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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the results between plating and intramedullary nailing for ipsilateral fibular fractures in pilon fractures.
Materials and Methods: Among 124 patients with pilon fractures from November 2008 to March
2019, 50 patients with a fibular fracture were studied retrospectively and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A using a plate and Group B using a Rush pin. The radiological tests confirmed the fracture patterns (Rüedi–Allgöwer classification, AO/OTA classification) and evaluated the degree of reduction of
fibular and tibial fractures after surgery. The American Orthopaedic Foot & Ankle Society (AOFAS) was
examined for a clinical evaluation, and the complications were checked.
Results: The two groups showed similar distributions in gender, age, injury mechanism, diabetes, smoking, mean follow-up period, Rüedi–Allgöwer classification, AO/OTA classification, and open fracture.
The fibular fractures were classified as simple, wedge, multiple, and segmental,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0.03).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alocrural angle, Shenton
line, and Dime sign. In the reduction of pilon fractures, the appropriate reduction was obtained in 22
cases (88.0%) for both groups. The AOFAS averaged 83.24 in Group A and 80.44 points in Group B,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lications (nonunion, malunion, infection, and arthritis).
Conclusion: Regardless of how the fibular fracture was fixed, the reduction of pilon fractures in both
groups showed good results. Both intramedullary nail and plate fixation could be a suitable fixation
method for ipsilateral fibular fractures with a low risk of shortening in pilon fractures.
Key Words: Pilon fracture, Fibular fracture, Intramedullary nail

서 론

Rüedi와 Allgöwer6)가 경골 천정 골절의 치료 원칙으로 비
골 길이의 회복, 경골 관절면의 재건, 골 결손의 보충, 지지금

경골 천정 골절은 높은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며, 정형외과

속판을 이용한 고정이라는 4가지 원칙을 소개하였고, 이후

의에게 어려운 골절 중 하나로 흔히 동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천정 골절 치료의 첫 번째 원칙

1-5)

다.

은 비골 길이의 회복이라 여겨져 왔으며, Babis 등7)은 경골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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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골절의 효과적인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인자로 골절
8)

따라서 본 저자들은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천정 골절에

의 형태, 비골의 정복 정도, 치료의 방법이라 소개하였다. 경

서 비골의 정복을 통한 길이의 회복 및 전하방 및 후하방 경

골 천정 골절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부조직의 적

비인대를 통한 인대 신연 효과(ligamentotaxis)를 통한 간접

절한 관리, 경골의 정렬 및 관절면의 회복, 그리고 골절의 적

정복으로 전외측 골편과 후외측 골편의 정복을 유도하며 이

절한 정복을 통한 해부학적 복원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

를 기준으로 천정 골절의 해부학적 복원을 통해 치료를 시도

1,4,5,9,10)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Williams 등11)이 주장하였듯이 비골

에는 많은 술자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Williams 등11)은 비골의 정복 없이도 경골 천정 골

의 정복이 없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비골의 정복 정

절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존의 많은 술자들이 동의

도가 경골 천정 골절의 치료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하던, 비골의 정복을 위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합병

확인하고자 하였다.11,16)

증을 올린다는 내용이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또한 경골 천정 골절의 경우 개방성 골절이나 연부조직 문
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골 골절의 고정선택에 있어 영향이

경골 천정 골절에서 동반된 비골 골절이 아닌 비골 골절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비골 고정방법에 따른 비골 길이의

놓고 보았을 때 비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서 골수강내 금속

회복이 경골 천정 골절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한다

정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의 결과를 비교한 이전

면 그 고정방법에 따라 경골 천정 골절의 결과 또한 달라질

연구들은 골수강내 금속정이 금속판과 비교하여 기능적인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고정방법에 따른 비골 길이의 변화 및

12-15)

차이는 없으며 창상 문제의 발생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A

B

정복 정도가 경골 천정 골절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C

D

E

F

Fig. 1. A 44-year-old man in Group A, preoperative simple radiology (A: anterolateral view, B: lateral view), postoperative radiology after a primary
emergency operation with external fixation for the tibia Pilon fracture and plate fixation for a fibular fracture (C: anterolateral view, D: lateral view),
postoperative radiology after a secondary operation with internal fixation for a tibia pilon fracture (E: anterolateral view, F: lateral view).

A

B

C

D

E

F

Fig. 2. A 55-year-old man in Group B, preoperative simple radiology (A: anterolateral view, B: lateral view), postoperative radiology after a primary
emergency operation with external fixation for a tibia pilon fracture and Rush pin fixation for fibular fracture (C: anterolateral view, D: lateral view),
postoperative radiology after a secondary operation with internal fixation for tibia pilon fracture (E: anterolateral view, F: lat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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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생각하였다.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비골 골절에 대해 고정을 시행하지 않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천정 골절에

은 5명은 비골 원위 견열 골절로 작은 골편을 보이는 1예와 비

서 비골 고정방법에 따른 비골 및 경골의 정복 정도, 임상적 평

골 근위부 골절 1예, 비골 간부 분쇄 골절 3예였다. 모든 수

가 등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술은 1명의 숙련된 술자(J.Y.L.)에 의해 시행되었다. 두 군의
나이, 성별, 추시기간을 확인하고 경골 천정 골절은 Rüedi–
Allgöwer 분류(R–A 분류)6)에 따라 분류하였다. R–A 분류 I

대상 및 방법

형은 즉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II형과 III형의 경우 외고정
200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본원에서 술적 처치를

장치(Dyna-EXTOR [BK Meditech, Seoul, Korea] 또는 The

시행한 경골 천정 골절 환자 124명 중 1년 이상 추시한 환자

Xcaliber articulated ankle fixator [ORTHOFIX SRL, Bus-

는 113명이었으며, 이 중 비골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55명과

solengo, Italy])를 우선 시행한 뒤 10일에서 14일 후 부종이 감

외고정 장치로만 치료를 시행했던 3명을 제외한 55명의 환

소하였을 때 2차 수술을 통해 외고정에서 내고정술로 전환하

자 중 비골 골절에 대해 고정을 시행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한

였으며 비골의 고정은 첫 수술 시에 시행하였다. 비골 골절의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골 골절 고정방법에 따라 금속판

유형은 AO/OTA 분류를 사용하였고 추가로 단순골절, 쐐기

(LCP one third tubular plate [Synthes, Raynham, MA, USA]

형 골절, 분쇄골절, 분절 골절로 분류하였다(Table 1).

또는 ARIX 1/3 Tubular plate [Jeil Medical, Seoul, Korea])을

비골에 대해 수술 전 시행한 전후, 측면 단순방사선 검사

이용한 A군(Fig. 1)과 골수강내 금속정(Zimmer Rush Pin;

에서 골절편의 피질골 간 거리가 2 mm 이상의 전위가 있는

Zimmer Biomet, Warsaw, IN, USA)을 이용한 B군(Fig. 2)의

경우 전위(displacement), 2 mm 미만의 전위가 있을 경우 비
전위(undisplaced)라고 분류하여 수술 전 전위 정도가 영향
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골절의 위치가 금속판과 골

Table 1. Preoperative Demographics in the Two Groups

수강내 금속정의 선택에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Variable

Group A
(n=25)

Group B
(n=25)

p-value

비골 원위부에서 골절부까지의 직선거리를 구하여 비교하였

Gender (woman/man)

8/17

4/21

0.19

다. 또한 개방성 골절의 경우 창상의 위치가 금속판과 골수

45.64±14.27

49.64±11.33

0.28

강내 금속정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비골 골절

Mean age (yr)
Vehicular trauma

8 (32.0)

9 (36.0)

-

Fall from a height

12 (48.0)

11 (44.0)

-

Other trauma
(direct injury)

5 (20.0)

5 (20.0)

-

Diabetes mellitus

0 (0)

2 (8.0)

0.49

위해 비골 길이에 대해 확인하였고, 이는 Talocrural angle,17)

9 (36.0)

11 (44.0)

0.56

32.32±23.12

30.84±28.29

0.84

Shenton line,18) Dime sign19)을 이용하였다. 추가로 2018년

부위인 외측에 창상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다(Fig. 3).
수술 후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를 통해 비골 및 경골의
정복 정도를 측정하였다(Fig. 3). 비골의 정복에 대한 평가를

Smoking
Mean follow-up (mo)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

B

Panchbhavi 등20)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fibula minu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거골 외측 돌기에서 비골 원위부까지 거리

C

D

Fig. 3. (A) Fibular displacement (black
solid line). The distance from the tip of
fibula to the fracture (black dotted line).
(B) Talocrural angle (white solid line),
Dime sign (white circle), Shenton line
(black dotted line), Medial clear space
(black solid line). (C) Fibula minus, vertical distance between the horizontal line
drawn from the distal tip of the fibula
and the horizontal line drawn from the
apex of the lateral process of the talus.
(D) Reduction of a pilon fracture, varus
or valgus deformity (black solid line),
joint incongruent (black dot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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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비골의 정복이 불안정할 경우 거골

결 과

의 외측이 전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로 내측
관절간격(medial clear space)을 측정하였고 기준을 4 mm로
하였다(Fig. 3).

두 군은 성별, 나이, 손상 기전, 당뇨, 흡연, 평균 추시 기간
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모든 p>0.05; Table 1). 경골 천정

21)

경골 천정 골절의 정복은 Conroy 등 이 사용한 방법을

골절의 R–A 분류(p=0.55), 개방성 골절 Gustilo–Anderson

이용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면 관절부조화(join incongruity)

분류(p=0.32), 비골의 AO/OTA 분류(p=0.89)에서는 두 군

가 2 mm 미만, 경골간부와 골간단의 내반 및 외반 변형이 5

간 차이가 없었으며 개방성 골절의 경우 창상의 위치가 외측

도 미만의 경우 ‘excellent reduction’이라 하였으며, 관절 부

에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조화가 2-5 mm, 내반 및 외반 변형이 5-10도인 경우 ‘good

(p=0.77; Table 2). 비골 골절 분류에서는 두 군에서 유의미

reduction’, 그 이상의 경우에서는 ‘poor reduction’이라고 하

한 차이를 보였고(p=0.03), 특히 A군에서는 단순골절이 10예

였고, ‘excellent reduction’과 ‘good reduction’의 경우 적절한

(40.0%)로 B군의 6예(24.0%)보다 많았으며, 분절 골절(seg-

정복이라고 하였다(Fig. 3).

mental fracture)의 경우 B군에서만 보였다(Table 2). A군 25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어떤 면에서든 경골이 10도 이상의

예 중 22예에서 비골의 골절이 전위되어 있었으며 3예에서 전

각형성을 하였거나 10도 이상의 내회전, 15도 이상의 외회전,

위가 없었다. B군에서는 25예 중 23예에서 전위를 보였고 2

그리고 2 cm 이상의 경골 단축이 있을 경우 경골의 부정유합

예에서 전위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로 정의하였다.
불유합의 경우 9개월 후에도 골유합의 증거가 없을 경우
로 정의하였으며 족관절의 관절염은 Takakura 분류22)를 이

Table 2. Preoperative Radiologic Assessment in the Two Groups
Group A
(n=25)

Group B
(n=25)

R––A I

3 (12.0)

6 (24.0)

R––A II

11 (44.0)

10 (40.0)

용하였다.
임상적 평가를 위해 마지막 외래에서 측정한 American
Orthopaedic Foot & Ankle Society (AOFAS) 점수를 사용
하였으며, 그 외에도 감염, 불유합, 부정유합, 관절염 등 합병
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고, 골유합 및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 및 흡연 유무도 확인하였다.

Variable
Rüedi––Allgöwer classification

R––A III
Open fracture (Gustilo––
Anderson classification)

0.55

11 (44.0)

9 (36.0)

10 (40.0)

14 (56.0)

AOFAS 설문을 제외한 모든 측정은 3명의 정형외과의

Type I

2 (8.0)

5 (20.0)

(J.Y.L., J.H.L., J.H.R.)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측정자 간 신뢰

Type II

7 (28.0)

6 (24.0)

Type III

1 (4.0)

3 (12.0)

3 (12.0)

5 (20.0)

도는 Cronbach’ alpha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
계 검정은 나이, 추시 기간, 비골 원위부에서 골절까지의 거
리, fibula minus, Talocrural angle, AOFAS는 Student’s t-

Lateral side open wound
AO/OTA classification (fibula)
4F2A

5 (20.0)

5 (20.0)

4F2B

7 (28.0)

8 (32.0)

line은 chi-square test를, 불유합, 부정유합, 감염, 당뇨, 흡연,

4F3A

5 (20.0)

3 (12.0)

4F3B

8 (32.0)

9 (36.0)

Simple

10 (40.0)

6 (24.0)

Wedge

12 (48.0)

11 (44.0)

Multifragment

3 (12.0)

1 (4.0)

Segmental

0 (0)

7 (28.0)

분석하였다(IBM SPSS Statistics 26.0; IBM, Armonk, NY,
USA). 통계적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20-03-025)을 받아 시행한 후향적 연구로, IRB에 의해
환자 서면동의서 획득은 면제되었다.

Fibular fracture pattern

Distance from fibular tip to
fracture (mm)
Preoperative undisplaced
fibular fracture
Displacement
of fibular fracture

0.32

0.77
0.89

test를 사용하였고, 골절 유형, 정복 정도, 관절염, Shenton
Dime sign, 내측 관절 간격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p-value

0.03

69.52±39.99 81.49±32.99
22 (88.0)

23 (92.0)

3 (12.0)

2 (8.0)

0.25
>0.9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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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골 원위부에서 골절까지 평균 거리는 A군 69.52±39.99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5예 중 2예에서는 개방성 골

mm (범위 19.93-190.99 mm), B군 81.49±32.99 mm (범

절이 아닌 환자였고 모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위 41.31-133.10 mm)였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25; Table 2). Fibula minus (Fig. 3)는 A군이 평균 0.88

측정자 간 신뢰도 Cronbach’s alpha 상관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1.83 mm (범위 –2.88-5.55 mm)로 B군 2.49±1.58 mm
(범위 –0.35-6.28 mm)보다 짧게 나타났다(p=0.03; Table

고 찰

3). Talocrural angle, Shenton line, Dime sign에서도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Fig. 3; Table 3). 비골의 정복 후 거골의

경골 천정 골절에서 골절 형태에 따른 임상 양상이 치료

외측 전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측 관절 간격을 확인하였고 4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3,23) 본 연구는

mm 이내인 경우가 A 군에서는 24예, B군에서는 19예로 두

경골 천정 골절의 형태에 따른 임상결과가 아닌 비골 골절을

군 간 차이는 없었다(p=0.098; Table 3). 경골 천정 골절 정복

동반한 경골 천정 골절에서 비골의 고정방법에 따른 차이가

에서는 A군의 경우 ‘excellent reduction’ 11예(44.0%), ‘good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였다. 그 결과 비골의 정복의

reduction’ 11예(44.0%), ‘poor reduction’ 3예(12.0%)로 22

영상학적 평가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으며, 경골 천정 골절

예(88.0%)에서 적절한 정복을 얻었으며, B군의 경우 ‘excel-

의 정복 및 AOFAS를 통한 임상적 평가에서도 두 군 간 차이

lent reduction’ 12예(48.0%), ‘good reduction’ 10예(40.0%),

가 없었다.

‘poor reduction’ 3예(12.0%)로 22예(88.0%)에서 적절한 정

2009년 Lee 등8)이 98예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천정

복을 얻어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96; Table

골절을 대상으로 비골을 금속판으로 고정한 A군과 골수강내

3).

금속정으로 고정한 B군, 그리고 고정 없이 보존적 치료를 시
임상적 평가를 위해 마지막 외래 추시 시 시행한 AOFAS

행한 C군으로 나누어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비골의

에서 A군은 83.24±8.84점(범위 65-95점), B군은 80.44±

정복에서는 A군이 B군과 C군에 비해 높았으며 B군과 C군

12.51점(범위 53-95점)으로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경골 천정 골절의 정복에서는 세 군

22)

으며(p=0.37; Table 4), Takakura 분류 를 이용한 외상 후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A군이 C군에 비해 부정유합과 관절염

족관절 관절염에 대한 평가에서도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

발생에서 낮았으며 임상적 결과가 좋았다(p=0.008). A군은

는 없었다(p=0.65; Table 4). 부정유합, 불유합에서도 차이

B군에 비해 결과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었으며(p=0.096),

가 없었다. 수술 후 감염 역시 차이가 없었고, A군에서는 3예

감염, 불유합에서는 세 군 모두 차이가 없었다.

(12.0%)가 있었는데 이 중 2예는 내측에 개방성 창상이 있던

본 연구 초기에 비골 정복에 대한 평가로 1986년 McLen-

환자로 항생제 치료만으로 호전을 보인 superficial infection

nan과 Ungersma24)가 사용하였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비골

이었으며 1예에서는 개방성 골절이 아닌 환자였고 항생제 치

의 단축이 없고 후방전위가 2 mm 미만 그리고 내측 관절 간

료에도 호전이 없어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B군에서
는 5예(25.0%)가 발생하였는데 3예는 내측의 개방성 창상이

Table 4. Clinical Results and Complications in the Two Groups

있었으며 이 중 2예에서는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절개

Variable
AOFAS
Takakura

Table 3. Radiological Results in the Two Groups
Variable

Group A

Group B

p-value

Fibula minus (mm)

0.88

2.49

0.03

Talocrural angle (°)

Group A

Group B

p-value

83.24

80.44

0.37

I

5

5

0.65

II

13

15

IIIa or IIIb

5

2

IV

2

3

79.12

79.51

0.607

Malunion

4

2

0.67

Shenton line

20

17

0.333

Nonunion

4

5

>0.99

Dime sign

22

18

0.289

Infection

3

5

Medial clear space

24

19

0.098

Superficial

2

1

Adequate reduction of
pilon fractures

22

22

0.96

Deep

1

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only or number only.

0.28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only or number only. AOFAS: American
Orthopaedic Foot & Ank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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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medial clear space) 증가가 1 mm 미만인 경우를 ‘good re-

2019년 Saad 등16)은 경골 천정 골절에서 비골의 정복 시 전하

duction’, 비골 단축이 2 mm 이내면서 후방전위가 2-4 mm,

방 및 후하방 경비 인대를 통한 인대 신연 효과를 통한 간접

내측 관절 간격의 증가가 1-3 mm인 경우 ‘fair reduction’이

을 기대할 수 있다 하였다.

라 하였고, 그 이상인 경우 ‘poor reduction’이라고 정의하였

경골 천정 골절에 동반된 비골 골절이 아닌 족괄절 골절

으며, ‘good reduction’과 ‘fair reduction’의 경우를 비골의 정

에서 비골 골절만 놓고 보았을 때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복이 좋은 것으로 정하였다. A군은 ‘good reduction’이 17예

과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비교한 연구들을

(68.0%), ‘fair reduction’이 8예(32.0%), ‘poor reduction’이 0

보면 2014년 Asloum 등12)은 합병증 발생에서 56%와 7%로

예(0%)로 25예(100%)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비골의 정복

금속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적 평가 또한 골수강

을 얻었으며, B군에서는 ‘good reduction’이 6예(24.0%), ‘fair

내 금속성을 이용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2016

reduction’이 11예(44.0%), ‘poor reduction’이 8예(32.0%)로

년 White 등14)은 65세 이상의 비골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전

17예에서 만족할 만한 비골의 정복을 얻어 두 군 간 유의미한

향적 연구에서 금속정을 이용한 군에서 창상 감염이 확연하

차이가 있었다(p=0.01). 하지만 이는 골수강내 금속정의 경

게 적었으며(p=0.002) Olerud-Molander score로 비교한 기

우 단축 및 후방전위에서 피질골 사이의 접촉이 금속판에 비

능적 평가와 창상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소개하였다.

해 떨어지므로 정확한 평가라 보기 어려웠으며 Cronbach’s

Switaj 등15)은 비골 골절의 고정에 사용되는 잠김 금속판과

alpha를 통한 측정자 간 신뢰도 또한 0.45로 신뢰도가 떨어져

골수강내 금속정의 생역학적 비교를 시행하였고 회전에서의

연구 진행 단계에서 변경하였다. 이에 Talocrural angle, Dime

강도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sign, Shenton line, fibula minus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에 비골의 골절 양상에 차이가 있었

Talocrural angle, Dime sign, Shenton line의 경우 두 군 간에

으며(p=0.03), 특히 단순골절의 경우 금속판에서 10예로 골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거골의 외측 돌기를 기준으로 비골의

수강내 금속정의 6예보다 많았으며 분절 골절의 경우 금속

원위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A군보다 B군

판은 0예였고 골수강내 금속정은 7예였다. 개방성 골절의 경

20)

이 유의미하게 근위부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Panchbhavi 등

우 창상이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의 연구에서처럼 비골 원위부 위치는 늘 같은 위치에 있지 않

(p=0.77). 하지만 이는 창상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고 외측

고 정상 변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B군 또한 정상 변

접근법을 시행하는 부위에 창상이 있어 관혈적 정복을 어렵

이에 포함될 수도 있다. 건측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게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여 창상의 위치가 영향

본 연구에서는 건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를

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속판과 골수강내 금속정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골의 골절 양상, 창상의 위치 및 연

거골의 1 mm 외측 전위 시 경거골간 접촉면이 42% 감소
한다는 이유로 비골 이족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25,26)

다는 것에 동의한다.

부조직 상태가 선택 편향(selection bias)으로 작용했다고 생
각한다.

족관절의 불안정성은 경거골관절의

본 연구에서 감염 발생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p=

관절염 위험인자이므로 비골의 견고한 고정은 족관절의 안

0.286). 개방성 골절에서의 감염은 모두 내측에 창상이 존재

정성을 높이고 이는 족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을 줄일 수 있

하였다. 이는 환자군이 적어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A군과 B군 사이에 비골

본 연구에는 한계점으로는 비골의 고정방법을 선택함

고정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관절염 발생에는 유의미한

에 있어 선택 편향이 작용하였으며 후행적 연구이고, 두 군

차이가 없었다(p=0.65). 이는 짧은 추시 기간과 외상 후 관절

간 수술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으며 증례가 적고,

염에 경골 천정 골절의 분쇄 정도, 술 전 관절염의 정도, 환자

비골 골절에 대해 보존적 처치를 시행한 군과 비교를 하지 못

의 골밀도 및 체중 등 다른 추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추시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같은 비골 고정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선택한 환자들 사이에서 경골 천정 골절 형태에 따라 결과가

경골 천정 골절에서 비골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27)

달라졌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평가를 하지 못하였으며

계속되고 있으며 2018년 Bear 등 은 비골이 지주 역할을 하

또한 관절면 분쇄, 전위 정도, 정복 정도 평가에 있어 컴퓨터

며 길이, 정렬, 전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단층촬영을 통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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