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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ment of 21 trapeziometacarpal joint (TMC) injuries was studied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pathomechanics and treatment principles for a good functional outcome.

TMC joint has wide range of motion, complex articular surface, and greater muscular pull than

other joints in hand. Injury of TMC joint can easily cause limitation of motion, deformity, pain,

weakness, and posttraumatic osteoarthritis. Especially, the instability of TMC joint causes

prolonged subluxation and weakness of pinch and grip. Twelve Bennett 's fractures, 2 Rolando' s

fractures, 5 epiphyseal injurues, 1 pure dislocation without fracture, and 1 trapezium fracture

were treated. Four Bennett 's fractures and 3 epiphyseal injuries were immobilized in plaster cast

after closed reduction. Five Bennett 's fractures and 1 pure dislocation were treated by closed

reduction and percutaneous pinning. Three Bennett 's fractures and 2 epiphyseal injuries were

treated by open reduction and pinning. Two comminuted Rolando's fractures were treated by

open reduction, pinning, and intermetacarpal external fixation. At follow up after media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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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은 60도 굴곡신전

및 30-40도의 내외전, 약간의 회전, 다른 수지와

의 대립운동(opposition)이 가능한, 수부에서 가

장 운동성이 큰 관절이다1, 17). 큰 운동성 이외에

도 나머지 수근 중수간 관절과 분리되어 있어 더

욱 손상받기 쉽다. 주로 능동적 외전에 의한 손상

이 많으며, 중수골 간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질

골이 약한 기저부에서 골절 및 탈구가 일어난다.

중수골 기저부 골절은 관절내 골절인 Bennett 골

절과 Rolando골절, 관절외 골절, 소아의 성장판

손상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골절이 동반되지 않

은 탈구, 동반된 대다각골 골절 등이 보고된 바

있다4 , 11, 12 , 13). 제 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은 손

상 후, 관절면의 불일치, 중수골의 단축과 회전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지속된 통증, 운동 제한, 악

력 감소, 외상후 관절염을 일으킨다. 치료는 비수

술적 또는 수술적, 서로 다른 여러 방법이 제시되

어 왔다. 저자들은 소아의 성장판 손상 5례를 포

함한 21례의 제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의 골절

및 탈구를 경험하고 그 치료와 결과를 문헌 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은 1991

년 11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제 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 손상으로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받고 외래에서 추시 관찰이 가능했던 21

례를 대상으로 임상소견 및 그 치료 결과를 분석

하였으며, 추시기간은 7개월에서 39개월로 평균

추시기간은 13개월이었다.

1. 연구 대상

성별 분포는 남자가 18례, 여자가 3례였고, 연

령 분포는 10세부터 68세까지 다양하였다. 지배적

인 측(dominant hand) 손상이 14례였다. 진단은

Bennett골절이 12례, Rolando골절이 2례, 소아의

성장판 손상이 5례였으며,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탈구가 1례, 대다각골골절과 동반된 탈구가 1례였

다. 손상 원인은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손을 짚

어 발생된 것이 7례, 기저부 직접 손상이 5례, 교

통사고가 9례였다. 같은 상지의 동반 손상으로는

제 1 수지 원위지 골절 1례, 제 5 수지 수근중수간

관절 및 척골 원위부 골절 1례가 있었다.

2. 치 료

골절편의 전위가 심하지 않았던 Bennett골절 4

례와 성장판 손상 2례, 혈흉과 전신상태 악화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했던 성장판 손상 1례에서

도수 정복 후 석고붕대 고정을 4주간 시행하였다.

골절편의 전위를 보이나 Fluoroscope하에서 도수

정복이 가능했던 Bennett골절 5례와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탈구에서, 도수정복 후 경피적 K강선

1개 또는 2개를 이용하여 제1 수지 중수골을 대

다각골과 근접한 제2 수지 중수골에 고정하였다.

도수정복으로 관절면의 전위와 이개가 복원되지

않았던 Bennett골절 3례, 성장판 손상 2례, 대다

각골골절과 동반된 탈구 1례에서 관혈적 정복 후

months, 6 Bennett ' s fractures, 2 Rolando' s fractures, 2 epiphyseal injuries were satisfactory.

The others showed pain, deformity, motion restriction, weakness, or subluxation. We concluded

that restoration of articular surface, internal fixation againt the muscular pull, and stabilization

of the joint were mandatory for a satisfactory outcome.

Key Words : trapeziometacarpal joint,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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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A . A typical displaced Bennett ' s frac-
ture. The main portion of the thumb
metacarpal subluxes dorsoradially
by the pull of the thumb extensors,
the adductor pollicis, and abductor
pollicis longus.

Fig . 1- B. Open reduction using two Kirschner
wires. An additional wire through the
carpometacarpal joint adds stability.

같은 방법으로 K강선 고정을 시행하였고, 심한

분쇄 골절을 보인 Rolando골절 2례에서 관혈적

정복 후 K강선 고정과 외고정 장치를 같이 사용

하였다. 관혈적 정복시 요골장측 피부절개(radio-

palmar approach)를 통해 무지대장근을 근위부에

서 박리하여 제 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을 노출

시켜 관절면의 시야를 확보하였다. 대다각골 골

절시에는 요골배측 피부절개(dorsoradil appro-

ach)를 통해 골편을 정복할 수 있었다. 술 후 4주

째 K강선을 제거하였고, 이때까지 석고붕대 고정

을 4주간 시행하였다. 외고정장치도 4주째 제거

하였다. 석고붕대 고정은 내재근의 장력을 줄이

고 무지 외전근의 근장력으로 인한 골절편의 전

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지를 신전시키고 손목관

절을 30도 신전 및 요측으로 굴곡시킨 상태로 고

정하였다5). 석고붕대 제거 후 능동적 관절 운동

을 시행하였다.

3. 평 가

평가는 첫째, 일상 생활이나 직업 활동시 통증

의 유무, 둘째, 외형적 변형, 셋째, 운동 범위, 이

는 다른 수지와의 대립, 굴곡 및 신전으로 판단하

였고, 넷째, 악력, 이는 Finger flexorⓡ (Psytech,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건측과 비교

평가하였다. 다섯째, 방사선 검사는 전후방 사진

과 정측면 사진 및 단층촬영(tomogram)을 이용

하여 관절면의 정복 유지 및 골관절염 소견 유무

를 평가하였다.

결 과

Bennett골절로 도수정복 후 석고붕대 고정하

였던 4례 중 2례에서 내반 각변형과 악력 감소를

보였다. Bennett골절로 도수정복하였던 5례 중 1

례에서 골절편의 재전위와 동통, 1례에서 동통, 1

례에서 신전 장애, 1례에서 대립, 굴곡, 신전장애

를 보였다. 관혈적 정복 후 K 강선 고정하였던

Bennett골절 3례는 모두 건측과 비교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Fig. 1).

심한 분쇄 골절을 보여 관혈적 정복 후 K강선

과 외고정장치로 고정하였던 Rolando골절 2례는

건측과 비교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족한 결과

를 보였다(Fig. 2). 성장판 손상 5례중 관혈적 정

복을 시행한 2례에서 건측과 비교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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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 A . A comminuted Rolando' s fracture.

Fig . 4- A . An epihpyseal injury of the thumb
metacarapl.

Fig . 4- B. Metacarpal shortening and flexion &
adduction angulation.

Fig . 4- C. Grossly hyperextended metacarpopha-
langeal joint for the compensation of
limited abduction of carpometacarpal
joint.

지 않았고(Fig. 3), 도수정복 후 석고붕대 고정하

였던 3례 중 2례에서 중수골의 단축과 각변형이

초래되었고 동통과 악력 감소를 보였다(Fig. 4).

골절없이 탈구만을 보였던 1례에서 방사선 사

진상 요골배측 아탈구소견과 악력 감소를 보였다

(Fig. 5). 대다각골골절과 동반된 탈구 1례는 수

Fig . 3 . An epiphyseal injury of the thumb meta-
carpal(left). Open reduction with pinn-
ing(middle). Good bony union without
deformity(right).

Fig . 2- B . Open reduction using Kirschner wires
and external fixator. The external
fixator remained four weeks because
the fracture was un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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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6- A . A fracture of the trapezial dorsoradial
tuberosity and carpometacarpal dis-
location. One month after initial

trauma.

Fig . 5- A . A typical traumatic carpo-
metacarpal joint dorso-

radial dislocation.

Fig . 5- B. Closed reduction with pinning

Fig . 6- B . Open reduction with pin-
ning. A remained radial
subluxation due to delayed

operation.

상 후 1개월째 내원, 진단이 늦어 대다각골 관절

면이 신장되고 요골배측 아탈구 소견과 악력 감

소를 보였다(Fig. 6). 전례에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방사선 사진상 외상후 관절염 소견은 7례

에서 관찰되었으나 이 중 3례에서는 증상이 없었

다. 수술 후 요골 신경 피부가지 손상은 없었다.

고 찰

해부학적으로 제1 수근 중수간 관절은 단순 각

운동뿐만 아니라 각운동 및 회전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절면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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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로 나누어, 대다각골과 중수골 중심부의 말

안장 모양 부위와 요골장측 편평한 부위가 있다.

말안장 모양 관절은 요면(convex)과 철면(con-

cave)모양의 서로 수직인 두 면을 따라 단순 각

운동이 일어나고, 부분 한정된(semiconstrained)

형태로 요골장측 편평한 부위에서 최대 외전과

회전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전운동은 위치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다. 대다각골은 제3 중수골을

기준으로 48도 굴곡, 38도 외전, 80도 회내된 상

태로 연결되어 있다. 안정시(resting) 수근 중수

간 관절은 20도 굴곡, 내전, 15도 회내되어 있으

며 운동범위는 40도 내외전, 60도 굴곡신전, 10도

회전이 가능하다. 굴곡신전은 장배측 방향, 내외

전은 이에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회내는 제1 수

지와 다른수지가 장측끼리 맛닿는 것으로 정의되

고, 대립운동(opposition)은 굴곡, 외전, 회내 복합

운동이다1, 17). Cantilever system으로 대립하여

물체를 쥘 때 제1 수지 수근중수간 관절의 안정

성이 요구되며5), 대립시 중수골은 안장모양 부위

를 벗어나 요장측 부위에서 주변인대가 긴장되고

대다각골과 맞물려 고정되어 관절의 안정성이 확

보된다. 제1 중수골은 장측 돌출부를 가지며 대다

각골은 중앙에 돌출된 융기능(ridge)을 가져 안정

성을 얻을 수 있으나, 이보다 관절 인대가 더 중

요하다10). 관절 인대 구조는 알려져 있으나 안정

성에 있어 어떤 구조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4개

의 인대, 전방경사인대, 후방경사인대, 제1 중수

골간인대, 배요측인대로 구성되며, 척측측부인대

를 언급하기도 한다1, 6 , 13). 이들 중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구조는 전방경사인대이며, 제1 중수골간

인대라는 주장도 있다1, 13).

손상 기전은 두 가지로 첫째, 굴곡 및 내반, 전

단 및 축성 압박력에 의한 손상, 둘째, 신전 및 외

반, 과신전에 의한 손상이다10). 손상시 척골장측

골편은 전방경사인대에 의해 고정되나, 중수골은

제1 수지 신전, 외반근 및 내반근에 의해 원위부

가 굴곡, 내반되고 근위부가 요골배측으로 아탈

구되어 안정성을 잃게 된다3). 관절의 압력은 물

체를 집을 때 안정시 압력의 2.5배까지 증가하며,

이때 축성압박력은 대다각골의 요골배측에 집중

되고, 손상시 압력은 더 증가된다5). 치료에 대

해, 제 1 수근 중수간 관절은 상당한 보상력을 가

지고 있어 부정유합이나 심한 골관절염을 보여도

통증 호소가 없을 수 있고 경미한 기능 장애를 보

인다는 주장과 반드시 정확한 관절면의 복원과

강한 고정, 그리고 관절 불안정성의 평가와 안정

성 복원을 주장하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7).

Bennett골절의 도수정복과 보존적 치료 후 평

균 26년 장기간 추시한 결과, 중수골의 내반변형

과 이에 따른 신전 장애, 관절의 지속적 아탈구,

심한 관절염 소견을 보여 반드시 보존적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9),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병행 후 평균 10.7년간 추

시한 결과, 치료 방법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없

었으나 전례에서 경도 이상의 관절염 소견을 보

였고, 아탈구 방향으로 지속적 근장력과 복잡한

안장구조의 관절면으로 인해 체중부하를 받지 않

는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압박력을 받아 관

절염이 쉽게 발생된다고 주장했다15). 반면에 반드

시 관혈적 관절면의 정복과 내고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경도의 관절면 불일치와 각변형이 있

을 때, 동통과 운동제한, 불안정성을 보이며, 관절

염 소견과 동통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했다7). 본 연구에서 관혈적 정복으로 관절면의

정확한 복원을 이룬 3례에서 중수골의 내전 각변

형을 막을 수 있었고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T 또는 Y자 형태의 관절면을 포함한 골절인

Rolando골절은 관절면의 복잡 골절까지 그 의미

가 확대되었다. 치료는 분쇄골절이 심할 경우 관

혈적 정복이 어려우므로 견인과 기저부 둘레의

압박고정만을 주장하기도 한다3). 관혈적 정복시

작은 골편들로 인해 내고정이 어렵고 관혈적 정

복이 도수정복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많

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전위방지를 위해 외고정

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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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편의 크기에 따라 금속나사와 K강선을 이용하

며 심한 골결손시 골이식을 시행한다2 ,8 ). 본 례에

서는 드문 골절로 2례에서 관혈적 정복과 내금속

고정, 그리고 외고정장치를 이용하였다. 외고정장

치는 분쇄골절에 따른 요골장측의 피질골 결손으

로 인한 중수골의 굴곡 내전 변형을 막고, 중수골

길이 유지를 가능케 했다.

성장판 손상에 관한 추시 결과는 보고 문헌을

찾을 수 없었고, 관혈적 정복을 시행한 경우 건측

과 비교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수정복 후

재 전위되었던 예에서는 외전을 위해 중수지간

관절의 과신전을 보였다(Fig. 4). 성장판 손상시

에는 더 정확한 정복과 근장력에 의한 전위 방지

를위해 내고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탈구는 매우 드문 예로,

요골배측으로 탈구되며 요골배측인대가 파열되

고, 전방경사인대는 파열되지 않고 중수골 기저

부로부터 골막하층에서 벗겨올려져 일어남을 실

험적으로 보여주었고 신전 및 회내 상태에서 벗

겨 올려졌던 전방경사인대가 긴장되므로 이 상태

에서 정복 후 고정을 주장하였다14). 탈구시 전방

경사인대는 파열되며 이에 요골측 손목굴곡근을

이용한 인대 복원을 주장한 보고도 있다13). 탈구

시 정복 후 안정성이 있으면 석고붕대고정을, 안

정성이 없으면 K강선 고정을 시행하고, 추시상

불안정성을 보일 때 인대복원술을 시행한다16). 1

례의 탈구에서 도수 정복 후 경피적 K강선 고정

을 하였으나 추시 결과 아탈구 소견과 악력 감소

를 보였다.

대다각골의 골절은 축성압박력과, 과신전된 중

수골과 주상골 또는 요골경상돌기 사이에 끼어

(nutcracker phenomenon) 발생된다12). 관혈적 정

복이 필요하며 정복시 관절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4 , 11). 정확한 정복과 고정이 안될 경우 관절

면이 연장된 부정유합을 보이며 요골배측으로 아

탈구를 보인다3). 1례의 대다각골 골절에서 수상

후 1달까지 진단이 지연되어, 관절면의 연장과 아

탈구, 악력 감소를 보였다. 또, 요골배측 골절을

단순 건열 골절로 간과할 경우 이와 같은 아탈구

를 초래하게 된다.

결과 평가에 대한 확립된 criteria나 score sys-

tem은 없으며 연구자에따라 차이가 있다2 , 7 , 8 , 15 ).

통증과 외형적 변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운동 범위에대해 최대 첫째 수지간 각도, 중수지

간 관절의 운동 범위, 회전 각도 등을 평가한 경

우도 있으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최대 신전과

굴곡, 그리고 다른 수지와의 대립을 건측과 비교

하였다. 방사선 검사는 전완부를 최대 회내시킨

상태에서 찍는 전후방 사진과 20도 회내에서 15

도 상향으로 방사선을 투과시켜 정측면 사진을

얻었다3).

방사선 사진상 관절염 소견과 통증의 상관관계

는 분명치 않다7 , 8 ). 근장력에 의한 압박력으로 쉽

게 관절염이 발생하고 장기간 추시 결과 관절염

소견이 전례에서 보였다는 보고와15)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일반방사선사진과 단층촬영상 7례에서

만 경도의 관절염 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추시 기

간이 짧아 비교가 어려웠다. 관절면의 불일치로

인한 현저한 운동범위 제한은 없었다. 중수골 길

이 단축과 변형, 아탈구를 보인 례에서 악력 감소

를 보인 것은 각각 길이 단축과 관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은 수부관절 중 가

장 운동범위가 큰 관절로, 손상시 현저한 수부 기

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치료의 원칙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관절면의 복원

과 탈구의 정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수 정복보다 관혈적 정복이 용이했다. 둘째, 근

장력에의한 중수골의 단축과 각변형 방지를 위해

K강선 또는 금속나사를 이용한 견고한 내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쇄 골절시 외고정장치를 보

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악력의 회복을

위해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탈구된 경

우 정복 후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불안정할 경

우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 관혈적 정복시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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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넷째, 소아 성장

판 손상시에도 근장력에 의한 변형을 막기 위한

정복 후 내고정이 필요하다.

결 론

제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 손상은 현저한 수

부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치료에 주

의가 필요하다. 다른 수부 관절에 비해 관절면이

복잡하고 운동범위가 넓고, 근장력에 의한 압력

과 변형력이 크므로, 손상 후 운동 제한, 통증, 부

정 유합, 관절염의 위험이 많다. 또, 물건을 집기

위해 안정성이 요구되며, 불안정시 아탈구와 악

력 감소를 보인다. 제1 수지 수근 중수간 관절 손

상은 해부학적 관절면의 정복, 근장력으로 인한

변형력을 막기 위한 내고정과, 관절의 안정성 확

보로 만족할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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