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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이차적인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종골 골절에 대한 유관 나사 및
단순 환상 강선 고정술을 이용한 치료: 2예 보고
김준겸, 서재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Treatment of Secondary Soft Tissue Compromised Calcaneus
Fractures Using a Cannulated Screw and Simple Cerclage Wiring:
A Report of Two Cases
Junkyom Kim, Jae Wan Suh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Secondary soft tissue injuries can occur from the pressure of the displaced fragment of posterior calcaneal tuberosity in calcaneal
tongue-type fractures and calcaneal tuberosity avulsion fractures. The soft tissue injury can be prevented by immediate reduction of the
displaced fragments. Various techniques can be used to fix the fracture fragments, but the stability of fixation and minimal invasiveness
to soft tissue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reports the successful outcomes of patients with soft tissue compromises in calcaneal
tongue-type fractures and calcaneal tuberosity avulsion fractures. The fixation technique of a large cannulated screw and simple cerclage
wiring is believed to be a useful surgical option for the treatment of secondary soft tissue compromised calcaneal fractures.
Key Words: Calcaneus, Avulsion fracture, Soft tissue injury, Bone screw, Bone wire

설상형 종골 골절과 종골 결절 견열 골절(calcaneal tongue-type

있도록 Brunner와 Weber4)가 제안한 긴장대 강선을 추가적으로 고

fracture and calcaneal tuberosity avulsion fracture)은 후상방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두 가지 골절 모두 이차적인 연부조

전위된 결절 골편으로 인해 발뒤꿈치의 이차적인 연부조직 괴사

직 괴사가 우려되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을 이용하

1-3)

응급으로 전위된 골편을 정복하는 것이 연부

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위된 골편 후면의 피하 연부조직이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어 이차적인 연부조직 괴사를 막을

술기 중 강선을 통과시키는 등의 조작 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수 있다.

이미 괴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감염 등의 우려로 상처 부위 근처

가 발생할 수 있다.

설상형 종골 골절은 Essex-Lopresti법 등 비관혈적 정복술 후 경

에 강선을 위치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적 나사 내고정술로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종골

이에 저자들은 연부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하퇴 삼두근

결절의 견열 골절은 나사 고정술 후 하퇴 삼두근(triceps surae)에

에 의한 외력으로 골편 정복의 실패를 막기 위해 유관 나사 고정

의한 강한 외력에 고정이 실패할 수 있어, 당기는 힘을 상쇄할 수

(cannulated screw)과 함께 단순 환상 강선(cerclage wiring)을 이
용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 후 만족한 결과를 얻어 문헌 고찰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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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보고

측와위 자세에서 우측 하지를 외회전하여 발이 중립의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종골 결절 하연에서 외측과 내측에 최소 절개(stab

1. 증례 1

wound)를 낸 후, 족저근막 상방으로 freer 등의 골막박리 도구

51세 남자 환자로 10 m 높이에서 떨어져 수상하였고, 다발성 외

(periosteal elevator)를 사용하여 연부조직 터널을 만든 후 십자 유

상 환자로 제 3요추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

도핀(cruciate guide pin) 혹은 강선 통과기(wire passer)를 이용하

다. 우측 설상형 종골 골절에 대해서는 수상 후 3일째 수술을 진행

여 18 G 강선을 외측에서 내측으로 터널을 따라 삽입하였다. 내측

하게 되었다. 우측 뒤꿈치의 연부조직은 전위된 골편으로 인한 피

으로 나온 강선을 골막박리 도구로 종골 상방으로 종골 벽면을 따

부에 압박과 장력(skin tenting)이 관찰되었고, 수포 형성과 함께 연

라 연부조직 터널을 만든 후 통과시켜 아킬레스건 앞쪽으로 내측

부조직의 괴사가 예상되었다(Fig. 1).

신경혈관 부위를 주의하여 이동시켰다. 외측에서 아킬레스건 앞쪽

측와위에서 후상방으로 전위된 종골 결절 골편을 투시영상(C-

으로 연부조직 박리를 시행하여 시야를 확보한 후 내측에 관찰되

arm fluoroscopy) 유도하에 경피적으로 leverage technique을 사용

는 강선을 빼냈다. 종골 하방의 최소 절개에서 종골 상방으로, 종

하여 정복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나사 고정을 뒤꿈치에서 시행할

골 외벽을 따라 연부조직 터널을 만든 후 외측으로 나와 있는 강선

경우 연부조직 괴사 후 내고정물의 노출이나 주변 조직에 긴장을

을 다시 종골 상방, 아킬레스건 앞쪽으로 보냈으며, 종골 결절부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킬레스건의 외측연을 따라 종측 피

둘러싼 후 조여 고정하였다. 유관 나사의 머리와 종골 후상방 결절

부 절개 후, 겸자 및 강선을 이용하여 전위된 골편을 투시영상 유

사이로 강선이 안정적으로 위치하였다. 강선을 조이고 나서 먼저

도하에 다시 정복하였다(Fig. 2). 만족할 만한 정복 후 나사 고정

고정해 두었던 나사를 최종적으로 조였다.

을 위하여 종골 후상방 및 아킬레스건 전방에서 유도 핀을 골절선

연부조직은 피부 괴사로 진행되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지만

과 수직으로 삽입 후, 한 개의 6.5 mm 유관 나사 및 washer를 삽입

재건술 없이 창상 치료로 호전되었으며 내고정물이 노출되거나 감

후 고정하였다. 아킬레스건의 외력에 저항하기 위해 긴장대 강선

염은 없었다. 술 후 6주간 단하지 부목 고정을 시행하였으며, 6주 후

고정을 하려면 손상된 뒤꿈치 연부조직 피하로 조작이 필요하였지

부터 비체중부하 관절운동, 8주부터 부분 체중부하, 10주 후부터 전

만, 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 환상 강선을 이용하여

체중부하를 허용하였다. 성공적으로 골유합을 얻었으며, 수술 후 1

유관 나사와 아킬레스건 전방에서 종골 결절 주위를 둘러싼 후 고

년 추시 시 내고정물로 인한 자극 증상 및 불편 없이 족관절, 거골하

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관절 운동이 전 범위로 가능한 상태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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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Initial gross photograph
showed skin breakdown on posterior heel
due to displaced fragment. Initial lateral
(B) and axial (C) radiographs showed
displaced posterior tuberosity fragment in
tongue-type calcaneal fracture. Postoperative lateral (D) and axial (E) radiographs
showed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the cannulated screw and cerclage wiring.
(F) Postoperative gross photo at 1 week
showed skin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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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례 2

B

Figure 2. Surgical technique. (A) After
paratendinous longitudinal incision,
open reduction was done using reduction
clamp and guide pin was inserted. (B) A
large cannulated screw (5.0 mm or 6.5
mm sized) was inserted with a washer.
(C) As an augmented reduction, cerclage
wiring was done percutaneously using
cruciate guide pin or wire passer. (D) The
wire was tensioned, and the screw was
tightened finally.

Figure 3. Postoperative lateral (A) and
axial (B) radiographs at 1 year showed
radiological union of calcaneus.

고

찰

54세 남자 환자로 2 m 높이에서 떨어져 수상하여 내원하였다.
좌측 종골 결절 ‘beak’형(type II) 견열 골절로 진단되었고, 후상방

설상형 종골 골절은 이차적인 골절선이 종골 결절 골편(calca-

으로 전위된 견열 골절에 의해 골절편 주위의 피부에 긴장이 심해

neal tuberosity fragment)의 뒤쪽으로 연장되고 종골의 후관절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Fig. 4). 상기의 수술법과 동일하게 시행하

(posterior facet)의 전체 혹은 부분을 포함하면서, 후관절면이 족저

였으며, 아킬레스건 앞쪽과 종골 후상방 결절 뒤쪽에 강선을 안정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각도에 따라 종골 결절 골편이 후상방으로

적으로 위치시켰다. 수술 후 연부조직의 피부 괴사는 없었고 골유

전위가 심해질 수 있다.1) 이러한 양상이 이차적으로 뒤꿈치 연부

합과 함께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조직에 과도한 압력과 긴장을 갖게 해 피부의 부분층 괴사 혹은 전
층 괴사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1,2,5)
Gardner 등1)은 139예의 설상형 종골 골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www.jkf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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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Initial gross photograph showed skin tenting on posterior heel due to displaced fragment. (B) Initial lateral radiograph showed displaced posterior tuberosity fragment in calcaneal tuberosity avulsion fracture. (C)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ed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the cannulated screw and cerclage wiring.

서 21% (29예)에서 발뒤꿈치의 연부조직 문제가 있었고, 그 중 6예

상, 그에 따른 피부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6,8,9)

에서 연부조직 재건술을, 1예에서 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고한

최근에는 나사 고정에 더하여 봉합나사를 이용한 술기가 보고되었

바 있다. 또한 저자들은 골편의 전위가 심하거나 흡연, 정형외과로

다. Khazen 등7)은 사체 연구에서 지연 나사 고정과 지연 나사와 봉

의뢰가 늦어져(24시간 이상) 정복이 지연된 것이 연부조직 괴사와

합 나사를 추가 고정하여 고정실패에 저항하는 힘을 비교 측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과, 251.3 N (66∼459 N)과 441.6 N (274∼661 N)으로 통계적으

종골 결절 견열 골절은 종골 골절의 1%에서 3%로 알려져 있는

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p=0.01). 하지만 봉합 나사 술기는

드문 골절로 하퇴 삼두근의 과도한 당김과 함께 낮은 종골의 강도

아킬레스건 부위 밑 결절편으로 광범위한 절개를 요하여 연부조직

6)

(골밀도)는 견열 골절의 주요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 증례 2의 경

손상 위기의 사례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는 54세 남성으로 낮은 골밀도와는 관련이 없었고, 비교적 후방

상기 두 개의 증례에서 저자들은 전위되었던 후방 결절 골편의

결절 골편이 큰 ‘beak’형(type II) 종골 결절 견열 골절이었다. 전위

압력으로 받은 연부조직의 손상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아킬

된 결절 골편은 설상형 종골 골절과 마찬가지로 뒤꿈치 연부조직

레스건 외측 접근법을 이용하였고, 골편 정복 후 유관 나사 고정

에 과도한 압력과 긴장을 초래하여 피부괴사의 결과를 가져 올 수

과 환상 강선 고정을 택하였다. 유관 나사 고정은 5.0 mm 혹은 6.5

있다. 상기의 두 가지 형태의 골절처럼 후방 종골 결절의 전위는

mm의 큰 나사 한 개를 사용하였다.10) 하지만 골밀도가 낮거나 흔

피부괴사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응급으로 정복이 필요하다.

히 동반되는 족저측 골편의 분쇄가 있을 경우 나사의 정복 실패가

설상형 종골 골절의 치료는 Essex-Lopresti법 등 비관혈적 정복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고정이 필요했다. 긴장대 강선 고정법이 역

술 후 경피적 나사 내고정술로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적으로 안정된 고정법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연부조직 손상이 동

하지만 증례 1에서는 나사를 삽입할 피부에 괴사가 진행되어 감염,

반된 사례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저자들

내고정물의 노출 등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저자들은 합병증을 최

은 환상 고정술을 이용한 부가적인 고정을 시행하였다. 환상 고정

소화하고자 아킬레스건 외측 접근법(paratendinous approach)을

술 시행 시 골막 위로 위치시키고, 혈관, 신경이 같이 감기지 않도

이용하여 유관 나사와 환상 강선 고정을 시행하였다. 피부 괴사를

록 연부조직 통로를 유의하여 만들었다. 고정 시에는 증례에서 족

피할 수는 없었으나, 고정실패, 감염 등의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

저측 골편에 분쇄가 있었으나 쉽게 잘 조여지면서 보다 정확한 정

를 얻을 수 있었다.

복이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역학적으로 안정성이 낮을 수 있고 좀

종골 결절 견열 골절의 치료로 지연 나사 고정만으로는 하퇴 삼
7)

두근의 외력으로 고정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긴장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 증례에서 유관 나사와 함께 사용
시 환상 강선은 골유합에 이르는 데 충분한 효과를 보였다.

대 강선 술기는 쉬우면서도 역학적으로 하퇴 삼두근의 외력을 효

저자들은 설상형 종골 골절과 종골 결절 견열 골절에서 종골 후

과적으로 골절에 가해지는 압박력으로 전환하는 이상적인 치료

방 결절 골편의 전위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인 연부조직 손상 위기

6)

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절 골편의 연부조직 주위로 광범위한 절

의 증례들을 유관 나사와 환상 강선 고정술을 이용하여 합병증 없

개 혹은 연부조직 아래로 위치하게 되는 내고정물로 인한 자극 증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이는 연부조직의 손상 및 괴사가 후

Junkyom Kim, et al. Calcaneus Fractures with Soft Tissue Compromises

방 결절 골편 주위에 있어 내고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골절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정복을 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대체 술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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