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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역사

족관절 골절에서 원위 경골 후방 부위의 골절은 역사적으로 정형

외과 및 외상 영역에서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1828년 Earle5)이 

족관절 골절 중 원위 경골의 후방 가장자리 골절에 대해서 최초로 기

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독일의 문헌들에서 이러한 골절편

을 ‘Volkmannsches Dreieck (Volkmann 삼각형)’으로 기술하였

고6) 이 용어는 최근까지도 후과 골절편을 지칭하는 용어로 종종 사

용되었다. 그러나 사실 1875년에 출판된 von Volkmann7)의 원래

의 설명과 그림은 원위 경골의 전외측 부분의 건열 골절을 묘사한 것

이었다. 이후 Destot8)가 1911년 처음으로 과(malleolus)라는 표현

을 원위 경골 후방에 사용하였으며 1932년 Henderson9)이 삼과 골

절(trimalleolar fracture)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이후 1940년 

Nelson과 Jensen10)이 후과 골절을 관절 표면의 1/3 이상을 침범한 

경우와 1/3 미만을 침범한 경우로 분류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후내

측 접근으로 나사 고정을 권유하였고 이 방법은 현재까지도 때때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로도 후과 골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

서      론

족관절 삼과 골절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외상이다. 후과 골절이 있는 경우 관절의 불안정성이 더 유발되며 관

절면의 정확한 정복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삼과 골절이 양과 골절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왔다.1-4) 

이에 본 종설에서는 후과 골절이 족관절 골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지 그 역사 및 진단, 치료 방법, 예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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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erior malleolar fracture is relatively common fracture of the foot and ankle, but several aspects of this are still controversial. If 
the posterior malleolus is involved in the ankle fracture, the prognosis is usually poor. A computed tomography scan is essential for ac-
curate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Although indirect reduction and the anterior to posterior screw fixation technique have the 
advantages of a small incision with the requirement of relatively simple skills, direct open reduction and fixation from the posterior 
side provide a more biomechanically stable and accurate reduction. The precise reduction of the posterior malleolar fragment helps to 
achieve congruency of the tibia and fibula in the incisura and contributes to syndesmotic stabilit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indi-
cations for surgical treatment by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posterior malleolar fracture and all 
related injuries to the a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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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선의 치료법에 대한 합의는 아직 명확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최근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골절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이

에 따른 개별화된 치료 접근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2. 진단

기본적인 방사선 검사로 족관절 전후면, 측면, 격자면(mortise)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는 후

과 골절편의 크기 및 양상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Ferries 

등11)이 삼과 골절 환자의 단순 방사선 촬영과 CT를 통하여 후과 골

절편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서로 비교한 논문에서 단순 방사선 촬영

을 측정한 경우가 매우 낮은 관찰자 간 및 관찰자 내부 신뢰도를 나

타냈고, 단순 방사선 촬영 중 54%가 CT 측정과 비교하였을 때 25% 

이상의 측정값 오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삼과 골절의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서 CT 촬영의 중요성은 점

점 더 강조되고 있고, 현재는 CT 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합

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후과 골절편의 크기 측정과 그 골

절 형태, 후외측 골편인지 내과로 이어지는 골편인지, 후과 골절편과 

경골 사이에 작은 골절편이 감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CT 촬영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다.12-16)

3. 분류

1987년 제시된 단순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분류법에서 후과 골절

을 (1) 관절 외 골절, (2) 관절을 침범한 작은 골절편, (3) 관절을 침범

한 큰 골절편으로 나누었다.17) 이후 1989년 Heim18)이 이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들은 CT를 통한 

후과 골절에 대한 분석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사용되어 왔다.

2006년 Haraguchi 등19)이 CT를 기반으로 한 후과 골절의 분류

를 최초로 제시하였고 이 분류는 다음과 같다(Fig. 1).

(1)  후외측 사선 유형(posterolateral-oblique type): 원위 경골의 

후외측 부분에서 분리된 삼각형 모양의 골절편

(2)  내측 확장 유형(medial-extension type): 내과의 후방 부분으

로 확장된 양상의 골절편

(3)  작은 껍질 유형(small-shell type): 후과의 피질골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얇은 껍질 모양의 골절편

Haraguchi 등19)이 제시한 위와 같은 분류법은 수평면(axial) CT 

영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2015년 Bartoníček 등13)은 3D CT를 

이용하여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영상에서 분석한 분류 방법을 제시

하였고 이는 아래와 같다(Fig. 2).

(1) 절흔 외 골절편(extraincisural fragment)

(2) 후외측 골절편(posterolateral fragment)

(3) 후내측 2 부분 골절편(posteromedial two-part fragment)

(4)  큰 후외측 삼각형 모양 골절편(large posterolateral triangu-

lar fragment)

(5) 불규칙한 골다공증성 골절(irregular osteoporotic fracture)

4.  후방 테두리 골절(posterior rim fracture)과 후방 천정 

골절(posterior pilon fracture)

후과 골절에서 후방 테두리 골절과 후방 천정 골절의 형태학적 구

별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제시된 바는 다음과 같다. 몇몇 논문에서 

큰 후과 골절편이나 내측으로 연장된 후과 골절 등을 후방 전정 골절 

또는 저에너지 천정 골절 등으로 묘사하였다.20-22) Haraguchi 등19)

은 후과 골절과 후방 천정 골절을 구별하는 데에 경과선(transmal-

leolar line)을 이용하였고 Bartoníček 등13,23)은 후과 골편이 전방 

둔덕(anterior colliculus)을 침범하거나 절흔(incisura)의 50% 이

상을 침범할 때 부분적인 천정 골절로 분류하였다.

종합하면, 족관절 골절 및 탈구에서 인장력, 압박력, 전단력 등이 

동반되나 크기가 작고 전방 둔덕 또는 비골 절흔을 거의 침범하지 않

은 경우를 후방 테두리 골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주로 큰 압박

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전방 둔덕을 침범하였거나 비골 절흔 절

반 이상을 침범하였을 때 후방 천정 골절로 분류할 수 있겠다.

5. 수술적 치료 결정의 기준

후과 골절편의 크기가 큰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예

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후

과 골절편이 족관절 일반 방사선 촬영 측면상에서 관절면의 25% 또

A B C

Figure 1.Figure 1. Haraguchi classification of the pos-
terior malleolar fracture. (A) Type-I, the pos-
terolateral-oblique type. (B) Type-II, the medial-
extension type. (C) Type-III, the small-shel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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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3% 이상을 침범하였는지, 지속적인 족관절의 아탈구가 발생하

는지, 관절면의 층 형성(articular step-off)이 있는지 등을 방사선적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오랜 시간 통용돼 왔다.1,24-28) 그러나 CT를 통

한 3차원적 분석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점차 다른 기준들이 강조되

고 있다.

Blom 등29)은 2019년에 73명의 후과를 침범한 족관절 골절 환

자를 대상으로 Haraguchi 분류법을 이용하여 유형 1, 2, 3으로 분

류해 그 예후를 분석하였고 Haraguchi 유형 2 골절이 가장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하였다. 2020년에는 다른 논문에서 회전 유형(rota-

tional type)의 후과 골절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역시 Haraguchi 

분류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후과 골절 치료 후 임상적 예후는 골

절의 형태, 치료 후 잔존하는 관절 내 간격 등과 관계가 있으며 골절

편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30) 그 외 여러 연구들에서

도 골절편의 크기 외에 경비인대결합(syndesmosis)의 불안정성, 골

편 사이의 관절면에 감입된 작은 골편 여부, 골절의 양상이 절흔 또

는 내측으로 연장되었는지 등이 수술적 치료 및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20,22,26,31,32) 

종합하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단순 방사선 측면 촬영에

서 후과 골편이 25% 또는 33% 이상 관절면을 침범하였는지 보다는 

CT를 통해 골절의 양상을 확인하고 경비인대결합의 불안정성이 의

심되거나 관절면의 불일치(incongruity)가 있는 경우 등에서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수술의 목표로 정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23)

6. 수술 방법

1) 전방에서 후방으로의 나사 고정(anterior to posterior screw 

fixation)

후과 골절의 고정 방법 중 전방에서 후방으로의 나사 고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15,24,25) 이는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작은 절개를 통해 간접적인 정복으로 수행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며 때때로 측와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 골절편

의 정복은 족관절의 배굴과 척굴 움직임을 통한 조작과 정복용 집게

(reduction clamp)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게 되며 유관 나사(can-

nulated screw)나 부분 나사산 나사(partially threaded screw)를 

통해 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교적 술기가 단순하고 수술 시

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골절의 양상에 따라 골절편의 정복이 쉽

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골절편이 어느 정도 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관절 내에 부유 골절편이 있거나 감입된 골

절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골절편의 제거 또는 조작이 사실상 불

가능하다.

2) 후외측 접근법(posterolateral approach)을 통한 고정

후외측 접근을 통한 후과 골절의 직접적 정복 및 고정은 널리 사용

되고 있는 방법이다.20,26,32,33) 복와위(prone position) 또는 측와위

로 시행하게 되며, 골절면을 직접 확인하고 정복을 시행할 수 있고, 

골절편을 조정하기에 용이하며 관절 내에 감입된 골편을 제거하기 

A B

C D

Figure 2.Figure 2. Bartonicek and Rammelt classification of the posterior malleolar fracture. (A) Type 1, extraincisural fragment with an intact fibular notch. (B) Type 2, 
posterolateral fragment extending into the fibular notch. (C) Type 3, posteromedial two-part fragment involving the medial malleolus. (D) Type 4, large postero-
lateral triangular fragment involving more than one-third of the notch. Type 5 is used to describe an irregular osteoporotic fracture that does not match of the 
any other 4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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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방법이다. 고정은 골절편의 크기 및 골절 양상에 따라 나사 고

정 또는 금속판 고정 모두 가능하다. Verhage 등26)이 2018년 발표

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논문에서 경피적 전방에서 

후방으로의 나사 고정 방법보다 후외측 접근법으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더 우월한 방사선학적, 기능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론에 근거를 더하기 위해

서는 전향적 비교 연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Weber B 유형의 삼과 골절(Fig. 3)에서 저자가 선호하는 접근법

은 다음과 같다. 환자 자세는 측와위로 시행하며 비골의 약간 후방을 

따라 종절개 또는 회전 종절개를 하여 비골 골절부를 노출시킨 후 비

골 골절 부위를 라미나 스프레더(lamina spreader) 등으로 벌리면 

후과 골절면을 확인할 수 있다(Fig. 4A). 골절편 사이의 혈종 등을 제

거하고 관절 내 골절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조작 및 제

거할 수 있다(Fig. 4B). 이후에 먼저 비골 골절 부위를 지연 나사(lag 

screw)로 고정한다. 경우에 따라 나사를 삽입하지 않고 정복용 집게

로 고정을 유지만 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후과 골절의 고정을 

위해 비골근(peroneal muscles)과 장무지굴곡근(flexor hallucis 

longus muscle) 사이로 접근하여 후과 골절편의 후방면에 도달하게 

되고, C-arm으로 족관절 측면상을 확인하며 ball spike pusher 등

의 기구로 정복을 유지한 상태로 부분 나사산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

을 시행하게 된다(Fig. 5). 이후 비골에 금속판을 적용하여 비골 골절

에 대한 술기를 마무리하고 내과 골절의 고정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무균 드랩을 유지한 상태로 환자 자세를 앙와위로 변경하여 내과 골

절에 대한 술기를 시행한다. 수술 직후 및 1년 시점 방사선 촬영에서 

관절면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6).

3) 후내측 접근법(posteromedial approach)을 통한 고정

후내측 접근법은 내과 및 내과로 연장된 후과 골절의 접근에 용이

한 방법이다.34-36) Haraguchi 분류의 유형 2 골절 등에서 후내측 접

근법을 이용하면 후외측 접근법보다 골절 부위 도달 및 고정에 더 용

이하다. 일반적으로 복와위에서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 앙와위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내과와 아킬레스건 사이로 접근하여 신경혈관 구조

물을 노출시킨 후 보호하며 수술이 진행되게 된다. 고정 방법은 후외

측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골절 양상에 따라 나사 고정 또는 금속판 고

정을 이용할 수 있다. Zhong 등36)은 삼과 골절 환자 48명을 대상으

로 후내측 접근법과 후외측 접근법을 사용한 군으로 나누어 서로 비

교하였고 임상적 및 방사선적 결과에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7. 예후

족관절 골절에서 후과 골절이 있는 경우가 후과 골절이 없는 경

우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왔다. 

Jaskulka 등2)은 142명의 족관절 골절 환자 중 후과를 침범한 군과 

침범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5년 이상의 장기 추시 연구에

서 후과를 침범한 경우가 기능적 예후가 더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고, Tejwani 등37)도 후과를 침범한 족관절 골절 54명과 후과를 침범

하지 않은 255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후과를 침범한 군이 기능 

장애 및 통증 관련 결과가 더 나쁜 것으로 보고하였다. 

A B

Figure 4.Figure 4. Intraoperative findings. (A) The fibula fracture site was spread 
using a lamina spreader. (B) The posterior malleolar fracture site was ap-
proached through the gap between the fibula fragments, and the bony frag-
ment stuck in the joint was removed.

A B C D

Figure 3.Figure 3. Preoperative images.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ankle plain radiographs. Axial (C) and sagittal (D) computed tomography s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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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예후뿐만 아니라 방사선적으로 후외상성 관절염의 위험

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Lindsjö4)의 전향적 연구에서 후과의 상당 부분을 침범한 삼과 골절

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상 후 관절염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과 골절편의 크기에 따른 예후에 대한 보고는 다양하다. 후과 골

편이 클수록 기능적 예후 및 방사선적 예후가 좋지 않다는 보고들도 

많은 반면에1,2,4,16,38) 골편의 크기는 예후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들도 

다수 있다.39-41)

최근 여러 논문들에서 강조되는 것은 삼과 골절에서 경비인대결

합의 불안정성(syndesmotic instability)이 있을 경우 원위 비골의 

절흔으로의 정확한 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며23,31,42,43) 또 하나 중요

한 인자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수술 후 관절면의 층 형성이 2 mm 

이상인 경우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후외상성 관절염의 빈도

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6,39,44-46)

결    론

족관절 삼과 골절에서 후과 골절은 단순히 양과 골절에 하나가 더

해진 것이 아니라 족관절 격자(ankle mortise)를 이루며 족관절 전

체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의 손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후과 골절의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

법인 측면 방사선 촬영으로 후과 골편이 관절면의 25% 또는 33% 이

상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

다. CT 촬영을 통해 후과 골절의 양상을 3차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골절편의 크기보다는 골절의 내측으로의 연장 여부나 관

절의 불안정성 평가, 관절 내 부유 골절편 제거 및 정복 후 관절면의 

층 형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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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5.Figure 5. (A) The fibula fracture site was reduced using a reduction clamp, and (B) the fibula was fixed with a lag screw. (C) While maintaining reduction by 
pushing the posterior malleolar fragment toward the articular surface with a ball spike pusher, (D) the fragment was fixed in the posterior to anterior direction 
with a partially threaded screw.

A B C D

Figure 6.Figure 6. Immediate postoperative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ankle plain radiographs. Postoperative 1-year anteroposterior (C) and lateral (D) ankle 
plain radiographs. The articular surfaces are well preserved and there is no evidence of post-traumatic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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