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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족근 관절 유합술은 족근 관절 관절염을 해결하는 가장 흔한 방

법 중의 하나다. 이러한 족근 관절 유합술 후 과거에는 상당히 불

유합이 많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뼈를 서로 잘 닿게 하고 압박고

정 및 수술 후 고정을 하면 불유합이 10% 이내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 수술 방법으로는 약 4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90% 정도의 비슷한 유합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다.1-4)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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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linical and radiologic results of arthrodesis between anterior approach and 
transfibular approach arthrodesis in ankle arthritis.
Materials and Methods: There were 61 cases of ankle arthritis treated by anterior or transfibular ankle arthrodesis in our hospital from 
April 2008 to March 2012. We investigated 29 cases (27 patients) who underwent ankle arthrodesis with an anterior approach (15 cases) 
and transfibular approach (14 cases), and were followed for over two years. Clinically,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ore, pain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degrees were evaluated. In addition, ankle 
coronal and sagittal alignments were evaluated using plain radiographs at 6 and 24 months, postoperatively. 
Results: Clinically, preoperative mean AOFAS score and VAS was 41.3 and 6.4, and were changed to 58.9 and 3.3 postoperatively in the 
anterior approach group. In the transfibular approach group, preoperative mean AOFAS score was 36.6 and VAS was 7.1, and they were 
changed to 54.9 and 3.4 postoperatively.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linical results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p=0.297). Duration of attaining union was 8.1 weeks in the anterior approach group and 10.4 weeks in the transfibular approach group. 
Complications were delayed union in one case, nonunion in three cases, cancellous screw breakage in three cases, and complex regional 
reflex syndrome in one case.
Conclusion: After transfibular ankle arthrodesis as treatment of ankle osteoarthritis, the tendency for valgus angulation of the ankle at 
the final follow-up was observed and 6.5 mm cancellous screw breakage occurred frequently.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better stabil-
ity, it is necessary to use 6.5 mm cannulated screws rather than 6.5 mm cancellous screws for ankle arthrod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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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법 15예 중 6예, 경비골 도달법 14예 중 6예였으며 그 외에는 유

관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수술 후 6개월, 수술 후 24개월에 

족근 관절 외반, 굴곡의 방사선학적 평가를 분석하였고 수술 후의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족근 관

절-후족부 점수와 visual analogue scale (VAS) 통증 점수를 이용한 

임상적 평가와 합병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계획

과 환자 자료 분석에 대해 본 병원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2. 수술 방법 및 술 후 처치

전방 도달법을 이용한 관절 고정술은 척추 또는 전신 마취하에 

앙와위 상태에서 지혈대를 시행한 후 족근 관절을 중심으로 약 10 

cm의 절개를 통한 전방 도달법을 이용하여 관절면을 노출시켰다. 

그 후 원위 경골 및 거골의 관절면을 절골기(osteotome)와 소파기

(curret)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연골을 제거하여 연골하골을 노출

시켰다. 1.6 mm K-강선으로 관절면에 대해 다발성으로 천공을 하

여 연골하골에서 출혈이 되는 것으로 확인한 후 장골능에서 절취

한 관절면 크기의 이식골을 삽입하였다. 중립 신전위, 외반 5도, 외

회전 5도, 후족부를 후방으로 전이한 상태에서 6.5 mm 유관나사

(Solco, Pyeongtaek, Korea) 혹은 해면골 나사를 내과에서 2개, 외

과에서 1개를 경골의 장축에 대해 45도 각도로 거골체 방향으로 유

도핀을 따라 압박을 주면서 고정하였다(Fig. 1). 

경비골 도달법의 경우 비골 원위부를 중심으로 약 10 cm의 종

절개를 가한 후 연부조직을 박리하였다. 이후 원위 비골 끝의 근위

방법의 경우 간단하며 유합 부위에 압박력을 가할 수 있는 압박 나

사 고정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3,5) 접근 방법도 다양하

지만 전방 도달법과 경비골 도달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경비골 도달법이 전방 도달법에 비해 노출이 쉽고 전층 피판

을 이용하므로 피부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아 합병증이 적을 것으

로 생각하지만6,7) 다른 문헌에서는 오히려 경비골 도달법에서 창상

의 변연 괴사 및 창상열개 등의 발생률이 0%∼15%로 높게 보고되

고 있다.8-10) 현재 족근 관절 관절염의 치료인 족근 관절 유합술의 

관혈적 접근법으로 전방 도달법과 경비골 도달법의 비교 연구 결

과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전방 도달법과 외과 희생 경비골 도달법

에 따른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와 합병증 등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본원에서 족근 관절 관절염에 

대하여 전방 도달법과 경비골 도달법을 이용한 족근 관절 유합술

을 시행받은 환자 61예 중, 최소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29예

(27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방 도달법은 15예(14명), 경비골 도

달법은 14예(13명)였으며 총 29예 중 남자가 14명, 여자가 15명이

었다. 연령은 38세에서 7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2.1세였으며 추

시 기간은 평균 35.4개월(25∼56개월)이었다. 6.5 mm 해면골 나사

(DePuy Synthes, Oberdorf, Switzerland)를 사용한 경우는 전방 도

A B C D

Figure 1. (A) Preoperative standing radiograph shows medial compartment ankle osteoarthritis. Ankle arthrodesis was performed with anterior ap-

proach using three cannulated screws (B, anteroposterior view; C, lateral view). (D) Last follow-up radiograph shows complete bony union without 

breakage or loos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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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로 하였다. 방사선학적 평가는 수술 후 각각 6개월, 24개월

에 기립 상태에서 족근 관절의 고정 위치를 측정하였고, 추가로 족

근 관절 외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카세트 위에서 선 채로 후방에

서 바닥에 대해 45도의 입사각으로 촬영하는 장 축상 촬영법(long 

axial view)으로 측정하였다(Fig. 2).11) 관절의 유합은 전후면 및 측

면 방사선 사진상 족근 관절면의 50% 이상에서 골소주가 연결되

면 유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12) 족근 관절 유합술에서 지연유합과 

불유합의 정의에 대해 정설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연유합은 통증 등의 증상과 함께 방사선 추시상 6개월 이상 유

합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경우, 불유합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로 

정의하였다.8,13,14) 주관적 만족도는 5점을 만점, 1점을 최소점으로 

기록하였다. 전 예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뿐 아니라 전방 도달

법 군과 비골 도달법 군 간에 AOFAS 점수, VAS, 주관적 만족도, 족

근 관절 외반 정도, 유합 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repeated measured ANOVA (SPSS Statistics version 17.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29예의 평균 추시 기간은 평균 35.4개월(25∼56개월)이

었다. 임상적 평가상 본 연구 전체의 관절 유합술의 경우 수술 전 

AOFAS 점수는 평균 39점(4∼62점)에서 수술 후 최종 추시 시 평균 

57점(18∼79점)으로 호전되었으며, VAS는 평균 6.7점에서 3.3점으

로 호전되었다. 각각의 접근법에 따른 AOFAS 점수의 경우 전방 도

달법은 수술 전 41.3점(14∼62점)에서 수술 후 58.9점(34∼79점)

으로, 경비골 도달법은 수술 전 36.6점(4∼53점)에서 수술 후 54.9

점(28∼72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297). VAS의 경우 전방 도달법은 수술 전 6.4점(4∼

8점)에서 수술 후 3.3점(0∼8점)으로, 경비골 도달법은 수술 전 7.1

점(6∼8점)에서 수술 후 3.4점(1∼8점)으로 호전되었으나 마찬가

지로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29). 수술 

전 만족도의 경우 전방 도달법은 수술 전 2.5점(1∼3점)에서 수술 

후 3.2점(1∼5점)으로, 경비골 도달법은 수술 전 2.4점(1∼3점)에

서 수술 후 3.2점(2∼5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59). 

방사선학적 평가상 26예에서 골유합을 얻었고 골유합까지의 기

간은 6주에서 40주 사이로 평균 9주였으며 전방 도달법에서 8.1주

(6∼12주), 경비골 도달법에서 10.4주(6∼40주)의 결과를 보였다. 

전방 도달법 군의 수술 후 6개월 외반은 평균 ―3.8도(―8∼4도), 

수술 후 24개월 외반은 평균 ―4.8도(―26∼4도)로 평균 1도 내반되

는 경향을 보였고, 경비골 도달법 군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외반은 

평균 ―1.1도(―7∼6도), 수술 후 24개월 외반은 평균 1.9도(―7∼13

도)로 평균 3도의 외반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또한 경비골 도달법 14예 중 해면골 나사를 사용한  

부 6 cm 부위에서 사선형으로 절골술을 가하여 절제하고 후방으로 

젖힌 후 관절면을 노출시켰다. 비골에서 채취한 자가 이식골로 골

이식을 시행한 후 거골 외측에서 2개, 경골 외측에서 1개의 나사를 

경골의 장축에 45도 각도로 압박을 주면서 관절 고정술을 시행하

였다. 수술 후 골유합을 확인한 후 석고 붕대를 제거하고 체중부하 

보행을 시행하였다.

3. 평가 방법

임상적 평가는 AOFAS 점수와 VAS를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AO-

FAS 점수의 경우 총점은 100점 만점이나 족근 관절 유합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족근 관절의 운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86점을 가장 높

Figure 2. Measurement method for the long axial view. We defined the 

mid-diaphyseal axis of the tibia by bisecting the tibia into two mid-

diaphyseal points (lines a and b) 30 mm apart and extending the line 

distally (line e). The mid-diaphyseal axis of the calcaneus is defined 

by a line through two points in the calcaneus. At a distance of 7 mm 

from the most distal part of the calcaneus, a horizontal line is drawn 

(line d). Line d is divided into a 40%:60% ratio, where the length of 

the 40% line is measured from the lateral side. A second line (line c) is 

drawn horizontally, 30 mm from the most distal part of the calcaneus. 

The calcaneus axis (line f) is drawn by connecting the 40% mark at line 

d and the bisected line c. The hindfoot angle (g) is the angle between 

lines e and f. Revised from the article of Reilingh, et al. (Skeletal Radiol. 

2010;39:1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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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적고 수술 시야가 매우 좋아 변형의 교정이 용이하다. 또

한 연골하골을 최소한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과 상합적 관절 모

양을 유지하여 단축을 최소화하고 넓은 접촉 면적을 얻어 안정성

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17,18) 또한 경비골 도달법은 외

과 보존 혹은 외과 희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외과를 보존함으로써 추가적인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후방 피판

을 통해 혈액 순환을 유지하고 골흡수를 줄여 유합률이 높고 미용

학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후자의 경우는 외과 

절제 후 절제골에서 해면골을 채취하여 관절 내에 이식함으로써 

장골 등에서 추가적인 골이식이 필요 없이 유합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미용적으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의 유합률은 전방 도달법에서 100%, 외과 희생 경비

골 도달법에서 79%를 보였고, 평균 유합 기간은 전방 도달법에서 

8.1주, 경비골 도달법에서 10.4주의 결과를 보였다. AOFAS 점수

(p=0.297)와 통증 정도인 VAS (p=0.429)는 수술 후 두 군 모두 향

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관절의 고정은 외고정과 내고정이 있으며3,19) 내고정의 경우 주

로 삼중 래그 나사 기법(triple lag screw technique)을 이용하여 3

개의 6.5 mm나 7.0 mm의 유관 나사를 이용해 압박 기법으로 고정

하거나 6.5 mm 해면골 나사를 이용해 고정할 수도 있다.20) 나사골

(core)은 나사의 강도를 제공하며, 나사산(thread)은 나사의 기능

과 쥐는 힘(purchase)을 제공하고, 나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름으

6예 중 3예에서 해면골 나사의 파단과 함께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

었으나(Fig. 3), 전방 도달법은 해면골 나사를 사용한 6예 모두 파

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병증으로 경비골 도달법에서 지연유합  

1예, 해면골 나사의 파단을 동반한 불유합 3예가 발생하였으며 전

방 도달법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예가 발생하였으나 창상열개 

및 감염, 신경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족근 관절 고정술은 다양한 수술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술 

기법상 크게 관절경적 고정술, 최소 관절 절개에 의한 고정술, 경

비골 접근에 의한 고정술, 전방 접근에 의한 고정술의 4가지로 나

누어지며, 견고한 고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90% 

정도의 유합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다.1-4) Campbell 등15)이 시도한 

장무지 신전건과 장족지 신전건 사이를 통한 접근법이 주로 이용

되고 있으나 족배 동맥과 심부 비골 신경 손상, 창상열개 등의 위

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창상열개의 경우 전방 접근법

은 0%∼5%,6,7) 경비골 도달법은 0%∼15%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경비골 도달법에서 약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0) 본 연구에

서는 두 군 모두 창상열개, 감염 및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 등의 합

병증은 없었다. 경비골 도달법은 Adams16)가 족근 관절 고정술에 

처음으로 이용하였으며 창상 치유의 지연이나 신경 손상 등의 문

A B C D

Figure 3. (A) Preoperative standing radiograph shows medial compartment ankle osteoarthritis. (B) Ankle arthrodesis was performed with trans-

fibular approach using three cancellous screws. (C) Follow-up radiograph shows breakage of cancellous screws and valgus tibiotalar alignment. (D) 

Revision arthrodesis with cannulated screws was performed and bony union was evident 2 months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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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족근 관절 관절염의 치료로서 전방 도달법 이용한 족근 관절 고

정술은 외과 희생 경비골 도달법에 비해 유합 기간 및 임상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외과 희생 경비골 도달법은 방사선

적 최종 추시 시 외반되는 경향을 보여 수술 시 외과 희생 경비골 

도달법을 이용하는 경우 이점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같은 사이즈의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 해면골 나사

는 유관 나사보다 인장강도 및 굽힘 강도가 약해 파단이 잘 일어나

므로 족근 관절 유합술 시에는 유관 나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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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된다.21) 해면골 나사는 나사산 간격이 크고 외경이 커서 골

간단부의 해면골을 많이 쥘 수 있는 장점이 있다.21) 유관 나사는 원

통형으로 같은 크기의 나사선을 가지는 해면골 나사보다 굽힘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장점이 알려져 있다. 또한 고정하기 전 가이

드 핀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고정 상태를 방사선적으로 손쉽

게 평가하여 나사를 고정하는 동안 위치의 변동 없이 원하는 고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나사산이 원위부에만 있어 압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6.5 mm 해면골 나

사와 6.5 mm 유관 나사의 재질은 티타늄으로 동일하며 직경 또한 

6.5 mm로 동일하나, 해면골 나사의 나사골 지름은 3 mm이고 유

관 나사는 원통형으로 골 지름은 5 mm, 빈 공간의 지름은 3 mm이

다. 나사의 파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인장 강도와 굽힘 강도

가 있으며, 동일 외경(6.5 mm)인 경우 인장 강도는 유관나사가 해

면골 나사보다 약 1.8배로 강하며 굽힘 강도는 약 4배 정도로 강하

다(Table 1). 본 연구에서도 전방 도달법 15예 중 6예에서 6.5 mm 

해면골 나사를 사용하였는데 나사의 파단이나 불유합은 보이지 않

았으나, 경비골 도달법 14예에서 해면골 나사를 사용한 6예 중 3예

에서 해면골 나사의 파단과 함께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는 

경비골 도달법의 경우 평균 3도의 외반되는 경향과 함께 강도가 약

한 해면골 나사를 사용함에 따라 나사의 파단이 더 잘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관절 유합술의 장기적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족근 

관절 주위의 다른 관절들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이다. 몇

몇 문헌에서 족근 관절 고정 후 10년 이상의 장기 추시상 주변 관

절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3,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시 기간은 평균 35.4개월(25∼56개월)로 비교적 짧

아서 인접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장기 추시가 필요

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증례

수가 적으며, 후향적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추후 보다 많은 증

례를 통한 장기적이고 전향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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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7.06

2.65σ

7.06σ

12.56

10.67σ

12.56σ

Cross section (A)=         (mm2), flexion strength =         , tensile strength 

=σ×A, d: diameter, σ: allowable stress, Ix: geometrical moment of 

inertia (          ), y: radius.
πd

2

6 4

πd
2

4
σ· I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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