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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distal radius fractures are currently being treated with anterior plating using anatomical precontoured locking compression plates via the anterior approach.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x the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because these anatomical plates should be placed proximally to the watershed line. There were just a few methods of fixation for this fragment on medical literature. Herein, we
introduced a tension band wiring technique for fixation of a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in the
distal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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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원위 요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전방접근법을 통

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좋은 임상결과를 얻

해 해부학적 모양에 맞게 설계된 잠김금속판을 이용한 고정

었던 증례들을 바탕으로 장력대강선술식을 이용한 관절 가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수장부 관절면에 인접한 가장

장자리 골절편 고정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자리 골절편을 동반한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해서는 이러한 잠
김금속판으로는 고정이 용이하지 않다(Fig. 1). 그럼에도 현

본 보고에 사용된 사진들은 모두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재 이러한 관절 가장자리 골절편에 대한 고정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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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circles with the dotted line) with a comminuted metaphyseal fracture of the distal radius on plain radiography. (B) Three-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scan also shows the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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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wo K-wires were inserted from the distal edge of the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to the posterior cortex proximally and posteriorly
after reduction with pointed forceps through the modified Henry approach. (B) The position of two K-wires was checked on th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view of the C-arm image.

증례 보고

않도록 제 위치에 잘 위치시킨 후 금속나사를 삽입하여 고정
한다. 이때 골간부에 넣을 수 있는 금속나사 구멍 하나는 비

환자를 일반 수술 테이블에 앙와위로 눕힌 후 환측 상지에

워 놓는다. 금속판 고정 후 강선을 관절 가장자리 골절편에

지혈대를 하고 일반적인 수술 소독을 시행하였다. 지혈대 압

거치시켜 놓은 K-강선의 뒤로 통과시킨 후 금속판 전방 근위

박을 한 후 손목 전방에서 요수근굴곡건의 건막을 자르고 요

부에서 교차시킨다. 앞서 비워 놓았던 골간부 금속나사 구멍

수근굴곡건을 척측으로 당겨 요수근굴곡건 구획의 바닥으

을 통해 피질골 나사를 삽입하고 완전히 조여 주기 전에 교차

1)

로 접근하는 변형된 Henry 접근법 을 통해 골절 부위를 노출

시켜 놓았던 강선을 걸어 준다. 그 다음 강선을 매듭부에서

시켰다. 골절 부위의 혈종 등을 씻어내고 겸자 등을 이용하여

천천히 꼬아 압박력이 가해지도록 한 후 충분한 압박력이 걸

골절편들을 정복하였다. 2개의 1.5 mm K-강선을 관절 가장

리면 피질골 나사를 완전히 조여서 고정해 준다. 고정이 끝나

자리 골절편의 전방 원위 관절면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근

면 K-강선을 최대한 골절편에 가깝게 구부리고 끝부분을 절

위 후방으로 전진시켜 고정시킨 후 거치시켜 놓는다. 이때 K-

단한 다음 조금 더 전진시켜 최대한 돌출되지 않도록 해준다

강선의 끝이 원위 요골 후방 피질골에 살짝 걸치도록 하고 튀

(Fig. 3). 고정이 끝난 후 C-arm으로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어나오지 않게 하며 C-arm으로 위치를 확인한다(Fig. 2). 원

창상 세척하고 절개 부위를 층별로 봉합하고 수술을 마친다.

위 요골 잠김금속판을 watershed line의 원위부로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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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sion band wiring for the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after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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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diologic union (A) and near full fuctional recovery (B) were achieved at postoperative 6 weeks.

1. 증례 1

되었다(Fig. 5). 위에서 기술한 수술 술기대로 장력대강선술
식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후방으로 돌출된 K-강선으로 손목

추락 후 발생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로 응급실을 통해 내

굴곡 시 약간의 자극증상이 있었으나 수술 후 2년 뒤 금속제

원한 40세 남자 환자의 손목 단순방사선검사 및 컴퓨터 단층

거를 하고나서 별다른 합병증 없이 완전히 기능 회복을 하였

촬영 결과 수장부에 골간단부 분쇄골절을 동반한 관절 가장

다(Fig. 6).

자리 골절이 관찰되었다(Fig. 1). 위에서 기술한 수술 술기대
로 장력대강선술식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별다른 합병증 없

고 찰

이 수술 후 6주째 완전한 골유합을 얻었다(Fig. 4).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해 전방접근법을 통해 해부학적 모양

2. 증례 2

에 맞게 설계된 잠김금속판을 이용한 고정 방법은 후방접근
법을 이용한 고정 방법에 비해 공간이 넓고 평평해서 금속판

추락 후 발생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로 응급실을 통해 내

을 대기 용이하고 혈류가 좋으며 대부분 원위 요골 골절 시

원한 46세 여자 환자의 손목 단순방사선검사 및 컴퓨터 단

전방 피질골은 후방 피질골에 비해 분쇄가 심하지 않아 정복

층촬영 결과 골단부에 단순형의 관절 가장자리 골절이 관찰

이 쉬워 널리 사용된다.2) 하지만 전방 금속판 고정 시 금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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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The simple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of the distal radius on plain radiography. (B) Three-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scan
also shows more clearly the volar articular marginal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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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graph. Protrusion of the K-wire was seen on the oblique view (circle with the dotted line). (B) Complete
union was seen on the postoperative 1-year X-ray. (C) Deficit of wrist flexion still remained due to protrusion of the K-wire at postoperative 1-year
follow up. (D) Postoperative X-ray after implant removal. (E) The deficit of wrist flexion was full recovered after removal of the implant.

이 watershed line의 원위부로 올 경우 굴곡건과 마찰을 일으

가장자리 골절이 있을 경우 금속판을 통한 금속나사로는 이

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watershed line의

골절편을 고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골절편에 대해서 손상이

2)

근위부에 위치해야 하는데, watershed line의 원위부로 관절

없는 수장부 관절막 및 인대를 이용하여 강선 매듭만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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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했던 술기가 소개된 적이 있으나3) 이는 주로 관절연골의

고 생각된다.

작은 골편들을 고정할 때 사용되었으며 손상이 큰 경우는 고
정력이 약해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원위 요골 골

요 약

절이 분쇄가 심해 각각의 골편에 대해 정복을 하고 고정을 할
경우 각 골절편에 맞는 금속핀과 금속판을 이용하여 고정하
4)

대부분의 원위 요골 골절은 전방접근법을 통해 해부학적

는 방법 을 통해 수장부 관절 가장자리 골절에 대해 고정을

잠김금속판을 이용한 고정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볼 수 있겠으나 이런 경우는 특수 제작된 기구 및 내고정

수장측 관절면을 침범한 가장자리 골절의 경우 해부학적 잠

물이 필요하여 대중적이지 못하다. 또한 가장자리 골절이 단

김금속판을 watershed line의 원위부로 위치시킬 수 없어 금

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위 요골 골간단부의 주된 골절

속판을 통한 고정이 어렵다. 지금까지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편과 동반되어 수장부의 해부학적 잠김금속판과 같이 사용

관절 가장자리 골절을 고정하기 위한 술기를 찾아 보기 어렵

을 해야 할 경우 동시에 고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다. 이에 관절 가장자리 골절편을 장력대강선술식을 이용하

전에도 원위 요골 골절을 장력대강선술식으로 고정하여 치료

여 고정하는 술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5)

하는 술기가 소개된 적이 있으나 이는 원위 요골의 수장부

색인 단어: 원위 요골, 관절 가장자리 골절, 전방접근법, 장력

해부학적 잠김금속판이 개발되기 전에 주로 외고정기와 같이

대강선술식

사용하여 치료한 술기로 관절 가장자리 골절편에 사용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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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위 요골 골절에서 K-강선을 이용한 고정 방법은
많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6) 특히 강선의 길이가 길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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