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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족골 단축증의 신연술 후 발생된 합병증

목적: 중족골 단축증에 대하여 신연 골형성술 시행 후 발생한 합병

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중족골 단축증으로 신연 골형성술을 시행한 14명(남

2, 여12)의 환자, 22예의 족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후향적 연구를 통

하여 합병증의 발생 및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선정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신연 골형성술 결과 11예에서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 10예에

서 중족 족지 관절의 편향(제4 중족골의 경우), 5예에서 중족 족지

관절의 아탈구, 5예에서 근위 지절간 관절의 과신전, 6예에서 핀 고

정 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 임상 결과는 중족골궁을 초과한 연장

을 시행한 군, 최초 길이의 40%이상의 연장 및 원래의 해부학적 축

에 평행하지 못한 연장을 시행한 군, 환자의 나이가 많은 군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중족골 단축증으로 신연 골형성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

합병증을 줄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초 길이의

40%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외에 정상 중족골궁을 초과한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원래의 해부학적 축

에 평행하게 연장되도록 하여 중족 족지 관절의 합병증 발생을 최

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중족골 단축증, 신연 골형성술,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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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족골 단축증의 신연술 후 발생된 합병증

<지도교수 박희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태 환

I. 서론

중족골 단축증은(그림 1) 드문 족부 질환으로 정상 중족골궁 또는 인접

중족골보다 5mm이상 길이의 단축이 있을 경우 진단할 수 있으며,1 원인

은 대부분 선천성으로 그 외 외상, 감염 혹은 종양으로 인해 중족골의 골

단판이 조기 폐쇄됨으로 발생할 수 있다.2 외견상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단축된 중족골의 정상 체중부하 불능에 의한 전이 중

족통(transfer metatarsalgia), 단축된 족지의 배부 굴곡변형(cock-up

deformity)으로 인한 족지 통증, 이차성 요족변형으로 인한 기능장애를 호

소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4,5

(A) (B)

그림 1. 중족골 단축증의 모식도(A) 및 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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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점진적 신연 골형성술은(그림 2)

15mm이상의 중족골 신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편화된 술식으로
1

(A) (B)

그림 2. 양측성 제4 중족골 단축증(화살표)에 대하여 신연

골형성술을 시행한 방사선 사진. (A: 수술 전, B: 수술 후)

일단계 연장술에 비해 유용성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으나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과 탈구 및 아탈구, 족지의 굴곡 변형, 중족골의 각형성, 골경

화까지의 시간적 소요, 비대성 반흔, 핀 부위 감염 등의 합병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중족골 단축증으로 신연 골형성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통하여, 술 후 합병증의 발생 및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 분석하여,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2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족골 단축증

으로 신연 골형성술을 시행한 24명의 환자 중,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이

루어진 14명의 환자, 22예의 중족골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49.6개월(범위, 13∼110개월)이었다.

남녀 비율은 2:12이었으며, 대상군의 연령 분포는 11세에서 39세로 평

균 21세였다.(그림 3) 외상성 3명을 제외한 11명이 선천성이었으며, 1명에

서 가족력이 관찰되었다. 3명에서 수부 단지증의 동반기형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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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상 중족골의 나이 분포. 남자는

2명으로 12세 1명, 16세 1명이었다.

2. 수술적 기법

환자는 앙와위 자세에서 전신 또는 척수 마취 후 지혈대를 이용하여 수

술을 진행하였다. 영상 투시기의 감시하에 이환된 중족골 및 인접 관절과

골축 등을 피부에 표시하고 원위골 간단부와 근위골 간단부에 각각 2개씩

half pin을 삽입하였다. 이때 개방적 술기를 사용하여 half pin의 삽입으로

인한 신전건의 감입을 방지하였다. 또한 단축된 중족골은 관절에서 움직

임이 많고 직경이 작기 때문에 외고정 기구(bar)가 종축에 평행이 되도록

half pin 삽입하기가 어려워 그림 4에서처럼 인접한 중족골에 일시적 핀

고정을 통해 정확한 half pin의 삽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림 4. 제4 중족골(화살표)에 정확한 half pin 삽입을

위해 인접 제3,5 중족골에 일시적 핀고정을 시행한 모습.

골연장에 따른 중족골의 각형성 및 중족 족지 관절의 편향을 최소화 하고

자 하였다. 이후 중족 족지 관절과 지절의 중립 위치에서 골수강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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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을 원위 족지를 통해 중족 족지 관절로 삽입하여 고정함으로써 골연장

시 관절의 편향이나 아탈구 및 탈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그림 5) 이후

이환된 중족골의 배부에서 신전건을 격리하였으며, 골막을 노출시키고 종

적 절개를 가하여 조심스럽게 박리한 후, 천공기로 3-4개의 구멍을 뚫고,

신연이 가능한 일측성의 외고정 장치(Orthofix Minirail

Lengthener-Orthofix Srl, Verona, Italy)를 장착하였다. 이후 절골기를 이

용하여 횡으로 피질골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골막과 피부를 봉합하고. 외

고정 장치의 연결은 가능한 한 피부에 가까이 함으로서 편심 연장에 의한

골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였다.(그림 5)

그림 5. 원위 족지를 통해 골수강내 금속핀을

삽입하고(화살표) 외고정 장치를 장착한 모습.

3. 수술 후 처리

수술 후 5-7일의 휴지기가 지난 후 하루에 2회에 걸쳐 5mm 내지

7.5mm의 연장을 시행하였다. 연장의 정도는 외관상 인접 족지와 균형을

이루고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 중지하였으며, 가능한 연장된 중족골의 길

이가 족부의 중족골두가 이루는 중족골궁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추시 기간 중 방사선 촬영 상 가골 형성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였다.

4. 연구방법

가. 방사선학적 평가

수술 전과 외고정 장치를 제거한 직후의 체중 부하하지 않은 전후면 방

사선 사진에서 수술 전 중족골의 길이와 연장된 골의 길이를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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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백분율(PI, percentage increase)을 구하고 외고정 장치 제거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치유지수(HI, healing index)를 구하였다. 연장 정도에

대해서는 연장 백분율 이외에도 중족골두가 이루는 중족골궁을 넘어서 연

장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였다. 이전까지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신

연 골형성술에 따른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과 같은 주요 합병증의 발생은

최초 길이의 40%이상의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장 길이에 있어 중족골궁의 초과여부도 합병증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기로 하였

다.

그 외 수술 전 방사선 사진에서 근위 지골 단축증의 동반여부를 관찰하

고, 수술 후 추시 방사선 사진의 평가를 통해, 일시적 골수강내 핀 삽입

여부, 방사선학적 합병증의 발생여부(중족 족지 관절의 편향, 아탈구 및

탈구, 근위 족지간 관절의 과신전, 중족골의 각형성, 불유합, 신연골 형성

지연, 가골의 골절 등)를 관찰하였다.

나. 임상적 평가

환자의 나이 및 앞서 언급한 여러 방사선학적 지표들이 실제 합병증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임상 결과의 평가 기준으로는

미국 족부 정형외과학회(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의 임상적 점수를 이용하였으며(표 1), AOFAS 점수가 86점 이

상인 경우는 우수, 71점에서 85점까지는 양호, 56점에서 70점까지는 보통,

55점 이하는 불량으로 구분하였다.

표 1. AOFAS forefoot score

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ociety hallux or lesser toes 
Metatarsophalangeal-Interphalangeal Scale (100 Points Total)

Pain (40 points)

None........................................................40 
Mild, occasional............................................30 
Moderate, daily.............................................20 
Severe, almost always present................................0 

Function (45 points)

Activity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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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mitations.........................................10 
No limitation of daily activities, limitation of recreational 
activities.................................7 
Limited daily and recreational activities...............4 
Severe limitation of daily and recreational activities..0 

Footwear requirements 

Fashionable, conventional shoes, no insert required....10 
Comfort footwear, shoe insert...........................5 
Modified shoes or brace.................................0 

MTP joint motion (dorsiflexion plus plantanflexion) 

Normal or mild restriction (75° or more)...............10 
Moderate restriction (30°-74°)..........................5 
Severe restriction (less than 30°)......................0 

IF joint motion (plantanflexion) 

No restriction..........................................5 
Severe restriction (less than 10°)......................0 

MTP-IP stability (all directions) 

Stable..................................................5 
Definitely unstable or able to dislocate................0 

Callus related to lesser(or hallux) MTP-IP 

No callus or asymptomatic callus........................5 
Callus, symptomatic.....................................0 

Alignment (15 points)

Good, lesser toes(or hallux) well aligned..............................15 
Fair, some degree of lesser toe(or hallux) malalignment observed, no 
symptoms..................................................8 
Poor, severe malalignment, symptoms..........................0 

다. 통계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방사선학적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연 골형성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

이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t test 및,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III. 결과

1. 자료 요약

전체 22예의 중족골 중 제4 중족골이 16예(73%), 제1 중족골이 5예, 제3

중족골이 1예로 제4 중족골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14명 중, 6명(42.9%)

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하였으며, 2명에서는 한쪽 족부에 2개씩 다발성 분

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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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에서 골성 유합이 관찰되었고, 환자들은 수술 후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22예의 족부에서 얻은 평균 연장 길이는

16.3mm(범위, 9.0∼26.0mm), 평균 연장 백분율은 36.4%(범위, 16.1∼

69.5%)였다. 이중 6예에서는 40%이상의 연장(범위 43.3∼69.5%)을 시행하

였다. 평균 치유지수는 98.7days/cm(범위, 62.5∼183.3days/cm)이었다.

그림 6. AOFAS 점수의 분포.

평균 AOFAS 점수는 76.4점(범위, 58∼100점)으로 6예에서 우수, 8예에서

양호, 8예에서 보통이었다. (그림 6)

2.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

최종 추시에서 측정한 관절의 움직임이 50%이상이 감소된 것을 강직으

로 정의하였을 경우, 전체 22예의 족부 중, 11예(50%)에서 중족 족지 관

절의 강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나이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나이에 따른 강직 발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2)

전체 22예의 족부를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두 군

간의 연장 백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세 이상의

총 16예의 족부에서는 11예의 강직이 발생(68.8%)한 반면, 15세 미만의

총 6예의 족부에서는 강직이 발생하지 않은(0%) 것으로 보아 중족 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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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강직은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강

표 2. 연구대상의 나이에 따른 강직 분포

직여부에 따른 나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 test, p=

0.0642)

(2) 연장 길이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연장 백분율에 따른 강직 발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연구대상의 연장 백분율에 따른 강직 분포

전체 22예의 족부 중, 40%미만의 연장을 시행한 16예(범위 16.1∼38.8%,

평균 30.6% 연장)의 족부에서는 6예(38%)에서 강직이 발생한 반면, 40%

이상의 연장을 시행한 6예(범위 43.3∼60.6%, 평균 52.0% 연장)의 족부에

서는 5예(83%)에서 강직이 발생하여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 22예의 족부를 중족골궁 초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중

족골궁 이내로 연장한 15예의 족부 중에서는 6예(40%)에서 강직이 발생

한 반면, 중족골궁을 넘어 연장한 7예의 족부 중에서는 5예(71%)에서 강

직이 발생하였는데 강직 없는 나머지 2예 모두 조직 유연성이 큰 12세의

환자임을 감안하면, 강직의 발생은 중족골궁을 초과한 연장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표 4)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된 40%미만의 연장술을 시행(16예)

하였으나 강직이 발생한 6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중 4예에서는 중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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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 초과하는 연장술이 시행되었으며, 이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나머지 2예의 경우는 환자의 나이가 26세와 28세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표 4. 중족골궁 초과 여부에 따른 강직 분포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 연장 백분율과 강직 발생의 관련성을 가정해

보았으나, 강직이 발생한 군(11예, 평균 연장 백분율 41.2%)과 그렇지 않

은 군의 연장 백분율(11예, 평균 연장 백분율 31.7%)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중족 족지 관절의 아탈구 및 탈구

전체 22예의 족부 중 4명의 환자, 5예의 족부에서 중족 족지 관절의 아

탈구가 동반된 것이 관찰되었으며(23%), 중족 족지 관절의 탈구 및 관절

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족 족지 관절의 아탈구 및

탈구,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렬이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방사선 전후

면 사진에서 중족골과 근위 지골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는 편향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편향각은 족지 별로 정상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 족지의 편향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제4 족지의 경우(11명의 환자, 16예의 족부) 편향각은

평균 8.0도(범위, 내측 12도∼외측 32도) 외측으로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편향각의 크기가 10도 이상인 경우를 중족 족지 관절의 편향이 있

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제4 족지의 중족골 단축증이 동반된 16예의 족

부 중 10예(63%)에서 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향이 있는 10예

중, 8예에서 외측 편향, 2예에서 내측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나이와의 관계

제4 족지의 경우 편향이 있는 군(10예)과 없는 군(6예)에서 나이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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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4 족지의 나이에 따른 편향 분포

(2) 연장 길이와의 관계

제4 족지의 경우(11명의 환자, 16예의 족부), 연장 백분율을 기준으로

40%이상 연장을 시행한 2예의 족부 모두(100%)에서 편향을 보인 반면(편

향각 17도, 32도), 40%미만의 연장을 시행한 14예의 족부 중에서는 8예

(57%)에서 편향을 나타내었는데 증례의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

할 수는 없었다.(표 6) 제4 족지를 중족골궁 초과여부 기준으로 구분하였

을 때는 초과하여 연장한 7예의 족부 중에서 6예(86%)에서 편향을 나타

냈으나, 중족골궁 이내로 연장한 9예의 족부 중에서는 3예(33%)에서 편향

을 나타내었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sher's exact

test, p=0.0601).(표 7) 또한 제4 족지에서 편향이 있는 군(10예)의 연장 백

분율이 없는 군(6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 test, p=0.0667)

표 6. 제4 족지의 연장 백분율에 따른 편향 분포

표 7. 제4 중족골의 중족골궁 초과 여부에 따른 편향 분포

다. 중족골의 각형성

방사선 전후면 사진에서 절골부의 원위와 근위 중족골이 이루는 각을 측

정한 결과 제4 족지의 경우(11명의 환자, 16예의 족부), 평균 7.0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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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도)로 나타났으며, 12예에서 외측 각형성, 4예에서 내측 각형성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도 이상의 각을 이루는 경우를 각형성이 있다고

정의하였을 때, 제4 족지의 경우, 4명의 환자, 4예(25%)의 족부에서 각형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범위, 10-14도), 내측 각형성이 2예, 외측

각형성이 2예였다. 중족골의 각형성은 부적절한 수술 술기로 인해 해부학

적 축에 평행하지 못한 연장술이 이루어져 생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

족 족지 관절의 편향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찰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라. 근위 지절간 관절의 과신전

전체 22예의 족부 중 3명의 환자, 5예(23%)의 족부에서 근위 지절간 관

절의 과신전이 관찰되었는데, 이중 4예에서 중족골궁을 초과한 연장술이

시행되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중족골궁 초과여부에

따른 과신전 발생 정도를 비교한 결과 중족골궁 이내로 연장한 15예 중에

서는 1예(7%)에서 과신전이 발생한 반면 중족골궁을 초과하여 연장한 7

예에서는 4예(57%)에서 과신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square test, p=0.0207)

마. 핀 고정 부위 감염

전체 22예의 족부 중 6예에서 핀 고정 부위 감염으로 정맥내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완치되었다.

바. 중족골궁을 초과하여 연장한 경우의 합병증 발생

예상대로, 총 22예의 연구대상을 중족골궁 초과여부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중족골궁을 초과하여 연장술을 시행한 군(7예)이 그렇지 않은 군(15

예)에 비해 중족 족지 관절의 아탈구 및 강직, 근위 지절간 관절의 과신

전 등의 주요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중족골궁 초과 여부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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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중족골 단축증의 치료는 일차적인 골연장술과 가골 형성을 통한 점진적

인 신연 골형성술로 나뉘어진다.
8

일차적인 골연장술은 단기간의 교정 완

성이 장점이지만, 공여부의 위험성 및 반흔, 급속한 신연으로 인한 신경,

혈관 또는 연부 조직의 긴장성 증가와 이로 인한 연장 길이의 제한 및 관

절의 움직임 제한, 재골절, 골흡수에 따른 중족골의 단축 등의 합병증 유

발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9,10 이에 비하여 신연 골형성술은 골이식이

필요 없고 건의 신장이 쉬우며, 조기에 체중부하가 가능하고, 다발성 단축

증 및 비교적 긴 연장길이가 필요한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으나,
6,11

연장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신연 골형성술 역시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 및 아탈구와 탈구, 중족골의

각형성, 핀 부위 감염 등 여러 합병증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6

중족골 단축증의 치료에 있어 이 같은 결과 및 합병증에 대해 언급한 많

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합병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많지 않다. 여기서는 앞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연 골형성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 만족할만

한 임상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 연장 길이의 선정

가. 최초 길이 40%미만의 연장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밝혔듯이 최초 길이의 40%이상 지나친 연장술을

시행하는 것은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 및 아탈구와 탈구를 일으키는 중요

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6,13 본 연구에서는 40%이상의 연장을 시행한

경우가 총 22예의 중족골 중 6예로 수가 적어, 여러 합병증 및 임상결과

와의 인과관계 내지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중족 족지관절

의 강직, 아탈구 및 탈구, 편향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수술 전후의 방사선 사진을 자세히 검토하여 연장 길이가 최초 길이

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고, 필요한 경우 지나친 길이 연

장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에 대하여 환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연장

길이 및 수술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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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족골두가 이루는 중족골궁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

단순히 40% 기준의 연장 백분율만이 아니라 중족골두가 이루는 중족골

궁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술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및 그 원인에 대한 분

석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

은 사실을 반영하는 몇 가지 자료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중족골두를 초과

하여 연장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 아탈

구와 편향, 근위 지절간 관절의 과신전 등의 주요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미만의 연장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이 발생한 6예 중 4예에서 중족골궁을 초과한 연장

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적인 유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

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보다 많은 증례에 바탕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연장된 중족골이 중족골궁을 넘어서면

서 횡중족간 인대에 걸리는 부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중족 족지 관절을

근위부로 당기는 힘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짧은 근위 지골이 있는 경우 족지 길이를 맞추려다 보면 중족골이 정

상 중족골궁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수술 전 방사선 사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중족골궁을 초과한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에

게는 충분한 연장이 될 수 없음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2. 중족 족지 관절의 편향의 최소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족 족지 관절의 정렬이상(아탈구 및 탈구)의 원

인이 지나친 연장 길이뿐만 아니라 중족골의 해부학적 축에 평행하지 못

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

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중족 족지 관절이 이루는 편향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편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환된 족지가 인접 족지 아

래로 미끌어져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마찰과 이에 따른 굳은 살의 형성

등으로 인한 통증, 신발 신기에 불편함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용적으

로도 큰 문제를 남길 수 있다.(그림 7)

먼저 연장 길이와 편향 발생에 관련해서는 연장 길이가 긴 경우 편향 발

생이 증가한다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결과 2.-나-(2)항) 증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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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진다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해부학적 축에 평행한 연장술과 편향 발생과의 관련성을 나타내

기 위해서 해부학적 축에 평행하지 못한 연장을 의미하는 중족골 절골부

의 각형성과 편향 발생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중족 족지 관절의

편향 유무에 따른 중족골의 각형성 각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t test, p=0.0526), 제4 족지의 경우, 중족골의 각형성을 보인 4예

모두에서 10도 이상의 편향을(평균 15.3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부학

적 축에 평행하지 못한 연장술과 편향 발생과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그림 7. 중족 족지 관절의 편향(화살표)을 보이는 경우.

편향 발생과 해부학적 축에 평행하지 못한 연장술과의 연관성은 방사선

학적 자료에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7에서 보면, 해부학적 축에

평행한 연장이 되지 못해 중족골 절골부의 외측 각형성이 생기고 이로 인

해 중족 골두가 중족 족지 관절에서 내측 회전이 된 상태로 있게 되면 근

위 지절이 중족골두와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족 족지 관절이 외측으

로 편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장 길이를 결정한 중족골에서 편향과

이에 따르는 중족 족지 관절의 정렬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해부학적 축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

해서는 가능한 굵은 핀을 사용하고 외고정 장치(bar)를 가능한 피부에 가

깝게 위치시키며, half pin삽입 시 영상 투시기 하에서 정확하게 핀을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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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등의 술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환자의 나이 고려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연부 조직의 유연성이 높아 중족 족지 관절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h등은 이와 관련하여

중족골의 연장술은 가능한 중족골의 골단이 유합되는 14세에서 21세 이전

에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주장하였다.14 본 연구에서도 15세 미만의

환자군에서 15세 이상의 환자군에 비해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 발생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연 골형성술을 원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이

같은 합병증의 발생이 높고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4. 건 연장술, 관절막 성형술, 일시적 골수강내 핀 고정

중족 족지 관절의 아탈구 및 탈구를 막기 위해서 건 연장술, 관절막 성

형술, 일시적 골수강내 핀 고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는

데12,15 40%이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단근위 지골이 존재하여 중족굴

궁을 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족

족지 관절의 정렬이상은 임상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합병증인 만

큼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다양

한 술식들을 활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중족골 단축증으로 신연 골형성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 합병증을 줄

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초 길이의 40%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외에 정상 중족골궁을 초과한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적절한 수술적 술기의 사용으로 원래의 해부학적 축

에 평행하게 연장하여 중족 족지 관절의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 17 -

참고 문헌

1. Kim HT, Lee SH, Yoo CI, Kang JH, Suh JT. The management of

brachymetatarsia. J Bone Joint Surg Br 2003;85(5):683–90.

2. Davidson RS. Metatarsal lengthening. Foot Ankle Clin N Am

2001;6(3):499–518.

3. Alter SA, Feinman B, Rosen RG. Chevron bone graft procedure for

the correction of brachymetatarsia. J Foot Ankle Surg 1995;34(2):200–

5.

4. Davidson RS. Metatarsal lengthening. Foot Ankle Clin 2001;6(3):499

–518.

5. Ferrandez L, Yubero J, Usabiaga J, Ramos L. Congenital

brachymetatarsia: three cases. Foot Ankle 1993;14(9):529–33.

6. Masada, K; Fujita, S; Fuji, T; Ohno, H: Complications following

metatarsal lengthening by callus distraction for brachymetatarsia. J

Pediatr Orthop 1999;19:394–7.

7. Paley, D: Problems, obstacles, and complications of limb lengthening

by the Ilizarov technique. Clin Orthop 1990;1250:81–104.

8. Minguella J, Cabrera M, Escola J. Techniques for small-bone

lengthening in congenital anomalies of the hand and foot. J Pediatr

Orthop 2001;10:355–9.

9. Baek GH, Chung MS. The treatment of congenital brachymetatarsia

by one-stage lengthening. J Bone Joint Surg [Br]. 1998;80:1040–4.

10. Urano Y, Kobayashi A. Bone lengthening for shortness of the

fourth toes. J Bone Joint Surg [Am]. 1978;60:91–3.

11. Choi IH, Chung MS, Baek GH, et al. Metatarsal lengthening in

congenital brachymetatarsia: one-stage lengthening versus lengthening

by callotasis. J Pediatr Orthop 1999;19:660–4.

12. Boike AM, Gerber MR, Snyder AJ. Axial lengthening by using the

callus distraction technique. J Am Podiatr Med Assoc 1993;83:373–8.

13. Magnan B, Bragantini A, Regis D, et al. Metatarsal lengthening

during the growth phase. J Bone Joint Surg [Br] 1995;77:602–7.



- 18 -

14. Oh CW, Sharma R, Song HR, Koo KH, Kyung HS, Park BC.

Complications of distraction osteogenesis in short fourth metatarsals. J

Pediatr Orthop 2003;23:484–7.

15. Fox IM. Treatment of brachymetatarsia by the callus distraction

method. J Foot Ankle Surg 1998;37:391–5.



- 19 -

Abstract

Complications of distraction osteogenesis in brachymetatarsia

Tae-Hwan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ui-Wan Park)

Purpose: To present methods for satisfying patients with

brachymetatarsia after distraction osteogenesis by analyzing

factors related with complications.

Material and Methods: 22 metatarsals in 14 patients with

brachymetatarsia were included in the study. Several factors

thought to be related with complications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s with outcome of the surgery were analyzed.

Results: Metatarsophalangeal joint stiffness occurred in 11

metatarsals, joint deviation in 10 metatarsals(in case of fourth

metatarsals) joint subluxation in 5 metatarsals, hyperextension of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in 5 metatarsals, and pin site

infection in 6 metatarsals. Lengthening more than 40% of the

original length, lengthening beyond the parabolic arc of the

metatarsal head, not lengthening parallel to the original axis of

the metatarsal bone and old age were thought to be related with

poor outcome of the surgery.

Conclusion: To reduce complications and to achieve good

outcomes in patients with distraction osteogenesis, i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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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void lengthening more than 40% of the original length and

beyond the parabolic arc and make efforts to lengthen parallel

with the axis of the metatarsal bone.

Key Words: brachymetatarsia, distraction osteogenesis,

com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