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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동반한 제 2형 부주상골에서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변형 Kidner 술식의 단기 치료 결과
김응수, 문진선*
광명새움병원 족부정형외과, *성서병원 정형외과

Short-Term Results of a Modified Kidner Procedure Using a Suture
Bridge Technique for Symptomatic Type II Accessory Navicular
Eungsoo Kim, Jinseon Moon*
Surgery of Foot and Ankle, Gwangmyeong Saeum Hospital, Gwangmyeo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ngseo Hospital,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outcome of a modified Kidner procedure using a suture bridge technique
in symptomatic type II accessory navicular.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January 2013 and December 2014, a total of 35 cases with symptomatic type II accessory navicular
were treated with a modified Kidner procedure using the suture bridge technique. The patients were evaluated preoperatively, 3 months
after surgery, and at the latest follow-up (at least six months postoperatively) clinically via the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midfoot score,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the self-subjective satisfaction score.
Results: The mean AOFAS midfoot score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a mean of 45.3 preoperatively to a mean of 89.2
at 3 months after surgery. At the latest follow-up, the mean AOFAS midfoot score was 92.6 (p<0.001). The mean VAS also improved significantly, decreasing from 6.7 out of 10 preoperatively to 1.8 at 3 months after surgery. At the latest follow-up, the VAS was 1.2 (p<0.001).
The mean time of a single-limb heel raise was 4.6 months postoperatively and the self-subjective satisfaction score was 1.4 out of 4 at the
latest follow-up.
Conclusion: The short-term surgical results of the modified Kidner procedure with a suture bridge technique for symptomatic type II
accessory navicular were good to excellent in terms of pain, functional and clinical assessments. In conclusion, the modified Kidner procedure with the suture bridge technique is a reasonable treatment option for symptomatic type II accessory navicular.
Key Words: Type II accessory navicular, Suture-bridge technique, Modified Kidner

서

론

에 부주상골을 제거하고 후경골건을 주상골에 재부착하는 술식으
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후 여러 저자에 의해 봉합 나사못, 경
1)

증상이 있는 제 2형 부주상골의 수술 방법은 Kidner 가 1929년

골 봉합술(trans-osseous suture) 등을 이용한 변형 Kidner 술식으
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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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열 교량형 봉합술은 경골 등가 봉합술(trans-osseous
equivalent technique)의 한 형태로 이 술식은 본래 회전근개 봉합
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McCormick 등6)은 회전근개 파열에
서 경골 등가 봉합술이 일열 봉합술(single row technique)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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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봉합술(double row technique)과 비교하여 생역학적으로 접촉

그램을 시행하였다. 최소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압력 및 초기 고정강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변

증상이 지속된 경우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변형 Kidner 술

형 Kidner 술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 후경골건의 재부착 시

식으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 중 Myerson7) 분류법에 의한

에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다면 우수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2단계 이상의 편평족 변형이 동반되어 절골술이나 건이전술과 같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하여 변형

은 추가적인 수술을 받았거나 족근관 증후군, 아킬레스건병증, 말

Kidner 술식으로 치료한 제 2형 부주상골의 단기 추시 후 임상적

초신경병증,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등이 동반된 경우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어, 이에 해당하는 18
예의 환자를 제외한 총 35예의 환자들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

대상 및 방법

함되었다.
본 연구는 광명새움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

1. 연구 대상

view Board)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광명새움병원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증상을 동
반한 제 2형 부주상골에 대해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변형
Kidner 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외래 추시가 가능하였던 환자들을

2.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변형 Kidner 술식과 술 후
처치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수술 당시의 나이는

모든 수술은 한 술자(E.K.)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환자는 앙와위

32.4세(14∼61세)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가 20명, 여자가 15명,

상태(supine position)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요법 및 천비골

평균 추시 기간은 17.3개월(6∼25개월)이었다.

신경, 후경골신경, 복재신경을 포함하는 족관절 마취 후 족관절에

본 연구에서는 한 발 들고 발뒤꿈치 들기(single-limb heel raise)

Esmarch 지혈대를 감은 상태에서 수술하였다. 부주상골 및 주상골

가 가능하고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제 2형 부주상골의 확인이 가

을 촉지한 후 주상골의 상위 경계에 평행하게 약 4 cm의 피부 절개

능하며 양성자 밀도 강조 고속스핀에코 축상면 자기공명영상(pro-

를 가하고, 전기소작기로 지혈하면서 주상골-부주상골 결합부 및

ton-density weighted turbo spin-echo axial magnetic resonance

후경골건의 건막을 확인한 후 건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 Rongeur

imaging)에서 연골결합 주변으로 증가된 신호 강도 즉, 스트레스

를 이용하여 골 돌출 부위를 부분 절제 후 주상골과 부주상골의 연

반응(stress reaction)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기준으로 정의

골결합의 경계 및 부주상골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부주상골의

하여 총 53예의 환자들이 선정되었다(Fig. 1).

하위 경계면을 따라 후내측으로 골외막과 연부조직으로 이루어진

선정된 총 53예의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 즉, 약물요법 및 체외

피판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박리하였다. 주상골 내측

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로 급성기 통증을 완화시킨 뒤 발

돌출면은 rongeur 혹은 수술용 진동톱(oscillating saw)을 이용하여

목 강화운동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포함하는 보존적 치료 프로

족부의 내측 피부면과 평행하도록 제거한 뒤 주상골 후족저 내측
면에 봉합 나사못을 삽입하였다. 부주상골을 제거한 후 연부조직
피판이 느슨할 경우, 발을 15도 내반 및 15도 족저굴곡 위치에서
적당한 장력을 주어 전진-봉합 보강술을 시행하여 후경골건을 봉
합하였으며, 연부조직 피판이 느슨하지 않을 경우 무긴장-봉합 보
강술을 시행하여 제자리 봉합(in situ repair)을 시행하였고, 봉합법
에 상관없이 모든 예에서 PushLock anchor (Arthrex Inc., Naples,

*

FL, USA) 가이드를 이용하여 주상골의 전내측 방향으로 구멍을 낸
후 fiber wire실을 PushLock에 통과시킨 다음 주상골의 전내측에
만들어진 구멍에 삽입하였다(Fig. 2). PushLock anchor 가이드를
이용하여 주상골에 구멍을 만들 때 영상 증폭기를 이용하여 가이
드가 거주상 관절면을 통과하지 않고 주상골 내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박리된 골막을 건초와 중첩 봉합하였고, 발을 15도 내
반, 15도 족저 굴곡 위치에서 2주간 단하지 석고부목 고정을 실시
하였다.
술 후 치료 및 재활 과정은 후경골건 전진-봉합 보강술의 시행

Figure 1. Bone marrow edema between navicular proper (asterisk) and
accessory navicular (arrow) was found in proton-density weighted
turbo spin-echo axi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술 후 2주 뒤 봉합사를
제거하고 같은 위치에서 단하지 석고붕대 고정을 하였다. 술 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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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raoperative photographs. (A) Periosteum-soft tissue flap after excision of Os navicular. (B) Insertion of suture anchor at infero-medial
aspect of navicular. (C) Fiber wires pass through periosteum-soft tissue flap. (D) Insertion of PushLock anchor (Arthrex Inc.) at medial aspect of navicular with adequate tension of periosteum-soft tissue flap.

Table 1. Short-Term Clinical Outcomes

AOFAS midfoot score
VAS
Self satisfaction score
Mean time of single-limb heel raise (mo)

Preop.

Postop. 3 mo

Final (at least 6 mo)

p-value*

45.3
6.7
-

89.2
1.8

92.6
1.2

<0.001
<0.001
-

1.4
4.6

AOFAS: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VAS: visual analogue scale, Preop.: preoperative, Postop.: postoperative.
*Statistical analysis by one-way ANOVA.

주에 중립 위치로 벨크로(belcro) 밴드를 이용하여 제거 가능한 단

종 추시에서 한 발 들고 발뒤꿈치 들기의 가능 여부 및 American

하지 석고부목으로 전환하면서 발목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술 후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midfoot score, visual

6주에 석고부목을 제거한 뒤 발목 보조기 착용하에 허용 가능한 범

analogue scale (VAS), 자기주관적 만족도(self satisfaction score)8)

위 내에서 부분 체중부하를 시작하였다.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은 SPSS 12.0.1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3. 술 후 임상적 평가 방법
임상적 평가는 각각 술 전과 술 후 3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의 최

ANOVA)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p-value
<0.05일 경우 임상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www.jkf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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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보인 이유가 골-골 간 결합이 골-건 간 결합보다 약 4주 더 빨리 완
성되고 골-건 간 결합이 상대적으로 골-골 간 결합보다 느리고 불

술 전 AOFAS midfoot score는 45.3점에서 술 후 3개월에 89.2점,

완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Malicky 등17)도 후경골건과

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92.6점이었다. 술 전 VAS는 술

주상골 간의 골-건 간 결합에 충분한 결합력이 작용하지 못한다고

전 6.7점에서 술 후 3개월에 1.8점, 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시

언급하였는데, 저자들의 경우에서도 단순 봉합 나사못을 이용한

에는 1.2점이었다. 한 발 들고 발뒤꿈치 들기가 가능하기까지 평균

변형 Kidner 수술 후 후경골건의 재부착 부위에 수 개월간 통증 및

4.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자기주관적 만족도는 1.4점이었다(Table

불편감을 호소하는 증례들을 경험한 바 있어 지속적인 통증의 원

1).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한 수술 전후 AOFAS midfoot score와 VAS

인이 골-건 결합 부위의 치유 실패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이열 교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술 후 3개월과 최종

량형 봉합술을 통해 골-건 접촉 부위에 안정적인 고정력을 제공하

추시에서 Tukey법을 이용한 사후 다중비교에서는 VAS에서만 통

고 간극 형성을 최소화하며 골-건 치유를 극대화시키면 임상적 결

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p<0.001).

과들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술 전, 술 후 및 최종 추시에서의
AOFAS midfoot score와 VA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고

찰

을 확인하였다. Tukey법을 이용한 사후 다중비교 중, VAS에서는
술 후 3개월과 최종 추시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

부주상골은 주상골 내측의 부골로, 발생률은 전체 인구의 4%∼
2,9-14)

21%로 보고되고 있으며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상골

나 0.6점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한다.

조면의 이차 골화중심이 불유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본 연구의 제한점은 증례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환자군-대조군

며, 이외에도 상염색체 우성 유전양식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된 바

연구(case-control study)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단순 봉합 나사못

9)

있다.

을 이용한 군과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군과의 비교 대조를

부주상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제 1형은 후경골

통해 수술 전후 임상적 평가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알아보

건 내에 존재하는 2∼3 mm 크기의 부골로 주상골과의 결합은 없

지 못했다. 또한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부주상골

으며, 제 3형은 주상골과 부주상골 사이의 골연결이 되어 있는 형

의 크기를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부주상골의 크기가 클 경우 후경

태로 두 유형의 경우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반해,

골건 부착 부위의 광범위한 박리가 필요하여 술식에 따른 임상적

제 2형은 주상골(navicular proper)과 부주상골 사이에 섬유연골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술식에 따른 임상 결과

나 초자연골로 이루어진 2 mm 미만의 연골결합이 존재하고 부주

의 차이 및 부주상골의 크기가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한 변형

상골과 족관절 내과와의 충돌 혹은 연골결합의 외상성 견열 손상

Kidner 술식의 수술적 치료 후 임상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1)

10)

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dner 와 Lee 등

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 족부의 내번에 의해 족관절 내과와 부주상골의 충돌 및 압박에

결

의한 연골결합의 손상 후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후경골건의 장력에

론

의해 치유가 지연되거나 치유 실패가 증상의 지속 원인이라고 하
였으며, Sella 등15)은 연골결합 부위의 조직 검사 소견상 현저한 연

증상을 동반한 제 2형 부주상골의 치료에 이열 교량형 봉합술을

골 증식 및 뼈의 재형성 소견이 장력에 의한 반응이고 이는 만성적

이용한 변형 Kidner 술식은 단기 추시 결과 임상적, 주관적 결과에

이고 반복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후경

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제 2형 부주상골의 수술적 치료에 효과적인

골건이 주상골 부착 부위에서 부분 파열이 되거나 발의 과사용 증

수술 방법으로 생각된다.

9-13)

후군 등이 증상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한 발 들고 발뒤꿈치 들기가 가능하였던 시기
는 평균적으로 술 후 4.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Park 등16)은 골-건
간 결합이 약 3개월에 일어난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가토를 대상
으로 한 연구이므로 인체에서의 골-건 간 결합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골-건 간 결
합과 관련하여 Lee 등11)은 증상을 동반한 제 2형 부주상골에서 부
주상골의 절제술과 골유합술 간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고, 골
유합술에서 AOFAS midfoot score의 세부 항목 중 일상 생활의 제
한과 보조기 필요성 유무 항목에서 골유합술이 더 양호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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