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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ction of angular malalignment using Poller screws.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원위 경골 골절의 치료
 (Distal Tibial Nailing)

양      규      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원위 하퇴부는 연부 조직이 빈약하여 경골 간부/간단부

에 심한 가격을 받을 때 개방성 분쇄골절이 잘 발생하는데 

이곳은 해부학적으로 혈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과거서부터 

지연 유합 내지는 불유합을 잘 일으키는 곳으로 알려져 왔

다. 또한 이 골절을 관혈적으로 정복하는 경우에는 피부괴

사 등 연부조직 합병증은 물론 골 유합 지연에 따른 금속 

내고정물의 파절, 감염 등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4,6∼8)

. 따

라서 이런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수 정복 후 

최소 침습적 내고정을 시행하는데 금속정 내고정술이 대표

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distal tibial nailing이

라고 부르는 시술은 주 골절선이 경골 원위 관절면 근위부

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특히 원위 경골부의 가장 넓은 폭 

(족관절 양과 높이)과 같은 높이까지의 정사각형 영역을 

말하며 일부에서는 관절면으로 비전위성 골절 (hairy ex-

tension to joint surface)이 내려가거나 후경골과에 독립된 

골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별도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

다2,4,9).

저에너지 손상으로 인한 
나선형/사선형 골절

  낙상 등에 의한 저에너지 손상으로 원위 경골부에 골절

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골감소증 혹은 골다공증으

로 인하여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나선형 혹은 사선형 골절

이 발생하는데 비골 원위부 혹은 족관절 외과부에 접형 골

편을 동반한 골절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시술 시 조수

나 골 견인기가 다리를 견고히 잡아주지 않으면 금속정을 

정확히 삽입하기 어려우며 시술자에 따라서는 비골 원위부

나 족관절 외과를 먼저 금속판이나 금속정으로 내고정한 

이후에 경골에 대한 금속정 내고정을 시행한다. 

1. 수술 기법

  1) 일반적으로 하퇴부 후방 근육과 전, 외측방 근육으로 

인하여 골편은 외반, 굴곡 변형을 잘 일으키지만 골절선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골절

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유도 핀 (guide pin)을 전후면 영상

에서 거골의 중심 혹은 중심보다는 약간 외측을 향하여 전

진시키며, 측면 사진 상 경골 천정부 정점 (중심부)에 가깝

게 위치시킨다. 

  2) 원위부 골편의 골수강이 골수정에 비하여 넓고 원위 

골편이 관상면상에서 회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속정이 전

진하기 이전에 경골 원위 골편의 오목한 곳 (concave side)

에 간섭 나사 (Poller screw, blocking screw, interference 

screw)를 삽입하여 금속정이 전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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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age intensifier must 
be placed perpendicular to the 
ankle joint.

Fig. 3. Distal interlocking screws must be inserted from 
postero-medial cortex to antero-lateral one in order to spare 
the distal tibio-fibular syndesmosis.

되도록 유도하는데 이 때 지나치게 간섭하여 (저항이 심하

여) 종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 저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속 나사보다는 부드러운 (지나친 

저항이 발생하면 다소 휘면서 길을 열어주는) 1번 혹은 2

번 금속강선 (Steinmann pin)을 자주 이용하며 금속정이 

원위 관절면 가까이까지 전진하면 원위 금속 횡 나사를 삽

입한다 (Fig. 1). 

  3) 일반적으로 원위 횡 나사는 전후방 1개 및 내외측방 

2개를 삽입하는데 이 때 금속정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신형 금속정은 구형 금속정에 비하여 횡 나

사구멍이 상당히 원위부까지 존재하며 때론 사선 방향으로

도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과거에는 금속정의 원위

부를 수술 전에 혹은 수술 중에 잘라서 사용하였던 경우도 

많았다. 금속정은 원위 관절면 상방 5 mm 정도에서 멈추

며 이곳은 단단한 연골하골 (subchondral bone)을 막 통과

한 시점이다 (금속정과 연골하골이 맞물려서 안정성을 증

대시킨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방사선 투시기를 반

드시 족관절에 직각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

우에는 경골의 전후면이 중심부보다 낮기 때문에 관절면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여 금속정이 충분히 삽입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면 원위 횡 나사를 충분히 (여러 개) 박지 못하

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원위 횡 나사 구멍이 골절선에 

위치하여 훗날 금속파절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1)
. 따라

서 관절면 가까이까지 충분히 삽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Fig. 2). 

  4) 횡 나사를 이용하여 충분한 내고정을 얻기 위해서는 

금속 나사가 내측과 외측 피질골을 잡아야 하는데 나사의 

끝은 항상 뾰쪽하기 때문에 충분한 길이의 나사를 사용하

려면 원위 경비골 관절 (syndesmosis)을 피하여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금속정을 삽입할 때 금속정을 내회전 

시킨 상태로 전진시키며 금속정이 자리잡으면 원위 횡 나

사의 구멍이 완전히 원이 되었을 때 비골이 그 원의 후방

에 위치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지 못한 경우에는 체중부하 

보행 시 금속나사의 예리한 끝이 비골의 내측연을 조금씩 

갉아서 골 결손을 만든다 (Fig. 3).

  5) 이와 같이 원위 횡 나사를 모두 삽입하면 정복을 위

하여 삽입하였던 금속 강선을 빼거나 불안정하다고 생각되

는 경우에는 그 구멍에 금속나사를 삽입하여 간섭 나사 

(Poller screw)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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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ndisplaced articular 
fragments are fixed by three 
cannulated screws before distal
tibial nailing. These screws 
should not obliterate the nail 
passage.

고에너지 가격에 의한 
연부 조직의 손상과 분쇄골절

  저에너지 손상과 달리 고에너지에 의한 가격은 연부 조

직의 손상이 심하여 종종 단계적 시술 (staged operation)

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금속정 삽입술은 일반적으로 금속판 

내고정술에 비하여 원위 경골부에 추가 손상을 적게 주고 

구획 내 용적 (volume)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

도 종창과 물집이 잡혀 있어도 시술이 가능하다. 

1. 수술 기법

  1) 원위부 골편이 작고 골절선이 관절면으로 연장된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관절면과 접하는 골편을 내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위가 심하지 않아서 현위치 내고정 (in situ 

fix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위된 경우에는 작은 절

개를 이용하거나 조정간 손잡이 조작법 (joy stick 방법)으

로 정복을 시도한 후 유관나사로 내고정한다. 때론 가는 

금속강선을 이용하여 잠정적으로 고정한 다음 짧은 소형 

해면골 나사 (short cancellous bone screw)로 내고정하는

데 어느 방법이든 경골 원위부로 내려올 금속정의 위치를 

추정하여 이 자리를 피하여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삽입 시 금속정이 나사를 건드리면 골편이 전위되어 수술 

자체가 매우 복잡해진다. 술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이

유로 관절면 골편을 일단 금속강선으로만 잠정 고정하고 

금속정이 자리를 잡은 후에 금속나사를 삽입하기도 한다 

(Fig. 4)
2,6,9)

. 

  2) 저에너지 손상 시보다 원위 경골 골편이 훨씬 불안정

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 (위에서 언급한 위치와 같음)에 

유도 핀을 삽입하기가 어려우며 동일 높이에 비골 골절이 

동반되면 비골측 골절부터 내고정하여 다소 안정성을 회복

시킨 다음 유도핀이나 금속정을 삽입하면 편리하다.

  3) 분쇄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원위 횡 나사의 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술한 내용에 충실하게 금속정을 전진시

키고 위치시켜야 한다. 이 때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경골의 길이 회복이며 과신연되거나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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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nstable distal fibular 
fracture and displaced medial 
malleolar fracture are fixed 
before distal tibial nailing.

Fig. 6. Claw toe deformity (clawing of great toe and lesser 
toes during dorsiflexion of ankle joint) is caused by 
compartment syndrome of posterior leg or adhesion of long 
flexor tendon to healing callus.

건측과 비교하여 짧으면 금속정을 전진시키고 길면 금속정

을 후퇴시켜 골절된 경골의 길이를 맞춰져야 한다 (Fig. 5). 

  4) 그 이후에 장축 정열과 회전 정열을 확인한 후 근위 

횡 나사를 삽입한다. 저에너지 손상에 의한 골절은 대부분 

회전력에 의한 골절이며 따라서 정복 시 나선 혹은 사선 

골절은 회전 부정 정열을 잘 일으키지 않으나 고에너지 손

상으로 분쇄골편이 많은 경우에는 회전 정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부정 회전 정열을 일으키기 쉽다. 슬관절

을 중립으로 놓고 건측의 다리의 족관절 영상에서 경골과 

비골이 중복되는 영상의 모양새로 회전을 평가하거나 

Clementz 방법으로 회전을 측정하는데 수술중에 이를 측정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지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합병증 

1) 피부괴사 

  초기 손상이 심하여 골절 주위로 연부 조직괴사가 발생

하면 신속히 변연절제를 반복하여야 하며 골절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식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만 골편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음압을 이용하거나 피부편 

시술을 통하여 골편의 탈수 (desiccation)를 막아야 한다. 

2) Checkrein deformity

  장족지 굴곡건이나 신전건이 원위 경골 분쇄 골절부에  

유착되어 족관절 신전 시 족지의 과굴곡 (후방 근육 침범 

시)되거나 족관절을 굴곡시킬 때 족지가 과신전되는 경우

가 있으며 (전방 근육 침범 시) 모족지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는 금속정의 합병증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구획증후군

의 (부분적 침윤) 합병증으로도 평가하며 금속정 삽입 시 

과확공으로 인하여 그리고 초기에 부종이 있는 다리를 일

시에 원래의 길이로 정복하는 과정에서 구획압이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Fig. 6).

3) 불유합과 금속 파절1) 

  고에너지 손상인 관계로 비골 및 경골 모두에서 지연 내

지는 불유합이 종종 발생하며 이 때 단순 자가 골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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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allelism between distal interlocking screws and 
tibial distal articular surface is an important tip to avoid 
axial malalignment in distal tibial nailing.

시행하거나 금속정 치환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금속

정을 제거하거나 치환할 때 경골 근위 과부에서 자가골을 

얻으면 골이식 과정이 매우 간편해진다. 구체적으로 a) 별

도로 장골능을 준비할 필요 없으며 b) 같은 절개선을 이용

할 수 있고 c) 경골 혹은 비골 시술 후 필요한 만큼의 자

가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의 지혈대 조작으로 (one 

tourniquet time) 시술을 마칠 수 있다. 

4) 각 변형 (부정 정열)4,7,8)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원위 골편이 짧고 연부 조직 손

상이 심한 경우에는 원위 골편이 매우 불안정하여 부정 정

열을 잘 일으킨다. 투시기의 작은 시야 (영상)로는 부정 정

열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큰 판으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경골 전체를 보면 쉽게 

각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내측에서 외측 방향으로 삽입

한 원위 횡 나사가 전후면 영상에서 경골 원위 관절면과 

각을 형성할 때에는 각 변형을 의심하여야 한다 (Fig. 7).

토    론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원위 경골부 분쇄골절을 고식적인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로 치료할 경우 연부 조

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골유합도 장해를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부조직을 최소한으로 조작

하는 시술이 개발되었다5). 금속정 내고정술은 대표적인 치

료법이며 간부 골절에서 그 성적이 우수하여 점차로 원위

부 골절에서도 그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원위 골편은 조작하기가 어렵고 금속정 내고정 시 각 변형

이 자주 발생하는데 Vallier 등은 5도 이상의 각 변형이 29%

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Nork 등은 8%에서만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원위 골편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외고정 기기를 이용하여 정열을 바로잡은 후에 금속정

을 삽입하면 좀더 정열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짧은 원위 

골편을 내고정할 때 바로 아래에 위치한 족관절로 인하여 

운동 시 굽힘 모멘트 (bending moment)가 매우 크기 작

용하기 때문에 견고한 내고정이 요구되나 해부학적으로 견

고한 내고정을 얻기는 어려우며 Vallier 등은 12%에서 지

연내지는 불유합을, Nork 등은 10%에서 조기 자가골 이식

을 시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소 침습적 금속판 내고정

법의 도입으로 원위 경골부 골절의 치료로 금속정 내고정

술의 시술 빈도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어려운 증례를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Fig. 4, 5의 사례는 개방성 골절로 주변 연부 조직의 손상

이 심하여 최소 침습적 금속판 내고정술 조차도 연부 조직 

손상과 골수염의 발생이 우려되어 금속정 내고정을 시도한 

사례이다. 최근에는 원위 횡 나사와 금속정이 서로 맞물려

서 마치 잠김 금속판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금속정이 소개되어 그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골 원위 간단부 골절은 원위 골편이 짧고 관절 내 

골절도 자주 동반되기 때문에 좋은 투시기 시야를 확보하

고 위에서 언급한 시술과정을 잘 습득해야 수술 중에 골편

의 전위, 내고정 소실, 감염, 불유합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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