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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다.1-5) 역사적으로, 전위된 관

절 내 종골 골절에 대해서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금기 혹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2,6,7) 

1950년대에 경피적 강선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가 널리 시행되었으

나8) 그 술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60년대에는 술기의 이용이 감

소하였다. 1980년대에 거골하 관절의 제한적 노출과 강선을 이용

한 내고정이 시도되었으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이득을 보이지 

않았다.9) 1990년대부터 컴퓨터 단층촬영이 점차 진단에 널리 사용

되면서 골절 형태의 분석이 용이하고, 새로운 수술 접근법의 개발

로 인해 금속판과 금속 나사를 이용한 고정을 통해 거골하 관절의 

회복을 도모하는 수술적 치료가 선호되고 있다.10) 

그러나 이런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치료 중 어느 한 치료

의 결과가 더 낫다는 것을 여러 보고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전향적 연구에서도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되고 있고, 여러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전

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최선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11-14) 

일부 의사들은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환자들에게 수술적 처

치를 권하지만, 일부 다른 견해는 수술적 치료가 복잡하고, 비용적

서      론

종골 골절은 산업 재해와 추락,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

게 되며, 전체 골절 중 1%∼2%, 족근골 골절 중 60% 가량을 차지

하는 가장 흔한 골절로, 이 중 60%∼75%가 거골하 관절을 침범하

는 전위된 관절 내 골절이다. 일부 종골 골절은 경한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골절이

며, 특히 거골하 관절의 심한 붕괴를 동반할 경우 추후 심각한 통

증 및 거골하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회복이 더디며, 이후

로도 대부분의 환자는 통증, 강직, 변형 외에도 정상적인 신발 착

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혹은 비수술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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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상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

서도 비수술적 치료를 더 우선시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17)

최근 여러 전향적 연구들에서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

였으며,17,18) 56명의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환자를 무작위로 수

술적 치료 혹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비교한 Parmar 등19)의 

연구에서 1년 추시상 두 군 간의 치료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치료 후 

지속적인 통증 부분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과 비수술적 치료

를 받은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4) Buckley 등18)은 

50세 이상, 남자 환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환자, 수상 이전에 심

한 노동을 하는 직업군의 환자, 고에너지 손상으로 인해 분쇄가 심

하거나 작은 Böhler 각의 골절 형태의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 후

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비수술적 치료를 더 우선시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Griffin 등17)은 151명의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환자

에 대해 다기관, 무작위 임의 배정 비교 연구를 시행하였고, 2년 추

시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임상적 치료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

나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유의하게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 

좀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며, 치료 결과가 동등한 비수술

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해 후기 거골하 관절염으로 인해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

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Fig. 1).17,18,20,21)

2.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는 일반적으로 후방 관절면을 포함하는 전위된 관절 

내 골절, 종골의 전방돌기 골절(종입방 관절이 25% 이상 포함된 경

우), 종골조면의 전위성 골절, 종골의 골절 탈구, 개방성 종골 골절

에서 시행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거골하 관절의 후방 관절면의 해부학적 

인 문제가 발생하며, 합병증의 위험이 높으면서 입증된 이득이 없

어 비수술적 처치를 권하는 실정이다.15) 최근에도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 혹은 비수술적 치료 중 어떤 치

료가 최선인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에 문헌 고찰을 통해 수술적 

치료 및 비수술적 치료 각각에 대한 임상적 치료 결과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비수술적 치료

종골 골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는 비전위 골절, 내과적 금기증

이거나 연부조직의 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심한 말초혈관 장애, 

당뇨, 그 외에도 창상의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흡연력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잘 거동하지 않는 고령자, 생명을 위

협하는 손상이 있거나 크고 개방된 상처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

서 시행될 수 있다.5)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 조절 및 부목 고정을 통하여 초기 골절에 

의한 혈종이 소실될 수 있도록 하며, 얼음 찜질 및 하지 거상을 포

함한다. 방사선상으로 골유합이 확인되기 전까지 약 10∼12주간 

체중부하는 허용하지 않으며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목은 

제거한다. 또한 첨족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족관절 중립 상태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며, 거골하 관절 및 족관절의 조기 관절 운동을 시

행한다.16) 그러나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시 비수술적 치료로는 

관절면의 해부학적 정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뒤꿈치는 짧고 넓어

진 채로 남으며, 짧아진 종골 높이로 인하여 거골이 상대적으로 배

굴되며 불거진 외측벽으로 인하여 비골건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은 치료 후에도 예후가 불량하며 완전

한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

기한다.15) 또한 수술적 치료 후에는 비수술적 치료 시보다 감염이

A B C D

Figure 1. Initial calcaneal lateral (A) and axial (B) view show joint depression type of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C, D) After 7 months of con-

servative treatment, subtalar arthrosis (malunion) has been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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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서 후방 관절면의 해부학적 정복을 얻은 경우, 혹은 해부학

적 정복에 가까운 경우에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

한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해부학적 정복을 확인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임상적 점수

를 보여 수술적 치료를 통해 해부학적 정복이 된 경우 더 나은 치

료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Buckley 등18)은 여자 환자, 젊은 

남자 환자,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않은 환자, 수상 이전에 경도나 

중등도의 노동을 하는 직업군의 환자, 수상 후에도 정상에 가까운 

Böhler 각을 갖는 골절 형태나 단순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경

우, 비수술적 치료군에서보다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고하였다. De Boer 등28)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도 수술적 치료군에서 더 나은 기능적 결과와 American Orthopae-

dic Foot and Ankle Society 점수를 보였고,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더 좋았다. Agren 등29)의 다기관에서 시행한 전향적 무작위 임의 

배정 비교 연구에서는 1년 추시상 수술적 치료의 결과와 비수술적 

치료의 결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8∼12년 추시상 수

술적 치료군에서 통증과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서 더 나은 결

과를 보였으며, 후기 관절 유합술의 빈도가 비수술적 치료군에 비

해 더 적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감염이나 창상의 합병증의 

발생률이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최근

에는 최소 침습 정복 및 고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30-33)

고      찰

현재까지도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치료 중 수술적 치료가 

비수술적 치료에 비해 우월하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합병증의 발

생률이 높지만, 최근 치료 경향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적,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Kitaoka 등34)은 정복을 시행하지 않고 석고 치료를 시행한 전위

된 관절 내 종골 골절 환자 27명 중 16명에 대해서 보행 분석을 시

정복, 종골 높이의 회복(Böhler 각), 종골 너비의 회복, 종골의 정상

축의 회복, 비골하 공간의 감압, 종입방 관절의 정복과 안정된 내

고정을 통한 조기 관절 운동 및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수술 시기는 부종이 충분히 감소되고 족부 외측에 피부 주름이 잡

히고 함요 부종이 사라지면 시행할 수 있으며 늦어도 3주, 되도록

이면 2주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수술적 치료로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도수 정복 및 내고정

술, 최소 침습적 정복술 및 내고정 또는 경피적 고정술, 외고정술, 

1차적 거골하 관절 유합술 등이 있다. 과거에는 도수 정복 및 내고

정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치료방침이었으나, 현재는 해부

학적 정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

정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치료 방침이다. 그 중 광범위 외측 

접근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Fig. 2), 이는 가시성이 우수하지

만, 큰 피부절개 및 연부조직 박리에 따른 수술 창상의 괴사나 감

염 등의 합병증이 25%까지 보고되고 있다.22)

Kundel 등6)은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한 군이 보행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O’Farrell 등23)

은 각각 12명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과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

의 비교 연구에서 15개월 추시상,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본

래 직업으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Thordarson과 

Krieger7)는 30명의 환자에서 무작위 임의 배정 비교 연구를 시행하

였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1년 추시상 기능적 점수에서 

더 높은 치료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후향적 연구나 소규모의 전

향적 연구들은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치료로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비수술적 치료에 비해 명백히 이점이 있다고 하였고,5,7,24,25) 

Randle 등26)의 메타분석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 명백히 수술적 치료

를 권할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더 나은 무작위 임의 배정 비교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Buckley와 Meek27)은 전위된 관절 

내 종골 환자 424명을 대상으로 다기관에서 시행한 무작위 임의 배

정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고, 수술적 치료 후 시행한 컴퓨터 단층

A B C

Figure 2. (A) L-shaped line was drawn line was drawn over the lateral aspect of calcaneus, running between the lateral malleolus and the posterior 

and inferior border of the heel. (B) Intraoperative photograph shows a full thickness anterior flap elevated with no touch technique. (C) Postoperative 

lateral radiograph is taken after open reduction and fixation of a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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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더 나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최선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으로, 더 나은 무작위 비교 연구 등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

결      론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의 치료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

료 간의 오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최선의 치료를 권유하기에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계획이나 비

교 집단 간의 층별화를 고려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그러나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연구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수술적 

치료군에서 임상적 혹은 기능적 점수가 더 높았으며, 많은 연구들

에서 수술적 치료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Cochrane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결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이전 업무로의 복귀, 신발 신기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

여,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비수술적 치료

보다 해부학적 구조의 회복 및 기능적, 임상적으로 더 좋은 치료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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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보행 패턴이 변하여,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서 비수술적 치료는 어느 정도의 영구적인 기능 장애

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O’Farrell 등23)은 24명의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환자에 대해 무작위 비교 연구를 시행하여 수술

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비교하였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

서 신발 신기나 통증 없이 보행 가능한 거리, 업무 복귀 시기나 거

골하 관절의 운동 범위, Böhler 각의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고

하였다. Parmar 등19)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무작위로 배정된 31

명의 비수술적 치료군은 하지 거상, 얼음 찜질, 물리치료 및 조기 

관절 운동을 시행하였고, 25명의 관혈적 정복 및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수술적 치료군은 수술 후 6주간 석고고정을 

하였다. 체중부하는 6∼8주부터 허용하였다. 환자들에 대해서 통

증, 족관절 운동 범위 및 거골하 관절 운동 범위, 기능, 보행 정도, 

업무 복귀, 신발 신기와 진통제 복용 정도를 평가하였으나 1년 추

시상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과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hordarson과 Krieger7)도 30명의 전

위된 관절 내 종골 환자들에 대해 수행한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기

능적 평가 척도를 평가하였고, Böhler 각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하

여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Buckley 등18)은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서 비수술적 치료가 수술적 치료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던 환자군을 제외

한 소집단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더 나

은 임상 결과를 보였다. Howard 등20)은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의 치료에 따른 합병증을 평가하였는데 424명의 환자 중 218명이 

무작위 배정을 통해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206명이 통

상적인 광범위 외측 접근법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에서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하

게 높았다. Barla 등35)은 41명의 여자 환자 중 21명이 비수술적 치

료를, 20명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

에서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36) 및 visual analogue 

scale (VA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Böhler 각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Buckley 등18)의 연구에서도 여자 환자의 경우에서 수

술적 치료를 받은 군이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보다 SF-36 및 VA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O’Brien 등36)에 의해 2∼8년 추시상 보행

과 환자 개인 만족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 연구에서는 골절 유

형, 치료 형태나 환자 요인이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후 보행 만

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319명의 환자를 무작위 배정한 후 

수술적 치료군과 비수술적 치료군 간의 보행 만족도를 평가하였으

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000년에는 Randle 등26)에 

의해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이 수술적으로 치료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 메타분석이 수행되었다. 6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를 채택

하여 최소 12개월 추시에서 기능적 그리고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

였고, 통증, 업무 복귀, 보행, 방사선 사진상 정복 상태의 측면에서 



www.jkfas.org

141Jun Young Lee, et al. Management of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1993;24:263-51

241 Sanders R. Intra-articular fractures of the calcaneus: present 

state of the art1 J Orthop Trauma1 1992;6:252-651

251 Zwipp H, Tscherne H, Thermann H, Weber T. Osteosynthesis of 

displaced intraarticular fractures of the calcaneus1 Results in 123 

cases1 Clin Orthop Relat Res1 1993;(290):76-861

261 Randle JA, Kreder HJ, Stephen D, Williams J, Jaglal S, Hu R. 

Should calcaneal fractures be treated surgically? A meta-analy-

sis1 Clin Orthop Relat Res1 2000;(377):217-271

271 Buckley RE, Meek RN. Comparison of open versus closed re-

duction of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a matched cohort 

in workmen1 J Orthop Trauma1 1992;6:216-221

281 De Boer AS, Van Lieshout EM, Den Hartog D, Weerts B, Verhofs-

tad MH, Schepers T. Functional outcome and patient satisfaction 

after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a comparison 

among open, percutaneous, and nonoperative treatment1 J Foot 

Ankle Surg1 2015;54:298-3051

291 Agren PH, Wretenberg P, Sayed-Noor AS. Operative versus non-

operative treatment of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

tures: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multicenter trial1 J 

Bone Joint Surg Am1 2013;95:1351-71

301 DeWall M, Henderson CE, McKinley TO, Phelps T, Dolan L, 

Marsh JL. Percutaneous reduction and fixation of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us fractures1 J Orthop Trauma1 2010;24: 

466-721

311 Rammelt S, Amlang M, Barthel S, Gavlik JM, Zwipp H. Percuta-

neous treatment of less severe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1 

Clin Orthop Relat Res1 2010;468:983-901

321 Schepers T, Patka P. Treatment of displaced intra-articular cal-

caneal fractures by ligamentotaxis: current concepts' review1 

Arch Orthop Trauma Surg1 2009;129:1677-831

331 Tomesen T, Biert J, Frölke JP. Treatment of displaced intra-artic-

ular calcaneal fractures with closed reduction and percutaneous 

screw fixation1 J Bone Joint Surg Am1 2011;93:920-81

341 Kitaoka HB, Alexander IJ, Adelaar RS, Nunley JA, Myerson MS, 

Sanders M. Clinical rating systems for the ankle-hindfoot, mid-

foot, hallux, and lesser toes1 Foot Ankle Int1 1994;15:349-531

351 Barla J, Buckley R, McCormack R, Pate G, Leighton R, Petrie D, 

et al; Canadian Orthopaedic Trauma Society. Displaced intraar-

ticular calcaneal fractures: long-term outcome in women1 Foot 

Ankle Int1 2004;25:853-61

361 O'Brien J, Buckley R, McCormack R, Pate G, Leighton R, Petrie D, 

et al. Personal gait satisfaction after displaced intraarticular cal-

caneal fractures: a 2-8 year followup1 Foot Ankle Int1 2004;25: 

657-651

111 Bajammal S, Tornetta P 3rd, Sanders D, Bhandari M.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1 J Orthop Trauma1 2005;19: 

360-41

121 Bruce J, Sutherland A. Surgical versus conservative interventions 

for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1 Cochrane Data-

base Syst Rev1 2013;1:CD0086281

131 Gougoulias N, Khanna A, McBride DJ, Maffulli N. Management 

of calcaneal fractures: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trials1 Br 

Med Bull1 2009;92:153-671

141 Jiang N, Lin QR, Diao XC, Wu L, Yu B. Surgical versus nonsurgi-

cal treatment of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a 

meta-analysis of current evidence base1 Int Orthop1 2012;36: 

1615-221

151 Folk JW, Starr AJ, Early JS. Early wound complications of opera-

tive treatment of calcaneus fractures: analysis of 190 fractures1 J 

Orthop Trauma1 1999;13:369-721

161 Crosby LA, Fitzgibbons T.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1 Re-

sults of closed treatment1 Clin Orthop Relat Res1 1993;(290):47-

541

171 Griffin D, Parsons N, Shaw E, Kulikov Y, Hutchinson C, Thoro-

good M, et al; UK Heel Fracture Trial Investigators. Operative 

versus non-operative treatment for closed, displaced, intra-

articular fractures of the calcaneus: randomised controlled trial1 

BMJ1 2014;349:g44831

181 Buckley R, Tough S, McCormack R, Pate G, Leighton R, Petrie 

D, et al. Operative compared with nonoperative treatment of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multicenter trial1 J Bone Joint Surg Am1 

2002;84:1733-441

191 Parmar HV, Triffitt PD, Gregg PJ. Intra-articular fractures of the 

calcaneum treated operatively or conservatively1 A prospective 

study1 J Bone Joint Surg Br1 1993;75:932-71

201 Howard JL, Buckley R, McCormack R, Pate G, Leighton R, Petrie 

D, et al. Complications following management of displaced in-

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a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comparing 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 with nonoperative 

management1 J Orthop Trauma1 2003;17:241-91

211 Radnay CS, Clare MP, Sanders RW. Subtalar fusion after dis-

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does initial operative 

treatment matter? J Bone Joint Surg Am1 2009;91:541-61

221 Backes M, Schepers T, Beerekamp MS, Luitse JS, Goslings JC, 

Schep NW. Wound infections following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calcaneal fractures with an extended lateral 

approach1 Int Orthop1 2014;38:767-731

231 O'Farrell DA, O'Byrne JM, McCabe JP, Stephens MM. Fractures 

of the os calcis: improved results with internal fixation1 Injur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