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치료에 대한 

해부학적 및 임상적 결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윤  홍  기



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치료에 대한 

해부학적 및 임상적 결과 분석 

지도교수  양 규 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 년  12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윤  홍  기



윤홍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년  12 월    일



감사의 

 정형외과 역에서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수술이기에 학문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저로서는 처음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여

러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위해 심신 양면

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항상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양규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 논문이 있기

까지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정형외과 최종혁 교수님과 해

부학 이혜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전

문의로서 현재의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해주신 강응식 교수님, 한수봉 교수님, 그 외 정형외과학 교실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낳으시고 항상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시고 아껴주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있기까지 옆에서 많은 뒷받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랑스런 아내 정예리와 딸 신혜에게 진심어린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자  



차 례

그림 및 표 차례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재료 및 방법 ․․․․․․․․․․․․․․․․․․․․․․․․․ 5

1. 연구 대상  ․․․․․․․․․․․․․․․․․․․․․․․․․ 5

2. 수술 방법  ․․․․․․․․․․․․․․․․․․․․․․․․․ 6

3. 수술후 치료  ․․․․․․․․․․․․․․․․․․․․․․․․ 7

4. 치료 추적 및 판정 ․․․․․․․․․․․․․․․․․․․․․ 7

5. 마른 경골 내측면 경사각 측정․․․․․․․․․․․․․․․․ 11

III. 결과 ․․․․․․․․․․․․․․․․․․․․․․․․․․․․ 12

1. 골유합 기간 ․․․․․․․․․․․․․․․․․․․․․․․․ 12

2. 경골 정렬의 방사선학적 측정․․․․․․․․․․․․․․․․ 12

3. 마른 경골 내측면 경사각․․․․․․․․․․․․․․․․․․ 12

4. 합병증 ․․․․․․․․․․․․․․․․․․․․․․․․․․ 12

IV. 고찰․․․․․․․․․․․․․․․․․․․․․․․․․․․․․16

V. 결론 ․․․․․․․․․․․․․․․․․․․․․․․․․․․․․20

참고문헌․․․․․․․․․․․․․․․․․․․․․․․․․․․․․21

문요약․․․․․․․․․․․․․․․․․․․․․․․․․․․․․24



그림 차례

그림 1. AO 골절 분류법․․․․․․․․․․․․․․․․ 5

그림 2.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A3형)의 치료 사진․․․․ 8

그림 3. 간접적 정복술을 이용한 수술 사진 ․․․․․․․ 9

그림 4. 경골 근위부 골절 후 불유합의 치료 사진․․․․ 10

그림 5. 내측 근위 경골각 및 후 경사각 측정법․․․․․ 11

표 차례

표 1. 환자 자료․․․․․․․․․․․․․․․․․․․․14

표 2. 골절형에 따른 골 유합 기간․․․․․․․․․․․ 15

표 3. 합병증․․․․․․․․․․․․․․․․․․․․․ 15



- 1 -

국문요약

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치료에 대한 해부학적 및 임상적 결과 분석

AO condylar blade plate는 U자 형태의 blade가 근위 골편의 회전 변형과 각 변형

을 조절하고 금속판과 금속나사의 해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단일 

금속판으로도 견고한 고정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 

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한 내측 단일 금속판 고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하 다.       

슬개골 하단부터 피부를 종절개한 후 경골 내측면을 따라 골막하 박리를 시행하여 

골절부를 노출시켰다. 경골 내과의 관절면 2-3㎝ 하방에 1x2㎝의 골창(bony window)

을 만든 후 방사선 투시기하에서 blade를 삽입할 수용흠(seating hole)을 착단기

(chisel)을 이용하여 준비하 다. Blade를 삽입한 후 골절선의 범위에 따라 선택된 금

속판을 경골 내측면에 금속나사로 고정하 다. 지연나사로 고정이 가능한 골편은 해

부학적 고정을 하 으며, 분쇄가 심한 2예에서는 간접적 정복술을 이용하여 고정하

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14.9개월(7-20개월)이었으며, 수술시 연령은 평균 47.4세

(19-77세) 다. 최종 추적 관찰 시 임상적 결과는 자각 증상, 슬관절의 운동범위를 측

정하 으며, 방사선학적으로는 골 유합까지의 기간, 경골의 정렬 등을 분석하 다. 마

른 경골 좌우측 각각 10개를 이용하여 내측 근위부의 경사각을 고평부에서 5㎝와 15

㎝ 두 지점에서 각각 측정한 후 그 차를 구하 다.   

전 예에서 추가 수술 없이 골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유합까지 기간은 평균 20.8주

다. 지연유합이 5예 있었으며, 부정유합, 연부 조직의 괴사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합

병증은 총 6예 발생하 으며 다음과 같다. 1예에서 수술 후 5개월에 지연감염이 발생

하여 조기에 금속판을 제거하 으나 골 유합은 이루어진 상태 다. 1예에서 수술 후 

2개월 째부터 환자가 임의로 전 체중 부하 보행을 하여 나사가 파손되었으나 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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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후 골 유합이 이루어졌다. 2예에서 슬관절에, 1예에서 족관절에 운동장애를 보

다. 수술 직후 외반 정렬이 확인된 1예는 재수술로 교정되었다. 두 지점에서 측정한 

경골 근위부의 내측 경사각 차는 우측이 평균 1.4도, 좌측이 평균 1.3도로 경도의 비

틀림이 관찰되었으나 금속판 고정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치료에서 AO blade plate를 이용한 내고정술은 임상적으

로 뿐만 아니라 방사선학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골절부를 강

력하게 고정할 수 있고 조기 재활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수술방법이라 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경골 근위부 골절, 내고정술, blad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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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치료에 대한 해부학적 및 임상적 결과 분석

<지도교수 양 규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윤  홍  기

Ⅰ. 서 론

경골은 장골(long bone)중 가장 빈번히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이며 대부분의 경골 

골절은 경골의 원위 2/3부위에서 흔히 발생한다
1-3
. 원위 2/3부위의 경골 골절의 치료

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왔으나 고식적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과 더불어 

최근에는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이 대표적인 수술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4-7. 

반면 경골 근위 1/3부위의 골절은 비교적 드물어 전체 경골 골절의 5-11%에 불과

하다
2,3,5,6,8,9

. 그러나 경골 근위부 골절은 고에너지에 의한 직접손상으로 인하여 고도로 

분쇄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슬관절과 인접해 있어 슬관절 및 대퇴부의 

동반 손상이 많다
1,10,11
. 또한 경골 근위부 골절은 골간부에 비해 넓은 골수강 구조와 

슬관절 주위의 여러 해부학적 구조로 인하여 골절면의 안정성이 낮고, 골간단부와 근

위 골간부는 단면이 삼각형인 관계로 단일 금속판 내고정은 견고하지 못하다. 이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고정 방법이 소개되어 왔으나 대부분 견고한 고정을 얻기가 쉽

지 않았으며 특히 골다공증과 같이 골질이 좋지 못한 경우나 피질골의 분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 후 내고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10,12.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두 개의 금속판을 경골 양측에 고정하거나 연부 조직 손상이 심한 쪽에 외고정 

장치를 장착하고 반대측에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hybrid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 으나 

아직 우수한 치료법으로 정립되지 못하 다11. 

AO condylar blade plate는 U자형의 blade가 근위 골편의 회전 변형과 각 변형을 



- 4 -

조절하고 종축에 가해지는 압박력에 의한 금속판의 해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어서 하나의 금속판으로 견고한 고정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골 근

위부 골절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한 내측 단일 금속

판 고정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경골 근위부 골절에 대한 blade plate의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경골 근위부 내측면의 비틀림 정도를 측정

하여 blade plate를 경골 내측에 고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해부학적 측면에서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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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8년 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에서 경골 근위부 골절 및 불유합이 있어 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하여 수술 

받은 17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남자가 13명, 여자가 4명이었으며, 연령은 19세

부터 77세까지로 평균 47.4세 다. 신선 골절이 13예, 불유합이 4예 다. 

수술 대상은 골절의 형태가 AO 골절 분류법(그림 1) 에 따라 경골 근위부 골절 중 

골간단부 골절이 있는 A형과 C형 환자 중 근위부의 내고정이 가능한 경우로 하 다. 관

절 내 골절의 분쇄 정도가 심한 경우와 개방성 골절 중 골절부위의 연부 조직 손상이 심

한 경우는 본 수술 대상에서 제외하 다. 

그림 1. AO 골절 분류법 



- 6 -

골절의 형태는 A2형이 6예, A3형이 9예, C2형이 2예 다. 불유합의 경우 수상 시의 

방사선학적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골절분류를 시행하 으며 4예 모두 초기 골절 형태

가 A2형이었다. 개방성 골절은 Gustilo-Anderson 분류
13
에 따라 분류하 으며, 3예 

모두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분쇄 골절(A3형)을 동반한 Gustilo-Anderson ⅢA형 골절

이었다.

손상 원인은 교통사고가 15예로 대부분을 차지하 다. 이중 보행자 사고가 9예로 

가장 많았고, 모터싸이클 사고가 3예, 차량 탑승 사고가 3예 다. 기타 원인에 의한 

경우가 2예로 철판에 의한 압궤 손상이 1예,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 여자 환자의 낙상

이 1예 다. 2예를 제외한 15예에서 초기 수상 시 동반 손상이 있었다. 동측 비골 골

절이 10예로 가장 많았으며 상지 골절이 4예, 골반골 골절이 4예, 척추 골절이 3예, 

반대측 전방 십자 인대 손상이 1예 있었다. 타 과 관련 손상이 4예 있었다. 

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은 수상 당일 수술한 경우에서 최대 17일까지 평균 6.7일

이 소요되었다. 개방성 골절은 수상 당일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나 타 병원

을 경유하여 시기를 놓친 2예는 계획 수술(elective surgery)을 시행하 다. 슬와 동맥 

파열이 동반되었던 1예도 수상 당일 수술하 다. 불유합으로 수술한 4예는 초기 수상 

후 수술까지 각각 6개월, 12개월, 35개월,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경골 근위부 내측면과 금속판의 일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성인 남녀의 마른 경골 

좌우 각 10개씩 20개를 사용하 다. 

 2.  수술 방법 

슬개골 하단부터 경골 내측면에 경골과 평행하게 피부를 종절개 하 다. 피부 절개

선을 따라 연부 조직을 골막하 박리하여 골절부를 노출시켰다. 경골 내과의 관절면에

서 3㎝ 하방에 1x2㎝의 골창을 만든 후, 우선 삽입할 blade의 각도에 맞게 유도핀을 

삽입하여 C형 방사선 투시기하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 blade를 삽입할 수용흠을 착단

기(chisel)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골절의 범위에 따라 적절한 길이의 blade plate를 선

택한 후 blade를 삽입하 다. C형 방사선 투시기하에 슬관절면과 경골 간부와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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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 후 금속판을 경골 내측면에 금속나사로 고정하 다(그림 2). 골절의 해부

학적 정렬을 우선 시하여 금속판이 경골 내측면과 착되지 않는 경우 blade plate의 

각을 변형시켜 착되도록 고정하 다.

지연나사로 고정이 가능한 골편은 해부학적 정복 후 고정을 시행하 다. 피질골의 

분쇄정도가 심한 2예에서는 골절부의 연부 조직을 박리하지 않으면서 해부학적 정렬 

상태에서 골절의 근위 및 원위부를 고정하는 간접적 정복술을 시행하 다(그림 3). 

C2형 골절인 경우에는 blade의 삽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근위 골편을 지연나

사로 고정시킨 후 수용흠을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하 다. 

불유합으로 수술한 4예는 내고정술 시 불유합부의 섬유조직을 제거하고 골수강이 

골절부와 통하도록 하 으며 금속판 고정 시에는 압박 장치(compression device)를 

이용하여 골절부에 압박을 가하 고 자가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 다(그림 4).

 3.  수술 후 치료

수술 후 3일째부터 슬관절 운동 및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 으며 초기에는 지속

성 수동적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도왔고 환자 적응 정도에 따라 능동적 슬관

절 운동으로 바꾸어 나갔다. 간접적 정복술을 시행한 2예에서는 술 후 장하지 부목 

고정을 시행하여 재활운동을 지연시켰다. 

초기 목발 보행 시 체중 부하를 시키지 않았으며 치료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

분 체중 부하를 허용하 다. 유합 판정 후에는 전 체중 부하 보행을 실시하 다.

 4.  치료 추적 및 판정

추적 관찰 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골 유합까지의 기간, 경골의 정렬 및 합병증

을 알아보았다. 추적 관찰 기간은 7개월에서 20개월까지로 평균 14.9개월이었으며 최

종 추적 관찰 시 임상적 결과는 자각 증상, 동통, 슬관절 및 족관절의 운동범위를 측

정하여 임상적 결과를 판정하 다. 

수술 후 4주째 추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 고 이후 1-2개월 간격으로 외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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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A3형)의 치료 사진. 19세 남자 환자의 수상직후 좌

  측 경골의 전후면 및 측면 사진(A)으로 수술 후 20주째 전후면(B) 및 측면  

    (C) 사진 상 유합 소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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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접적 정복술을 이용한 수술 사진. 46세 남자 환자의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A3형)의 초기 전후면(A) 및 측면(B) 사진으로 분쇄 및 연부 조

  직 손상이 심하여 간접적 정복술을 이용하여 수술하 으며 술 후 12주째 

  전후면(C) 및 측면(D) 사진 상 유합 소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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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경골 근위부 골절 후 불유합의 치료 사진. 55세 남자 환자의 수상 후 1년

  째 전후면(A) 및 측면(B) 사진 상 불유합 소견 보이며 술 후 20주째(C) 골 

  유합 소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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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과 함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 다. 경골의 정렬은 내측 근위 경골각(medial 

proximal tibial angle, MPTA)과 후 경사각(posterior slope)을 측정하여 판정하 다

(그림 5). 골 유합 판정은 추적 방사선 사진상 전후면과 측면 사진에서 4부위 중 3부

위이상 신생골이 골절선을 통과한 경우로 하 으며, 24주 이상 골 유합이 완전히 이

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골 치유과정이 멈추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유합, 2개월 이상 골 

치유과정이 정지한 경우는 불유합으로 판정하 다. 

 5.  마른 경골 내측면 경사각 측정

경골을 고정한 상태에서 경골 고평부 하방 5㎝와 15㎝ 지점의 수평면에 대한 경골 

내측면의 경사각을 측정한 후 두 측정값의 차이를 구하여 경골 내측면의 비틀림 정

도를 확인하고 blade plate를 경골 내측면에 고정할 수 있는지 분석하 다.

    A B

그림 5. 내측 근위 경골각(A) 및 후 경사각(B) 측정법. 그림에서 표시한 각은 정상

 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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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골 유합 기간

술 후 추시 관찰 결과 전 예에서 골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골 유합까지의 기간은 12주

에서 36주로 평균 20.8주 다(표 1). 골 유합 기간을 골절 형태에 따라 분석하면 A2형이 

평균 18.0주, A3형이 평균 23.1주, C2형은 19.0주 다(표 2). 불유합으로 수술 받은 4예에

서는 평균 18.1주에 유합을 보 으며 신선 골절의 경우와 비교하여 골 유합 기간에 큰 차

이가 없었다. 24주 이상의 지연유합을 보인 경우는 5예로 최종 골 유합까지 24주에서 36

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부가적 치료없이 모두 유합을 보 다. 이 중 A2형 1예 고 나

머지 4예는 모두 분쇄 정도가 심한 A3형 골절이었다. 개방성 골절 3예는 모두 A3형 골절

로서 Gustilo-Anderson 분류 ⅢA형이었으며 골 유합까지의 기간은 24.0주가 소요되었다. 

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에 따른 골 유합에 걸리는 기간은 7일 이내에 수술한 경우 

평균 22.0주, 8일 이후에 수술한 경우가 평균 21.0주로 술 전 경과된 시간과 골 유합

까지의 기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경골 정렬의 방사선학적 측정

술 후 방사선 사진 측정 결과 내측 근위 경골각은 85도에서 91도로 평균 88.0도

다. 후 경사각은 9도에서 15도까지의 범위를 보 으며 평균 12.0도 다.

 3.  마른 경골 내측면 경사각

마른 경골 고평부 하방 5㎝와 15㎝ 지점의 수평면에 대한 내측면 경사각을 측정하

여 그 차이를 구한 결과 우측이 평균 1.4±0.69도, 좌측이 평균 1.3±0.48도로 경도의 

비틀림을 보 다.

 4.  합병증

합병증은 6예 발생하 다(표 3). 1예는 불유합을 수술하 던 경우로, 술 후 5개월째 



- 13 -

지연감염이 발생하여 조기에 금속판을 제거하 으나 수술 소견상 골 유합은 이루어

진 상태 다. 이 증례의 환자는 기존에 당뇨병이 있어 인슐린 치료를 시행 중이었다. 

다른 1예는 수술 후 2개월부터 환자가 임의로 전 체중 부하를 하여 수술 후 4개월째 

방사선 사진 상 금속나사의 파손이 관찰되었으나 8주간의 석고 고정으로 술 후 36주

에 골 유합이 이루어 졌다. 슬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을 보인 경우가 2예 있었다. 이중 

1예는 불유합을 수술하 던 경우로 신전제한 10도, 완전굴곡이 100도인  중등도의 관

절 운동장애를 보 으나 수술 전에 불유합으로 인해 슬관절의 강직이 있어 관절 운

동범위가 70도 던 것에 비하면 향상된 결과 다. 다른 1예는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0도에서 130도의 경한 운동장애를 보 다. 1예에서는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나타났

으며 0도에서 30도의 관절 운동범위로 신전제한이 있었으나 관절의 동통은 호소하지 

않았다. 불유합을 수술하 던 1예에서는 초기 수술 후 방사선 사진 상 내측 근위 경

골각이 95도이상의 심한 외반 정렬을 보여 술 후 7일째 재수술을 시행하 으며 최종 

내측 근위 경골각은 89도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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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 자료

1 open fracture; 2 nonunion; 3 upper extremity; 4 fracture; 5 lower extremity; 6 limitation of motion

Case Sex/

Age

Mechanism 

of  injury

Fracture 

type

Time to 

surgery

(days)

Other

injuries

Union 

time

(weeks)

Complications Follow up 

periods

(months)

Comments

1 F/48 Pedestrian

vs. auto

A3 2 U/Ex
3
,  

Pelvis & 

Spine Fx
4

32 20

2 M/31 Motorcycle

accident

A3-O1 1 L/Ex5 Fx, 

Spleen

rupture

20 18

3 F/55 Pedestrian

vs. auto

A3 12 U/Ex, L/Ex 

& Pelvis Fx

Hemothorax

16 Ankle LOM6

(0o - 30o)

15

4 M/30 Pedestrian

vs. auto

A3 12 L/Ex, pelvis 

& spine Fx

16 13 Hemiplegia

5 M/53 Motor vehicle

accident

A2-N2 - Maxillary Fx 24 Delayed 

infection

(POD 5M)

14 Plate removal 

for infection

6 M/49 Motorcycle

accident

A2 17 L/Ex Fx 16 20

7 F/77 Motor vehicle

accident

C2 5 U/Ex & 

L/Ex Fx

18 12

8 M/55 Pedestrian

vs. auto

A2-N - L/Ex & 

spine Fx

16 Knee LOM

(15o - 100o)

Valgus align.

7 Reoperation for 

valgus 

alignment

9 M/31 Pedestrian

vs. auto

A3 3 L/Ex Fx 24 8

10 M/19 Motorcycle

accident

A3 4 L/Ex Fx 16 14

11 M/54 Pedestrian

vs. auto

C2 7 L/Ex Fx 20 17

12 M/46 Pedestrian

vs. auto

A3-O 5 L/Ex, pelvis

& spine Fx

12 20

13 M/42 Motor vehicle

accident

A3-O 16 U/Ex, L/Ex 

& pelvis Fx

36 Knee LOM

(10o - 130o)

12

14 M/40 Crushing injury A2-N - 12 14 Initial open Fx

15 F/75 Slipped down A2 3 20 20 Osteoporosis

16 M/48 Pedestrian

vs. auto

A2-N - L/Ex Fx 20 9

17 M/54 Pedestrian

vs. auto

A3 1 L/Ex Fx

Popliteal a. 

rupture

36 Screw 

breakage

(POD 4M)

11 Fasciotomy for 

compartment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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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골절형에 따른 골 유합 기간

표 3.  합병증

1
 limitation of motion

Fracture type Time to union (weeks)

Type A 21.1

 A2 18.0

 A3 23.1

Type C 19.0

 C1 -

 C2 19.0

Total 20.8

Complication No. of cases

Knee LOM1 2

Ankle LOM 1

Delayed infection 1

Screw breakage 1

Reoperation 1

Tot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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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경골 근위부 전위 골절의 치료 목표는 전위된 관절면을 해부학적으로 정복하고 골

간단부 및 골간부 골절을 해부학적 정복 또는 해부학적 정렬 상태로 유합되도록 하

여 최대한의 기능 회복을 얻는 것이다. 경골 근위 골간단부 골절은 대부분 직접 손상

에 의해 발생하며 분쇄 골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4
. 이러한 고에너지 분쇄 

골절의 경우 강한 내고정을 필요로 하지만 골절부가 슬관절과 인접해 있어 슬관절 

및 대퇴부의 동반 손상이 많고 골간부에 비해 넓은 골수강 구조와 슬관절 주위의 근

육 및 인대 등의 해부학적 구조로 인하여 골절면의 안정성이 낮아서 고정에 많은 어

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경골 근위부 골절에 대한 치료는 다양하여 초기 폐쇄 정복술 및 석고 고정을 통한 

치료에서부터 핀 고정술, 나사못 고정술 및 금속판 고정술,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그리고 최근에는 편측 금속판 내고정과 반대측 외고정 장치를 혼합하는 hybrid 방법 

등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시도되어져 왔다10. 

경골 근위부 골절에 대한 내고정 방법 중 편측의 금속판 고정술은 분쇄골절에서는 

충분한 골절부의 안정성을 얻기가 어려워 정복소실, 부정유합, 불유합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초기에 해부학적 정복을 얻었다 해도 추적 관찰시 하지 

정렬의 변형을 흔히 초래하게 된다. AO 분류 C1 또는 C2형 골절과 같이 경골과 골

절이 동반되는 경우 외측의 단일 금속판 고정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슬관절의 

내반 변형이 초래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 따라서 삼각형 단면을 가진 경골의 해부

학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보다 견고한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외측 금속판 고정

을 시행하는 것이 편측 고정시 발생할 수 있는 각 변형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골 양측면의 광범위한 연부 조직 박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골절부의 혈

행 장애와 상처 치유 지연 및 수술부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기회가 많아진다

16-18
. 이는 생물학적 금속판 고정술(biologic plate fixation)의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분쇄가 심한 고에너지 손상의 경우 추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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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내외측 금속판의 단점을 보안하여 경골 외측의 단일 금속판 내고정과 내측 선

형 외고정을 함께하는 hybrid 방법이 소개되었다
10,19,20

. Bolhofner는 경골 골간단부의 

심한 분쇄 골절과 함께 경골 전면에 연부 조직 손상이 심한 환자에서 hybrid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 다10. 그는 내측 외고정을 먼저 시행하여 경골 정렬과 길이를 유지

한 후 외측 도달법을 이용한 금속판 내고정을 시행하 으며, 치료 결과 평균 12.1주에 

유합을 보 다. 그러나 외고정 장치로 인한 핀 주위 감염이 12%에서 발생하 으며, 

상처감염은 7%에서 발생하 음을 보고하 다.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은 경골 근위부의 넓은 골수강 구조와 전후방 및 외측 근육

의 견인력에 의하여 외반 변형 및 전방 각 형성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Lang
1

등은 부정유합 84%, 정복 실패율이 25% 음을 보고하 고, Freedman과 Johnson9은 

부정정열이 58%로써 경골 간부의 7%나 원위부의 8%보다 매우 높음을 보고하여 경

골 근위부 골절 시 경골 간부 및 원위부와 달리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은 좋은 치

료방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 다.  

선형 외고정 장치에 의한 비관혈적 정복술은 간편함과 창상 치유의 용이함으로 인

하여 다른 장기손상을 동반한 환자의 개방성 골절 시 초기 고정방법으로 선호되어 

왔으나 경골 근위부 골절의 최종적 치료 방법은 될 수 없으며, 환형 외고정 장치는 

수술 술기가 숙련되어야 하고 오랜기간의 착용으로 인하여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강선주위 감염이나 해리, 강선의 파손, 신경 및 혈관의 손상, 화농성 관절염과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다21-23. 본 연구 대상 중 불유합으로 수술 받은 4예 모두 초

기에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수술을 받고 불유합이 발생하 던 경우 다. 

이러한 여러 수술 방법들과 달리 AO condylar blade plate는 U자형의 blade에 의

한 근위 골편의 폭넓은 고정으로 특히 골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 견고한 고정을 얻을 

수 있고 골간단부 골편의 회전 선렬에 대한 조절이 용이하며 골절 부위에 압력을 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수술 시 연부 조직의 박리를 경골 근위부의 편측에

만 시행하고 심한 분쇄 골절에서는 가능한 한 간접 정복을 시행하여 주위 연부 조직

을 보존하고 골절부의 혈액순환을 유지시켜 연부 조직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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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골 유합이 촉진되는 장점이 있다14,15,24-27. blade plate 내고정 수술 기법은 3

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정확한 blade 삽입이 가능하고, 수용흠을 정확히 

만들어야 하며 blade 끝이 돌출되지 않도록 blade의 길이 선택에도 유념해야하는 등 

의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blade plate 내고정술은 대퇴골 근위부 또는 원위부 골절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24,25
. 

경골 근위부 병변에 대한 blade plate 내고정술은 불유합에 대한 치료로써 처음 소

개되었다. Carpenter와 Jupiter는 경골 근위부 불유합 7예를 대상으로 blade plate와 

골 이식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결과 87.5%의 유합율을 보고하 다
12
. 이들은 blade 

plate를 경골 근위부 외측에 주로 고정함으로써 blade plate를 장력대로서 기능을 하

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치료를 위해 AO condylar blade plate를 

적용하여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자는 blade 

plate를 경골 전 내측면에 고정하여 골절부의 견고한 고정과 압박력을 줄 수 있었다. 

경골 근위부 골절에 고정한 blade plate는 골절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하며, 

A2와 C1형의 골절과 같은 단순 골절에서는 압박판이나 보호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A3와 C2형과 같은 피질골의 분쇄가 있는 골절에서는 보호판 또는 지지판으로서의 기

능을 하게 된다. 다만 경골 전 내측면의 해부학적 구조 상 피하 연부 조직이 적고 금

속판 자체의 두께로 인하여 금속판이 다소 돌출되어 보이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자

체가 다른 합병증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술 술기 상의 어려움 때문에 초기 

수술시 어려움이 많았고 증례를 더해갈수록 술기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 수술시 95

도인 blade plate의 모양을 고려하여 blade 삽입을 위한 유도핀을 경골 내측면과 95도

를 이루도록 노력하 으나 골절의 형태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우선 최

선의 위치에 blade를 삽입하여 근위 골절편을 확실히 고정한 후 경골 내측면에 착

할 수 있도록 blade plate를 구부려 수술을 진행하 다. 이는 경골 근위부 골절에서 

blade plate를 시술한 목적이 근위 골편에 대한 강한 고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95도

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blade 수용흠을 만들기 보다는 골질이 비교적 좋은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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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를 삽입함으로써 강한 근위 골편의 고정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 결과 전 예에서 모두 추가 치료 없이 1회의 수술로 골 유합을 얻었으며 대

부분 수술 후 추가 고정 없이 슬관절 운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불유합

을 치료한 4예에서도 자가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술하여 모두 골 유합을 얻을 수 있

었다. 경골 내측면의 연부 조직 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감염율을 보 으며, 피질

골의 분쇄가 심하고 연부 조직 손상이 있는 예에서도 생물학적 고정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해부학적 측면에서도 경골 내측면의 비틀림 정도를 측정하여 blade plate를 경골 내

측면에 고정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Blade plate를 경골 근위 내측

면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고정면과 금속판과의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정면이 

평면이 아닌 경우 금속판의 모양을 변형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내 고정물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공학적 성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측정 결과 경골의 근위 내측

면 두 지점의 경사각 차는 우측과 좌측이 각각 평균 1.4도와 1.3도로 미세한 비틀림이 

있었으나 금속판 고정에 있어서 술 전 금속판을 변형시켜야 할 정도의 값은 아니었

으며 실제 수술에 있어서도 금속판과 내측면의 적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blade와 plate가 95도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blade 삽입시 입구가 관

절면 가까이에서 시작할 경우 blade 끝이 후 경사를 형성하는 경골 근위 관절면을 관

통할 위험이 있고, 경골 근위 골편에 강한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골 근위부 해면

골의 경도 분포를 정확히 알고 최선의 위치에 blade를 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한 해부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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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에 대한 기존의 수술 방법들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AO condylar blade plate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도입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술을 시행한 17예 모두에서 평균 20.8주에 재수술 없이 골 유합이 이루어 졌으

며 골절 형태에 따른 골 유합까지의 기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기존의 수술 후 발생한 불유합의 경우에도 수술한 4예 모두에서 자가골 이식술

과 함께 내고정술로 골 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3. 경골의 근위 내측면에서 고평부 하방 5㎝와 15㎝ 지점의 기준면에 대한 각도 차

이는 우측이 1.4도, 좌측이 1.3도로 경도의 비틀림이 관찰되었으며, 이 정도의 차이는 

금속판 고정에는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에 따른 골 유합에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상과 같이 경골 근위부 골절 중 연부 조직손상이 심하지 않거나 관절 내 분쇄 골

절이 아닌 경우 blade plate 내고정술은 편측 고정만으로도 강한 고정력을 제공하

으며 수술 후 조기 재활치료가 가능하 다. 특히 골절 주위 피질골의 분쇄 정도가 심

한 경우에도 blade의 강한 고정력으로 수술 후 각 형성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

다. 또한 경골 근위부 골절 후 불유합에 있어서도 95도 blade plate는 골편의 안정성

을 제공하고 불유합면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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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tomic and clinical analyses 

of the internal fixation of the comminuted proximal tibial fracture

using AO condylar blade plate

Hong-Ki Yo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Hyun Yang)

The U-shaped blade of the AO condylar blade plate offers a wide purchase of 

the metaphyseal fragment providing stable fixation. The design of the blade plate 

also helps to apply compression at the fracture site and prevents the dissociation 

between the plate and screw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AO condylar blade plate fixation for the comminuted proximal tibial fractures. 

The exposure for proximal tibial fracture site was performed through a 

longitudinal incision from the lower margin of the patella along the medial aspect 

of the tibia. A bony window(1x2㎝) was made 2-3㎝ below the medial tibial 

plateau and a seating hole was created for the blade insertion with a chisel under 

the image intensifier. Considering the extension of fracture line, an appropriate 

plate was selected and fixed to the medial border of the proximal tibia. If 

possible, a large unstable fragment was fixed with a lag screw. Indirect reduction 

technique was used in cases with a severe cortical disruption. The average 

duration of follow-up assessment was 14.9 months and the average age was 47.4 

years(range, 19-77 years). Subjective symptoms and range of joint mot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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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d and recorded at the last follow-up. Radiographs were investigated to 

assess the union and alignment of the tibia. The medial slope of the dry tibia 

was measured at two different points.

The average time to union was 20.8 weeks. Delayed union was found in 5  

cases. There were limitation of joint motion in 3 cases. The average difference of 

the medial slope between the two points was 1.4
o
 in the right and 1.3

o
 in the left 

tibia.

AO condylar blade plate fixation is a reliable and effective method for the 

comminuted proximal tibial fractures because it affords a stable fixation and an 

early rehabilit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proximal tibial fracture, internal fixation, blad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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