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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994 to 1997, we performed 14 metatarsals lengthening and 3 metacarpals lengthening

in 13 adolescent patients by metaphyseal osteotomy followed gradual distraction of callus

(callotasis) using an external fixators. Congenital and acquired shortness of metacarpal and

metatarsal may cause not only cosmetic problem but also pain adjacent metatarsals. Excellent

clinical results were obtained. The average lengthening and percent original lengthening were

12.9mm (range from 6.4mm to 20.0mm) and 33.9% (range from 15% to 50%). The average

lengthening days were 60.6 days. No one required bone grafting after the lengthening and there

was no severe complication (stops the lengthening and course of treatment). We used a rigid,

unilateral external fixator designed for use in the hand and foot and one Ilizarov external fixator

(60mm half ring x 2). At the time of last follow- up, from 12 months and 4 years later, healing

had been achieved in all with an average healing index 85 days/ cm, an average healing time 112

days and the corrections of the length of the metatarsals and metacarpals were done.

We concluded that the osteotomy with gradual distraction without bone grafting was one of

the effect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lengthening of short tubular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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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족골이나 중수골의 단축의 원인은 선천적이

나 후천적으로 성장판의 지연이나 정지 때문이

다. 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중수골과 네 번째

중족골이 가장 많고 여성에서 더 많이 보고되며

남녀 비는 1 : 25이다. 양측성은 72%에서 발견되

고 가족력이 상관관계가 있다20).

후천적 원인으로는 외상, 감염, 종양, Freiberg

병, 방사선 조사나 수술 등의 의인성의 원인이 있

다. 중족골 단축을 일으키는 병으로는 겸상 적혈

구성 빈혈, 다발성 유전성 골연골증, 연소성 류마

티스 관절염 등이 있다. 선천성 형태는 합지증 다

지증과 관계 있고 터너증후군, 가성부갑상선기능

저하증, 가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이 있다22).

Lelievre 등 에의한 정상 중족골의 길이에 관한

견해는
9)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족골은 같고 다른

중족골은 점차적으로 길이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였다(1=2>3>4>5).

단축된 중족골에 대한 연장술은 몇 가지 방법

이 있다. 첫 번째는 각 교정과 골이식을 동반한

절골술6), 두 번째는 골이식을 동반하지 않는 절

골술12), 세 번째는 골이식을 동반한 절골술후 지

속적 신연 연장술10 , 23 , 24), 네 번째는 골이식을 동

반하지 않는 절골술후 지속적 신연 연장술로 외

고정 장치를 이용한 지속적 신연 연장술은 1983

년 Skirving과 Newman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

후 현재는 잘 정립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골이식을 동반하지 않는 절골술 후 지속적 신연

연장술로 치료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신촌 세브란

스병원 정형외과에서 14례의 중족골 연장술과 3

례의 중수골 연장술을 13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

고 환자의 평균 연령은 19.5세로 13세부터 27세였

다.

지단축의 원인으로 선천성은 16례이고 이중에

서 가족력이 1례, 갑상선 질환이 1례 있었고, 후

천성은 1례로 외상이 원인이었다. 편측이 9례, 양

측이 6례이었고 양측인 환자 2명은 편측만 수술

하였다.

중족골이 14례로 모두 4번째 이였고 중수골이

3 례로 1, 3, 5번째가 각각 1례씩이었다. 좌우비는

우측 : 좌측이 12 : 5로 우측이 많았다.

수술방법은 수지골이나 족지골의 배부에 수직

적 피부 절개후 핀을 근위부와 원위부 골에 각각

2개씩 삽입하고 골간부 횡절골술후 견고한 외고

정 장치(DKM mini-lengthener 16례, mini-

Ilizarov 1례)를 사용하였고 신전건의 연장술을

시행 하였다. 술후 평균 7일부터 1일 0.25 mm 씩

3번 (0.75mm/ d) 지속적 신연 연장술을 시행하였

다. 연장 종료 후 평균 51일(범위 7일부터 120일)

간의 경화 기간 후에 방사선 소견과 임상적 측정

을 근거로 신생골의 경화를 판단하여 외고정 장

치를 제거하였다. 연장은 골의 장축을 따라서 시

행하였고 체중 부하는 외고정 장치 제거전 경화

기에 점진적으로 하였다. 통증이나 피부색의 변

화는 과연장의 표시로 연장을 감소시킴으로 증상

을 즉각 완화 시켰다. 핀주위 감염은 6례에서 발

생하였고 증상치료는 항생제를 경구적 투여, 핀

주위 국소 투여, 정맥내 투여 등을 시행하였다.

이때 일시적으로 연장을 지연 시켰으나 연장을

중단한 경우는 1례도 없었다. 각 예의 세부사항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합병증은 Caton 등
2)
에 따라서 Table 2에서와

같이 경도, 중등도, 중도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

로 역학적, 생물학적, 기능적으로 구분하였다.

추시 관찰 기간은 6개월에서 4년으로 평균 2년

3 개월이었다. 추시 관찰시 결과 평가를 위하여

방사선적 계측으로 축성편향, 잔류 길이 차이

의 정도, 골연장의 숙성 정도를 검사하였고 임

상적 계측으로 통증, 보행, 핀주위 염증 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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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장한 분절은 모든 예에서 경화(consolida-

tion)되었다.

연장된 분절의 길이는 평균 12.9mm이었고 범

위는 6.4mm에서 20.0mm이었다. 처음 길이에 대

한 퍼센트 연장률은 평균 33.9%이였고 범위는

15%에서 50%이었다.

치유기간(Healing Time)은 평균 112일 이였고

범위는 80일에서 186일이었다. 치유지수 (Healing

index)는 평균 85 days/ cm이었고 범위는 53

days/ cm에서 156 days/ cm이었다 (Table 3).

합병증은 Table 4에 나타냈다. 표층 핀 감염은

6례에서 나타났고 정맥내 항생제로 완치되었고

T able 1. Details of patients and lengthening techniques

Age Lengthening
Case (yr) Sex Segment Side Etiology Location technique
1 27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2 15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3 25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4 14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5 14 F 4 L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6 13 F 4 R Congenital MC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7 14 F 5 L Congenital MC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8 17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9 17 F 4 L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10 19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11 19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12 19 F 4 L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13 15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14 22 F 4 L Congenital MT Callotasis

15 27 F 4 R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16 27 F 4 L Congenital MT Callotasis with tendon lengthening

17 27 M 1 R Trauma MC Callotasis with mini- Ilizarov
: metatar sal

: metacarpal

T able 2. Classification of complications during

lengthening

Complication
Benign Does not jeopardize result

Does not increase HI

Treated without anesthesia

Serious Does not jeopardize result or

course of treatment

may delay HI

Treated under anesthesia

Severe Jeopardize result

Stops lengthening

Stops course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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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Details of complications

Complications

Case Benign Serious Severe

1 Superficial
pin- track infection

3 Deep

pin- track infection

4 Deep
pin- track infection

5 Deep
pin- track infection

7 Superficial

pin- track infection

10 mild extension
contracture

12 Superficial
pin- track infection

15 Metatarsalgia

16 Metatarsalgia

신연 연장술을 중단할 필요는 없었다. 경도의 신

전 구축이 1례, 중족골통이 2례에서 있었다. 장기

추시 방사선 사진 결과 중족골의 내측 편향 3례

(5°, 4°, 4°), 외측 편향 1례 (7°), 후방 편향 1례

(5°), 중수골의 요측 편향 1례 (3°)가 있었으나 임

상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증례 보고

증 례 1

13세의 여자 환자로 출생시부터 발생한 우측

제 3, 5수지와 좌측 제 4, 5수지의 중수골 단축증

DKD mini-lenthrner 외고정 기구 장착과 신전건

의 연장술을 시행후(Fig. 1-B), 술후 6일째부터 1

일 0.5mm씩 지속적 신연을 시행하였다. 방사선

계측과 임상 증상을 참고하여 1주일에 3일에서 7

일간 1일 0.5mm에서 1.0mm씩 연장하였다. 술후 2

개월까지 초기 41mm의 길이가 61mm로 20mm로

T able 3. Length achieved, healing time and healing index (HI) in 17 cases

Age Lengthening % Original Healing time

Case (yr) Segment (mm) length (days) HI (days/ cm)

1 27 4 12 26 106 88

2 15 4 13 27 88 68

3 25 4 8 15 80 100

4 14 4 6.4 33 91 142

5 14 4 6.5 35 91 140

6 13 3 20 49 108 54

7 14 5 15 50 112 75

8 17 4 19 41 100 53

9 17 4 18 38 100 56

10 19 4 10 19 156 156

11 19 4 17 37 120 71

12 19 4 17 37 157 92

13 15 4 13 35 186 143

14 22 4 14 33 80 62

15 27 4 12 34 78 60

16 27 4 13 34 101 78

17 27 1 13 34 110 85

: heal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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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13 years old female patient .

A . Initial plain film in A- P projection of Rt. hand shows shortness of third metacarpal and fifth

metacarpal bone.

B . Immediate Postoperative plain film in A-P projection of Rt. hand demonstrates the osteotomy

site and applied state of DKM mini- lengthener.

C. 1 month after operation the plain film shows distracted state with callus formation.

D. 3 months after operation the plain film shows more distracted state with good callus formation.

E. 5 months after operation the plain film shows removed state of DKM mini- lengthener with good

consolidation and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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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길이에 비해 49%의 연장을 얻었으며 48일의

골유합기간을 거친후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였다.

치유 기간은 108일이고 치유 지수 54 days/ cm이

었다. 술후 6개월 측정한 제 3중수지간 관절의 운

동범위는 신전 0°, 굴곡 64°이었고 특별한 합병

증 없이 우측 수부의 외형적 개선 및 기능적 개선

을 얻을 수 있었다(Fig. 1-C, D, E).

증 례 2

17세 여자 환자로 출생시 부터 발생한 우측 제

4족지와 좌측 제 4족지의 중족골 단축증으로 내

원하였다(Fig. 2-A). 우측 제 4족지 중족골에 대

하여 골간단부의 절골술 및 DKM mini-lenthrner

외고정 기구 장착과 신전건의 연장술을 시행후

(Fig. 2-B), 술후 7일째 부터 1일 2회 0.25mm/회

지속적 신연을 시행하였다. 방사선 계측과 임상

증상을 참고하여 1주일에 3일에서 7일간 1일 2회

에서 4회 0.25mm씩 연장하였다. 술후 6주 핀 주

위 염증이 있어 경구용 항생제로 치료 받았으나

연장의 휴식이나 중단은 필요하지 않았다. 술후 2

개월까지 초기 46mm의 길이가 65mm로 19mm

로 초기길이에 비해 41%의 연장을 얻었으며 39

일의 골유합기간을 거친후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

였다. 치유 기간은 100일이고 치유 지수 53

days/ cm이었다. 술후 7개월 방사선 계측 및 임상

적 소견에서 특별한 합병증 없고 우측 족부에서

족지의 중족지 관절운동의 제한없이 기능적 및

미용상의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Fig. 2-C, D, E).

고 찰

Mori 등은 선천성 중수골 과 중족골 단지증의

병인론은 원위 성장판의 영구적 유합에 의한다고

보고하였다12). 금번 연구에서 골이식을 동반하지

않는 절골술후 지속적 신연 연장술은 선천성과

후천성 단관골의 단지증의 효과적인 치료임을 보

여준다. 골이식을 동반한 일단 연장술(one stage

lengthening)과 비교하면 근육이나 연부조직의

연장이 골연장과 조화를 이루워 부작용 없이 시

행되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장기간의 핀 삽입 상

태로 주위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수골이나 중족골의 골단은 평균 14세에서 21

세 사이에 유합이 일어나며21) 본 연구의 모든 환

자는 13세 이상으로 골단이 유합되어 있었다.

이전에 연구된 문헌의 결과를 비교하면

Magnan10)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 명의 환자

9 례의 중족골 단축을 외고정 장치와 가골의 지

속적 신연을 이용하여 연장후 3년에서 10년 추시

관찰하였다. 술후 2개월에서 4개월간 1mm/ day의

비율로 연장하여 24%에서 83%의 길이 증가와

치유 지수는 50 days/ cm이었고 체중부하는 가골

형성의 방사선적 소견을 평가하여 술후 1개월에

서 4개월에 시행하였다. 외고정 장치는 체중부하

후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제거하였다. 2례에서 자

가골 이식을 시행하였고 합병증이 있는 례는

50% 이상 연장한 경우에서 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65% 연장한 환자에서 정복되지

않는 중족지 관절의 탈구이었다. 천층의 핀주위

감염은 대증적 치료로 전례에서 치유되었다.

Seitz18)는 8 명 환자의 14례의 외상후 또는 선천

성 수지 단축증에서 절골술 및 외고정 장치후 술

후 5일에서 7일부터 가골의 지속적 신연을 이용

하여 1 일 0.25mm씩 네 차례 연장을 시행하여 25

mm에서 35mm의 길이 증가후 재골화 정도를 근

거로 1개월에서 3개월에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였

다. 1례에서 자가골 이식이 필요하였고 1 례에서

신연중 통증이 있었다. 그외 모든 례에서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Kawa-

shima7)는 3 명의 환자의 4 레의 족지 단축증에서

1 일 0.35mm씩 두 차례 가골의 지속적 신연술을

시행하여 74일에서 141일 사이에 37%에서 66%

의 연장을 얻었다. 외고정 장치는 골의 경화를 얻

는 1개월에서 2개월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장이 처음 길이의 50%를 초

과하지 않을 때에는 중등도나 중도의 합병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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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 19 years old female patient.
A . Initial plain film in A- P projection of Rt. foot shows shortness of forth metatarsal bone.
B . Immediate Postoperative plain film in A- P projection of Rt. foot demonstrates the osteotomy site

and applied state of DKM mini- lengthener.
C. 1 month after operation the plain film shows distracted state with callus formation.
D. 3 months after operation the plain film shows more distracted state with good callus formation.
E. 7 months after operation the plain film shows removed state of DKM mini- lengthener with good

consolidation and axis.

없었고 임상적 추시 관찰 결과 만족하였다. 새롭

게 형성된 가골의 신연 (callotasis)은 안전하게

연장되었고 DKM mini- lengthner는 이러한 조건

을 만족시켰다. 다른 연장술처럼 중수골과 중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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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의 Catallosis는 신연과 경화의 전과정에서 주

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중족지관절의 탈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 Kirschener 핀의 고정을 사용하기

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골연장과 동반하여 연부 조직 및 건의 연장이

동반되나 필요한 경우 신전건의 연장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전건의 연장술은 11례에

서 시행하였다.

신연 연장술은 형성된 가골의 연장을 통하여

신생골을 형성하는 신골형성(neo-osteogenesis)

과정이다. 조직학적으로 신연은 신연 간격에서

세포 활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자극한다.1,3 )

신연 1주 후 미성숙 섬유 혈관조직이 신연 간

격에서 늘어난다. 신연 2주 후 침상골이 나타나고

신연 3주 후 골화 구역이 나타난다. 단순 방사선

촬영보다 정량적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골화 구

역을 먼저 관찰 할 수 있다. 신연 1 개월 후 신생

골의 박막(microfilm)이 관찰되고 신연 2개월 후

골소주가 나타나고 신연 4개월 후 중심 조혈성

골수를 가진 층판골이 나타난다.1)

Ilizarov5)
는 성공적 신골형성 형성을 위해 몇

가지 기술적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골 주

위의 혈류 공급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경피적

절골술, 두 번째로는 골의 장축에 평행한 면에서

만 운동을 허용하는 외고정 장치, 세 번째는 신연

을 시작하기 전에 5-7일간의 잠복기, 네 번째는 1

일 1.0mm의 신연률 (distraction rate), 다섯 번째

는 작은 단계로 여러 번 신연 (예를 들면 0.24mm

씩 6시간마다), 여섯 번째로는 재형성된 신생골이

골화되기 위한 중립 고정 기간 등이다. 신연률 은

골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저비율(slow rate)

은 절골 부위에서 미성숙 경화가 발생하고 고비

율(high rate)은 골형성이 지체되고 주변 연부 조

직에 나쁜 영향을 일으킨다4).

Callotasis의 장점은 골이식을 동반한 신연술

과 달리 일차 수술로 종결지을 수 있고 이식골의

흡수나 불유합, 부정유합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이다.18) 단점으로는 외고정 장치를 착용하는 것과

신연률이 최적화 되지 않을 때 부적절한 골화나

미성숙 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17)

결 론

저자들은 1994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13

명의 환자의 17례의 단관골의 단축 환자에 있어

서 골이식을 동반하지 않는 지속적 신연 연장술

을 시행하고 추시 관찰한 결과 모든 례에서 경화

를 얻었고, 심각한 합병증 없이 기능의 개선과 외

관상의 미용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장된 길이

의 평균은 12.9mm이었고 처음 길이에 대한 연장

률 평균은 33.9%, 치유기간의 평균은 112일(80일

에서 186일), 치유지수는 85 days/ cm(53 days/

cm에서 156 days/ cm)이었다. 이러한 만족스러운

결과로 절골술을 동반한 지속적인 신연술은 단관

골 단축의 연장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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