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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특특특특발발발발성성성성 왜왜왜왜소소소소증증증증에에에에서서서서의의의의 경경경경골골골골 연연연연장장장장술술술술

목적 : 특발성 왜소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Ilizarov 외고정 장치만

을 이용하여 경골 연장술을 시행한 군과 골수강내 금속정을 병행하여

경골 연장술을 시행한 군에서 치료의 결과, 환자의 만족도 및 합병증

을 비교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특발성 왜소증이 있

는 46명을 대상으로 양측 경골 연장술을 시행하였다. Ilizarov 외고정

장치만을 이용하여 연장술을 시행한 33경골을 A군으로, 골수강내 금

속정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하여 연장술을 시행한 59경골을 B

군으로 두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추시관찰은 14개월에서 84개월로 평

균 33.5개월이었다

결과 : 평균 나이는 남자는 22.1세, 여자는 22.8세였고 신장의 평균은

남자는 157.4cm, 여자는 146.9cm이었다.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길이의

비는 평균 75.4%(남자 75.7%, 여자 74.8%)이었다. 외고정 장치 장착

기간이 각각 평균 12.5개월과 평균 5.5개월이었고 치유 지수(healing

index)는 각각 평균 1.9 months/cm와 평균 1.0 month/cm이었다. 연장

비율(percentage increase)은 각각 평균 21.7%와 평균 20.1%였다. 방

사선 사진상 신연골이 나타난 시기는 양 군 모두에서 평균 약 26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군에서 하퇴 중간부위에 상흔이 없어 외형상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치료가 끝난 후 환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의 평가에서는 양군에서 모두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결론 : 골수강내 금속정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한 경골 연장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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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장을 하는 동안 변형의 방지와 길이의 소실이 없었고 상처의 반

흔이 적고 외고정 장치의 조기 제거가 가능하였다. 경골의 변형이 동

반되어 있는 경우 시술이 어렵고 경골의 협부의 직경이 적어도 8mm

이상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수술의 기법이 까다롭고 원위부

교합나사를 삽입고정하는 시술이 더 필요한 단점이 있었다. 즉 골수

강내 금속정의 삽입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한 경골 연장술은

적응증을 잘 선택하여 사용할 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핵심되는 말 :특발성 왜소증, Ilizarov술식을 이용한 경골 연장술, 골수

강내 금속정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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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왜소증에서의 경골 연장술특발성 왜소증에서의 경골 연장술특발성 왜소증에서의 경골 연장술특발성 왜소증에서의 경골 연장술

<지도교수 박희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주 영

ⅠⅠⅠⅠ.... 서서서서론론론론

왜소증은 표현되는 양상에 따라 크게 균형 왜소증과 불균형 왜소증

으로 나눌 수 있고 불균형 왜소증은 다시 사지가 체간보다 짧은 경우

와 체간이 사지보다 짧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균형 왜소증의 예로

는 가족성 왜소증 및 특발성 왜소증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각종 호

르몬 결핍 및 영양 부족에 의한 경우가 있다. 불균형 왜소증중 사지

가 체간보다 짧은 경우는 연골 무형성증이 대표적이고 기타

metaphyseal chondrodysplasia,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등이 있

고 체간이 사지보다 짧은 경우는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및

osteogenesis imperfecta등이 있다(표 1).

가족성 왜소증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키가 작은 가족력이

있고 내분비적 혹은 대사성 이상이 없으면서 키는 성장과정 내내 3

percentile 미만이며 최종 성장 완료시 예상되는 키도 3 percentile 미

만이어야 한다. 이는 대한 소아과 학회 발표에 따른 한국 소아의 표

준발육 곡선상1,2 20세 기준으로 남자는 신장 160cm 미만, 여자는 신

장 149cm 미만이 해당된다. 그러나 특별한 병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균형 왜소증이나 가족성 왜소증으로 정의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특발성 왜소증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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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왜소증의 분류

최근 생활의 향상과 영양 상태의 호전으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체

격이 향상되어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큰 키에 대

한 욕망으로 하지 길이 연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3.

하지 길이 연장 또는 변형 교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Ilizarov 술

식은 1950년대부터 정형외과 영역에 사용되어 복잡한 골절, 불유합,

개방성 골절, 심한 분쇄상 골절과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등 주로 외

상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으며 1990년대 들어 가족성 왜소증 또는 특

발성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이용

하여 경골 연장술이 성형적인 측면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점

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5. 그러나 Ilizarov 외고정 장치만을 이용하

여 경골 연장을 시행한 바 잦은 핀주위 감염, 각변형, 수술 반흔의 잔

Classification of short stature

P r o p o r t i o n a t e
short stature

Idiopathic short stature
Familial short stature

Hormone failure

Growth hormone deficiency
Cushing syndrome
Hypothyroidism
Nutritional short stature
Vitamin D resistant rickets

Disproportionate
short stature

Short limb dwarfism

Achondroplasia
Hypochondroplasia
Diastrophic dysplasia
Pseudoachondroplasia
Metaphyseal chondrodysplasia
Chondroectodermal dysplasia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Short trunk dwarfism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Osteogenesis imperfecta
Kniest dys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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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과 거추장스러운 외고정 장치를 오랜기간 유지해야만 하는 불편

함이 많아 이용에 제한이 되어왔다6,7.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수강내 금속정을 병행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사성 질환 및 내분비적 질환 등 특별한 병적 원

인이 없으며 균형 왜소증을 보이는 특발성 왜소증이 있는 환자를 대

상으로 Ilizarov 외고정 장치만을 이용하여 경골 연장술을 시행한 군

과 골수강내 금속정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하여 경골 연장술

을 시행한 군을 비교하여 치료의 결과, 환자의 만족도 및 합병증 등

을 비교해 보았다.

ⅡⅡⅡⅡ.... 재재재재료료료료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 대대대대상상상상

1992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특발성 왜소증이 있는 46명을 대상

으로 경골 연장술을 시행하였으며 전원에서 양측 경골을 연장하여 92

경골이였다. Ilizarov 외고정 장치만을 이용하여 경골 연장술을 시행한

경우를 A군이라고 하였고 총 33 경골이었으며, 골수강내 금속정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한 경골연장술을 시행한 경우를 B군이라

고 하였고 총 59 경골이었다(그림 1). 추시관찰은 14개월에서 84개월

로 평균 33.5개월이었다.

그림 1. Conventional Ilizarov method group(A)와 Hybrid group(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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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수수수수술술술술 방방방방법법법법

Hybrid 방법에서는 비확공성 골수강내 금속정과 두 개의 외고정

금속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술전 환자의 하퇴부에 Ilizarov 환 두개를

경골의 길이에 맞추어 telescopic rod로 고정하여 조립하였다. 환자의

경골의 길이와 골수강내 직경을 미리 측정하여 비확공성 골수강내 금

속정의 길이를 정하고(경골결절부터 경골원위 관절면의 상방 2cm까

지의 거리) 경골 골수강의 협부보다 1mm 작은 직경의 금속정으로 결

정하였다. 먼저 슬개건을 중앙에서 분리하여 경골에 비확공성 골수강

금속정을 삽입하고 원위부는 고정하지 않고 근위부만 교합나사로 고

정한 후 방사선 투시하에 Ilizarov 외고정 기구를 신연금속봉이 골수

강내 금속정에 평행이 되게 고정하였다. 경골의 피질 절골술은 경골

의 전면부위에서 접근하여 근위부 교합 나사에 가까운 부위인 골간단

과 골간의 이행 부위에서 시행하였다(그림 2).

그림 2. 22세 남환으로 수술전 키 159cm, T/F ratio 72%상태로(A)

Hybrid method으로 수술을 한 후(B,C) 수술 후 5개월째 외고정 장치

제거 후 distal interlocking screw 및 transfixation screw 삽입함(D).

수술 후 1년째 사진으로 부분 체중부하운동 후 충분한 consolidation

후 transfixation screw를 제거함(E). 수술 후 2년째 사진으로 완벽한

consolidation을 얻었으며 각 변형 및 연장 길이 소실은 볼 수 없다

(F,G).

AAAA BBBB CCCC DDDD EEEE FFFF G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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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식적 Ilizarov 방법에서는 네개 또는 세개의 금속환을 이용하여

이중 또는 단일 절골을 골간단부에서 시행하였다.

3333.... 수수수수술술술술 후후후후 경경경경과과과과

양군에서 모두 수술 후 일정기간의 절골부위의 치유기간이 지난 후

telescopic rod를 이용하여 하루에 1mm를 4회로 나누어 신연을 시작

하고, 목발을 이용한 체중 부하 운동을 병행하였다. 초기에는 주 1회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시행하여 신연부위의 신연골 생성여부를 확인하

였다. B군에서는 예정된 길이의 연장을 얻은 후 방사선 사진상 뚜렷

한 신연골의 형성이 보일 때 두 개의 원위부 교합나사와 원위 경비골

간 고정 나사를 삽입 고정하고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제거한 후 장

하지 석고붕대로 4주간 고정하였다. A군에서는 방사선 소견상 뚜렷한

신생 골피질이 형성될 때 외고정 장치를 제거한 후 4 주간 장하지 석

고붕대로 고정하였다.

4444.... 결결결결과과과과 비비비비교교교교

두 군의 장,단점을 알기 위해, 외고정 장치의 장착 기간, 초기 신연

골이 나타난 시기, 치유지수 등 객관적 연장 지표와 수술상흔의 정도,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 합병증 등을 비교해 보았다. 각 군간의 객관적

연장 지표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t-test를 이용하였으며

p-value가 0.05이하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정하

였다. 주관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술상흔 등 환자의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단순히 비교하였다.

ⅢⅢⅢⅢ.... 결결결결과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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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연장에 대한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만족도

특발성 왜소증이 있는 46명을 대상으로 모두 양측 경골 연장술을

시행하였다. 남자는 27명, 여자는 19명이였다. 평균 나이는 22.4세

(18-38세)였으며 남자는 22.1세, 여자는 22.8세였다. 신장의 평균은

153.0cm이었고, 남자는 157.4cm, 여자는 146.9cm이었다. 대퇴골에 대

한 경골의 길이의 비는 평균 75.4%(남자 75.7%, 여자 74.8%)이었다

(표 2).

표 2. 남녀간 특성 비교

1Tibia/Femur ratio(%).

연장술을 시행한 총 92 경골 중, 33 경골에서는 Ilizarov만을 이용

하여 경골 연장술을 시행하였고(A군), 59 경골에서는 골수강내 금속

정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한 경골연장술을 시행하였다.(B군).

특히 초기에는 전향적인 비교연구 목적으로 양측의 치료방법을 달리

하여 시도하였으나 두 치료방법간의 결과가 뚜렷이 차이가 있어 이후

의 대상에서는 적응증에 따라 양측을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였다.

A군에서는 외고정 장치 장착기간이 평균 12.5개월, B군에서는 평균

5.5개월이었다. 방사선 사진상 신연골이 나타난 시기를 평가하기 위해

매주 1회씩 단순 방사선 사진을 찍어 중첩되는 부분이 적게 보이는

측면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양 군 모두에서 평균 약 26일로 차

Cases Age(year) Height(cm) T/F ratio(%)1

남자 27 22.1±3.8 157.4±6.9 75.7±3.8

여자 19 22.8±4.2 146.9±5.4 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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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유 지수(healing index)는 치료에 소요된 총 기

간을 골연장 길이로 나누어 개월/cm단위로 나타내었을 때 A군에서의

치유 지수는 평균 1.9개월/cm였으며 B군에서는 평균 1.0개월/cm이었

다. 연장 비율(percentage increase)은 A군에서는 평균 6.7cm의 신연

를 얻었고, 이는 경골 길이의 평균 21.7%였으며 B군에서는 평균

6.5cm의 신연된 길이를 얻었고, 이는 경골의 길이의 평균 20.1%였다.

통계학적 결과상 B군이 A군보다 외고정 장치 고정기간 및 치유지수

는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표 3).

표 3. 각 군간 연장 결과 비교

1Conventional Ilizarov method group.
2Hybrid group.

외형상 문제가 되는 수술 상흔은 금속핀 삽입부로서 상흔의 크기는

양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B군에서 하퇴 중간부위에 상흔이 없어

외형상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치료가 끝난 후 환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의 평가에서는 A군에서는 장기간의 외고정 장치 착용기간 및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감 측면에서 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최종 추시시에서는 양군에서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Fixation

period

(Months)
*

Latent

period

Amount of

lengthening

(cm)

Percentage

increase

Healing

index

(Month/cm)
*

Group A1 12.5±5.4 9.2±2.2 6.7±1.5 21.7±4.4 1.9±1.3

Group B
2
5.5±1.7 8.5±2.2 6.5±1.0 20.1±3.3 1.0±0.4

P-value <0.001 0.420 0.223 0.05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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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합합합합병병병병증증증증

A군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핀이 파손된 경우가 8례 있었고, 천

층 핀 삽입부위 감염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관찰 할 수 있었으나 국

소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례였고 그 정도가 심해 전신 항생

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1례 있었다. 각 변형이 온 경우가 6례 있었

는데 이중 2례는 경골의 원위신연부, 4례는 경골의 근위신연부였으며

원인으로는 조임나사의 이완으로 인한 외고정장치의 불안정성, 불균

형적 신연방법, 및 안정성이 결여된 외고정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중

변형의 정도가 심해 다른 교정술이 필요한 경우는 2례 있었으며 나머

지 4례에서는 추가조치에 의해 교정되었다. 불완전 절골로 재절골술

이 필요한 경우가 3례 있었으며 경골 신연부의 신생골 형성 지연으로

2례에서는 골수 주입술을 1례에서는 자가장골이식술까지 시행받았다.

슬관절 운동제한을 보인 경우가 3례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로 관절운

동이 회복되었고 족관절 운동제한을 보인 4례에서는 관절운동 회복을

위해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으나 이중 1례에서는 관절운동의 회복이

미미해 연장된 경골 일부 단축하였고 다른 1례에서는 아킬레스건 연

장술을 시행하였다. 4명의 환자에서 수술 전에는 없었던 요추부 동통

을 신연 기간 중 호소하였으나 외고정 장치의 제거 후 관절운동 및

보행이 정상화 되면서 서서히 호전되었다. 1례에서는 peroneal tendon

의 entrapment가 의심되어 pin의 일부를 재 삽입하였다. 감각신경의

손상을 보인 경우가 3례 있었으나 모두 회복되었다.

B군에서는 핀이 파손된 경우가 11례가 있어 핀 재삽입술이 필요하

였다. 천층 핀 삽입부 감염을 역시 거의 모든 경우에서 보였으나 국

소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감염은 1례였고, 4례에서 불완전한 절골로

인해 재 절골술을 시행하였으며 각 변형이 온 경우는 없었다. 2례에

서는 금속정 삽입 후 골 신연이 되지 않아 금속정 제거 후 외고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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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만을 이용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골연장을 얻을 수 있었다. 외고정

장치를 제거할 당시 10례에서 족관절의 신전운동제한이 있었으나 물

리치료로 호전이 되었고 1례에서는 호전이 되지 않아 아킬레스건 연

장술이 시행되었으며 술 후에도 반대측에 비해 10도의 신전운동제한

이 남았다. 슬관절 운동제한을 보인 경우가 4례가 있었는데 물리치료

로 3례에서는 호전되었으나 1례에서는 슬관절의 굴곡구축이 심해 연

장술을 도중에 중단하였다. 경골 유합의 지연을 보인 경우는 1례 있

었으나 추가적인 시술을 필요하지 않았다. 1명의 환자에서 수술 전에

는 없었던 요추부 동통을 신연 기간 중 호소하였으나 외고정 장치의

제거 후 관절운동 및 보행이 정상화 되면서 서서히 호전되었다. 3명

에서는 신연 기간 중 족관절 및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외고

정 장치의 제거 후 정상화 되었다. 감각신경의 손상을 보인 경우가 4

례 있었으나 모두 회복되었다(표 4).

표 4. 각 군간 합병증 비교

1Conventional Ilizarov method group.
2Hybrid group.
3Limitation of motion.

Group A
1

Group B
2

Pin breakage 8 11

Angular deformity 6 0

Delayed union of tibia 5 1

Incomplete corticotomy 3 4

LOM
3
of knee 3 4

Lower back, ankle and knee Pain 4 4

Superficial peroneal nerve injury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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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고고고찰찰찰찰

1951년 Ilizarov가 골의 점진적인 신연으로 골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를 고안한 이후로 골연장술은 큰 발전을 하였고5,8,9 근래에는 생

활의 향상으로 청소년의 체격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신장에

대하여 치료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Ilizarov 기구

를 이용하여 경골을 신연시키는 방법이 왜소증 환자의 하지 연장술에

이용되어 왔으나, 골 신연중 변형이 생기거나 수술상흔이 남는 것이

필연적이며, 골연장 치료 중 크고 복잡한 체외고정기구를 오랜 기간

착용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특히 성형을 목적

으로 하는 치료에 큰 걸림돌로, 환자들이 보다 고통이 적고 편안함을

느끼며 복잡한 기구를 보다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술식이 요구되어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서양인의 경우 경골과 대퇴골의 길이비율은 15세를 기준으로 한 보

고에서는 84%였고10, 18세를 기준으로 한 보고에서는 경골이 대퇴골

의 79%에 해당된다고 보고한바 있다8. 본 연구에서는 46명의 환자에

서 평균 75.4%였고 이는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비율이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의미로 하지의 외형적인 균형을 고려할 때 하지의

연장시 대퇴골을 신연시키는 것보다 경골을 신연시키는 것이 하지의

균형적인 조화를 얻을 수 있어 46명 모두에서 경골을 연장하였다.

Hybrid 군에서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제거했던 시기는 방사선 사

진상 뚜렷한 신생골이 보일 때로 정하였다11. Lin 등12은 골연장이 끝

난 시점에서 한달이내에 제거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본 예에

서는 양쪽을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보행시 부분체중부하가 어려운 상

태였고, 조기제거로 인하여 교합나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이로 인

한 파손의 가능성으로 외고정 장치 제거시기를 방사선상 뚜렷한 신생

골 형성 소견이 있을 때로 하였다. 그러나 Hybrid 군에서

Conventional Ilizarov method 군보다 평균 7개월 빨리 외고정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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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 된다.

피질 절골술은 골 간단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골간부보다 더 빠른

치유를 보였다는 보고에 따라4,13 가능한 한 골 간단부 가까이에서 시

행하였는데 Hybrid 군에서는 골수정의 근위 교합나사의 위치로 인해

골 간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일부 저자들의 보

고에 의하면 절골시 골 주위의 연부조직 특히 골막손상을 최소화할

때 절골의 위치는 신생골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14,15.

Delloye 등16은 절골후 골수의 혈류를 흡수되지 않는 물질인 silicone

이나 methylmethacrylate로 차단하였을 때 골형성에 지장을 초래하였

다고 보고하였고 Rhinelander 등17은 골내 확공 등의 조작에 의하여

골수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을 때에는 2주이내에 혈관조직이

복원되어 골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Klein 등18은 동물실

험에서 골수강내 금속정을 삽입할 때 골피질의 혈류장애가 확공시

70%, 비확공시 31%에서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Velazco 등19도 확공

에 의한 열손상 및 Haversian관이 막혀 비확공시보다 혈관손상이 더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금속정 삽입을 이용한 성공적인 골연장술은

Bost 등20이래로 여러 저자들에 의해 보고되어 왔고 특히 Lin 등12은

최근에 확공성 교합금속정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7,21. 골

수강내에 금속정을 삽입하면 골수조직 손상을 유발하여 일시적인 골

수내의 혈류를 떨어뜨려 초기 신생골의 생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

므로 골수강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골 골수강의 협부보다

1mm작은 비확공성 금속정을 사용한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치유 지수

가 골수강을 삽입한 경우에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봐서는 골

수강 삽입이 신연 골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수강 협부의 직경보다 큰 금속정이 확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되

거나 외고정 장치의 신연 금속봉이 내고정 된 금속정과 평행하게 장

치되지 않았을 때 신연이 되지 않았던 2례가 있었으며 수술시 이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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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해야 한다.

Ilizarov 외고정 장치만을 한 경우에는 경골의 중간부위에 핀이 삽

입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상흔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관통하지 않는

직경이 큰 핀을 편측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생기는 반

흔도 하퇴의 중간부위의 전내측에 있어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

Ilizarov 외고정 장치만을 이용하여 경골연장술을 시행한 33례 중 3례

에서 반흔이 심하여 반흔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골수강내 금

속정과 외고정 장치를 병행한 군에서는 하퇴의 중간부위에 반흔이 없

어 외형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합병증으로는 핀 주위의 감염이 가장 많았으며 모두 국소 항생제

주입 및 핀 주위 소독으로 호전되었다. Hybrid 군에서는 핀의 개수가

Conventional Ilizarov method 군보다 적기 때문에 핀 주위의 감염도

적었다. 골수강내 금속정은 치료과정중 발생될 수 있는 각변형 및 외

고정 장치를 제거한 후에 올 수 있는 길이의 소실도 방지하였다. 양

군에서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는 경골 신연시

슬관절과 족관절의 굴곡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슬관절과 족관절을 신

전시킨 위치로 장시간 유지함으로서 이것이 동통을 유발하거나 기존

의 요추부 동통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술전에 기

존의 요추부 동통이 있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사료된다. 양 군에서 슬관절 및 족관절의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경

험하였는데 연장의 속도를 줄이거나 물리치료로 동통의 완화를 얻었

으며 외고정 장치 제거후 큰 후유증은 없었으나 Hybrid 군에서 1례에

서 슬관절구축의 소견이 심해 연장술을 도중에 중단하였다.

Hybrid 군의 단점으로는 경골이 금속정을 삽입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확공성

골수강내 금속정은 최소 직경이 8mm인데 비해 경골 골수강의 직경이

이보다 작은 경우에 사용이 어려웠다. 금속정이 삽입된 상태에서 절

골술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골술의 술식이 까다로워 59례 중 4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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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완전한 절골술로 인하여 다시 절골술을 시행하였으며 계획했

던 길이의 신연을 얻은 후 조기에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원위

부 교합나사를 삽입하는 술식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ⅤⅤⅤⅤ....결결결결론론론론

골수강내 금속정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한 경골연장술은

Ilizarov 외고정 장치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

다. 연장을 하는 동안 변형과 길이의 소실이 없었고 상처의 반흔이

적었다. 특히 치유지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외고정 장치의 조

기 제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경골의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시

술이 어렵고 경골의 협부의 직경이 적어도 8mm 이상이 되어야 사용

이 용이하였으며 수술의 기법이 까다롭고 원위부 교합나사를 삽입고

정하는 시술이 더 필요한 단점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골수강내

금속정의 삽입과 Ilizarov 외고정 장치를 병행한 경골연장술은 적응증

을 잘 선택하여 사용할 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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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ial Lengthening in Idiopathic Short Stature

Ju-Young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ui-Wan Park)

Ilizarov technique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limb

lengthening for several decades, one of its main drawbacks is,

however, long application of external fixator over 6 months. To

lessen this time, simultaneous intramedullary fixation which

converts later to static fixation by insertion of interlocking screws

has been proposed. The indication for surgical limb lengthening

includes familial short stature below the 3rd percentile. We

compared the results of 33 tibial lengthening with Ilizarov method

to those of 59 hybrid methods. The hybrid system is composed of

an unreamed AO intramedullary nail and ring fixator. Once the

lengthening is completed, distal interlocking screws were inserted.

In the group who were treated by hybrid system, the mean

lengthening of tibia was 6.5cm, the mean of external fixation

period 5.5 months, the mean healing index 1.0 month/cm. In the

group treated by Ilizarov method the mean lengthening of tibia was

6.7cm, the mean of external fixation period 12.5 months, the mean

healing index 1.9 months/cm. In the hybrid group we found

several advantages such as no angular deformity, no loss of

lengthening, and less scar by early removal of fixator, but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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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dvantages such as additional procedures and limitation in

intramedullary nailing.

Key Words : Idiopathic short stature, Tibial lengthening, Ilizarov,

Intramedullary n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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