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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원원원위위위 요요요골골골 골골골절절절 부부부정정정 유유유합합합의의의 수수수술술술적적적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예예예후후후인인인자자자

원위 요골 골절의 합병증에서 가장 흔한 부정 유합은 수근관절의
동통,관절운동 범위의 감소,관절염,파악력의 감소,수근 관절 불안
정성,건 파열,수근관 증후군,미용상의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최근 수술수기 및 다양한 금속판의 발달로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한 해부학적 정복 및 내고정을 시행해 부정 유합을 예방할 수 있으
나,골절 치료에 우선하는 내과적인 문제로 치료가 지연되거나,고에
너지의 스포츠 손상 및 교통사고로 인한 분쇄골절로 인해 이미 심한
변형을 동반한 부정 유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 유합이 발생한 원위 요골에 대한 수술적 치료 결과를 파
악하고 그 결과에 미치는 예후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1994
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원위 요골 부정 유합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34예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정 절골술 시행 후 술전,술후 기능적 결과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성별 분포는 남자가 22례,여자가 12례였고
수상당시의 나이는 평균 44.5세(17세-70세)로 우측이 18례,좌측이 16
례였다.평균 추시 기간은 22.3개월(12개월-45개월)였다.수상 시 부터
수술 시까지 평균 기간은 17.3주(3주-60주)였다.초기 골절의 형태는
AO 분류 A3형의 골절이 12례였으며,A21례,C24례,C317례였고
Frykman의 분류로는 II형이 11례,VI형이 9례,VIII형이 10례,I형이
2례,V형이 2례였다.수술은 수배측 개방성 쐐기형 절골술 및 자가장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가 19례,수장측 개방성 쐐기형 절골술을 14
례 시행하였다.관절내 불유합 1례에서는 관절내 절골술 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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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례에서는 추가적으로 구제 술식인 Sauve-Kapandji수술을 시
행하였다.절골술 후 고정은 28례에서 AO T형 금속판 및 나사를 이
용한 내고정을 시행하였으며,6례에서는 외고정 장치 (OrthofixSrl.
Italy)및 K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수술 후 치료 결과의 판정
은 술전,술후의 수근 관절의 전후 및 측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척골 변이(Ulnarvariance),요골 경사(Radialinclination),후방 경사
(Dorsaltilt),요골 원위 관절면의 층형성 (Stepoff)을 측정하여 방사
선학적 평가를 하였으며,관절 운동 범위,파악력 측정 등의 객관적
자료와 동통,기능 상태,관절 운동,근력,환자의 만족도를 통한 평가
시스템인 Cooneywristscore와 Deformityscore를 이용하여 기능적
평가를 하였다.
최종 추시 시 관절운동범위 평가에서 평균 굴곡 각은 수술 전의 35도
에서 수술 후에 65도로 증가되었고,최대 신전 각은 53도였으며,회외
각은 수술 전 41도에서 수술 후 69도,수술 후 회내 각은 75도로,원
위요골 절골술을 시행 받았던 모든 환자에서 통증의 감소와 관절운동
범위의 증가가 있었으며 악력도 건측의 80%까지 회복이 되었다.방사
선학적으로는 요측 관절면 경사가 술전 10.9에서 술후 22.6도,후방
경사가 술전 14.6도에서 술후 2.5도,척골 변이가 술전 3.8mm에서 술
후 0.7mm로 측정되었다.방사선학적 척도와 임상결과의 비교에서는
수용 가능 요골 원위부 정복 범위인 요측 관절면 경사 15도,후방 경
사 15도,척골변위 5mm를 기준으로 술전 변형 각도가 기준 이상과
이하인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요측 관절면 경사와 후방 경
사는 산술적 차이는 있어 보이나 분산분석 결과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p>0.05),척골 변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성별,요골 절골술 후 내고정의 방법과 결과
와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원위 요골의 초기 골절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원위 요골 관절면을 포함한 관절외 골절인 Frykman분
류 II형과 AO분류 A형의 Cooneywristscore및 Deformityscor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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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내 골절인 II형 및 A형과의 결과 비교에서 의미있게 더 좋은 임
상적 결과를 보였다.수상 후 수술일 까지 기간에 대한 비교에서 조
기 치료의 확장된 개념인 8주 이내에 수술한 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으로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원위 요골 골절 부정 유합 환자

의 수술적 치료 결과에 좋은 예후 인자는 젊은 나이,초기 골절이 관
절외 골절인 경우,수상 후 8주 이내에 수술한 경우와 방사선학적으
로 초기 척골 변이가 적은 경우 등임을 알 수 있었고,이는 젊은 연
령에서 조기에 수술할수록 연부 조직의 구축이 적고 골절선의 확인이
용이하며 원위 요척 관절을 회복시키기 더 쉬워 결과가 좋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원위 요골 골절,부정유합,절골술,예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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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예후후후인인인자자자

<지도교수 강 호 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성 승 용

III...서서서론론론

원위 요골 골절의 합병증에서 가장 흔한 부정 유합은 수근관절의 동
통,관절운동 범위의 감소,관절염,파악력의 감소,수근 관절 불안정
성,건 파열,수근관 증후군,미용상의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1-5.최근 수술수기 및 다양한 금속판의 발달로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한 해부학적 정복 및 내고정을 시행해 부정 유합을 예방할 수 있으
나,골절 치료에 우선하는 내과적인 문제로 치료가 지연되거나,고에
너지의 스포츠 손상 및 교통사고로 인한 분쇄골절로 인해 이미 심한
변형을 동반한 부정 유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령의 환자
들에서는 변형에도 불구하고 기능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
나,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서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6-8.최근의
연구들에선 부정 유합을 방사선상 비정상적인 골 정렬을 가지고 있으
나 골절 치유가 끝나지 않아 변형에 따른 기능 제한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미성숙 부정 유합(nascentmalunion)과 방사선상의 변형
에 의해 기능 제한이 발생한 성숙 부정 유합(maturemalun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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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다양한 교정 절골술을 시행,그 결과들을 보고
하고 있으며3,그 외에도 원위 요골 골절 부정 유합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여러 보고들이 있다.그중에서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예후인자로
요골 단축의 정도,후방 경사,요측 관절면 경사 감소,관절면의 층형
성 등의 변형 등이 보고되고 있다6,9,10.그러나 대부분의 보고들의 개
개의 방사선학적 인자에 초점을 둔 상태로 그들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이에 본 연구에선 원위 요골 부정
유합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34예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술전,술후 기
능적 결과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분석하여 원위 요골 부정 유합에 있
어서 수술적 치료의 결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요골
원위부 부정 유합 진단 하에 교정 절골술을 시행받고 12개월 이상 추
시 가능했던 34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환자들의 평균 평균 추
시 기간은 22.3개월(12개월-45개월)였다.남자가 22명,여자가 12명이
었으며,연령은 17세부터 70세까지로 평균 44.5세였다.손상 원인은
넘어지거나 낙상에 의한 사고가 32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차량
탑승 사고가 2례 있었다.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17.3주였
다.

222...수수수술술술의의의 적적적응응응
수술 대상은 부정 유합으로 인하여 동통 및 기능의 제한을 보이는 경
우로,원위 요골 관절면의 15도 이상의 후방경사,5mm 이상의 척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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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2mm 이상의 관절면의 층형성,수근 불안정성,원위 요척관절의
부조화 등이 관찰되는 경우 등으로 하였으며,단순히 방사선 소견상
의 변형만을 가지고 수술의 적응을 삼지는 않았다.요수근 관절이나
원위 요척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수근골의 고정된 부
정 정렬이나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감염과 같은 국소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 수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33...초초초기기기 골골골절절절의의의 형형형태태태 및및및 부부부정정정 유유유합합합의의의 분분분류류류
초기 골절의 형태는 AO 분류 A3형의 골절이 12례였으며,A21례,
C24례,C317례였고 Frykman의 분류로는 II형이 11례,VI형이 9례,
VIII형이 10례,I형이 2례,V형이 2례였다.부정 유합은 관절면의 포함
여부 및 발생 시기에 따라 분류하였으며,부정 유합으로 인한 변형은
33례가 관절외 변형이었고 1례에서 관절내 부정 유합이었다.

표표표111...Classificationofdistalradiusfracture(Frykman)

Radiusfracture Distalulnarfracture
Absent Present

Extraarticular I(2) II(11)
Intraarticularinvolvingradiocarpaljoint III(0) IV(0)
Intraarticularinvolvingdistalradioulnarjoint V(2) VI(9)
Intraarticularinvovingbothradiocarpalanddistal
radioulnarjoint VII(0) VII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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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CaseData

요요요측측측관관관절절절면면면 경경경사사사(((∘∘∘))),,, 후후후방방방경경경사사사(((∘∘∘))),,, 척척척골골골변변변이이이(((mmmmmm)))

Case Sex/Age
요측관절면
경사

술전/술후

후방경사
술전/술후

척골변이
술전/술후

Cooney
Score
술전/술후

Deformity
Score

술전/술후
1 M/17 22/22 -30/10 4/2 80/100 2/1
2 M/58 7/28 18/9 4/2 75/95 3/1
3 M/44 12/20 20/-1 2/1 65/85 4/1
4 M/22 16/21 -27/-3 0/0 85/95 3/1
5 F/48 8/27 19/5 6/2 65/90 4/2
6 M/20 2/18 38/14 3/0 75/80 4/1
7 M/19 3/20 18/0 4/-1 85/95 4/2
8 M/36 22/25 29/0 8/-2 75/80 1/1
9 F/62 7/18 24/-3 3/1 80/90 4/2
10 M/43 7/25 25/0 8/3 75/85 2/1
11 M/36 6/24 30/-3 10/6 60/90 4/3
12 F/45 0/23 33/0 15/0 65/85 4/2
13 M/21 17/20 38/9 0/0 70/95 4/3
14 M/64 10/23 21/6.5 7/3 75/90 3/2
15 F/44 5/12 15/0 -8/-3 80/95 4/2
16 M/57 5/23 19/-3 3/0 80/90 2/1
17 F/65 12/20 27/0 2/1 80/90 4/2
18 M/25 24/26 19/0 1/-1 80/95 3/1
19 F/20 11/24 12/4 3/-1 80/90 3/1
20 F/62 15/21 2/4 5/1.5 80/85 2/1
21 F/53 21/28 -37/-13 6/0 70/85 2/1
22 F/70 17/27 35/8 7/1 75/90 3/2
23 M/65 12/22 9/-13 4/1 85/95 3/1
24 M/60 13/20 17/0 0/0 85/90 2/1
25 M/54 9/22 18/10 6.5/0 75/90 4/1
26 F/64 23/27 -33/-14 2/0 65/80 2/2
27 M/25 16/25 -4/8 4/1 80/95 4/2
28 M/43 0/19 23/-2 0/0 80/90 3/1
29 M/25 5/24 30/-3 8.9/0 70/90 4/1
30 F/45 24/24 27/0 7/3 65/85 4/2
31 M/56 17/23 23/-2 2/1 75/95 4/1
32 F/38 12/20 15/-5 5/2 80/90 3/1
33 M/60 10/25 18/-10 4/0 75/85 2/1
34 M/47 0/23 5/-9 6/1 80/90 4/2

Mean 44.5 10.9/22.6 14.6/2.5 3.8/0.7 75.6/89.8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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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수수수술술술방방방법법법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의 부정 유합이 척골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골
이 단축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측 관절면 경사의 회복,후방경
사,요골 단축 등의 교정을 위하여 쐐기형 개방 요골 절골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였다.후방 각변형이 있어 수배측 개방성 쐐기형 절골술
및 자가장골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가 19례,14례에서는 전방 각변형
으로 인해 수장측 개방성 쐐기형 절골술을 시행하였다.관절내 불유
합 1례에서는 관절내 절골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그림
1).2례에서는 추가적으로 구제 술식인 Sauve-Kapandji수술을 시행
하였다.절골술 후 고정은 28례에서 AO T형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
한 내고정을 시행하였으며(그림2),6례에서는 외고정 장치 (Orthofix
Srl.Italy)및 K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수술 후 치료로 금속판
을 이용하여 고정한 환자들은 술후 조기 관절 운동을 시행였으며,외
고정 장치와 K 강선을 이용했던 환자들은 4주 고정 이후 관절 운동
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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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111... 25세 남자의 원위요골 관절내 부정유합의 수상 후 3개월째의
전후면 및 측면 사진(A)으로 요골 경사 15도 및 3mm의 관절면의 층
형성이 관찰됨.교정 절골술 수술 사진(B).수술 후 12개월째 전후면
측면 사진(C)으로 관절면의 일치 및 골유합 소견 보이며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보임(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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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222... 444777세 남자의 원위요골 부정유합의 수상 후 2개월째의 전후면
(A)및 측면(B)사진으로 요골 경사 0도,척골 변위 6mm의 변형이
관찰됨.교정 절골술 후 6개월째 전후면(C)및 측면(D)사진으로 요골
경사 23도,척골 변이 0mm로 변형의 교정 및 골유합 소견 보이며
Cooneyscore는 90점으로 향상됨.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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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평평평가가가
술전 및 1년 이상 추시 후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완관절부 전
후면 및 측면 방사선사진상에서 요측 관절면 경사,후방경사,척골변
이,관절면의 불일치 등을 비교하였다(그림3).임상적 결과는 동통,수
근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악력,기능성을 각 25점씩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평가하는 Cooney wristscore에 의해 측정하였다.또한,
Deformityscore에 의해 외형적 변형의 교정정도를 측정하였다(표3).
통계학적 분석은 SAS프로그램(SASInstitute,Cary,NorthCarolina)
을 이용하였으며,두군 간의 비교는 단변량 분석(T-test)을 이용하여
수술 전후의 관절 운동 범위,악력,방사선 척도의 변화,성별 및 나
이,수술 시기 및 방법 등의 차이에 따른 Cooneywristscore의 차이
등을 평가하였다 .

그그그림림림333...방사선학적 척도
A.요측 관절면 경사 B.후방경사 C.요골 길이 D.척골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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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333...CooneywristscoreandDeformityscore

Deformityscore Points
Normalornodeformity 1
Rarelynoticed 2
Usuallynoticed 3
Alwaysnoticedormarkeddeformity 4

Cooneywristscore Points
Subjectivepain 25
Functionalstatusassessedbyreturntowork 25
Rangeofmotion 25
Gripstrength 25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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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111...관관관절절절 운운운동동동 범범범위위위
최종 추시 시 관절운동범위 평가에서 평균 굴곡 각은 수술 후에 65도
로 수술 전의 35도에 비해 증가되었다(p<0.05).최대 신전 각은 53도
였으며,회외 각은 수술 전 41도에서 수술 후 69도로 개선되었다
(p<0.05).수술 후 회내 각은 75도로,원위요골 절골술을 시행받았던
모든 환자에서 통증의 감소와 관절운동 범위의 증가가 있었으며 악력
도 건측의 80%까지 회복이 되었다(p<0.05)(표4).

표표표444...수술 전후 관절운동범위

222...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검검검정정정
방사선학적으로는 Graham 등이 제안한 수용 가능 요골 원위부 정복
범위인 요측 관절면 경사 15도,후방 경사 15도,척골변위 5mm를 기
준으로 각각 두 군으로 나누어 임상결과를 비교하였다11.후방 경사와
요골 경사는 산술적 차이는 있어 보이나 분산분석 결과 통계학적 의
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p>0.05),척골 변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표5).

Pre-op Post-op
Mean Range Mean Range

Flexion(°) 35 0-60 65 20-85
Extension(°) 55 30-65 53 20-55
Radialdeviation(°) 37 20-50 25 20-50
Ulnardeviation(°) 13 0-30 30 15-44
Supination(°) 41 0-90 69 20-90
Pronation(°) 64 40-90 75 0-90
Grippower(kg) 17 1-30 39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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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555...방사선상 척도 및 임상적 결과(T-Test)
555---111...후방 경사

555---222...척골변위

555---333...요측 관절면 경사

성별에 따른 평가로 남자는 22명,평균 연령 40.8세이고,여자는 12명,
평균연령 51.3세로 남자에서 여자보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였다
(p<0.05)(표 3).남자의 평균 Cooneywristscore값은 91.6점 여자는
89.6으로 통계학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p>0.05)(표6).

표표표666...성별 및 나이(T-Test)

원위 요골의 초기 골절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원위 요골 관절면을
포함한 관절내 골절인 Frykman분류 VIII형과 AO 분류 C형의

Sex M F pvalue
Case(n) 22 12
Age 40.8 51.3 0.002

CooneyScore 91.6 89.6 0.378

Dorsalangulation(°) <15 ≧ 15 pvalue
Case(n)        23        11 0.286CooneyScore       90.9       89.1

Ulnarvariance(mm) <5 ≧ 5 pvalue
Case(n)        20        14 0.014CooneyScore       93.5       87.8

Radialangulation(°) <15 ≧ 15 pvalue
Case(n)        22        12 0.251CooneyScore       89.5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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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eywristscore는 관절외 골절인 II형 및 A형과의 결과 비교에서
더 나쁜 임상적 결과를 보였다.(p=0.05)(표7).이는 원위 요척 관절의
회복에 실패해 추가적인 Sauve-Kapandji수술을 시행했던 2례로 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표표777...초기 골절 형태
777---111...Frykman분류 (T-testbetweentypeIIandtypeVIII)

777---222...AO분류 (T-testbetweentypeA andC)

수상 후 수술일 까지 기간에 대한 비교에서 조기 치료의 확장된 개
념인 8주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구분하여13,19례의 8주 이내 수술 시
는 94.7점,15례의 8주 이후 수술 시는 86.7으로 통계학적 비교시 두
군 간의 결과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표8).이는 조기에
수술을 시행할수록 연부 조직의 구축이 적어 수술이 용이하고, 원위
요척 관절을 회복시키기 더 용이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표표888...수상일부터 수술일까지 기간(T-Test)

I II V VI VIII pvalue
Case(n) 2 11 2 9 10 0.05CooneyScore 95.0 95.7 93.3 94.4 91.8

AO A C pvalue
Case(n) 13 21 0.05

CooneyScore 95.8 94.6

Traumaday week<8 week≧ 8 pvalue
Case(n) 19 15

0.025CooneyScore 94.7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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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 교정 절골술 후 내고정 방법에 따른 차이에 대한 비교에서는 금
속판을 이용한 5례에서 평균 95.1점,외고정 장치및 K-강선을 이용한
12례에서 89.2점의 소견을 보였으며, 두군 간의 산술적 차이는 있어
보이나 단변량 분석 결과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표9).

표표표999...내고정 방법(T-Test)

Treatment Plating ExternalFixation pvalue
Case 28 4 0.482CooneyScore 95.1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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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요골 원위부 골절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골절의
하나로써 1814년 Abraham Colles가 요골 원위부 골절은 변형이 남으
나 기능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한 이후 노년층에
발생하는 관절외 골절의 개념으로 대부분 비수술적 방법으로 비교적
좋은 치료결과를 보여왔으나,이후의 연구에선 해부학적 정복을 얻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1-5,11.부정 유합
은 원위 요골 골절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수상 초기 적절한 치료
로 예방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해부학적 정복과 함
께 견고한 고정을 통하여 균일한 관절면의 수복과 정상 요골 길이의
유지,수근 관절의 기능회복 및 조기 관절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강
조되고 있다.그러나 이미 심한 골변형을 동반한 부정유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근관절의 동통,관절운동 범위의 감소,관절염,악력의 감
소,수근 관절 불안정성,건 파열,수근관 증후군,미용상의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5,12-16.
부정 유합에 따른 변형 요소들이 수근 관절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Watson등17은 원위 요골 관절면의 정상 전방경사가
소실되면 요수근 관절의 기능의 감소와 중수근관절의 불안정성을 초
래한다고 하였고,Depalma등18은 원위 요골의 15-20도 이상의 후방
전위가 요수근관절의 불안정,중수골의 DISI부정정렬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를 하였다.본 연구에서도 수용 가능 정복 범위인 후
방경사 15도 이상인 군에서의 Cooney값이 89.1로 15도 미만인 군의
90.9보다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Jupitor등3,8은 요골 경사의 감소 역시 수근관절 기능에 영향을
주며,특히 요골 경사 감소와 원위 요골 골편의 수장측 전위가 동반
되면 손과 손목이 요수장측으로 전위가 되어 수지굴건들의 경로의 변
화로 악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악력의 감소와 주상-월상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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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중 배분에 영향을 주어 월상골 관절면의 압력을 높인다고 보고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도 술전 악력은 17kg에서 술후 39kg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나 요측 관절면 경사 차이에 따른 임상 결과는 89.5
와 90.2로 산술적 차이는 있어 보이나 분산분석 결과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Orbay등19은 4-6mm 이상의 요골 단축
이 척골 충돌 증후군,원위 요척 관절의 문제 등을 일으킨다 하였고,
Fernandez1,6,13는 6mm 이상의 요골 단축은 척수근 관절의 충돌을 일
으켜 원위 요척관절의 동통과 전완의 회외 및 회내에 제한을 가져온
다고 하였으며,Knirk등20은 2mm 이상의 관절면의 불일치가 외상 후
관절염의 원인이 되어 골절 치료 후 기능적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수
술적 치료가 권장된다고 보고하였으며,본 연구에서도 5mm 이상의
척골 단축이 있는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나쁜 결과를 보였
다.
이런 연구들과 더불어 최근 요골의 해부학적 형태에 부합하는 새로
운 금속판들의 개발은 증상이 있는 부정 유합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선택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있다.방사선 척도에 따른 절대적인 수술
의 적응은 없으나,2mm이상의 관절면의 불일치,20-30도 이상의 후
방 경사,5mm 이상의 요골 단축 등의 방사선 소견과,비교적 젊고 육
체적으로 활동이 왕성하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과 기
능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술의 적응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골다
공증이 심하거나 감염과 같은 국소적 원인,고령,환자의 협조가 어려
운 경우,그리고 요수근 관절이나 원위 요척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
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 절골술의 금기가 된다21,22,24.수술은 요측 관절
면 경사의 회복,후방경사,요골 단축의 교정이 목적이며,원위 요척
관절의 관절 적합성의 회복 또한 성공적인 결과에 필요한 요소이다.
원위 요골의 절골술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원위 요척 관절의 상태에
따라,Sauve-Kapandji,Darrach,Bower's술식 같은 원위 척골에 대
한 수술이 같이 행해지기도 한다15,21. 본 연구에서도 교정 절골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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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원위 요척 관절의 회복에 실패해 추가적으로 Sauve-Kapandji
술식을 시행 받은 2예가 있었다.대부분의 부정 유합이 척골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골이 단축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쐐기형 개방 요골
절골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데,이는 요골의 길이를 12mm까지 늘릴
수 있고,요골의 전후방 경사 및 회전 변형의 교정에 용이하다22,23.본
연구에서는 쐐기형 개방 요골 절골술을 통해 요골 단축을 교정함으로
써 그로 인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긴장과 감입으로 감소했던 관절
운동 범위 특히 회외의 회복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골 경사의 교정
을 통해 악력이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별,요골 절골술
후 내고정의 방법과 결과와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원위 요
골의 초기 골절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원위 요골 관절면을 포함한 관
절외 골절인 Frykman분류 II형과 AO 분류 A형의 Cooney wrist
score및 Deformityscore는 관절내 골절인 II형 및 A형과의 결과 비
교에서 의미있게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였다.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Jupitor등은 부정 유합
을 방사선상 비정상적인 골 정렬을 가지고 있으나 골절 치유가 끝나
지 않아 변형에 따른 기능 제한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미성숙 부
정 유합(nascentmalunion)과 방사선상의 변형에 의해 기능 제한이
발생한 성숙 부정 유합(maturemalunion)으로 구분하여 교정 절골술
을 시행하고,조기에 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3.본 연구에선
수상 후 수술일 까지 기간에 대한 비교에서 조기 치료의 확장된 개념
인 8주 이내에 수술한 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이는 8
주 이내에 수술을 시행할수록 연부 조직의 구축이 적고,골절선의 확
인이 용이하며,원위 요척관절을 회복시키기 더 용이하고 골이식이
필요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인자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나이
가 어릴수록,초기 손상이 심하지 않을수록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골술의 합병증으로는 교정의 소실,불유합,내고정물의 파열,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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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내고정물과의 마찰로 인한 건파열,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등이 있
을 수 있다3,8,24본 연구에서는 수장측 금속판과의 마찰로 인한 장무지
굴건의 파열로 건봉합술을 시행했던 1례가 있었으나 다른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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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결론으로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원위 요골 골절 부정 유합 환자의
수술적 치료 결과에 좋은 예후 인자는 방사선학적으로 초기 척골 변
이가 적은 경우,젊은 나이,초기 골절이 관절외 골절인 경우,수상 후
8주 이내에 수술한 경우 등임을 알 수 있었다.
원위 요골 골절의 부정 유합은 그 발생의 예방이 중요하나 동통과 기
능 제한이 동반된 원위 요골 부정 유합에 대해서는 술전의 치밀한 계
획과 세심한 수술 술기를 이용한 요골 절골술과 더불어 내고정술 또
는 외고정술을 시행하여 원위 요골 관절면의 방향의 회복,요수근 관
절의 부하전달의 정상화,중수근 관절 및 요수근 관절의 역학적 운동
의 정상화,원위 요척관절의 해부학적 복원을 통하여 동통의 감소와
기능의 회복을 통해 술전에 비해 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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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oJungKang)

Fracture malunions ofdistalradius representone ofthe most
common complication ofdistalradiusfracture.Theradiographic
parameters used to describe the malunion are dorsalorvolar
angulation, radial shortening, radial inclination, and rotational
deformity.Acceptablevaluesforsatisfactoryreductionvarygreatly.
Mostauthorsagreethatradialshorteningmorethan5mm leads
to unsatisfactory outcomes.Loss of normal radial inclination
contributes to the cosmetic deformity ofthe wrist,with more
severe loss of inclination leading to decreased grip strength.
Disablinglimitationofulnardeviationoccurswithseverelossof
radialinclination of20 or greater.The symptomatic malunion
causespain,limitationofwristmotion,arthritis,decreaseofgrip
power,wristinstability,attritionaltendon rupture,carpal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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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andcosmeticproblems.Prevention ofthemalunion is
the besttreatment.Butitoccurs to the patients in whom a
medicalillnessprecipitatedafallandlife-savingmedicalcaretook
precedenceovertreatmentofamusculoskeletalinjury.Inthatcase
correctiveosteotomyisneeded.Thepurposeofthisretrospective
studyisfortheresultofoperativetreatmentandanalysisofthe
prognostic factors in the distal radius fracture malunion.
Thirty-fourpatientswerereviewedaftercorrectiveosteotomyfor
symptomaticdistalradiusmalunion.Theintervalbetween injury
andoperation rangedfrom 3weeksto60weeks,withameanof
17.3weeks.Twentytwoweremenandtwelvewerewomen,the
mean age was 44.5 years(range,17-70years). Restoration of
anatomy and function was assessed compared with the
contralateralwrist.Nineteen patients underwenta dorsalopen
wedgeosteotomyandbonegraft,14patientshadanpalmaropen
wedge osteotomy and internal fixation, 1 patient had an
intraarticularosteotomy andinternalfixation and2patientshad
additional Sauve-Kapandji procedure as salvage operation.
Improvementofradialinclination,volartilt,ulnarvariation was
measured.Clinicalresultswasassessedusing theCooney wrist
scoreanddeformity score.Atthefinalfollow-up,therangeof
motion was improved.Supination improved from mean of 41
degreetomeanof69degrees.Theaverageimprovementinradial
inclination was 12.6 °,volartilt12.1 °and improvementin a
positiveulnarvarianceby3.1mm. TheaverageCooneyscorewas
91.5of100andthedeformityscorechangedfrom 3.2to1.4after
operation.Therewasnostatisticmeaningfuldifferenceofclinical
resultsinsex,treatmentmodalityofdistalradiusmalunio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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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extraarticlarmalunion,early operation within 8weeksfrom
traumaareconsideredmeaningfulfactors.Therewasonecaseof
attritionalruptureofflexortendonasacomplication.Weconclude
that reconstructive procedures in patients with distal radius
malunion may notcompletely restore normalfunction,butcan
improvehandandwristfunctionandreliefofpain,andIsaythat
goodprognosticfactorsindistalradiusmalunionarelesserradial
shortening,youngerage,groupofyoungerageandlesssevere
injuryininitialevent(FrykmantypeIIandAO typeA).Every
effort should therefore be made to prevent malunion in the
treatmentofdistalradiusfractures.

Key words: Distal radius fracture, Malunion,
Osteotomy,Prognostic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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