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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봉합이 불가능한 장·단비골건 동시 완전 파열에 대한
동종 후경골건을 이용한 재건술: 증례 보고
김건우, 서진수, 최준영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Peroneal Tendon Reconstruction Using Tibialis Posterior Allograft for
Simultaneous Irreparable Peroneus Longus and Brevis Tendon Complete
Rupture: A Case Report
Kun Woo Kim, Jin Soo Suh, Jun Young Choi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l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oyang, Korea

Peroneal tendon disorders are one of many causes of chronic lateral ankle pain. They are related to chronic conditions and anatomical
factors and can cause persistent pain and functional impairment if neglected. Peroneal tendon tears are frequently misdiagnosed due to
the absence of clear symptoms. For subacute or chronic peroneal tendon ruptures, tendons often became irreparable, and hence various
surgical op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address this issue. Current surgical treatment options include debridement and tubularization,
tenodesis, tendon transfer, and reconstruction with a graft. There have been a few reports on the use of reconstruction techniques with
an allograft. In this report, we present a rare case of a peroneal tendon reconstruction technique using an allograft in a young male with
simultaneous irreparable peroneus longus and a complete rupture of the brevis tendon. The management plan, prognostic outlook, and
a subsequent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are also presented.
Key Words: Chronic ankle pain, Peroneal tendon, Peroneal tendon rupture, Tendon reconstruction, Allograft

만성 족관절 외측 통증 및 불안정성은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외

데, 해부학적인 요소, 병태생리학적인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상으로 인한 족관절 인대 손상이 만성으로 진행하거나 비골건 병변,

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치료 방법 및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

족근동 증후군, 천비골신경 포착 증후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을 준다고 할 수 있다.3)

수 있다.1) 이 중 비골건 병변의 경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지

비골건 파열은 파열 양상에 따라 종파열, 부분 횡파열, 완전 횡파

만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을 시에는 통증이 지속되거나 기능적 문제

열이 있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파열로 나눌 수 있

2)

를 일으킬 수 있다. 비골건에 나타날 수 있는 병변은 건초염 및 건

다. 정도에 따라서 봉합이 가능한 경우에서부터 완전 파열이 만성화

변성을 포함한 건병증, 건의 아탈구 및 탈구, 건파열 등 매우 다양한

되어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장비골건 및 단비골건 모두
가 파열되었는지 혹은 둘 중 하나의 건만 파열되었는지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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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단비골건
의 급성 파열 중에는 종방향 열상이나 파열이 가장 흔하며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족관절의 만성 불안정성으
로 단비골건의 아탈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외과의 후외측 모서리에
건이 부딪히며 기계적인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족관절의 내
반 손상 중에 외과의 후면과 장비골건 사이에서 압박되며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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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operative radiographs. Preoperatively, a supination of the foot was suspicious (A), while the hindfoot showed a bilateral varus alignment (B).

있다는 것이다.4) 비골건의 아급성 및 만성 파열은 외측 족관절 불안

Coronal T1

Coronal T2

Sagittal T1

Sagittal T2

정성, 요내반족 변형, 낮은 단비골 근육의 위치, 상비골근지대 부전,
비골의 골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5) 정확한 신체 진찰과 적절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만 감별진단이 가능하다. 수술적인 치료는 단순
봉합술 및 조관술(tubulization)에서부터 건 연장술, 건 이전술, 자
가 혹은 동종건 이식술 등 다양하게 발표되었다.5,6)
저자들은 족관절 염좌 이후 지속적으로 족관절 외측의 통증을 호
소하는 환자에서 발생한 봉합이 불가능한 장·단비골건 동시 완전 파
열을 수술적으로 치료한 경험을 관련된 연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고자 한다. 본 증례 보고는 저자들의 소속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통과하였다.

증례 보고
과거력상 류마티스 질환이나 족관절 부위 감염 및 비골건염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38세 남자 환자로 내원 2개월 전 발생한 좌측
족관절 염좌 손상으로 단하지 석고고정 및 족관절 stirrup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수
상 이전에는 좌측 족관절에 별다른 불편함 및 통증이 없었다고 하였

Figure 2.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On T1 and T2, coronal
and sagittal views, discontinuity of both peroneus longus and brevis was
note (arrows).

으며 내원 당시 신체진찰상 족관절외과 후방에 압통이 확인되었고
전족부를 능동 회전시켰을 때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족부

찰되지 않고 큰 결손을 만든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2).

외전 범위가 5°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비골근의 근력 감소 역

장·단비골건 동시 완전 파열로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

시 관찰되었다. 체중부하 족관절 및 족부 전후면과 외측 영상에서 거

으며 전신 마취하에 측와위 자세에서 진행되었다. 외과 첨부의 후방

골의 경사는 정상인데 반해 전반적인 족부의 회외 변형이 의심되었

1 cm되는 부위에서 예상되는 비골건의 경로를 따라 비골건의 근위

으며(Fig. 1A), 후족부 정렬상 검사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후족부 내

파열부가 관찰될 때까지 종절개하였다. 마찬가지로 원위로도 제 5중

반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증상이 없는 건측과 거의 동일한 형태

족골 기저부를 향하여 파열의 원위부가 확인될 때까지 절개를 연장

였다(Fig. 1B). 이 외 발목 전방 및 외반 스트레스 검사상 저명한 불

하였다. 건초를 절개하고 및 상비골건 지지대를 외과로부터 박리시

안정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자기공

켜서 건의 경로를 완전히 노출시켰다. 장비골건 및 단비골건 모두 파

명영상 검사상 비골건이 족관절 후외측 근건이행부 2∼3 cm 원위부

열된 상태로 두 건 모두 근위부(Fig. 3A) 및 원위부(Fig. 3B) 파열단

에서 장비골건 및 단비골건 모두가 완전 파열되면서 근위, 원위 파열

의 염증성 변화 및 이와 인접한 건실질 자체의 변성이 확인되어 모두

단이 각각 근위, 원위부로 이동하여 외과 후방에서 비골건이 거의 관

제거하였다(Fig. 3C). 결손부의 정도가 커서 일차봉합이 불가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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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raoperative findings. During the operation, severe degeneration
with inflammatory change of both peroneus longus and brevis was found
at proximal (A) and distal (B) level. (C) We removed the irreparable parts of
both tendons. PB: peroneus brevis, PL: peroneus longus.

Figure 4. Operative procedures. Using the tibialis posterior allograft tendon
(A), allograft tendon was connected to peroneus longus at the proximal level
and to the remnant of peroneus brevis at the distal level (B). After the reconstruction, additional peroneal groove deepening and superior peroneal
retinaculum reattachment were performed (C).

있다는 판단하에 건 이식술을 술 전에 고려하였으며, 환자가 수술 부
위 외 다른 부위의 추가적인 절개 및 수술을 원치 않았던 터라 동종
건 이식술을 결정하였다. 미리 준비하였던 동종 후경골건을(Fig. 4A)
결손부 크기에 맞추어 재단하였으며 근위부에서는 장비골건에, 원위
부에서는 단비골건에 변형 Kessler 및 Becker 방법을 이용하여 부
착시켰다. 이후에 근위부의 단비골건 파열단 및 원위부의 장비골건
파열단을 어구형 봉합법(fish-mouth technique)을 이용하여 이식
된 동종 후경골건에 각각 부착시켰다(Fig. 4B). 병리학적 상태를 확
인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절제한 비골건에 대하
여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연마기를 이용하여 비골
구 성형술(peroneal groove deepening)을 실시하고, 박리한 상비
골건 지지대를 2.4 mm suture anchor (Arthrex Inc., Naples, FL,
USA)를 이용하여 비골에 재부착시켰다(Fig. 4C). 수술 부위를 세척
하고 피하조직 및 피부를 봉합하기 직전에 전족부 및 족관절을 수동
적으로 움직여보면서 비골건 탈구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활맥막염을 동반한 비특이적인 건의 섬유성

Figure 5. Clinical photos at postoperative 1 year. At postoperative 1 year,
15° of forefoot abduction was able without any discomfort around peroneal
tendon.

변화로 확인되었다. 수술 후 족관절 중립위에서 전족부를 약간 외전
시킨 상태로 6주간 단하지 석고고정 및 비체중부하를 실시하였다. 수

술 후 1년째, 환자는 일상생활 및 운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

술 후 6주째에 석고를 제거하고 단하지 보조기로 교체한 후 점차적인

고 있지 않다. 신체 진찰상 통증 없이 15°의 전족부 외전이 가능함을

체중부하를 허용하였으며 수술 후 12주에는 보조기를 제거하였다. 수

확인하였으며(Fig. 5) 비골건의 탈구 및 아탈구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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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강근(gracillis) 또는 반건형근(semitendinosus)을 고려해 볼 수 있
다.9.10) 동종건은 최근 들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가건에 비해

본 증례를 통하여 저자들은 임상적으로 비교적 흔하지 않은 봉합
이 불가능한 장·단비골건 동시 완전 파열에 대하여 동종 후경골건을

공급에 제한이 없다는 점, 수술 시간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점, 공여
부위의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10)

이용한 건 이식술로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증례 보고를 통하여 봉합이 불가능한 장·단비골

비골건에는 단비골건 및 장비골건이 있으며 장비골건은 근위 경

건의 동시 완전 파열이 있는 환자에게 후경골 동종건을 이용한 건 이

골 및 비골두 부근에서 기시하여 원위부로 비골결절의 아래를 지나

식술로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상적

제 1중족골 족저부와 내측 설상골의 외측부에 부착한다. 단비골건은

으로 흔하지 않은 증례라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후경골건 동종건 이

비골의 외측 중간 정도되는 지점에서부터 기시하여 원위부에서 외

식을 이용하여 치험한 예는 현재까지 발표된 바가 없기에 본 증례를

과 후외면에 있는 섬유 골성 터널(fibrous-osseous tunnel)인 비골

발표하는 바이다.

구(retromalleolar groove)를 지나 제 5중족골의 기저부 결절에 부
착한다. 이때 비골구에서 장비골건은 단비골건의 후외측으로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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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필요시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다. 하지
만 비골건 아급성 혹은 만성 파열의 경우 환자가 기억할 만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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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저명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어 진단이 늦어
질 수 있다.5) 본 증례 환자의 경우에는 2개월 전 염좌 당시에 비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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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장비골건과 단비골건 모두가 파열되
었다는 점이며 두 건 모두에서 심한 파열단의 염증성 변화 및 인접
한 건실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봉합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다. 분명 비골건염이나 이로 인한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병력이 선행
되었을 수 있겠으나 환자는 건강했던 30대 남성으로 평소 운동을 즐
겨 할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장·단비골건 모두가
파열된 경우에는 건 이식술 또는 건 이전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해
당 근육의 운동성을 바탕으로 선택하게 된다. 비골근의 위축이 심하
거나 근육 내부에 지방침윤이 과도한 경우 건 이식술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으나,6-8)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봉합이 불가능한 비골건 파열에 있어서 건 이전술과 건 이식
술 사이의 장기추시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건 이
식술을 시행할 경우 자가건 또는 동종건을 주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합성건을 사용하였다는 보고도 발표되었다.5,7) 자가건으로는 두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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