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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감입된 후경골건의 정복 후 골편의 정복 및 내고정을 하였

고 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환자의 동의하에 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졌다(IRB No. 2016-11-014).

증례 보고

19세 여자 환자로 도로를 건너다가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pedestrian traffic accident) 후 발생한 우측 족부 통증 및 부종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에서 우측 족관절 내

과 주위로 찰과상 및 중등도 이상의 부종이 관찰되었다. 심한 동

통으로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족저부로 감각 저하 

및 저린감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사진, 3차원 컴퓨터 단층촬

영 시행 후 AO-OTA (Arbeitsgemeinschaft für osteosynthesefragen-

Orthopedic Trauma Association) type 44-B2의 족관절 골절-탈구

로 진단되었으며(Fig. 1), 도수 정복을 시행하였으나 용이하지 않

족관절 골절이나 족관절 골절-탈구는 다양한 기전에 의하여 일

어날 수 있으며 내과, 외과, 후과, 원위 경비골 관절 손상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동반된다. 족관절 내과 골절이 있는 경우, 인접 건

이나 인대 등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 중 후경골건의 손상은 

골절 부위의 통증 및 부종으로 인하여 손상을 확인하기 힘들며, 술 

전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도 명확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수술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후경골건의 감입으로 인해 정복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몇몇 문헌에서 보고된 바가 있으나1-8) 감입

된 후경골건이 부분 파열이 된 경우는 없었다. 본 증례는 골절 수

술 중 정복되지 않는 탈구에서 후경골건의 감입이 관찰되었고, 후

경골건이 부분 파열된 상태로 골편에 감입되어 정복을 방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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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s and fracture-dislocations of the ankle are caused by a variety of mechanisms. In addition to fractures, injuries of soft tissue, 
such as ligaments, tendons, nerves, and muscles may also occur. Among these, a tibialis posterior tendon injury is difficult to be identi-
fied due to swelling and pain at the fracture site. It is difficult to observe tibialis posterior tendon injury on a simple radiograph; it is 
usually found during surgery by accident. There are some studies regarding irreducible ankle fracture-dislocations due to interposition 
of the tibialis posterior tendon;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has not been any report about interposition of injured tibi-
alis posterior tendon. Herein, we report a case of an irreducible fracture-dislocation of the ankle due to injured tibialis posterior tendon 
interposition that was observed intraoperatively, interrupting the reduction of ankle fracture-dislocation. We obtained satisfactory clini-
cal result after reduction of the trapped tendon, fracture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therefore, we are willing to report this case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n approval from the local Institutional Ethics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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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혈종 제거 후 탐색술을 시행한 결과 족관절 내 거골과 경

골 사이에 후경골건이 감입되어 있었고 부분 파열된 소견이 관찰

되었다(Fig. 5, 6). 감입된 후경골건을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빠지

지 않아 경비인대결합 정복을 위해 삽입한 나사못을 제거한 후 족

관절 내 감입된 후경골건을 빼낸 후 정복을 시행하였고 방사선 투

시기 영상에서 내과 및 족관절 격자가 회복되는 등 정복이 양호함

을 확인하였다. 이후 내과에 유관나사 고정을 위한 가이드 삽입 후 

경비인대결합 정복 및 고정을 시행 후 내과 골절 부위를 유관나사

로 고정하였고(Fig. 7), 부분파열을 보이는 후경골건에 대해 건봉

합을 시행하였다. 술 후 환자는 수상 이전의 관절 가동 범위에 가

까운 회복 상태를 보였다. 수술 6주 후 단하지 석고고정을 탈거하

였으며 보조기 착용을 시작했고 수술 2개월 후 원위 경비 인대 결

합 나사를 제거하였다(Fig. 8). 최종 추시일인 수술 10개월 후 완전

한 골유합을 보였으며(Fig. 9), 족관절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으로 

아(Fig. 2)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촬

영하였고 감입된 후경골건 및 후경골건의 신호 증가된 음영을 확

인 후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척추 마취하 우선 

후외측 절개를 가한 후 1/3 관상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하여 비골 

골절에 대한 정복 및 내고정을 시행하였으며 정복 겸자를 이용하

여 경비인대결합 손상에 대해 정복 후 시행한 방사선 투시기 영상

에서 외과 및 경비인대결합 정복이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MRI에서 

확인되었던 감입된 후경골건은 정복하는 과정에서 빠져 나갔을 것

으로 판단 후 피질골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행하였다(Fig. 3). 

이후 정복 겸자를 이용하여 족관절 내과 정복 및 내고정을 시행하

였으나 정복이 잘 되지 않고 족관절 격자가 회복되지 않아(Fig. 4) 

탐색술을 하기로 하였고, 내과 전상방으로 피부 절개를 한 후 연부

조직 박리 후 내과 골절 부위 및 관절을 노출하였다. 감입된 연부

A B

Figure 1. Preoperative radiographs showed AO-OTA (Arbeitsgemein-

schaft für osteosynthesefragen-Orthopedic Trauma Association) type 

44-B2, ankle fracture. Lateral subluxation of talus and widening of 

syndemosis were observed. (A) Mortise view. (B) Lateral view.

A B

Figure 2. Irreducible ankle fracture and dislocation after manual reduc-

tion. (A) Mortise view. (B) Lateral view.

Figure 3. Intraoperative fluoroscopic im-

age showed that the reduction was sat-

isfactory and ankle joint congruency was 

well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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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후경골건의 파열은 점진적으로 편평족

을 야기시킬 수 있다.10) 하지만 골절 부위의 통증과 부종으로 인하

여 정확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술 전 단순 방사선 사진

에서도 명확한 소견이 부족하며, 후경골건 손상 빈도가 낮기 때문

에 간과되기 쉽다. 실제로 후경골건 손상은 드물게 발생하며, 더욱

이 후경골건의 감입으로 인하여 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가 정복되

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Coonrad와 Bugg8)는 

내과 골절에서 후경골건이 감입되면 정복을 방해한다고 기술하였

다. 본 증례와 같이 후경골건이 원위 경골과 비골 사이에 감입되는 

경우는 드물게 보고되었다. Ermis 등1)이 본 증례와 유사하게 후경

골건이 원위 경골과 비골 사이에 감입되어 족관절의 골절-탈구가 

정복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하였다. Walker와 Farris4)는 후경골건

이 원위 경골 및 비골 사이에 감입되어 정복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

하였는데, 족관절의 골절 없이 비골의 간부 골절 및 족관절 탈구에

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본 증례와 차이가 있었고 본 증례와 같이 

감입된 후경골건의 부분 파열이 동반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관찰되어 체내 금속 삽입물을 제거하였다(Fig. 10).

고      찰

족관절 골절이나 골절-탈구는 다양한 기전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내과, 외과, 후과, 원위 경비골 관절 손상 등 여러 부위의 골

절이 동반된다. 골절과 더불어 인대, 건, 신경, 근육 손상 등 주변 

연부조직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내과 주변으로는 삼각인대, 후

경골건, 후경골 신경 등 여러 조직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 후경

골근은 근위 경골, 비골 및 골간막에서 기시하여 하퇴부 후방 구역

을 통하여 하강하다가 족관절 바로 근위부에서 후경골건으로 이어

지며 이는 굴근지대 아래에서 내과 후방과 장족지굴건 전방을 통

과하여 주상골, 설상골, 제 2∼4중족골 및 종골의 재거돌기에 부착

한다.9) 이런 해부학적 구조로 인하여 내과 골절이 있을 경우 후경

골건의 파열 및 감입이 동반될 수 있다. 후경골건의 파열은 족관

절의 회내전과 외회전 시 발생하고, 드물게는 족관절의 직접적인 

Figure 4. Intraoperative fluoroscopic image showed that the reduction 

of medial malleolar fracture was not satisfactory and ankle mortise 

was not maintained.

A B C

Figure 5. Ankle joint findings during operation. (A) Tibialis posterior tendon was found at intra-articular space of ankle. (B) Anatomical reduction was 

inhibited by interposition of tibialis posterior tendon. (C) Partially ruptured tibialis posterior tendon was observed. 

Figure 6.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of operative find-

ings. Tibialis posterior tendon (arrows) was passing by posterior surface 

of talus between the distal tibia and fibula and from lateral to me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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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투시기에서 골절의 정복 및 정렬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후

경골건 감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탐색을 해서 건의 정복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수술 도중 내과 후방으로 심한 부종이 

있거나 정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주변 연부조직의 손상 및 감입 여

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복을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인 연골편과 

주변 연부조직의 감입은 방사선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

과될 수 있다. 만일 지속적으로 족관절 탈구가 정복되지 않을 경우

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절개 및 연부조직 박리를 통해 감입 여부에 

대해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수술 전에 시행한 도수정복

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정복이 되지 않는다면 MRI 촬영을 통해 주

변 연부조직의 감입이나 파열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

움이 될 수 있다(Fig. 11). 족관절 골절이나 골절-탈구 환자에 있어 

정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경골건의 감입이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A B

Figure 7. Postoperative radiographs after operation showed well, sat-

isfactory reduction. (A) Mortise view. (B) Lateral view.

A B

Figure 11.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the interposition 

of tibialis posterior tendon in ankle joint (arrows). (A) Axial view. (B) 

Coronal view.
A B

Figure 8. Postoperative radiographs after removal of syndesmosis 

screw. (A) Mortise view. (B) Lateral view.

A B

Figure 9. The simple radiograph showed the complete bone union. (A) 

Mortise view. (B) Lateral view.

A B

Figure 10. Postoperative radiographs after removal of implant. (A) 

Mortise view. (B) Lat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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