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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골 원위부 관절 주위 골절에서 해부학적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의 임상적 유용성

경골 원위 관절 주변 골절,  즉 골간단부 골절은 피부, 연부조직 괴사, 

족근관절 운동장애 등의 합병증이 빈발하여 치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어왔다. 이에 해부학적 금속판(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을 이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한 15예를 대상으로 증례들을 후향적

으로 분석하고 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1995년 1월 부터 2003년 1월 까지 내원한 경골 원위부 관절 주변부 

골절에서 해부학적 금속판을 이용하여 수술하고 1년이상 추시가 가능

하 던 15예를 대상으로 하 다. 환자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골절 분류, 연부조직 손상 정도, 수상원인, 수상 후 수술 시행

까지의 기간, 고정기간, 체중 부하 시기, 수술 후 유합까지의 기간, 합

병증 등을 분석하 다. 

골절 분류는 Robinson등의 분류에 따라서 제 1 형이 3예(20%), 제 

IIA 형 7예(47%), 제 IIB 형 3예(20%), 제 IIC 형 2예(13%) 다. 전 

예가 폐쇄성 골절이었으며 AO/ASIF 분류법에 따른 피부손상 정도는 

IC 1이 4예, IC 2가 8예, IC 3, IC 4, IC 5 각각 1예 다. 골유합은 평

균 17.9주에 완성되었으며 지연유합 및 불유합은 없었다. 피부 및 연

부 조직 괴사를 보인 IC 5 1예를 포함하여 수술 창상 부위의 추가적

인 피부괴사, 감염소견은 발생하지 않았다. 족근관절 운동범위는 1예

에서 건측에 비해 50%의 운동범위 소실(족배굴곡 5도, 족저굴곡 25

도)의 소견을 보 다. Blaird의 족관절 기능 검사의 평균 점수는 91.2

점(최우수: 7예, 우수: 4예, 양호: 3예, 불량: 1예)이었다. 

경골 원위부 관절 주위 골절에서 골절 부위의 피부 및 연부 조직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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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동반된 경우, 경골 외측부에 금속판을 위치시킬 수 있는 해부학

적 금속판의 사용은 수술 후 합병증인 피부, 연부 조직의 괴사 및 이

로 인한 감염발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경골, 원위부 관절 주위 골절, 해부학적 금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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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원위부 관절 주위 골절에서 해부학적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의 임상적 유용성

<지도교수 이 진 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서    진

I. 서론

경골 원위부 관절 주변부 골절에서 AO(Arbeitsg ́emeinschaft 
Osteosynthesefrag ́en)/ASIF(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rnal 
Fixation)에서 제시한 경골 내측면에 시행하는 금속판을 이용한 고식

적인 고정방법은 수술 후 감염, 피부 괴사와 같은 연부조직 손상 등

의 위험성이 높고
1,2,3,4
 외고정 기구를 이용한 고정은 핀 주위 감염, 지

연 유합 등이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5
, 골수내정을 이용한 내

고정의 경우 골절부와 관절면과의 근접성으로 인하여 골절 원위부에 

원위부 교합나사의 삽입이 어렵거나 골간단부에서의 넓은 골수강 때

문에 충분한 고정력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골수정 파절,  부정유합 

등의 위험성이 있다
6
.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생물학적 내고정

술의 일환으로 경피적 금속판 삽입 및 고정술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술기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긴 수술시간, 부정유합, 피하 조직에 

금속판을 위치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피부 자극 등이 보고된 바 있다
7,8
.

이에 반해 해부학적 금속판(Link 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 Waldemar Link GmbH & Co., Hamburg, Germany)을 

이용한 내고정술은 금속판 원위부가 전방으로 꼬여있는 형태로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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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근위부에는 경골 외측부에 금속판을 위치시키고 골절 원위부, 즉 

관절면과의 근접부에는 금속판이 경골 전방부에 위치시킬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경골 외측부의 충분한 연부조직으로 금속판 근위부

를 덮어서 경골 내측부에 금속판을 위치시킬 경우 우려되는 피부 괴

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골절 원위부에는 전방에서 최소 2개이상의 해

면골 나사를 삽입시킬 수 있어서 충분한 고정력을 얻을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골 원위부 관절 주변부 골절시 해부학적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한 증례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그 치료결

과와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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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경골 원위 관절 주변부 골절은 경골의 원위 천정부에서부터 족근 

관절면의 폭과 같은 높이를 가진 부위에 발생한 골절로 정의하 다
9
. 

1995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경골 원위 관절 주변부 골절로 내원

한 환자 63예중 해부학적 금속판 (Link 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 Waldemar Link GmbH & Co., Hamburg, Germany)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1년 이상 추시 가능하 던 15예를 대상으로 하

다. 

15예 중 남성은 6예, 여성은 9예 으며 수상 당시 평균 연령은 54.5

세 다(최소: 29세, 최대: 84세). 골절의 분류는 Robinson 등
6
이 제시

한 방법(Fig. 1)으로 분석하 으며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내원 당

시 피부 및 연부 조직 상태를 AO/ASIF분류법
10
(Table 1)으로 분류하

고, 수상 원인, 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 수술 후 고정기간, 체중 부

하 시기, 골유합까지의 기간, 족근관절 기능, 합병증 등을 분석하 는

데 골유합은 임상적으로 통증이 없고 보행 보조 수단 없이 보행이 가

능하면서 방사선적으로 전후방, 측면 사진상 최소 3면 이상에서 가골

이 골절부를 건너간 경우로 정의하 다. 

수술 후 4주 간격으로 방사선 검사를 추시하 으며 골절부의 유합 

유무, 골절부에서의 각 형성을 측정하 다. 족근관절의 기능적 평가는 

Blaird의 방법
11
(Table 2)을 이용하 는데 96-100점이 최우수, 91-95점

을 우수, 81-90점을 양호, 0-80점을 불량으로 정의하 다.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이하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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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 : Simple transverse or oblique fractures       

Type II : Spiral fractures

       IIA : Wholly extra-articular

       IIB : Associated medial malleolar fractures

       IIC : Associated posterior malleolar fractures

Fig. 1. A classification of distal tibial metaphyseal fractures.

       (Figure adopted from Robinson CM et al.
6
 )

Type I

Type IIA

Type IIB

Type 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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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O/ASIF soft tissue injury classification10

 Skin lesions (closed fractures)

  IC 1 : No skin lesion

  IC 2 : No skin laceration, but contusion

  IC 3 : Circumferential degloving

  IC 4 : Extensive, closed degloving

  IC 5 : Necrosis from contusion

Table 2. Ankle scoring system＊ by Blaird et al.11 

                                                        points

pain

  A. No pain                                         15

  B. Mild pain with strenuous activity                12

  C. Mild pain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8

  D. Pain with weight-bearing                         4 

  E. Pain at rest                                        0

Stability of ankle

  A. No clinical instability                             15

  B. Instability with sports activities                    5

  C. Instability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0

Ability to walk

  A. Able to walk desired distances without limp or pain 15

  B. Able to walk desired distances with mild limp or pain 12

  C. Moderately restricted in ability to walk           8

  D. Able to walk short distances onl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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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nable to walk                                 0

Ability to run

  A. Able to run desired distances without pain          10 

  B. Able to run desired distances with slight pain         8

  C. Moderate restriction in ability to run, with mild pain  6

  D. Able to run short distances only             3

  E. Unable to run                                 0

Ability to work

  A. Able to perform usual occupation without restritions 10

  B. Able to perform usual occupation with restritions in    8

     some strenuous activities

  C. Able to perform usual occupation with substantial     6

     restrictions 

  D. Partially disabled, selected jobs only             3

  E. Unable to work                                     0

Motion of the ankle

  A. Within 10ﾟ of uninjured ankle                        10

  B. Within 15ﾟ of uninjured ankle                        7

  C. Within 20ﾟ of uninjured ankle                          4

  D. < 50% of uninjured ankle, or dorsiflexion < 5ﾟ        0 

Radiographic result

  A. Anatomical with intact mortise                  25

     (normal medial clear space, normal superior 

      joint space, no talar tilt)                                 

  B. Same as A with mild reactive changes         15

      at the joint margins

  C. Measurable narrowing of the superior joint spae,    10

     with superior joint spae >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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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talar tilt > 2 mm

  D. Moderate narrowing of the superior joint space,        5

     with superior joint space between 2 and 1 mm

  E. Severe narrowing of the superior joint space,        0

     with superior joint space < 1 mm, widening 

     of the medial clear space, severe reactive 

     changes (sclerotic subchondral bone and 

     osteophyte formation)

Maximum possible score                           100

＊ Excellent : 96 to 100 points, good: 91 to 95 points, fair: 81 to 90 

points, and poor: zero to 80 points

2. 수술방법 

수술 전에 피부 및 연부 조직 상태와 부종의 정도를 관찰하여 부종

이 가라앉고 피부 좌상이 안정된 후, 탈피창, 괴사가 동반된 경우는 

피부, 연부조직에 대한 치료를 완료하고 수술을 시행하 다.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골절선 근위부로 최소한 3개 이상의 나사를 삽입할 

수 있도록 금속판의 길이를 결정하 다. 

수술은 근위부 피부 절개를 경골 전방 능선에서 외측으로 1cm 되

는 부위에서 시작하여 원위부는 족근관절부 전방으로 향하도록 한 후 

심부 근막과 신전근 지대를 절개하 다. 전 경골근과 장 모지 신전근 

사이로 접근하여 골막 박리를 최소화 하면서 골절부를 노출하 다. 

골절부를 정복한 후 해부학적 금속판을 위치시키고 0.062인치 K-강선

으로 전방으로 꼬여있는 금속판 원위부를 일시 고정한 후 2개 내지 3

개의 해면골 나사를 이용하여 골절 원위부를 고정하고 골절 근위부를 

경골 외측에서 피질골 나사로 고정하 다. K-강선은 금속판 고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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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 다. 원위 비골 골절이 경골 골절선과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

한 경우 족근관절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속판으로 비골 고정을 

동시에 시행하 다
12 
(Fig. 2, 3). 수술 창상 봉합 후 장하지 부목으로 

고정 하 다.

Fig. 2a : Robinson type IIA fracture in a 69-year-old female 

patient

  

 Fig. 2b :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graphs showed distal tibia and 

fibular fractures were stabilized by plates and sc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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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 :  Radiographs at 19 weeks showed solid union without 

angulation

Fig. 3a : Robinson classification
6
 type IIA fracture in a 29-year-old 

patient. Medial beak of proximal fracture fragment resulted 

in a skin lesion (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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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b : Postoperative radiographs showed 3 degree of valgus 

angluation. The patient was asymptomatic and fracture 

was united at 17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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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임상적 결과

수상 원인으로 넘어져서 발생한 경우가 12예(80%) 으며 교통사고

가 3예(20%) 다. 전예가 폐쇄성 골절이었으며 Robinson 분류
6
에 의

한 골절 분류는 제 I 형이 3예(20%), IIA 형 7예(47%), IIB 형 3예

(20%), IIC 형 2예(13%) 다. 수상당시 피부 손상 정도는 AO/ASIF 

분류법
10
에 의하면 IC 1이 4예,  IC 2가 8예, IC 3, IC 4, IC 5가 각각 

1예 다. 이중 피부 좌상이나 탈피창, 괴사 등이 동반되지 않은 IC 1 

4예는 모두 60세 이상의 환자들로서(평균 67.5세) 피부, 연부 조직이 

젊은 환자에 비해 얇거나 불안정하여 피하 조직에 금속판이 위치 할 

때 피부 천공, 괴사 등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자들 이었다. 

수상 후 수술까지의 시간은 평균 9.5일(최단: 5일, 최장: 15일)이었는

데 가장 원위부에 위치한 골절선과 경골 원위 천정부까지의 거리는 

평균 2.1cm (최단: 0cm, 최장: 7cm)으로 골절선이 경골 원위 천정부

까지 연결된 관절내 골절의 양상을 보인 경우는 총 4예 다. 평균 

수술시간은 57분(최단: 35분, 최장: 130분)이었다. 수술 후 평균 2.5일

째(최소: 1일, 최장: 7일) 부목고정을 제거하고 지속성 수동 운동 기구

를 이용하여 슬관절과 족근관절 운동을 시작하 으며 수술 후 평균 

4.5주(최소: 2주, 최장: 6주)부터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을, 평균 6.5주(최

소: 4주, 최장: 10주)째 전 체중 부하 보행을 시작하 다. 수술 중 파

악된 금속판의 고정력에 따라 고정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된 경우 

슬개건 지지 석고 붕대를 이용한 고정을 가골 형성이 관찰될 때까지 

유지하 는데 총 15예중 7예에서 시행하 으며 수술 후 평균 9.5주(최

소: 6주, 최장: 12주) 까지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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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 유합기간

골유합은 수술 후 평균 17.9주(최소: 12주, 최장: 26주)에 완성되었으

며 지연유합, 불유합 소견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골절 유형에 따른 

평균 유합기간은 Robinson 분류
6
 제 I 형이 평균 22.7주, 제 II 형이 

평균 16.7주 다(Table 3), 제 I 형과 제 II 형간의 유합기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5). 피부, 연부 조직 손상이 동반된 

군인 AO/ASIF 분류
10
 IC 3, 4, 5 각 1예에서 유합기간은 각각 20, 20, 

26주 으며 피부, 연부 조직 손상이 없거나 비교적 덜한 군인 IC 1, 2

의 평균 유합기간은 각각 16.0, 17.3주 다(Table 4). 두 군간의 유합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5). 비골 골절은 총 13예

에서 동반되었는데 근위부에 6예, 간부에 2예, 원위부에 7예가 발생하

으며 원위부에 발생한 비골 골절 7예는 금속판을 이용하여 고정하

고, 평균 17.4주(최소: 10주, 최장: 20주)에 모두 유합되었다. 

Table 3. Mean time to union according to fracture types

 ＊
 Classification by Robinson et al.

6

Type＊I

(n = 3)

Type IIA

(n = 7)

Type IIB

(n = 3)

Type IIC

(n = 2)

Mean time to 

union (week)
22.7 17.0 17.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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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time to union according to skin lesions

＊
 Classification by Robinson et al.

6

＋ AO/ASIF soft tissue injury classification10: skin lesions (closed  

  fractures)

3. 수술 후 족근관절 기능평가, 운동범위

Blaird의 족근 관절 기능 검사11는 최우수 7예, 우수 4예, 양호 3예, 

불량 1예로 평균 91.2점 이었다 (Table 5). 불량의 결과를 보인 1예는 

76세 여환으로 수상당시 피부 손상이 IC 5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가

적인 피부괴사나 감염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수술 후 14개월째 추

시상 족근관절 운동범위가 족배굴곡 5도, 족저굴곡 25도로 건측에 비

해 50% 감소된 소견을 보 다. 족근관절 운동 범위는 7예에서 건측에 

비해 감소된 소견을 보 는데 3예는 족배굴곡 소실 10도, 족저굴곡 

소실 10도로 건측에 비해 33%의 운동범위 소실을 보 으며 3예는 족

배굴곡 소실 5도, 족저굴곡 소실 10도로 건측에 비해 25%의 운동범위 

소실을 보 으나 운동범위가 50% 감소한 1예를 제외하고 보행 장애

는 없었다. 

골절 유형에 따른 족근관절 기능 평가 점수는 Robinson 제 I 형이 

평균 81.3점, 제 II 형이 평균 93.6점으로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

의하 다(p<0.05). 피부 및 연부조직 손상 정도에 따라서 AO/ASIF 

분류10 IC 1, 2군과 IC 3, 4, 5군, 두 군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 족근관

Type
＊
I

(n = 3)

Type II

(n = 12)

Mean time to 

union (week)

IC
＋
1 0 4 16.0

IC 2 1 7 17.3

IC 3 0 1 20.0

IC 4 1 0 20.0

IC 5 1 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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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기능 평가 점수는 각각 93.6점, 81.3점으로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

는 유의하 다(p<0.05).     

Table 5. The results of ankle scoring system＊

＊ Ankle Scoring System by Blaird et al.11 (Excellent: 96-100, Good:       

   91-95, fair: 81-90, Poor: <80)

＋ Classification by Robinson et al.6

#  AO/ASIF soft tissue injury classification10: skin lesions (closed 

   fractures)

4. 합병증

수상당시의 피부 좌상, 탈피창 등 피부 손상이 수술 후 악화되거나 

수술부위 감염소견을 보인 예는 없었다. 불유합, 부정유합 등으로 이

차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추시 방사선 검사 상 골절부에

서의 각형성이 5예에서 발견되었는데, 3도 외반 변형 2예, 5도 외반 

변형 1예, 5도 전방 각형성 1예 으며 5예 모두 하지 외형 변형이나 

환자의 불편감, 보행장애는 보이지 않았다. 

 1예에서 골절부 각변형은 없었으나 족근관절 운동범위가 건측에 비

해 50% 감소되면서 이로 인한 보행장애 소견을 보 다.

I
＋

IIA IIB IIC IC
# 
1 IC 2 IC 3 IC 4 IC 5

Excellent 0 4 2 1 4 3 0 0 0

Good 1 2 1 0 0 3 1 0 0

Fair 1 1 0 1 0 2 0 1 0

Poor 1 0 0 0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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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경골 원위부 관절 주위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피부 연부 조직 상태, 

골절부 형태, 분쇄정도, 개방성 창상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행해져 왔다
1,3,4,5,7,8,13,

. 

생물학적 내고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속정 내고정이나 경

피적 금속판 삽입술 등이 우수하다고 하나 수술 술기상의 어려움, 골

절 정복의 어려움, 긴 수술 시간, 불충분한 고정력, 금속정 파절 등이 

그 문제점으로 보고된 바 있다
5.8
. 이에 반해 해부학적 금속판은 골절 

원위부에 최소 2개 이상의 해면골 나사를 삽입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으로 견고한 고정을 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 정복을 가능케 함으로써 

골절부 단축, 회전변형,각형성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총 5예(33%)에서 골절부 각변형이 발생하 으나 모두 5도 이내의 각

형성으로 보행장애는 보이지 않았으며 골절부 단축, 회전변형은 없었

다.

본 연구에서 해부학적 금속판의 상대적 수술 적응증은 폐쇄성 골절

이면서 골절부가 경골 원위 천정부에서 2.5cm 이내여서 금속정 내고

정술시 원위 교합나사를 골절 원위부에 위치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골절선이 경골 원위 천정부까지 연장되어서 금속정 수술시 

확공 또는 금속정 삽입동안 관절내 골절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동반 손상으로 인하여 수술 시기가 지연되어서 골절부 단축을 비

관혈적 방법으로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골절 주위 피

부, 연부 조직의 좌상, 탈피창, 부분적 괴사가 있거나 고연령 환자에서 

피부 연부 조직이 얇거나 불안정하여 경골 내측에 금속판을 위치시켰

을 때 이차적 피부 괴사, 천공, 감염이 우려될 때 다.    

 경골 원위부 골절에서 관혈적 정복 및 경골 내측에 금속판 내고정시 

피부 괴사, 수술 후 감염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1,2,3,4
, Teeny등

14
은 30예의 경골 원위 천정부 골절에서 고식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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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후 37%의 심부 감염이 발생하 으며 

심부 감염의 발생이 수술 창상 이개 및 피부 괴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 다. Lin 등
15
은 경골 원위 천정부 골절에서 해부학적 금속판(Link 

Distal Fibula May Anatomic Bone Plate)을 사용하여 수술한 30예에

서 83.3%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2예의 심

부 감염, 1예의 천층부 감염의 합병증이 발생하 다고 하 다.        

Robinson등
6
은 제 II 형 골절 보다 제 I 형에서 피부 연부 조직 손상

이 더 심하다고 하 다. 본 증례에서도 AO/ASIF분류 IC 4, 5의 피부 

손상은 제 I 형 골절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수술 후 이차적인 피부 

괴사, 수술 창상 이개 및 심부 감염증을 보인 예는 없었다.  

 Oh 등
8
은 경피적 금속판 고정술 시행시 수술 후 족근관절 운동범위

가 총 21예중 3예를 제외하고 건측과 동일한 정도의 운동범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 으며 Robinson 등
6
은 금속정 내고정후 총 63예중 5

예에서 족근관절의 부분 강직을 보 다고 하 으며 그중 4예는 건측

에 비해 25%이하의 운동 범위 소실을 보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7예(47%)에서 건측에 비해 족근관절 운동범

위 감소를 보 는데 이중 1예는 50%이상의 소실로 인하여 보행 장애

를 겪었으며 이는 관혈적 정복으로 인한 수술 창상 부위 유착, 상대

적으로 고연령군에서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 후 재활치료에 있어

서 환자 협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기인 된 것으

로 생각된다.   

Robinson 등
6
은 금속정 내고정술을 실시한 총 63예의 평균 골유합 

기간은 16.2주(최단: 10주, 최장: 50주)로서 개방성 골절 10예 및 피부 

연부 조직 손상 동반시 그 유합기간이 길어짐을 보고하 으며 Oh 등
8

은 2예의 Gustilo 1 도 개방성 골절 2예를 포함한 총 21예중 경피적 

금속판 내고정술 후 평균 골유합 기간은 15.2주(최단: 8주, 최장: 24

주)라고 보고 하 다.  본 증례에서는 골절부 유합은 평균 17.9주(최

단: 12주, 최장: 26주)에 이루어졌으며 지연유합, 불유합으로 이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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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개방성 골절예는 없었으나 피부 연부 

조직 손상이 동반된 AO/ASIF 분류
10
 IC 3, 4, 5 총 3예에서 평균 유

합기간은 22주로 IC 1, 2의 평균 유합기간인  17.9주 보다 더 오래 소

요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골절 유형 및 피부, 연부조직 손상 정도에 따른 유합기간과 

족근관절 기능 평가 점수의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

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단지 그러한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며 향후 더많은 

증례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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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5예의 경골 원위부 관절 주위 골절을 해부학적 금속판(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을 이용하여 치료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경골 원위부 관절 주위 골절에서 골절부 주위 피부 및 연부조직손

상이 동반되었을 때  해부학적 금속판은 금속판 자체의 자극으로 

인한 이차적 피부, 연부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다. 

2. 골절부 회전변형, 단축은 없었으며 각변형은 5도 이내로 보행장애를 

유발한 예는 없었다. 

3. 골유합은 평균 17.9주에 이루어졌으며 불유합, 부정유합은 발생하지 

않았다. 

4. 수술 후 족근관절 강직이 전체 47%에서 발생하 다. 따라서 수술 

중 연부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수술 후 재활 운동에 있

어서 족근관절 운동 범위 보존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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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Feasibility of 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 for Distal Tibia Periarticular Fractures

Young-Jin Se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 Woo Lee) 

Distal tibia periarticular fractures have been associated with a 

high rate of complications such as skin and soft tissue necrosis 

and ankle stiffness. Fifteen cases with distal tibia periarticular 

fractures were treated by 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 

A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and clinical results were 

evaluated.  

Between Jan. 1995 and Jan. 2003, a total of fifteen cases treated 

with 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 were studied over 

one year follow-up. Based on medical documentations and 

radiological evaluation, fracture classifications, severities of soft 

tissuse injury, causes of injury, surgical timing, immobilization 

period, time to weightbearing, time to union, complication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Robinson classification, there were 3 typ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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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s (20%), 7 type IIA fractures (47%), 3 type IIB fractures 

(20%) and 2 type IIC fractures (13%). All cases were closed type 

fractures. By AO classification for skin lesions, there were 4 cases 

of IC 1, 8 for IC 2, 1 for IC 3, 1 for IC 4 and 1 for IC 5. All 

fractures united without secondary procedures due to delayed union 

or nonunion. the mean time of union was 17.9 weeks. There were 

no infections or aggravating skin and soft tissue compromise 

including 1 IC 5 case with local skin necrosis. Fifty percent loss of 

ankle motion compared with the uninjured ankle was observed in 

one patient (5 degrees of dorsiflexion, 25 degrees of plantar 

flexion). 

According to Blaird ankle score, the mean score was 91.2 point 

(excellent: 7 cases, good: 4 cases, fair: 3 cases, poor: 1 case). 

 This plating system is one of effective treatment modality for 

distal tibial periarticular fractures associated with unstable skin and 

soft tissue which provides relatively low rate of skin break-down 

and subsequent infection. 

Key words : tibia, distal periarticular fracture, Distal Fibular May 

Anatomic Bone P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