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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F형 금속판을 이용한 전위성 관절내 종골 골절의 치료

전위성 관절내 종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
치료하며 그동안 금속 내고정물로 여러 형태의 금속판 및 금속나사가
고안돼 왔지만 후방 관절면의 시상부 골편에 대한 고정력이 불충분하
였다.이를 보강하기 위해 F형 금속판이 개발되었고 생역학 실험을
통해 이의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나 임상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가 없었
다.이에 F형 금속판의 실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위성 관
절내 종골 골절에 대해 F형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후 6개월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총 36명,43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남자가 34명,여
자가 2명이었고,평균 연령은 40세였다.평균 추시 기간은 16개월(6개
월-28개월)이였고,수상 원인으로는 추락사고로 인한 고에너지 손상이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골절의 분류는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Sanders분류를 사용하였
고 확대 외측 도달법을 이용하여 관혈적 정복과 F형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방사선학적 평가는 측면 사진에서 Böhler각을 술 전,술 후 및 최종
추시 시에 측정하여 Böhler각의 변화를 평가하였고,그 외에 국소 감
염,외상성 관절염,불유합 및 금속판 및 나사의 파절과 같은 역학적
실패를 조사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Marylandfootscore를 사용하여 우수,양호,보통,불
량,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였다.
Sanders에 따른 분류는 II형이 19례(IIA 11례,IIB7례,IIC1례),III
형이 18례(IIIAB9례,IIIAC9례),IV형이 6례로 IIA형이 가장 많았다.
Böhler각은 술전 0.5±13.4도에서 술후 25.8±5.6도로 향상되었고 최종



추시 시에는 23.5±5.6도로 술 후에 비해 평균 2.3도 감소하였다.불유
합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2례에서 F형 금속판의 파절이,다른 2례에
서는 시상부 고정나사의 파절이 발생하였지만 Böhler각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외상성 관절염은 5례에서,내반 부정유합은 1
례에서 관찰되었다.심부 감염이 1례에서 발생하여 괴사조직의 제거
와 함께 유리 피판술을 시행하였다.
Marylandfootscore에 따른 임상적 평가에서는 우수가 10례,양호가
22례,보통이 10례,불량이 1례로 74.4%(32/43)에서 양호이상의 결과
를 보였고,골절형에 따른 임상적 평가는 각각 II형이 73.7%(14/19),
III형이 88.9%(16/18),IV형이 33.3%(2/6)에서 양호이상의 결과를 나타
내었다.환자의 나이,술 전 Böhler각,보상이 가능한 보험 가입 여부
중,보상에 대한 기대가 술 후 임상적 결과에 의미 있게 악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위성 관절내 종골 골절의 치료는 후방 관절면의 정확한 정복과 시
상부 골편의 견고한 고정 및 지지가 중요한데,골절면의 해부학적 정
복과 F형 금속판으로 이러한 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 연구가 단기 추
시인 점을 감안 한다면 향후 좀 더 장기 추시의 결과와 함께 이전의
Y형 금속판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종골 관절내 골절 형 금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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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종골은 체중을 탄력 있고 견고하게 지지해 주어,보행 시에 spring
board의 역할을 담당하며 아킬레스건의 부착부위에 대해 후방 관절면
이 높아 족관절 족저 굴곡시 leverarm 을 길게 해주어 push-off
power를 증폭 시키는 역할을 한다.종골 골절은 전체 골절의 1-2%로
흔하지 않은 골절이지만 족근골 중 가장 손상을 잘 받는 부위로 족근
골 골절의 약 60%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낙상 시 발뒤꿈치로 접지할
때 생기는 축성 압박 부하가 종골에 흡수됨으로써 발생한다1.
전위성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얇은 골피질과 해면골

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 및 얇은 연부 조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치료 방법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전산화 단층 촬영이 진단에 이용되
어 골편의 위치 및 모양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2광범위 외측
도달법이 보편화 되면서 현재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의 수술적
치료가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3.
그동안 금속 내고정물로 재구성 금속판(reconstructionplate),Y형

금속판,H형 금속판,Sanders종골 금속판(calcanealplate)등 여러
형태의 금속판 및 금속나사가 고안되어 왔지만4후방 관절면의 시상



부 골편과 조면 골편을 견고하게 고정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술 직후 회복되었던 후방 관절면 높이(Böhlerangle)가 축성
압박력으로 인해 장기 추시 시 감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후방 관절면의 시상부 골편을 체부와 함께 고정하

여 골편의 축성 압박력에 의한 전위를 막아 종골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F형 금속판을 고안하여 후방 관절면의 시상부 전위성 관절내 종
골 골절 치료에 이용하였으며 6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이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재료 및 방법
1.연구 대상

   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위성
관절 내 종골 골절에 대해 F형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후 6개월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총 36명,43례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
하였다

 2.일반적 특성
  성별분포는 남자가 34명,여자가 2명이었고,수상 당시의 나이는 평
균 40세(범위,20-82세)로 우측이 17례,좌측이 26례였다.평균 추시
기간은 16개월(범위,6-28개월)이었다.수상 원인으로는 추락사고(fall
down)37례(86%),실족사고 4례(9.3%),직접외상 2례(4.6%)로 고에너
지 손상이 가장 많았다.수상 시부터 수술까지 평균기간은 6.4일(범위,
1-16일)이었다(표1).



표표표 1. 환자자료
SexAge legSanders Injury TD 보험 initial***postop***6mos*** lastF/U*** F/U MarylandComplication

1 M 21 L IIIAC FD 11 산재 -9.3 20.8 20 19.7 28 E

2 M 33 L IV FD 7 건보 -21.3 23.1 21.5 20.5 25 G

3 M 28 R IIIAC FD 3 건보 7 38.6 38 37.5 23 E
4 M 35 L IIB FD 12 건보 -5.2 14.2 13.2 10.2 23 F thal.SB

5 M 46 L IIB FD 9 산재 22.6 26.1 25.7 24.7 23 F subtalr
arthritis

6 M 54 L IIIAB FD 12 건보 1.2 25.6 25 24.6 23 G subtalar
arthritis

7 M 33 L IIA SD 1 건보 3.5 34.3 33.8 33.2 22 G
8 M 46 R IIIAC FD 2 산재 3.5 34.3 33.8 33.2 22 G
9 F 35 L IIIAB FD 3 자보 8.9 28.4 27.9 27.6 22 E
10 M 25 R IIIAB DT 6 자보 -10.2 19.6 19 17.1 21 E subtalar

arthritis

L IIIAB DT 6 자보 3.4 24.3 24.1 23.1 21 G subtalar
arthritis

11 M 55 R IIC FD 6 건보 10.6 15.9 15.1 14.8 21 G thal.SB

L IIIAC FD 6 건보 -10.5 20.8 20.1 19 21 G plate
breakage

12 M 46 R IIB FD 9 산재 3.8 31.8 30.2 29.4 20 G
L IIB FD 9 산재 14.6 27.2 26.5 25.9 20 G

13 M 49 L IIA FD 1 건보 17.2 36.8 36.2 35.1 20 E

14 M 44 R IIIAC FD 6 건보 -7 25.2 24.9 23.2 20 E plate
breakage

15 M 32 R IIA FD 3 산재 -19.2 28.4 27.3 25.6 19 F
L IIIAB FD 3 산재 -20.3 25.8 25.6 25.2 19 F

16 M 57 R IIA RD 4 건보 9 28.8 27 24.9 18 G
17 M 51 R IIIAC FD 7 건보 7.2 25.5 23 21.2 18 E
18 M 47 L IIA RD 8 건보 14.8 25.1 24.2 22 18 G subtalar

arthritis
19 M 38 L IIB DT 2 건보 18.9 22.5 22 20.5 17 G
20 M 30 R IIB FD 5 산재 -0.6 25.6 24.9 24.2 15 F

L IIIAC FD 5 산재 -6.5 20.9 20.1 19.5 15 F
21 M 44 L IIIAB FD 8 건보 9.1 23.2 23.1 22.3 15 E
22 M 33 R IIA FD 5 건보 -17.7 23.6 23.6 23 13 G

L IIIAB FD 5 건보 -2.8 36.8 35.8 31.1 13 E
23 M 42 R IIA FD 8 산재 12.6 24.1 22.2 19.7 12 G

L IIA FD 8 산재 13.5 26.2 25.9 30.5 12 F
24 M 47 L IIA FD 5 건보 13.8 32.5 32.2 30.5 12 G
25 M 42 R IIIAC FD 5 건보 -1.2 21.4 21 19.7 12 G
26 M 45 L IIIAB FD 5 산재 -13.6 29.4 28.8 27 11 G
27 M 37 R IIB FD 7 건보 9 22.5 22.5 22.5 10 E
28 M 59 L IIA FD 16 산재 -10.8 24 24 22.3 10 G
29 M 41 L IV FD 9 건보 -10.7 22.5 22.3 20.4 10 F
30 M 22 L IIIAC FD 7 산재 4.5 25.1 25 24 10 G
31 M 42 R IV FD 11 산재 -21.6 20 17.5 17.3 8 F

32 M 39 R IV FD 4 산재 -8.3 17 15 14.6 8 P wound
infection

33 F 41 L IIA FD 3 건보 35.5 37.3 35.2 34.5 8 G

34 M 36 R IV FD 4 건보 -24.7 30.4 27.9 26.8 8 G varus
malunion

35 M 35 L IIIAB FD 7 건보 -2.9 22.3 20.8 20.8 8 G
36 M 41 R IV RD 9 건보 1.5 28.6 24.1 24.1 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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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ooooootttssscccooorrreee,,,FFFDDD:::fffaaalllllliiinnngggdddooowwwnnn,,,SSSDDD:::sssllliiipppdddooowwwnnn,,,RRRDDD:::rrrooolllllliiinnngggdddooowwwnnn,,,DDDTTT:::dddiiirrreeecccttttttrrraaauuummmaaa,,,EEE:::
eeexxxccceeelllllleeennnttt,,,GGG:::gggooooooddd,,,FFF:::fffaaaiiirrr,,,PPP:::pppoooooorrr,,,RRR:::rrriiiggghhhttt,,,LLL:::llleeefffttt,,,MMM:::mmmaaallleee,,,FFF:::fffeeemmmaaallleee,,,FFF///UUU :::fffooollllllooowww
uuuppp(((mmmooonnnttthhh))),,,ttthhhaaalll...SSSBBB:::ttthhhaaalllaaammmiiicccssscccrrreeewww bbbrrreeeaaakkkaaagggeee,,,pppooossstttoooppp:::pppooossstttooopppeeerrraaatttiiivvveeessstttaaatttuuusss,,, 666mmmooosss:::666
mmmooonnnttthhhsss,,,***:::BBBooohhhllleeerrr각각각

3.골절 분류
  골절의 분류는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Sanders분류5,6,7를 사용하
였다.Sanders분류는 전산화 단층촬영 중 관상 절단면 상에서 후방
관절면이 가장 넓게 보이는 면을 이용한다.후방 관절면을 삼등분하
는 선을 정하고 외측부터 A,B,C라 명명하여 제거 돌기를 포함하여
후방 관절면을 총 네 구획으로 나눈다.제 1형은 전위가 없는 골절,
제 2,3,4형은 골편의 개수를 가지고 정하는데 골절선의 위치에 따라
각 골절형에 A,B,C를 명명한다.즉,제 2형은 IIA,IIB,IIC로 제 3
형은 IIIAB,IIIAC,IIIBC로 나뉘며,골절선이 4개 이상의 분쇄골절의
경우 제 4형이 된다(그림 1).

그림 1>Sanders분류



4.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처치
수술적 방법은 광범위 외측 도달법을 이용하였는데,피부 절개는

종골건과 족관절 외과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여 'L'자 형태로 족부
의 외측과 족저부 피부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여 종입방 관절의 전방
부까지 가한다(그림 2-A).비골 지지대(peronealretinaculum)와 종비
인대를 가르고 비복 신경(suralnerve)을 주의하며 골막 하에서 절제
하여 전체층 피판을 전외측으로 들어 올려 종골의 후방 관절면과 외
측벽,전방 관절면을 노출시킨다.
후방 관절면은 SandersIIA처럼 외측만 골절된 경우는 외측 골절편

을 골막 경첩과 함께 뒤로 젖혀서 정복하였고,내측 관절이 골절된
경우는 외측 골절편을 젖힌 후 내측 골절편을 정복하여 임시로 K 강
선으로 고정 후 외측 골절편을 정복하여 F형 금속판으로 고정하였다
(그림 2-B).
수술 후에는,10주간 체중을 부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족관절의 능동
운동만을 시행하면서 목발 보행을 허용한 후 서서히 체중부하를 허용
하였다.

그림 2-A>광범위 외측 도달법



그림 2-B>SandersIIA형 골절에서 F형 금속판을 이용한 수술

5.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평가
  방사선학적 평가는 측면 사진에서 Böhler각을 술 전,술 후 및 최
종 추시 시에 측정하여 Böhler각의 변화를 평가하였고,그 외에 국소
감염,외상성 관절염,불유합의 유무 및 금속판 및 나사의 파절과 같
은 역학적 실패를 조사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Marylandfootscore를 사용하여 통증,기능,미용적

인 면을 기준으로 90점에서 100점을 우수,75점에서 89점을 양호,50
점에서 74점을 보통,50점 미만을 불량으로 판정하였다(표 2).



표표표 2. Mayland Foot Score

Pain Points

    None  : including with sports 45

    Slight  : no change in ADL's or work ability 40

    Mild    : minimal change in ADL's or work 35

    Moderate : significant decrease in ADL's 30

    Marked : during minimal ADL's 10

    Disabled :unable to work or shop 5

Function

   Gait     

       Distance walked

           Unlimited 10

           Slight limitation 8

           Moderate limitation (2-3 blocks) 5

           Severe limitation (1 block) 2

           Indoors only 0

       Stability

           Normal 4

           Weak feeling - no true giving way 3

           Occasional giving way (1-2mo) 2

           Frequent giving way 1

           Orthotic device used 0

       Support

           None 4

            Cane 3

            Crutches 1

            Wheelchair 0

       Limp

            None 4

            Slight 3

            Moderate 2

            Severe 1

            Unable to walk 0

      Shoes

            Any type 10



6.통계학적 검정
술 전,술 후와 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Böhler각을 비교하여 수

술적 치료를 통해 재건된 Böhler각이 일정기간 후 변화 여부 및 술
전 Böhler각과의 관계를 t-test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평가하
였다.
또한 40세 이상의 나이,내원 당시 감소된 Böhler각,보상이 가능

한 산업재해 혹은 자동차 보험 가입의 경우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정하고 이를 Fisher'sexacttest방법으로 검증하였다.

           Minor concessions 9

           Flat, laced 7

           With orthotics 5

           Space shoes 2

           Unable to wear shoes 0

      Stairs

           Normally 4

           With bannister 3

           Any method 2

           Unable 0

       Terrain

           No problem with any surface 4

           Problem on stones, hills 2

           Problem on flat surfaces 0

  Cosmesis 

       Normal 10

       Mild deformity 8

       Moderate 6

       Severe 0

       Multiple deformity 0

  Motion (ankle, subtalar, midfoot, metatarsophalangeal)

       Normal 5

       Slightly decreased 4

       Markedly decreased 2

       Ankylosed 0

Total 100



Ⅲ.결과
1.Marylandfootscore에 따른 임상적 평가
Sanders에 따른 분류는 II형이 19례(IIA 11례,IIB 7례,IIC 1례),

III형이 18례(IIIAB9례,IIIAC9례),IV형이 6례로 IIA형이 가장 많았
다.
Marylandfootscore에 따른 임상적 평가에서는 우수가 10례,양호

가 22례,보통이 10례,불량이 1례로 74.4%(43례 중 32례)에서 양호이
상의 결과를 보였고,골절형에 따른 임상적 평가는 각각 II형이
73.7%(19례 중14례),III형이 88.9%(18례 중 16례),IV형이 33.3%(6례
중 2례)에서 양호이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골절형과 Marylandfootscore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다(표3).
 

표표표 3 . 골절형과 Maryland foot score 의관계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2.Böhler각의 변화
Böhler각은 술 전 0.5±13.4도에서 술 후 25.8±5.6도로 향상되었고,

술 후 6개월에는 24.8±5.6도,최종 추시 시에는 23.5±5.6도로 술 후에
비해 각각 평균 1도,2.3도 감소하였으나 각 증례마다 수술 후 일정

Sanders excellent good fair poor p-value
I

0.1747II 2 12 5
III 8 8 2
IV 2 3 1



기간(6개월)후에도 수술 직후에 비해 Böhler각이 큰 감소 없이 유
지되는 소견을 보였다.(그림.3)이의 통계적 평가의 경우 술 후 6개월
에 측정한 Böhler각은 수술 직후에 비해 1도 작은 정도로 t-test상
의미 있게 유지되었다(p=0.87).이는 술 전 Böhler각에 관계없이 재
건된 Böhler각이 일정기간 후에도 잘 유지됨을 보여주며 이의 상관
관계를 보기위한 Pearsoncorrelationtest상 재건된 Böhler각의 유
지는 술 전 Böhler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p=0.711).

그림 3> 술 전 Böhler 각과  술 후 6개월에서의 각 변화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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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40세 이상의 나이,내원 당시 감소된 Böhler각,산업재해 보험 등

보상여부를 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정의하고 이들과
Marylandfootscore를 이용한 임상적 결과와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
였다.
나이의 경우 양호 이상의 환자 비율이 40세 이상의 경우 18례

(42%),40세 미만은 14례(33%)로 오히려 40세 이상의 경우 좋은 결과
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표4).
  

표표표 4 . 나이와결과와의관계  (Chi-Square test)

내원 당시 Böhler각이 0도 이상인 경우 양호이상의 결과를 가진 경
우가 20례(47%),0도 미만인 경우가 12례(28%)로 0도 이상인 경우가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역시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표5).
  

표표표 5. 내원시의 BÖhler 각과결과와의관계  (Fisher's Exact test)

보상이 가능한 산업재해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양호 이상이 10례(23%),가입 되지 않는 경
우 22례(51%)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좋은 결과를 보였고 Fisher's

age excellent good fair poor p-value
≥≥≥ 40세 4 14 7

0.8195
<40세 6 8 3 1

BBBBööööhhhhlllleeeerrrr    각각각각 excellent good fair poor p-value
≥≥≥ 0도 6 14 3

0.2767
<0도 4 8 7 1



exacttest상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표6).

표표표 6 . 환자의보상가능여부와결과와의관계 (Fisher's Exact test)

*:결과를 양호(good)이상과 보통(fair)이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산출함.

4.합병증
합병증으로 불유합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2례에서 F형 금속판의 파
절이(그림 4),다른 2례에서는 시상부 고정나사의 파절이 발생하였지
만 Böhler각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외상성 관절염은 5례
에서,내반 부정 유합은 1례에서 관찰되었다.심부 감염이 1례에서 발
생하여 괴사조직의 제거와 함께 유리 피판술을 시행하였다.

그림 4>추시 중의 금속판 파절

보상 보상 보상 보상 여부여부여부여부 excellent good fair poor p-value

보상인 경우 3 7 7 1
0.0312*보상 아닌

경우 7 15 3



Ⅳ.고찰
  종골은 족부에서 가장 강하고 큰 뼈로서 체중을 거골로부터 지면으
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종골은 상부는 거골과 전방으로는 입방골
과 관절을 이루며 대부분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고,재거 돌기 부분
(sustanticulum tali)과 조면(tuberosity),후방 관절면 직하방과 족근동
(sinustarsi)의 외측연은 피질골이 튼튼하나 그 외 부분은 얇은 피질
골로 덮여있다.
종골 골절은 대부분 낙상 시 발뒤꿈치로 접지할 때 생기는 축성 압
박 부하가 종골에 흡수됨으로써 발생한다.손상 기전에 대해서
Essex-Lopresti8는 거골의 외측 돌기에 의해 종골에 초기 골절이 일
어나고 이 골절선은 종방향으로 종골의 바닥방향으로 진행되며 힘이
더해지면서 재거 돌기와 후방 관절면 내측 삼분의 일이 내측으로 전
위된다고 하였다.그리고 수상 당시 족관절 족저 굴곡 시에는 설상형
골절이 신전 시에는 관절 함몰형 골절이 주로 발생된다고 하였다.관
절 함몰형 골절의 경우 종골 재거 돌기에 종방향의 일차 골절선이 생
기고 힘이 더해지면 거골의 후외측 부위에 의해 후방 관절면에 복합
골절 및 종골 체부에도 골절이 발생한다 하였다6,9,10,11,12.이처럼 종골
의 관절 내 골절의 경우 후방 관절면의 복합 골절이 발생하면서 특징
적으로 Böhler각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나 재거 돌기 골편의 경우 족
관절 삼각인대에 의해 안정성을 유지한다11,13.
골절의 정복 및 내고정의 방법이 무엇이든 종골 골절의 치료에 있

어서는 첫째로 종골의 높이와 길이 그리고 너비를 회복하고,둘째로
모든 관절면을 해부학적으로 정복하고,셋째로 관절 운동의 제한이
없는 안정된 골유합이 치료의 목표라 할 것이다8,14,15,16.이는 다른 체
중 부하 관절의 골절 치료와 마찬가지로 관혈적 정복을 통한 관절면
의 해부학적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이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치료에도
적용됨을 시사한다.종골 골절의 관절 내 골절 중 관절 함몰형은 시
상부 골편을 형성하게 되며 특히 이 골편이 전위되면 정복 후에도 골



결손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종골 골절의 고정 방법으로는 거골하 관절면의
해부학적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을 위해 확대 외측 도달법17을 통해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며,금속판은 종골 외측벽의 해부학적 구조
에 잘 맞추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는 재구성 금속판
(reconstructionplate)이 사용되고 있다18.
하지만 재구성 금속판으로는 관절 함몰형 골절의 경우 종골의 전후
방 및 시상부 골편을 모두 연결하여 고정할 수가 없다.결국 시상부
골편을 고정하기 위해서 금속나사 또는 금속 강선을 추가 고정19하게
되므로 재구성 금속판과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다.재구성
금속판 이외에도 1/3관상형 금속판,Y형,H형 금속판과 금속나사가
이용되어 왔으나4,역시 관절 함몰형 골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
는 시상부 골편과 종골 전후방의 연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새로
운 F형 금속판이 개발되었다.
F형 금속판은 이론적으로 상기한 금속판들이 충분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한 시상부 골편과 종골 전후방을 고정해 주면서 시상부 골편
을 축성 압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고정력을 제공해준다.양20등
은 F형 금속판과 Y형 금속판의 생역학을 비교하여 F형 금속판이 축
성 압박력에 대해 시상부 골편을 고정해주면서 Böhler각을 잘 보존
해줌을 보였다.본 연구에서도 상기의 이론적인 결과 및 생역학 결과
와 동일하게 F형 금속판은 환자들이 실제로 체중부하를 한 후인 술
후 6개월까지 Böhler각을 잘 유지함을 보였고(그림 3)술 전 Böhler
각과 상관 관계가 없었다.이는 F형 금속판이 술 전 골절의 분쇄 정
도에 관계없이 술 후 재건된 Böhler 각을 잘 유지함을 보여준다.
임상적으로도 F형 금속판은 양호이상이 74%로 Zwip등14이 동일하

게 Marylandfootscore를 통해 61%의 양호이상을 보고한 H형 금속
판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였고 다른 임상 기준이지만 Y형 금속판의
임상 결과와 유사한 좋은 경과를 보였다21.이와 함께 본 저자는 임상



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40세를 기준
으로 한 나이와 수상 당시 Böhler각 그리고 환자의 보상에 관계되는
산업재해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결과도 함께 조사
하였다.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쁜 결과를 보여 환자의 보상 기대 심리가 임상적 결과에 악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F형 금속판은 종골의 관절 내 전위성 골절에 대해 시상부 골편을

고정하여주고 종골의 높이 즉 Böhler 각을 유지시키며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Ⅴ.결론
전위성 관절내 종골 골절의 치료는 후방 관절면의 정확한 정복과

시상부 골편의 견고한 고정 및 지지가 중요한데,F형 금속판의 경우
이러한 점을 충족시켜 재건된 Böhler각을 잘 유지 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이 F형 금속판으로 치료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또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 보상에 대한 기
대가 수술 후 임상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생각된다.
이 연구가 단기 추시인 점을 감안 한다면 향후 좀 더 장기 추시에
대한 연구와 나아가 이전의 Y형 금속판과의 임상적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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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ofdisplacedintra-articularcalcanealfractures
withF-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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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KyuHyunYang)

Surgicalmanagementsuchasopenreductionandinternalfixation
has been considered as the treatmentofchoice for displaced
intra-articularfractureofcalcaneus,andawidevarietyoffixation
materials has been devised since then. However, the old
conventionalfixationdevicesdidnotrendersufficientfixationforce
tothalamicfragmentonposteriortalocalcanealjoint.Theadventof
F-plate was advantageous in that it could provide sufficient
fixationforcetothefragmentandmanybiomechanicalexperiments
withF-plateproveditsefficacy,butnoclinicalevidencehashave
beenreportedyet.Thus,thepurposeofthisexperimentwasto
evaluate the clinicalefficacy of F-plate in the treatment of
displacedintra-articularfractureofcalcaneus.
Total36patients(43cases)withdisplacedintraarticularcalcaneal
fracturewhounderwentopenreductionandinternalfixationwith
F-plate atYongdong Severance Hospitalfrom October2002 to
August2004werefollowedupatleastsixmonthspostoperatively
andreviewed.Therewere34 malesand2females,andthemean
agewas40years.Themean follow upperiodwas16months



(6~28months)andthemostfrequentcauseoffracturewashigh
energytraumafrom fall-downinjuryin30patients.
ThetypesoffracturewereclassifiedusingSanders'classification
according to computed tomographicview,and allpatientswere
givenopenreductionusingextendedlateralapproachmethod.
Radiographically,BÖhleranglewasmeasuredusinglateralview at
preoperative,postoperative and last follow up time,and the
differencewasrecorded foreach patient.Thecasesoffixation
failure,localinfection,traumatic arthritis and nonunion were
evaluated.
Maryland footscoresweredetermined basically on theclinical
results,andthescoreswereclassifiedintofourcategoriesusing
thetermsofexcellent,good,fair,andpoor.
AccordingtoSanders'classification,therewere19casesoftype
II(11casesofIIA,7casesofIIB,andonecaseofIIC),18cases
oftypeIII(9casesofIIIAB and9casesofIIIAC)and6cases
oftypeIV,andtypeIIA wasthemostfrequent.ThemeanBÖhler
angle was improved from 0.5±13.4° preoperatively to 25.8±5.6°
postoperatively,andtheBÖhlerangleatlastfollow uptimewas
23.5±5.6°, showing about 2.3 degree decline compared to
postoperative BÖhler angle.There were two cases ofF-plate
breakageandtwocasesofscrew breakage,butthemetalbreakage
did notaffectany changein BÖhlerangleand therewereno
evidence ofnonunion observed.Othercomplications were;five
casesoftraumaticarthritis,onecaseofvarusmalunionandone
caseofdeepwoundinfection,forwhichdebridementandfreeflap
graftwereconsequentlyperformed.



AccordingtoMarylandfootscore,therewere10excellentresults,
22goodresults,10fairresultsand1poorresult,showing74.4%
excellentorgoodresultseventually.Accordingtothefracturetype,
73.7%(14/19),88.9%(16/18),and 33.3%(2/6)showed excellentor
goodresultintypeII,IIIandIV,respectively.
Amoung age, pre-operative Böhler angle and an insurance
amount,theexpectationofcompensation hasasignificantlybad
influenceuponthepost-operativeclinicalresult.
The two key principals in the treatment of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is anatomical reduction of
posteriortalocalcanealjointandfirm fixationofsagittalfragment,
anditseemsthatinternalfixationusingF-plateyieldsclinically
satisfactory results.However,the mean follow up period was
relatively short in this study,and long-term follow up and
comparison with clinicalresults ofY-plate fixation would be
worthfulinthefuturestudy.

KeyWords:calcaneus,intra-articularfracture,F-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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