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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된 거골 경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안재훈․백창현․최원식․김용인

Operative Treatment of Displaced Talar Neck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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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evaluate the results of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for displaced talar neck fracture.
Materials and Methods: Fourteen patients were followed for more than 1 year after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displaced talar neck fracture. The mean age was 41.5 years, and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3.8 
years. There were 10 type II, 3 type III and 1 type IV fractures per Hawkins. There were 3 open fractures. 
Clinically AOFAS ankle-hindfoot scale and Hawkins criteria were utilized. Radiologically quality of reduction, 
duration of bony union, avascular necrosis and posttraumatic arthritis were evaluated.

Results: At last follow-up, AOFAS scale was mean 89.1 points. There were 8 excellent, 4 good, and 2 fair results 
according to Hawkins criteria. Radiologically anatomical reduction was obtained in 13 cases. Mean duration of 
bony union was 11.8 weeks. There were 3 avascular necrosis and 2 post-traumatic arthrit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avascular necrosis between early operation group and surgically delayed 
group.

Conclusion: Accurate open reduction and rigid internal fixation seem to be prerequisites for satisfactory treatment of 
a displaced talar neck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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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거골 경부 골절은 비교적 드문 골절로서 보통 교통 사고

와 같은 고에너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거

골은 그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해 경부의 골절 시에 체부의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복과 내고정을 하는 것이 예후에 중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7,14,15). 

저자들은 심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전위된 거골 경부 

골절에 대해 조기에 해부학적 정복 및 내고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술시 및 술 후 치료에서 주의할 

점과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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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ex/Age
Cause of
injury

Hawkins
classification 

Approach Reduction
Hawkins

sign 
AOFAS 
scale

Hawkins 
criteria

Complication
Time to 
operation

1 M/37 TA* (In-car) II anteromedial excellent (+) 94 excellent (-) <24hr

2 M/30  TA (In-car) III anteromedial excellent (-) 80 fair AVN‡, ankle DA§ 11days

3 M/27  TA (In-car) II double† excellent (-) 85 good wound infection <24hr

4 M/38  TA (In-car) II double excellentl (+) 95 excellent (-) <24hr

5 F/38 fall down II double excellent (+) 94 excellent (-) 6days

6 M/56  TA (In-car) III double excellent (-) 86 good AVN <24hr

7 M/38 crushing injury III anteromedial excellent (-) 84 good
AVN,

wound infection
<24hr

8 M/38 fall down II double excellent (+) 96 excellent (-) 5days

9 M/45 fall down II anteromedial excellent (+) 91 excellent (-) <24hr

10 M/30 fall down II double excellent (+) 94 excellent (-) <24hr

11 M/25 slip down II anteromedial excellent (+) 96 excellent (-) 2days

12 M/63 fall down II double excellent (+) 93 excellent (-) <24hr

13 M/57 crushing injury II double excellent (+) 84 good (-) 5days

14 M/59 TA (pedestrian) IV double good (+) 76 fair
subtalar DA,

wound infection
<24hr

*TA, Traffic accident; †Double, Anteromedial + Anterolateral; ‡AVN, Avascular necrosis; §DA, Degenerative arthritis.

Table 1. Patients and Results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7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위된 거골 경부 골절

에 대해 본원에서 수술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추시 가능하

였던 환자 14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성별은 남자 13

예, 여자 1예였고, 연령은 최소 25세, 최대 63세로 평균 

41.5세였다. 추시 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8년 8개

월로 평균 3년 9개월이었다.

손상원인은 교통사고가 6예로 가장 많았고, 추락 손상 5

예, 그 외 3예였다. Hawkins 분류에 따른 골절 분류상 II 

형이 10예, III형이 3예, IV형이 1예였으며, 총 14예 중 3예

에서 개방성 골절이었다. 동반손상이 8예에서 있었으며 각

각 대퇴골 골절 3예, 족관절 골절 5예, 종골 골절 3예 등이

었다.

2.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처치

수술은 전례에서 전내측 도달법 또는 전외측 도달법을 

이용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전내측 도달법의 경

우 내과의 전측에서 주상골 내측까지 약 7-8 cm의 절개를 

가하고 전경골건과 후경골건 사이로 거골에 접근하였으며, 

내과 하방의 신경 및 혈관의 손상에 유의하였다. 이후 골절

선을 확인하고, 경부 및 체부의 연부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

면서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전외측 도달법의 경우 전외측 

족관절 3 cm 근위부에서 거골동의 앞부분까지 족저신전근

의 외측을 따라 절개를 가한 후 하 신전근 지대를 절개하고 

골절 부위에 접근하였다. 이후 혈관 및 신경에 유의하면서 

족관절 관절낭을 절개하여 골절선을 확인하고 정복술을 시

행하였다. 내고정은 유관 나사 등을 이용하여 각각 전내측

과 전외측에서 후방을 향하여 고정하거나, 거골 체부의 후

외측에서 경부를 항하여 삽입하였다.

수술 후 6주간 족관절의 중립 위치에서 단하지 석고 고정

을 하였으며, 이후 부분 체중 부하 및 족관절 운동을 허용하

였고, 방사선상 골유합이 확인된 이후 완전 체중 부하를 허

용하였다.

3.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평가

치료 경과에 대하여 임상적 평가와 방사선 평가를 시행

하였다. 임상적으로 최종 추시시 AOFAS ankle-hindfoot 

scale11)을 조사하여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또한 Hawkins 

criteria8)를 이용하여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불량의 4단

계로 판정하고8), 양호 이상을 만족, 보통 이하를 불만족으

로 분류하였다. 그 외 추시 과정 중 피부 괴사나 감염 등의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방사선학적으로 수술 직후 족부 전후면, 족관절 전후면

과 측면 사진 그리고 거골 경부상 사진(talar neck view)3)

에서 골절편 간격의 정도 및 회전 변형의 정도를 건측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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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측정하여 우수, 양호, 불량으로 평가하였다. 우수는 골

절편의 층형성(step-off)이 없고 각변형이 없는 경우, 양호

는 골절편의 층형성이 1-3 mm 이내이거나 5° 이내의 내반 

각변형이 있는 경우, 불량은 골절편의 층형성이 3 mm 이상 

혹은 각변형이 5° 이상인 경우를 불량으로 평가하였다13). 

또한 중간 추시 및 최종 추시시의 족부 전후면, 족관절 전후

면과 측면, 양사면 단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여 유합 기간, 

무혈성 괴사 및 외상성 관절염의 발생 등을 조사하였다. 술

후 6-8주에 촬영한 족관절 전후면 사진에서 Hawkins 징후

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는 술 후 3개월째에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이용하여 괴사의 유무와 그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

후 골절 분류와 수술의 시기, 정복의 정도 등이 유합 기간, 

무혈성 괴사 및 외상성 관절염의 발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 수준은 95%였다.

결      과

수술 시기에 따른 분류에서는 9예에서 수상 후 24시간 

내에 조기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5예에서는 환자

의 전신 상태 및 수상 후 내원 지연 등으로 수상 후 2일에서 

11일 후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5예에서 전내

측 도달법을, 9예에서는 전내측 및 전외측의 양측 도달법을 

각각 이용하였다. 내고정으로는 유관나사 만을 이용한 경우

가 8예, 무두나사를 추가하여 내고정한 경우가 6예였다. 

내고정 방법은 전후방 방향으로 8예, 후전방 방향으로 2예, 

양측 방향으로 4예이었다(Table 1).

임상적으로 AOFAS scale은 술후 최종 추시 시 평균 

89.1점으로 양호하였으며, Hawkins criteria에 의한 분류

는 8예에서 우수, 4예에서 양호, 2예에서 보통의 결과를 보

여 85.7%에서 양호 이상이었다. Hawkins 분류상은 제 2형 

골절 10예 중 8예에서 우수, 2예에서 양호, 제 3형 골절 3예 

중 2예에서 양호, 1예에서 보통, 제 4형 골절 1예에서 보통

의 결과를 보였다. Hawkins criteria를 이용하여 평가한 술

후 만족도에서는 무혈성 괴사와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같

이 발생한 제 3형 골절 1예와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이 발생한 제 4형 골절 1예에서 보통으로 불만족의 반응을 

보였다. 골절 분류 상 제 2형 골절 10예는 전부 만족, 제 3, 

4형 골절 4예는 그 중 2예가 불만족으로 술후 만족도의 차

이가 있었으나 95% 신뢰 수준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p=0.06). 한편 24시간 내에 수술한 경우와 24

시간 이후에 수술한 경우 간에 술후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05). 또한 내측 도달법을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와 양측 도달법을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 간에도 술후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1).

방사선 사진 상 골절의 정복은 13예에서 우수, 1예에서 

양호이었고, 5°의 신전 각형성을 보인 제 4형 골절 1예를 제

외하고 모두 해부학적으로 정복되었다. 골절은 11주에서 14

주까지 유합되어 평균 11.8주에 유합되었다. Hawkins 징후

는 제 2형 골절 10예 중 1예에서 음성, 제 3형 골절 3예 전

부에서 음성 소견을 보여 총 4예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다. 

수상 후 관혈적 정복술까지의 시간에 따른 분석에서 24시간 

내 수술한 9예에서 제 2형 골절 6예 중 1예와 3형 2예 중 

2예 모두에서 Hawkins 징후 음성을 보였다. 내고정까지 

24시간 이상이 소요된 총 5예에서는 제 3형 골절 1예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다. 24시간 내에 수술한 경우와 24시간 이

후에 수술한 경우 간에 Hawkins 징후의 발생 빈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1).

Hawkins 징후가 음성이었던 제 3형 골절 3예 전부에서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거골 체부의 부분적인 무혈성 괴사

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방사선 추시 상 체부의 붕괴는 일어

나지 않았다. 통계 분석 상  24시간 내에 수술한 경우와 24

시간 이후에 수술한 경우 간에 무혈성 괴사의 발생 빈도에

는 차이가 없었다(p>0.05). 또한 제 3형 골절 1예에서 족관

절의 외상성 관절염, 제 4형 골절 1예에서 거골하 관절의 외

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개방성 골절로서 

골절의 분쇄가 심하였다(Table 1).

합병증으로 3예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무혈성 괴사는 보

존적으로 치료 중이며, 2예의 외상성 관절염은 추시 관찰 

중에 있다. 경도의 창상 감염이 3예에서 있었으나 변연 절

제술 및 항생제 치료로 해결되었고 심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1).

고      찰

거골 경부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조기에 정확한 정복 및 

내고정 후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견고한 내고정은 비수술적 방법에 비하여 정복의 유

지가 용이하고, 조기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골유합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6,14,15). 수술적 치료의 기준으로 

Adelaar1)는 제 2형 골절의 경우 배측 전위가 3-5 mm 이상

이거나 거골하 관절의 회전 변형 및 경부의 회전 변형이 5

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였고, 제 3형 골절인 경우 순환 장

애가 심하여 즉각적인 관혈적 정복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Pajenda 등15)은 모든 전위된 거골 골절에 대해서 도수 정복 

또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위된 제 2형 이상의 모든 경부 골절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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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gu re 1. (A) Radiograph of a 38-year-old male shows Hawkins 

type III fracture with combined fracture of distal fibula and ankle 

diastasis. (B)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anatomical 

reduction and rigid fixation of talar neck fracture with two 

posteroanterior screws. (C) Radiograph at postoperative 8 weeks 

shows negative Hawkins sign. (D) MRI at postoperative 3 months 

shows partial avacular necrosis of talar body. (E) Radiograph at 

postoperative 2 years and 4 months shows slightly sclerotic talar 

body without collapse or arthritic changes.

능한 한 조기의 관혈적 정복과 내고정을 시행하는 적극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거골 경부 골절의 수술적 도달 방법으로는 전내측 도달

법과 전외측 도달법이 주로 쓰이는데 전내측 도달법은 거골 

경부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나 해부학적으로 경부가 내측으

로 편향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거골 경부의 골절이 골의 내

측의 분쇄가 심해 내고정시 충분한 압박을 주지 못하거나 

내반 부정 유합의 위험이 높다2,6,15). 전외측 도달법은 경부

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어려우며 주위의 연부 조직이 취약하

여 술후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나6,15), 내고정시 거골의 

부정 유합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으며, 전내측 도달법에 비

해 거골하 관절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관절의 변연 절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내고정에 있어서는 전내측 및 전

외측 도달법은 골절선이 거골 경부의 원위부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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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정물의 삽입 부위의 선정이 어렵고 생역학적으로 후전

방 고정에 비해 고정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6,16). 저자들

은 5예에서 전내측 도달법을, 9예에서 양측 도달법을 이용

하였으며 총 14예 중 거골 체부의 전위가 심한 제 3형 골절 

1예에서 전내측 도달법 시에 내과 절골술을 이용하였다. 또

한 전 예에서 두 개 이상의 유관 나사와 무두 나사를 이용하

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후방 고정뿐 아니라 후전방 고정을 

이용하여 최대한 견고한 내고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손상의 정도가 심한 골절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은 

것은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 양측 도달법을 통해 충분한 시

야와 공간을 확보하고 골절의 해부학적 정복 및 견고한 내

고정을 얻은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거골 경부 골절은 족관절 내에서의 해부학적, 생역학적 

특성으로 무혈성 괴사나 외상성 관절염 등의 합병증의 빈도

가 높다는 것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왔다4,9,12,14). 

거골은 전체 표면의 60%가 연골로서 모두 7개의 관절면을 

구성하며 따라서 거골 골절은 대부분이 관절내 골절이다1,6). 

또한 이렇게 연골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음으로 인해 골내로 

들어가는 혈관의 통로가 제한되며, 이는 근육이 부착하는 

부분이 없다는 특성과 더불어 골절로 인해 혈액 공급이 취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골 골절 후 발생하는 무

혈성 괴사의 다양한 빈도는 전, 후 경골 동맥 및 천공 비골 

동맥에서 기원하는 거골관 동맥, 거골동 동맥 및 삼각 분지 

혈관의 문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혈행의 손상으로 설명되어 

왔다6). Hawkins8)에 의하면 제 1형 골절에서는 무혈성 괴

사의 발생이 없었고, 제 2형에서는 42%, 제 3형에서는 91%

의 무혈성 괴사의 발생을 보고하였으며, Elagfy 등5)은 평균 

30개월의 추시 보고에서 경부 골절 중 37%의 무혈성 괴사

를 보고하였다. Fontin과 Balazsy6)는 Hawkins stage가 

증가함에 따라 무혈성 괴사의 빈도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거골 경부 골절의 수술에 있어서 Hahn 등7)은 무혈성 

괴사는 주로 치료가 지연되었거나 제 2, 3형의 골절을 도수 

정복을 통해 치료한 경우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조기의 해부

학적 정복을 통해 무혈성 괴사를 막아야 한하고 하였으나 

Lindvall 등13)은 6시간내 조기 수술한 경우나 이후 지연 수

술한 경우 간의 무혈성 괴사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

었다고 하였다. Vallier 등17)은 각각 6시간내, 8시간내, 12

시간내와 24시간 이후 지연 수술한 경우 간에 무혈성 괴사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 수술 시기는 수상 후 3.4일이었고 무혈

성 괴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평균 수술 시기는 수상 후 

5.0일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45개월의 추시 기

간 동안 제 3형 골절 3예에서 부분적으로 무혈성 괴사가 발

생하였으나 보존적으로 치료하였으며 체부의 붕괴는 발생

하지 않았다. 이는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과 견고한 내고정

에 의해 거골의 혈관 재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24시간 내에 수술한 경우와 24시간 이후에 

수술한 경우 간에 무혈성 괴사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무혈성 괴사와 더불어 예후를 좌우하는 요소인 외상

성 관절염의 경우 Elgafy 등5)은 거골하관절의 관절염이 

53.5%, 족관절의 관절염이 25%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하였

으며, Fontin과 Balazsy6)는 Hawkins stage가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Vallier 

등17)은 특히 거골하 관절의 관절염의 발생에 주의해야 한

다고 하였으며 이는 거골의 분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Inokuchi 등9)은 그의 장기 추시 결과 보고에서 전반적으로 

예후는 무혈성 괴사의 발생유무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된다

고 하였으나, Lindvall 등13)은 무혈성 괴사보다는 외상성 

관절염이 더 흔한 합병증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골절의 분쇄가 심했던 제 3형 골절 1예 

및 제 4형 골절 1예에서 각각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의 외상

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분류되었으며, 

무혈성 괴사보다는 외상성 관절염이 결과에 더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골절의 분류에 따른 결과에서는 Inokuchi 등9)이 제 2형 

및 제 3형의 경우 반수 이상에서 보통 또는 불량의 결과를, 

그리고 제 4형에서는 전례에서 불량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Kim 등10)은 제 2형의 80%에서 우수 또는 양호를, 제 3형에

서는 총 2예에서 우수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저자들의 경우

에도 역시 Hawkins stage가 증가함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전위된 거골 경부 골절의 만족할 만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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