이개가 없는 안정성 손상, 2단계는 방사선 검사상 이개가 나타나
진 않으나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는 이개가 보이는 불안정성 손
상, 3단계는 방사선 검사상 뚜렷한 이개를 보이는 불안정성 손상으
로 분류하였다. Sikka 등12)은 MRI 검사 소견에 따라 4단계로 분류
하였다. 1단계는 전하경비인대의 단독 손상, 2단계는 전하경비인대
및 골간인대 손상, 3단계는 전하경비인대, 골간인대 및 후하경비인
대 손상, 4단계는 전하경비인대, 골간인대, 후하경비인대 및 삼각인
대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5. 치료
동반된 족관절 골절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성을 기준으로 2 mm
이상의 이개를 보이는 불안정한 경비인대결합 손상은 수술적 치료
Figure 2. Radiographic relationships important in evaluating tibiofibular articulation. A: Tibiofibular clear space, B: tibiofibular overlap, C: medial clear
space.

A

를 고려한다.25) 안정적인 손상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안
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안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1∼2주

B

C

Figure 3. (A) T1- and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syndesmotic injury
around ankle joint level showing edema and
ruptured pattern of an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arrows). Axial view (B) and
coronal view (C) of more proximal area showing disruption of the interosseous membrane
disruption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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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체중부하 방사선 검사나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서 삽입하는 것이 3.5 cm 근위부에서 고정하는 것보다 더 원위경비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26)

인대결합이 잘 유지된다는 사체 연구도 있었으나 실제 임상적 결과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34)
나사의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정복 겸자를 이용하여 경비인

1) 비수술적 치료
1단계 안정성 손상의 치료는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기간

대결합을 정복한 뒤 나사 고정을 시행하는데, 관절면과 평행하게 삽

단하지 부목고정과 얼음찜질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1∼3주간 부목

입해야 하며 축상면상 비골이 경골의 후외측부에 위치하기에 나사는

고정을 하게 되는데, 기간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결정이 된다. 3주

후외측에서 전내측 방향으로 30도 전방을 향하여 삽입한다.

27)

수상 후 3주 이후부

나사의 제거는 van den Bekerom 등23)은 고정하는 피질골이 4개

터 물리치료를 진행한다. 3∼6주 동안에는 수동적 관절 운동부터 차

인 경우에는 제거 시기를 6∼8주에 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나, 고정

차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후 능동적 관절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피질골이 3개인 경우에는 이상이 있을 시에만 제거하는 것이

이후에는 발목 고정 보조기를 시작하게 된다.

28)

통해 근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1단계 손상 이후

복귀 시기는 평균 4∼8주 정도로 알려져 있다.27)

좋다고 하였다. Reckling 등35)은 고정하는 피질골이 4개인 경우, 나
사를 제거하기 전 체중부하를 시작할 때 나사가 부러질 수 있으며 나

잠재적 이개가 나타나는 2단계 손상의 경우 치료에 대한 의견이
29)

사 제거 시기가 빠르면 원위경비인대결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분분하다. Ebraheim 등 은 2단계 손상의 경우에도 관혈적 정복술

하였다. 통상적으로 나사 고정 12주 이후 제거하는 것이 이개를 줄

및 내고정술을 시행했을 때 만성 불안정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나사 고정술 후 경골과 비골 사이에 이소성 골형성(heterotopic
ossification)이나, 골결합(synostosis)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

2) 수술적 치료

우 정상적인 체중부하가 힘들 수 있으며 신생골에 의해 족배 굴곡이

수술적 치료는 명확한 이개를 보이는 3단계 손상에서 진행하게 된

제한될 수 있다.31) Baek 등36)은 나사 고정술 후 발생한 부적절한 위

다. 원위경비인대를 고정하는 방법으로는 금속 나사 고정술, suture

치의 정복 시 나사를 제거한 경우 71%에서 해부학적 위치로 정복되

button 고정술이 있다.

므로 나사를 제거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유관 나사 삽입 시 나사 파
손 없이 정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37)

(1) 나사 고정술
나사 고정술은 경골과 비골을 정복 후 그 위치를 나사를 통해 유지
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다.

(2) Suture button 고정술
TightRope (Arthrex Inc., Naples, FL, USA)를 이용한 suture

나사 고정술 시행 시 나사의 크기, 고정되는 피질골의 수, 고정되

button 고정술은 나사 고정술과는 다르게 부러질 염려가 없어 빠른

는 높이, 체중부하를 시작하는 시기 및 나사의 제거에 대해 다양한

체중부하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경골과 비골 관절 사이가 미세하

의견이 있다. 우선 나사의 크기는 3.5 mm와 4.5 mm를 사용할 수

게 움직일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러우며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가 적다

있으며, 사체 연구에 의하면 나사의 크기에 따른 생체 역학적 특성의

는 장점이 있다.22,38) 또한 나사 고정에 비해 보다 정확한 정복이 가

차이는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30) 고정되는 피질골의 수는 경골과 비

능하다.39) 단점으로는 나사 고정술보다 고정의 강도가 떨어질 수 있

골의 피질골을 합쳐 3개 또는 4개가 일반적이다. 고정되는 피질골이

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까지의 발표된 논문을 고찰해 보면 원위

4개인 경우가 피질골이 3개 고정되는 경우보다 더 단단하고 안정되

경비인대결합 단독 손상에서 suture button 고정술이 나사 고정술

31)

지만, Needleman 등 은 4.5 mm 나사로 피질골 4개를 고정하면

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 Naqvi 등40)은 49명

32)

거골과 경골 사이의 외회전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Heim 등

의 환자 중 42명에서 매우 좋은 주관적 점수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은 3개의 피질골을 고정하면 좀 더 생리적 운동이 가능하나 골용해

평균 7.7주 만에 체중부하를 시작하였고 11.2주 뒤에 정상 활동으로

가 더 잘 생길 수 있으며 나사가 잘 부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나사

복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ottom 등41)은 suture button 고정술을

고정 시 족관절 위치에 대해서는 거골의 모양이 전방이 후방보다 넓

시행한 25명의 환자 중 23명의 환자에서 주관적인 점수가 매우 좋

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족저 굴곡하여 고정하는 경우 수술 후 족배

았다고 보고하였다. Qamar 등42)은 suture button 고정술을 시행한

굴곡 제한을 일으킬 수 있어 고정 시 족배 굴곡을 유지한 채로 시행

16명의 환자의 2년 추적 관찰 결과에서 나사 풀림은 발견되지 않았

31)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33)

그러나 Tornetta 등 은 사체 연구를

다고 보고하였다.

통하여 최대 족배 굴곡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원위경비인대결합의 정
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며 고정 시 족관절을 중립위로 유지하

(3) 나사 고정술과 suture button 고정술의 비교

는 방법이 추천하였다. 나사 고정 높이는 관절면에서 2 cm 근위부에

최근 suture button 고정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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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우수한 임상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나사 고정술에

결

론

비해 더 빠른 체중부하와 짧은 재활, 기능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
여온 근거에 기반한다.40) Naqvi 등43)은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 환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은 주변 인대나 골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는

자에서 나사 고정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suture button 고정술을 시

경우가 많지만, 원위경비인대결합 단독 손상의 경우 초기 진단에 실

행한 환자군을 CT 검사로 비교하였는데, 나사 고정술을 시행한 환

패할 가능성이 있다. 단독 손상의 진단을 놓치게 되는 경우 결국 만

자군에서는 정확히 정복되지 않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suture but-

성적인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과 발목관절의 기능 저하 및 만성적인

ton 고정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모두 정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관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초기에 면밀한 신체검사가 이루

44)

Thornes 등 은 suture button 고정술 시행군이 나사 고정술 시행

어져야 하며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에 비해 더 우수한 임상 척도와 조기 일상 복귀를 보였으며 suture

영상 검사들을 통하여 정확한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button 군에서는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야 한다. Suture button 고정술이 적절한 고정력과 우월한 임상 결

45)

다. Schepers 는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suture button 고정술을

과, 낮은 부정 정렬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으나, 나사 고정술에 비해

시행한 환자군에서 더 일찍 일상 복귀를 할 수 있었으며 American

뚜렷한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 결과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가 필요하다.

score가 약간 더 높았고 추가적인 수술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와 같이 suture button 고정술은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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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술에 대한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시 연구 결과
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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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 손상의 치료
6개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은 만성 원위경비인대결합 손상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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