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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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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 iv e T reatm ent of H am at e F 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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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te fracture composes 2% of all carpal bone fracture, and it is classified to body and hook
fracture. The prevalence of this fracture is increasing due to people' s increasing involvement on
the leisure sports. The diagnosis of this fracture requires detailed physical examination, plain
radiography of both wrist , and carpal tunnel view. Also the CT scan or tomogram could be
helpful for the diagnosis. The treatment can be enough with cast immobilization, if the fracture
is not comminuted or there is no displacement . But , operative fixation is required in complicated
cases because, nonunion or rough surface of the fracture can complicated to flexor tendon
rupture, ulnar neuropathy, carpal tunnel syndrome, or traumatic arthritis.

From July 1996 to February 1998, we operated 8 patients with hamate fracture. 7 patients
were male and their age was from 21 to 68. Detailed physical examination and plain X- ray,
carpal tunnel view was taken. CT scan or tomogram was performed for confirmation and
operation.

The initial symptom was pain in 6 patients, paresthesia and tingling sensation were other
complaints. Confirmative image was carpal tunnel view in 3 cases, CT scan in 2 cases,
tomogram in 1 case. Hook fracture was observed in 4 cases and body fracture was observed in
4 cases, which include 3 cases of coronal fracture. 4 cases were treated by percutaneous pinning
followed by cast immobilization, 2 cases were treated by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by
mini screws. Excision and fusion was performed in other two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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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구골(hamate)의 골절은 모든 수근골(carpal

bone) 골절의 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 Deane(1903)1)이 최초로 이 골절에 대해 기

술한 이래, 여러 예가 보고되어 왔다. 유구골의

골절은 Milch12)에 의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체부(body) 골절로 골절

선이 유구의 요측(radial)이나 척측(ulnar)으로 향

해 사선으로 지나가는 유형이며, 다음은 유구

(hook, hamulus)의 골절2 , 15 , 18 , 21)이다. 또한 Milch

에 의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체부의 관상면

(coronal) 골절이 매우 드물게 있다10 , 11).

과거 유구골의 골절은 흔한 질환은 아니었지

만, 최근 일반인들의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채를 휘두르는 경우, 손잡이 부분이 유구골

에 구심력을 가하여 유구의 골절을 일으키기 때

문이다21).

유구골의 골절이 조기에 진단된 경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으며23), 관혈적 정

복 및 내고정술 등으로도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T able 1. Summary of individual patient data

Case 1 2 3 4 5 6 7 8

Sex / Age M/35 M/39 M/ 22 M/21 M/ 23 F/68 M/25 M/26

Complaint
Tingling

sensation
Pain Pain Pain Pain Paresthesia Pain Pain

Injury

Mechnism

Falling

down

Falling

down
Punch Punch Punch Unknown

Traffic

accident
Punch

Affected Hand
Left

(D＊ )

Left

(ND† )

Left

(D)

Right

(D)

Right

(D)

Left

(ND)

Left

(ND)

Right

(D)

Fracture Site Hook Hook Body Body Body Hook Hook Body

Time from

symptom to

diagnosis

1 month 1 day 2 weeks 5 days 1 day 5 month 1 day 7 years

Confirmative

image

Carpal

tunnel

view

Carpal

tunnel

view

Plain

X-ray
CT scan Plain X-ray

Carpal tunnel

view
CT scan

Tomogra

m

Associated

injury in hand
None None None

4, 5th

metacarpal

fracture &

metacarpo-

hamate

dislocation

4, 5th

metacarpo-

hamate

dislocation

None

4th

metacarpal

fracture & 4,

5th

metacarpo-h

amate

dislocation

4, 5th

metacarpal

fracture

Treatment CRIF‡ CRIF CRIF ORIF§ CRIF Excision ORIF Fusion

＊ Dominant hand
† Non-dominant hand
‡ Closed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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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진단이 늦어져 방치할 경우 불유합을

일으켜,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한다2).

유구골의 골절은 진단이 용이하지 않고 불유합

의 빈도가 높아, 방치할 경우 굴곡건 파열8 , 13), 척

골 신경 장애2 , 8 ), 수근관 증후군14 , 16) 등의 합병증

을 나타낼 수 있는 골절이므로, 문헌 고찰과 함께

증례를 모아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6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 내

원하여 유구골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환자들에 대해 이학

적 검사와 수근 관절의 전후면, 측면, 및 수근관

방사선 촬영이 시행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컴퓨

터 단층 촬영이나 단층 촬영술이 시행되었다. 모

두 8례(Table 1)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남자 환자가 7례였고, 여자 환자가 1례였으며,

평균 연령은 32세(21세∼68세)였다. 우측 유구골

의 골절이 3례 있었고, 좌측 유구골의 골절이 5례

로, 이 중 우성 수부(dominant hand)의 손상이 5

례였다. 동반 손상으로는, 제 4, 5 중수골의 골절

이 3례에서 관찰되었고, 제 4, 5 중수 수근 관절의

탈구가 3례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중 골절과 탈구

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2례였다. 손상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 7례로, 2례는 낙반사고에 의

한 것이었으며, 4례는 가격 후 손상이었으며, 1례

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유구의 골절이 4례

였고, 체부의 골절이 4례로 이중 3례는 관상면 골

절이었다.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11.5개월(1일∼7년)로, 외상성 관절염으로 수상

후 7년만에 내원한 1례의 환자를 제외하여도 평

균 4주가 소요되었다. 확진은 단순 방사선 촬영이

2례, 컴퓨터 단층 촬영이 2례, 단층 촬영술이 1례,

수근관 촬영이 3례로, 특히 유구의 골절은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 확진된 경우가 없었다. 초기

의 증상으로는 통증이 6례였고, 이상 감각이 1례,

저린 감각이 1례로, 통증을 제외한 각각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정중 신경 및 척골 신경의 근전도

속도 감소가 확인되었다. 치료는 3례는 중수골의

골절이 동반되지 않았던 경우로 유구골 골절의

도수 정복 후 경피적 핀 고정술을 시행하고, 석고

붕대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고, 2례는

중수골의 골절이나 탈구가 동반되어 유구골의 골

절에 대해서 소형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을 시행

하였으며, 1례는 중수골 골절에 대해서는 관혈적

정복이 유구골 골절에 대해서는 도수 정복 후 경

피적 핀 고정술이 시행되었으며, 1례는 중수 수근

관절의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1례는 수근관 증후

근이 동반되어 내시경적 횡수근관 인대의 절제술

을 시행하며 동시에 불유합된 유구의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감염 등의 합병증은 발견되

지 않았으나, 1례에서 제 5 중수 수지 관절의 10

도의 굴곡 감소 및 1례에서 제 4 수지의 굴곡력의

감소가 반대편 제 4 수지에 비해 75% 정도 나타

났으나, 일상 생활의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증례보고

증 례 1

21세 남자 환자로 태권도 연습 중 우측 주먹으

로 벽을 가격한 후 발생한 수근 관절 부위의 통증

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수부의 척

측에 부종과 압통이 관찰되었으며, 제 4, 5 수지

의 운동 제한이 관찰되었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유구골 후면에 관상면 골절 및 제 4, 5 중수골 기

저부의 골절 및 탈구가 의심되었으며(Fig. 1-A),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이를 확진하였다(Fig. 1-B).

유구골 체부의 관상면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

후 2개의 소형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에 대해서는 도수 정복 후

3개의 K-강선을 이용해 골절편의 고정 및 유구

골과의 고정을 시행하였다(Fig. 1- C). 술후 4주

째 K-강선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술후 8주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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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이학적 검사상 압통 및 운동 제한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술후 14주째 시행한 단층 촬

영술상 골절되었던 유구골의 완전한 유합을 관

찰할 수 있었다(Fig. 1-D).

증 례 2

25세 남자 환자로 승합차 운전 중 버스와의 정

면 충돌 이후 발생한 좌측 수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좌측 수부의 척측에

심한 부종 및 제 5 중수지의 골간부위 후면에 약

1cm 가량의 개방성 창상 및 골 돌출, 그리고 제

4 수근 중수 관절 후면으로의 피부 돌출이 관찰

되었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제 5 중수지 골간의

심한 분쇄 골절 및 기저부의 척측으로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 그리고 제 4 수근 중수 관절의 탈

구가 관찰되었으며(Fig. 2-A), 컴퓨터 단층 촬영

상 유구 기저부의 골절이 관찰되었다(Fig. 2-B).

탈구에 대한 정복을 응급실에서 우선 시행한 후,

제 5 중수지 골간 골절에 대해서는 mini- orthofix

에 의한 외고정이 시행되었으며(Fig. 2- C), 기저

부의 관절면 골절에 대해서는 하나의 K-강선을

Fig . 1- A . Initial plain X-ray, showing fracture of the base of fourth metacarpal bone and dislocation
of fourth and fifth carpometacarpal joint .

B . Initial CT scan, showing a coronal fracture of the hamate.
C. Post- op. plain X- ray, after fixation of hamate with 2 mini- screw and fixation of

metacarpal bones with 3 K- wires, inducing metacarpal bone to hamate fusion.
D . Post- op. fourteenth week tomogram, showing complete union of h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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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내고정이 시행되었고, 유구의 골절은 관

혈적 정복을 한 후 1개의 소형 나사를 이용한 내

고정이 시행되었다(Fig. 2-D). 술후 5주째 외고정

장치 및 K-강선은 제거되었으며, 술후 3개월에

시행한 단층 조영술상 유구의 완전한 유합을 관

찰할 수 있었고, 술후 6개월 째, 제 5 중수 수지

관절의 10°의 굴곡 운동 제한이 있었으나, 기능

상 제한은 없었다.

증 례 3

68세 여자 환자로 5개월 간의 좌측 제 1, 2, 3

수지의 이상 감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9

년 전 우측 수부의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을 시

행 받았었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며, 좌

측 수부의 뚜렷한 수상 경력은 없었다. 이학적 검

사상 좌측 무지구 근의 경미한 근 위축이 관찰되

었으며, 수근 관절 척측에 동통이 관찰되었다. 좌

측 수근 관절의 Tinel 징후는 음성이었으나,

Phalen 검사는 양성이었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근관 촬영

상 유구의 골절 및 불유합 소견을 보였다(Fig. 3).

근전도 검사상 정중 신경의 근전도 속도가 감소

Fig . 2- A . Initial plain X-ray, dislocated fourth carpometacarpal joint and fractured fifth metacarpal bone
at its shaft and base.

B . Initial CT scan, a fracture line is presented at the base of hamulus.
C. Post- op. plain X-ray, after external fixation of shaft with mini- orthofix and base of metacarpal

bone with a K-wire.
D . Post-op. carpal tunnel view, showing a mini- screw fixating the hamulus to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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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 . Pre-op. carpal tunnel view, fractured
hook of hamate and its nonunion state.

되어 있었으며, 척골 신경 및 요골 신경의 근전도

속도는 정상이었다. 내시경을 이용하여 횡수근관

인대의 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동시에 불유합된

유구의 절제술이 시행되었다. 술후 8주째 이상감

각은 소실되었으나, 제 4 수지의 근력 저하를 호

소하였고, 술후 12주에 시행한 수지력 검사상 반

대편의 75% 정도였다.

증 례 4

26세 남자환자로 7년간의 우측 수근 관절 척측

부위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7년 전

주먹으로 벽을 가격 후 발생한 통증으로 인근 병

원에 내원하여, 제 4 중수골 골절로 진단 받아 관

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계

속 통증이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제 5 중수 수근 관절 부위에 압통이 관찰

되었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유구골 체부의 부정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제 5 중수골-유구골 관절

면의 음영이 불규칙 하였으며, 단층 조영술상 제

5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및 불유합이 관찰되었다

(Fig. 4-A). 골절부의 소파술 및 소형 금속판을

이용하여 제 5 중수골과 유구골의 유합술을 시행

하였다(Fig. 4-B). 술후 8주째, 동통은 완전히 소

실되었으며, 수술 후 20주째 이학적 검사상 동통

이나 기능적 제한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유구골의 골절은 지면과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야구방망이, 테니스 라켓, 골프채 등의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 나타난다. 고공에서의 낙상시 수부

Fig . 4 - A . Tomogram of right wrist showing malunion
of hamate and fracture of base of fifth
metacarpal bone. The plate was applied 7
years ago due to fracture of fourth meta-
carpal bone.

B . Post-op. plain X-ray, after fusion of fifth
metacarpal bone and h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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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전 되어 있는 경우 유구에 직접적인 외상을

가해 골절을 일으킬 수 있다. Stark 등21)은 야구

방망이 등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 손잡이의 끝부

분이 바로 유구의 바로 원위 척측에 위치하게 되

고, 이를 휘두를 때 그 구심력이 파악력(grasping

force)보다 커지면 유구를 가격하여 골절을 일으

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구의 골절은 소지구

근(hypothenar muscle)의 강력한 수축이나, 두상

골의 외상으로 인한 두구 인대의 긴장으로 유구

의 박리 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특히 주먹을 쥔 상태에서 벽이나 다른 물체를

가격한 후 발생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 4, 5 중수골의 골절이나 탈구로 동시에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중수골의 골절이나

탈구에 가려져 유구골의 골절이 무시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손상 기전으로 내원한 경우 유

구골의 골절에도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유구골의 체부는 수근부 후면의 척측에 위치한

다. 이학적 검사 시, 수근부의 전면에서는 유구가

잘 촉진되지 않는데, 이는 유구골이 두터운 피부,

피하 섬유 지방 조직 및 단장근(palmaris brevis

muscle)에 의해 덮여있기 때문이다. 유구는 두상

골(pisiform)과 제 2 중수골 두부를 잇는 선에

2cm 거리에 위치하며, 또한 Kaplan의 선과 네 번

째 수지의 척측 연장선과 교차하는 부위에서도

촉지된다20). 유구골은 원위쪽으로는 네 번째와 다

섯 번째 중수골의 기저부와 관절을 이루며, 요측

으로는 유두골(capitate)과, 근위쪽으로는 월상골

(lunate)과 삼각골(triquetrum)과 관절을 이루고

있다. 유구는 소지구(hypothenar eminence)의 기

저부에서 전면을 향해 돌출되어있다. 이 유구에

는 두구 인대(pisohamate ligament), flexor digiti

quinti, opponens digiti quinti및 횡수근관 인대

(transverse carpal ligament)가 부착되어있다. 이

러한 인대의 부착은 유구의 안정성에도 기여하지

만, 유구의 골절후 골유합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

유합 시에 압통을 보일 수 있다.

유구골의 유구는 수근관의 척측 원위부를 형성

하는데, 수부를 척측으로 굴곡시, 유구의 요측 면

은 제 5 수지의 심지 굴근(flexor digitorum

profundus)의 활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구

의 골절로 인해, 그 표면이 거칠어진 경우, 제 5

수지의 심지 굴근을 자극하거나 종국에는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8 , 13).

Guyon씨관의 척측은 두상골에 의해 이루어지

며, 요측은 유구골의 유구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

며, 기저부는 두구인대에 의해 이루어지며, 천장

은 수근관 인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척골 신경과

척골 동맥은 Guyon의 관을 지나 수부의 원위쪽

으로 분포한다. 척골 신경의 깊은 운동가지는 유

구의 척측과 원위측으로 진행하며, 표재성 감각

가지는 유구의 꼭짓점 가까이에서 지나간다. 척

골 신경은 유구골의 유구 바로 옆을 척측에서 지

나가므로 골절 후 유합이 안된 골절편이나 유구

골의 두 골화점이 합쳐지지 않은 경우, 이것의 움

직임으로 인한 자극으로 제 4, 5 수지에 이상 감각

이나 감각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2, 8 ). 본 연구에서

는 척골 신경 장애가 나타난 경우는 없었지만 수

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낸 경우가 1례 있었는

데, 이렇게 유구골의 골절 후 불유합이 일어난 경

우는 수술에 좋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진단은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촬영을 이용하

여 내릴 수 있는데, 전후면이나 측면 방사선 사진

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특히 유구의 골절은

수근관 촬영(Carpal tunnel view)이 많은 도움을

주며,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단층 촬영술 등이 확

진에 필요하다6 , 9 ). 감별 진단을 하여야 하는 질환

으로서는 제 3, 4, 5 수지 심지 굴근이나 척수근

굴근의 건초염, 제 4, 5 수근 중수 관절의 골절이

나 탈구, 유구골 주위의 인대 질환, 및 척골 동맥

의 혈전증, 감염, 종양, 척골 신경염 등이 있다15).

치료로는 유구의 골절인 경우 Whalen 등23)은

수상 후 7일 이내의 급성기일 경우 석고 고정 만

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Carroll 등
3)

은 환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석고 고정이나 제거

술 모두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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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hop 등2)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제거술

에 비해 오히려 결과가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급성기가 지나거나 부정 유합이 확진된

경우 대부분 제거술이 시행되지만, Watson22) 은

골이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체부 골절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대부분 시행

되며, 그 재료로는 피질 지연 나사(cortical lag

screw)7), 망상 지연 나사(cancellous lag

screw)19), Herbert screw17), K-강선5) 등이 사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례에서 수술적 치료

가 행해졌는데, 관상면 골절이 있었던 예와 유구

의 기저부의 골절이 있었던 예에서는 소형 나사

를 이용한 내고정술이 시행되었고, 수근관 증후

군을 나타냈던 예에서는 절제술을, 외상성 관절

염을 보였던 예에서는 소형 금속판을 이용한 유

합술이 시행되었다.

결 론

유구골의 골절은 직접적인 충돌이나 구심력

에 의해 발생하며, 진단이 용이하지 않으나 수근

관 촬영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확진이 가능

하며,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유합이 잘 일

어나 굴곡건 파열, 척골 신경 장애, 정중 신경 장

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부의 척측 부위

에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골절이다. 치료는 급성기에는 보존적 치료

가 권장되지만, 동측 수부의 동반 손상이 있거

나, 불유합이 예상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있을

경우 제거술 및 관혈적 정복을 통한 내고정술

등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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