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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면을 침범한 원위 요골골절의 수장부를 통한 관혈적 치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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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v e T re at m en t o f t h e D i s t al In t ra articular Radial
F ra cture w it h V olar A ppro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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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l radius is a part which contain distal radioulnar joint and radiocarpal joint. Distal radial
fracture is occurred by direct trauma of slip down, but recent, high energy injury of traffic
accident or falling down injury is increased. Closed reduction or external fixation give good
result in large part but, open reduction is needed in unstable fracture or intraarticular
comminuted fracture. We reviewed 16 cases of distal radial fractures operated with volar
approach. The most common fracture was Frykman VIII- B type and in universal classification
IV- C type. T - plate, kirschner ' s wire and Herbert screw were used in internal fixation and bone
graft was applied in 3 cases. In case of volar Barton's fracture, displaced Smith's fracture,
comminuted intraarticular fracture, more than 2mm articular incongruency and in case closed
reduction cannot give anatomical reduction due to comminution and displacement, we tried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volar approach. Even if main fracture fragment was
displaced posteriorly, in case of severe comminution, we applied internal fixation in volar
non- comminuted fragment. Excellent was 6, good 7, fair 2 and poor was 1 case. Radial inclinaton
was improved from 8,3°to 17.5°and volar tilting was improved from - 5.4°to 8.6°.There were
2 cases of complication of pain on distal radioulnar joint. In distal radial fractures which need
operative treatment,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on with volar approach gave satisfactory
result.
Key Words : Distal radius, Fracture, Open reduction, Vola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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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을 기대하기 힘든 원위 요골 골절에서 전방 도
달법으로 관혈적 정복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분

원위 요골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원위 요척 관

석하였다.

절 및 요골 수근 관절 등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이 넘어지면서 직접 손상을 받아 발생한

재료 및 방법

다. 최근 들어 교통 사고나 추락 사고와 같은 고
에너지 손상이 증가함에 따라 관절 침범 및 심한

1995년 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본원 정형외

분쇄 골절이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도수

과에서, 원위 요골 골절로 치료 받은 730례중에

정복에 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골절로

서, 도수 정복이 되지 않았거나 심한 불안정성으

여겨 왔으나, 관절면 침범 여부, 원위 요척 관절

로 정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했거나, 전위된 관절

손상 및 분쇄 정도에 따라 기능적 손실 및 동통

면의 침범 골절이 있는 등의 이유로 관혈적 정복

이 많이 남는 부위이다4 , 6 ) .

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거나 외고정 장치를

대부분이 도수 정복이나 외고정 견인 치료로

장착한 환자 32례중에서, 전방 도달법으로 수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관절면의 분쇄가 심

을 시행하고 1년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16

하거나 불안정성 골절의 경우에는 수술적 가료가

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필요하다. 특히 활동성 나이의 환자나, 운동이

1. 성별 및 수상 원인

생활화되면서 외형상 기형이나 운동 범위의 증
가를 통한 기능 회복이 치료의 관건이 되고있다.

16례 중 남자가 11례, 여자가 5례였고, 손상 원

관혈적 정복술에는 후방 도달법과 전방 도달법이

인은, 교통 사고가 4례(25%)였고 추락 사고가 4

있고 부분적 절개술 및 광범위한 절개를 통한 정

례(25%)였으며 나머지 8례(50%)는 대다수가 넘

복술이 있다. 원위 요골 골절의 경우, 골절편의

어지면서 수상한 경우였다. 우측이 10례, 좌측이

분쇄 양상이 후배부가 심하고 후방 전위가 주로

6례였으며 2례에서 1cm 미만의 개방성 골절을

생긴다. 따라서, 제한된 적응증 외에는 후방 도달

보였다. 수상측 상지에 동반 손상이 있던 경우가

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임상에서 수장부로

2례 있었다. 1례는 동측 상완골 골절이 있었으며

절개하느냐 수배부로 절개하느냐는 수술자의 경

1례는 동측 상지에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이 있

험이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었다.

5)

본 연구에서는 전방 Barton골절, 전위된 Smith

2 골절의 분류 및 수술전 치료

골절, 관절면에 분쇄가 있거나 2mm 이상의 관절
면 불일치가 도수 정복후에도 남아있었던 골절

총 16례중 Frykman 분류상 제 VIII형이 8례

및 분쇄가 심하여 도수 정복으로는 해부학적 정

T able 1. Fracture type according to Universal & Frykman' s classification
Frykman type

IV

VII

VIII

T otal

4
3

1
7

1
5
10

8

16

Universal type
IV- A
IV- B
IV- C
Total

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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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Result
Case Gender Age Type of implant

Pre- op.
Radial
inclin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M
M
M
F
M
M
M
M
M
M
F
M
M
M
F
F

26
35
65
72
60
24
46
42
49
29
44
57
55
68
57
60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T - plate

&
&
&
&
&
&
&
&
&
&
&
&
&
&
&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K- wire

Herbert screw
bone graft

bone graft

Herbert screw
External fixator
bone graft

27
13
12
10
7
4
12
10
6
2
4
16
5
6
4
5

Post- op.

Volar radial
tilting
- 23
-1
-8
0
- 18
20
- 26
12
- 14
0
2
1
- 25
-2
- 25
5

23
20
20
19
20
22
18
18
14
20
25
20
20
15
24
20

volar
8
11
5
5
10
15
12
12
10
12
6
6
7
5
12
9

ROM (F/U)
Flex
60
50
20
60
40
60
80
50
50
45
70
40
60
40
30
40

Ext.
45
40
30
40
60
40
30
50
60
60
60
40
50
40
20
50

(50%)로 가장 많았으며, 제 VII형이 7례, 제 IV형

정복술과 동시에 외고정을 실시하였다. 수술시

이 1례 순이었다. Universal 분류로는 제 IV- C형

전방 도달법만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이 10례(63%)로 가장 많았고, IV-B형이 5례, 제

시행한 경우가 13례였고, 2례는 전방 및 후방 도

IV-A형이 1례였다(T able 1). 수술전의 치료로는

달법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1례는 전방 도달법 및

도수 정복을 14례에서 실시하였으며, 2례에서는

외고정 장치를 같이 사용하였다. 수장부의 나사

3차례 이상 도수 정복을 실시하였다. 도수 정복후

못 고정시에, 가장 원위부는 골절의 정도나 형

추시 관찰중에 2주 이내에서 골절부가 전위된 경

태에 따라서 한쪽 피질골만 고정하거나 원위 나

우는 2례 있었다. volar Barton ' s fracture도 1례

사못 고정은 실시하지

에서 있었는데 comprehensive classification상 B

방 도달법으로 수술한 경우는 모두 T형 금속판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

3.1형-volar marginal intra- articular fracture-에

및 추가로 K 강선으로 고정하였으며 Herbert

속하였다.

금속 나사를 함께 사용한 경우가 2례 있었다. 2례

3. 치료방법

에서는 수배부로 자가 장골 이식술을 함께 실시
하였다(T able 2).

치료는 수술중에 제 2, 3수지의 수지 견인을 실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한 상태에서 수장부를 통한 절개를 이용하였

수근 관절의 전후면 방사선 촬영으로 술전 요골

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 및 석고 고정을 실시

측 경사각 및 수장측 경사각을 조사하였다. 수술

하거나, 정복후에 골절부의 불안정성이 너무 심

은 요골수근굴근의 주행 방향을 따라 절개한 후

하거나 골편 고정이 충분치 않은 경우는 관혈적

골절면에 도달하였으며, 요골측 경사각, 수장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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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A . Frykman type IV, Universal
type IV- B fracture, radial
inclination was 13°and volar
tilting was - 1°
B . Using T - plate, one Kirschner ' s wire and one Herbert
screw, internal fixation was
done after open reduction
with volar approach. It was
improved to radial inclination
20°and volar tilting 11°
C. On follow- up radiologic examination of post- operative 3
months, It showed that well
maintained radial inclination ,
volar tilting and fracture site
was united well.

A

거 하였다. 금속 내고정물의 제거술은
6개월에서 2년사이에 평균 1년 2개월
후에 제거하였다.

결

과

수술을 시행한 16례에 대한 치료 결

B

과의 판정은 단순 방사선 및 단층 조영
술의 방사선학적 분석과 Demerit point
system에 의해 평가하였다. Demerit
point system은 변형,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와 합병증을 토대로 판정 하였다7 ) .
Demerit point

system에 따르면 최종

추시에서 우수 6례, 양호 7례, 보통 2례,
불량 1례로 양호 이상이 16례중 13례였
다. 술전 및 술후 원위 요골의 평균 요
측 관절면 경사 및 전방 경사를 측정하
였고, K 강선의 제거 시기를 측정하였

C

으며, 술후 완관절의 굴곡 및 신전 운
동 범위를 추시하면서 측정하였다. 요

경사각 및 요골 관절면의 조화 등에 유의하여 골

골측 경사각의 변화는 술전 평균 8.3°(1°- 27°)에

절 정복을 한후 K 강선 고정과 금속판 및 나사못

서 17.5°(10°-30°)로 향상되었으며 수장측 경사

내고정을 실시하였다. 술후, 평균 6주(4 - 8)간 석

각의 변화는 -5.4°(- 26°- 12°)에서 8.6°(6°- 19°)

고 고정을 하였으며, 술후 약 4주에 K 강선을 제

로 향상되었다. 술후 운동 범위는 굴곡이 20°- 150 -

80°
로 평균 50°였으며 신전은 30°-70°
로 평균

(Fig. 2-A). 관혈적 정복 및 T - 형 금속판을 이용

47°
였다.

한 내고정을 실시하였다(Fig. 2-B). 수술후 소견

16례중 1례는 술후 3mm의 양성 척측 변이와
원위 요척골 관절의 동통이 있었으며, 1례는 원

및 1년후의 추시 관찰에서 요골측 경사와 수장측
경사가 23°
와 8°로 향상되었다(Fig. 2- C).

위 요척 관절의 아탈구로 내고정물을 제거하면서
변형된 Sauve- Kapandji 술식을 시행하였고 추시

증 례 3

관찰에서 굴곡 및 신전이 각각 20°, 30°, 회내 및
53세 남자 환자로 Frykman type VIII형,

회외는 각각 15°, 20°
로,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Universal 분류 type IV- C형 골절로(Fig3-A),

이 있었다.

T -형 금속판과 3개의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

합병증
원위 요척 관절의 동통이 있었던 2례가 있었으
며, 1례에서는 술후 6주경에 조기 수동적 신전 운
동시에 수장부 골편의 부분적 전위가 있었고, 1례
에서는 엄지의 장 굴곡건의 부분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금속 내고정물 제거시에 관찰되어서 건

및 5주간의 석고 고정을 실시하였다(Fig3-B). 술
후 5주째 K- 강선을 제거하였다. 요골측 경사각
및 수장측 경사각은 술전및 술후 각각 12°, - 8°
에
서 20°, 5°
로 향상되었으나 약 1년간의 추시 관
찰에서 3mm의 양성 척측 변이와 원위 요척 관
절의 동통을 호소하였다(Fig. 3- C).

봉합술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정중 신경 압박 증

고

찰

세가 근전도에서 1례에서 확인되었다. 부정유합
원위 요골 골절은 전체 골절의 17%, 전완부 골

이나 불유합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절의 75%를 차지한다고 한다8 ) . 원위 요골 골절의

증례보고

치료는 과거, 관절면 침범 여부나 골절의 양상에

증 례 1

관계없이, 보존적인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35세 남자 환자로, 추락 사고로 인한 Frykman

골절의 형태와 치료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type IV형, Universal type IV-B형 골절로(Fig.
1-A), T -형 금속판, 1개의 K-강선 및 1개의

수 있는 골절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얻을 수 있는 복잡한 골절로 여겨지고 있다13 ) .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심한 분쇄를 동반한 복

Herbert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과 6 주간의 석고

잡 골절 및 관절내 침범을 동반한 골절이 빈발하

고정을 실시하였다(Fig. 1-B). 4주후 K-강선을

고 있으며 이를 보존적인 요법으로만 치료할 경

제거하였다. 평균 요골측 경사각 및 수장측 경사

우, 정복의 유지가 어렵고 완관절의 기능 회복이

각은 각각 술전 13°, - 1°
에서 술후 20°, 11°
로향

어려울뿐 아니라 동통이 남게된다. 보고에 의하

상되었으며, 약 1년 6개월간의 추시 관찰상 운동

면 요골 원위부 분쇄상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해

범위는 굴곡과 신전이 각각 40°, 60°
였고 회내와

부학적 정복과 기능적인 회복은 서로 비례하는

회외는 각각 60°, 70°
였다(Fig. 1- C).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10 - 12 ) . Weber는 요골 길

증 례 2

이, 요골측 경사 및 수장측 경사의 회복이 예후
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13 ) , Cooney등은 불안정

26세 남자 환자로 교통 사고로 인한 Frykman

골절은 도수 정복으로 만족할 만한 정복을 얻을

type VIII형, Universal type IV-B형 골절로 27°
의

수 없거나, 심한 분쇄상 이거나 분쇄상이 심하지

요골측 경사와 - 23°
의 수장측 경사를 보였다

않더라도 20°이상의 배측 굴곡이나 10m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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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A

2 - A . Frykman type VIII형,
Universal type IV-B
fracture, radial inclination
was 27°and volar tilting
was - 23°
B . Using T -plate and Kirschner 's wire, internal fixation was done after open
reduction with volar approach. It was improved to
radial inclination 23°and
volar tilting 8°
C. By post-operative 12months,
internal fixation was removed and radiologic
follow-up was taken. On
computed tomogram, despite of 1mm articular defect,
joint was congruent.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는 핀과 석고붕
대 고정술, 경피성 핀 삽입 고정술, 골
견인 치료 및 Rush pin등 여러 방법이
알려져 왔고, Ellis의 경우는 특이한 원

B

위 요골 골절에서 관혈적 정복술을 추
천하였다16 ) . Paul 등은 골결손이나 분쇄
가 심한 경우, 수술적 정복후 내고정을
시행하고 보조적으로 외고정을하여 골
유합이 일어날때까지 관절면의 붕괴를
에방하고 골절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17 ) 최근에, 관절면 손상
과 골간단부 및 골간부의 분쇄 골절 및
골 결손을 동반하는 불안정성 원위 요
골 골절의 경우,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후 석고 고정이나 외고정 기구의 사용

C

이 증가하고 있다. 관혈적 정복은 2mm
이상의 관절면 전위, 5mm 이상의 요골

의 요골 단축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해부학

단축, 20°이상의 요골측 경사이상, 동반 상지

적 정복이 되지 않으면 수근관절 및 전완부의 운

골절, 수근골 탈구 및 연부 조직 손상등이 있을때

동 장애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하였

주로 선호되었고2 1) , 외고정 기구의 경우, 관절면

다14 , 15 ) .

에 만족할 만한 정복을 얻기가 어려우며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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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 A . Frykman type VIII형, Universal type IV- C fracture,
radial inclination was 12°
and volar tilting was - 8°.
It showed also 7mm radial
shortening.
B . Using T - plate and Kirschner 's wire, internal fixation
was done after open reduction with volar approach. It
was improved to radial inclination 20°and volar tilting 5°, but 3mm radial shortening and 2mm positive
ulnar variance was remained.
C. On post- operative 5months
follow- up, 3mm positive
ulnar variance was remained and patient complained
pain of distal radioulnar
joint.

A

인 도수 정복이 거의 불가능한 분쇄 골
절의 경우에는 시행하기가 어렵다18 ) . 본
연구에서는 도수 정복에 실패하였거나
정복의 유지가 실패하고, 수술적 정복을
하지 않았을때 요수근 관절이나 원위

B

요척 관절에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높
은 관절내 골절이나, 골편의 전위가 심
한 관절내 골절중에서 외고정 기구만을
사용하기 어려운 16례에 대하여 수장부
를 통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석
고 고정 및 외고정을 실시하였다. 관혈
적 정복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후방
도달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전방으
로 전위된 골절편이 주로 문제가 되거
나, 골절편이 후방으로 전위된 경우라
도, 분쇄가 심한 경우에는 관혈적 정복

C

후의 내고정이 어렵다. 전방 도달법은
방형회내근 밑의 연부 조직 깊게 금속 내고정물

신전건의 자극이나 신전건간막을 절개하지 않고

이 위치하므로 금속 내고정물에 의한 연부 조직

내고정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의 돌출이나 자극이 적고 후방 도달법에 비해서

위된 Smith 골절이나 전방 Barton 골절등, 제한
- 153 -

된 전방 도달법의 적응증이 되어왔던 일부의 원

었다. 치료로는 1례에서 원위 요척 관절의 외상

위 요골 골절 외에

,후방 도달법을 주로 사용

성 관절염으로 내고정물을 제거하면서 Sauve-

하더라도 후방 전위된 골절편의 분쇄 정도가 심

Kapandji 술식을 시행하였고, 추시 관찰에서 굴

하여 골편 골절의 관혈적 정복후 내고정이 어렵

곡과 신전이 각각 20°및 30°로 심한 운동 장애

게 된 경우에 후방 전위된 골절편의 정복을 수장

를 보인 경우가 1례 있었다.

5 , 19 )

부를 이용한 전방 도달법을 이용하여, 수장부의

요약 및 결론

분쇄가 심하지 않은 골편에 대해 관혈적 정복을
시행하고는 전방부에서의 내고정을 실시함으로
서 배측의 골편 골절의 신연에 의한 도수 정복 효
과를 기대하여 수술하였다.
해부학적 결과 판정에는 골절편의 만족할 만한
정복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수장측 경사각과 요골
측 경사각을 측정하였는데 각각 평균 -5.4°에
서 8.6°및 8.3°에서 17.5°로 증가하였다. 기능
적 결과 판정에는 Sarmiento 등이 기술한 demerit
point rat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Jupiter 등은
기능적 결과 판정에서 관절염 및 원위 요골골단
의 수장측 경사의 손실이 중요하고, 골절의 분류,
수장측 골편의 분쇄 정도, 관절면의 불일치, 척골
경상돌기의 동반 손상 및 동측 상지의 동반 손상

1995년 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원위 요골 골절
로 치료받은 730례중에서 전방 도달법으로 수술
을 시행하고 1년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16
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원위 요골의
Barton 's 골절 및 수배부의 골절편 분쇄가 심하
고 관절면의 침범이 있어서 도수 정복이 되지 않
고, 도수 정복후에 정복된 골절부의 유지가 안되
는 원위 요골 골절에서 전방 도달법과 수장부 금
속판 고정으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을 실시한
결과 기능적 측면에서와 해부학적 측면에서 13례
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등은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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