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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내고정에서 금속판의 선택: 잠김 금속판과 압박 금속판
(Selection of Plate in Internal Fixation of Fractures: Locking
Plate and Compressio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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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시도되었던, Lane이나 Lambotte의 금속판은 부식
37)
(corrosion)이나 낮은 강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
1949년 Robert Danis는 금속판 끝에 부착된 부가적인 나사
(worm screw)를 사용하여 골절 간격(fracture gap)을 줄이
고 축성 압박(axial compression)을 가할 수 있는 coapteur
금속판을 개발하여 골절단에 가골(callus) 형성 없이 골유
합을 이루는 일차 골유합(primary bone healing)을 유도하
였으며, 이러한 방식이 이후의 금속판을 이용한 모든 골유
합술에 영향을 미쳤다30). 골절편의 축성 압박을 위하여
Muller 등은 제거 가능한 압박 기구(removable compression
device)를 사용하였고, Bagby와 Janes는 나사머리 밑면을
원뿔형(conical shape)으로 만들어 나사를 금속판 나사구멍
26)
의 끝에 위치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1969년 역동적
압박 금속판(dynamic compression plate, DCP)이 소개되었
는데, 이 금속판에서는 나사구멍을 경사지고 평행한 원통
형(inclined and transverse cylinder shape)으로 만들고, 원
뿔형 나사를 편심성으로 삽입(eccentrically insertion)하여
구면 활주 법칙(spherical gliding principle)에 따라 자가
압박(self-compression)이 가능하게 되어 금속판 나사가 금
속판을 고정함과 동시에 지연나사(interfragmentary screw)
기능처럼 골절편에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Fig. 1)26).
타원형의 나사구멍을 이용하는 반 관상 금속판(semi-tubular plate)에서는 축성 압박이 전체의 50% 정도에서만 발
생하는데 비하여26), 역동적 압박 금속판은 충분한 축성 압
박을 가하게 되면서 지연나사 등의 방법들과 같이 사용되
어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과 절대적 안정화(absolute stabilization)를 이룰 수 있게 되면서 일차 골유합을 효과적으로
2,29)
유도할 수 있었다 .

최근에 골절 치료는 크게 금속판(plate), 골수강 내 금속
정(intramedullary nail) 그리고 외고정기(external fixator)를
이용한 골유합술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골수강 내 금속정
은 간부 또는 골간단 골절 일부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외
고정기는 절대적 안정성(absolute stability)을 확보하기 어
렵고 장기간 유지하는 동안 관리가 어렵고 감염 등의 우려
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골유합술은 금속판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최근에는 가교 금속판(bridging plate),
최소 침습 수술 등의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고 관절부의
피질골 형태에 맞춘 다양한 해부학적 금속판(anatomically
preshaped plate)이 도입되면서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이 보다 많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에서 금속판의 특성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골절의 부위 및 양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골절의 내고정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잠김 금속판(locking plate)과 압박 금
속판(compression plate)의 장단점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금속판의 변천
금속판이 골절의 내고정에 사용된 역사는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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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ynamic compression principle. Since the screw is
inserted into an inclined and transverse cylindrical holes in
DCP, the horizontal movement of the screw head can occur
along the screw hole. This movement results in movement
of the bone fragment relative to the plate and leads to
compression of the fracture site. DCP: Dynamic compression
plate.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안정화에 따른 일차 골유합은 정
확한 해부학적 정복과 내고정물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영
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골절 정복과 피질골과 금속판과의
압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골절 부위의 연부조직
에 좀 더 많은 수술적 손상을 주는 경향이 있고, 역동적
압박 금속판의 경우에는 피질골에 금속판이 광범위하게 접
촉되는 관계로 골막의 혈액 순환을 저해하여 금속판과 관
계된 골소실(plate-induced bone resorption)이 발생하며 부
골을 생성할 수도 있다26,30). 따라서, 역동적 압박 금속판을
이용한 일차 골유합 방법에서는 지연유합, 불유합, 금속판
제거술 후에 발생하는 재골절 및 금속판 아래의 피질골 소
실 등과 같은 단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16,37).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연부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생물학적 고정
(biologic fixation)방법이 제안되었고 그에 따른 금속판의
발전도 지속되었다.
1980년대 초 Wave 금속판이나 가교 금속판 방식이 개
발되어 금속판이 골절부의 근위부와 원위부만 고정하고 골
절 부위는 걸치게 함으로써 금속판의 접촉으로 인한 혈행
장애를 감소시켜 골유합을 촉진하게 하는 방법들이 제안되
25)
었다. 이후에 Perren 등 은 이전에 금속판으로 인한 기계
적 비부하로 유발된다고 여겨지던 골소실이 골괴사에 의해
유도된 피질골의 재형성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골절부
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골소실도 감소함을 밝혀냈다. 이
러한 발견에 따라 제한 접촉 역동성 압박 금속판(limited
contact-dynamic compression plate, LC-DCP)이 개발되었
는데 이는 금속판 바닥면을 일부 깎아 금속판-피질골 접촉
면을 크게 감소시켰고 그에 따라 피질골막의 혈액 순환을

좀 더 보존함으로써 금속판 밑의 골다공성 변화를 감소시
켰다30). 또한, 금속판의 밑면이 구조적이고 기하학적으로
경도가 고루 분포하도록 하여 윤곽을 잡은 후 나사구멍에
서 비틀리는(kink) 경향을 최소화하였고, 횡단면이 사다리
꼴로 되어 있어 제거할 때 금속판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되
30)
는 뼈의 손상을 감소되게 하였다 .
이러한 금속판과 피질골과의 접촉면을 감소시키는 시도
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속판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금속판들은 금속판과 피질골과의 접촉이 더욱 줄어
들면서 내고정기(internal fixator)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점
접촉 고정기(point contact fixator, PC-Fix)는 금속판 내고
정기의 최초의 형태인데, 이 금속판은 원뿔형의 나사머리
가 나사구멍에 잠기게 되어 금속판과 피질골과의 접촉은
최소화하여 금속판 아래 피질골의 혈액 순환을 최대한 유
지하면서 고정의 강도가 금속판과 피질골 사이의 압박이나
마찰이 아닌 금속판-나사 구조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어 안
정적인 구조를 유지되게 하였다24,27). 이후에 최소 침습 안
정화 시스템(less invasive stabilization system, LISS)은 외
부 조준 장치(external aiming device)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소 침습적 수술이 더욱 용이해졌다8,31). 그러나, 잠
김나사를 이용하는 이러한 종류의 금속판 내고정기에서는
나사가 금속판에 수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
어 일반 고식적 나사와 잠김나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잠
김 압박 금속판(locking compression plate, LCP)이 개발되
어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잠김나사를 사용하
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각변화 잠
33)
김 금속판(variable-angle locking plate) 도 개발되어 원위
요골 골절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잠김 금속판
1) 잠김 금속판의 특징
기능적으로 내고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김 금속판은
나사에 존재하는 나사산(thread)이 금속판의 나사산에 고정
5)
됨으로써 골절 구조에 안정성을 주는 구조이다 . 이 때 잠
김나사는 외고정기의 Schanz pin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
어 골막 압박 없이 피질골, 나사 그리고 금속판 사이의 안
7)
정된 구조를 이루게 한다 . 초기의 잠김 금속판(PC-Fix,
LISS)에 비해 최근의 잠김 금속판은 고식적 나사(conventional screw) 구멍과 잠김나사 구멍이 혼재되거나(Fig. 2)
교대로 위치하여(Fig. 3) 있어 골절 부위 및 양상에 따라
압박 금속판이나 잠김 금속판으로, 혹은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관절 인
접 부위의 피질골 형태에 맞는 해부학적 금속판이 개발되
어 다양한 부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잠김 금속판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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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bination holes of LCP (Synthes , Oberdorf, Switzerland).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Fig. 3. Alternative holes of ZPLP (Zimmer , Warsaw, IN,
USA).

박 금속판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의 원칙을 따라 사용될 수 있으나, 내고정기 금속판
혹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적용하는 금속판으로 사용할
때는 이에 맞는 수술 술기를 적절히 적용해야 바람직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단축되고 부정확한 윤곽 성형으로 인해 수술 중에 정복이
소실되는 1차 정복 소실(primary reduction loss)현상이 발
38)
생하지 않는다 .
잠김 금속판은 잠김나사의 특성으로 각 골절편에 움직임
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나사가 빠져 나오는 현상(pull out)
13)
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 따라서, 수술 후 경과 관찰 시에
전위가 발생하는 이차 정복 소실(secondary reduction loss)
현상이 덜 발생하게 되며, 구조의 안정 강도가 나사가 뼈에
고정된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 골절(communited
fracture)이나 골다공성 골절(osteoporotic fracture) 등에서
매우 유용하다9,10,13,19). 특히, 피질골의 강도가 매우 약하여
안정된 고정을 위한 회전모멘트(torque)가 나사가 피질골에
서 빠져 나오는 회전모멘트보다 강한 골다공성 골(osteoporotic bone)에서 유용하다36).

2) 잠김 금속판의 장점
20)
Mast 등 이 골절편을 노출시키지 않는 간접 정복(indirect
reduction)의 장점을 기술하고 생물학적 금속판 고정술(biological plate fix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 가교 금속
판(bridging plate)을 이용하여 골유합 시간을 줄이고, 골이
식 빈도를 낮추고,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면서
기능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14,17,18)
6)
왔으며
, Farouk 등 은 이러한 최소 침습적 수술방법
이 실제로 골조직으로의 혈액순환을 덜 저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속판과 피질골과의 접촉면을 줄인 제한 접
촉 역동성 압박 금속판의 경우 이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수술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골절-금속판 구조에서 피질골과
금속판 사이의 마찰이 중요한 안정 요소이므로 그 안정성
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잠김 금속판은 나사가
금속판 나사구멍에 잠겨서 안정성이 발생하므로 금속판이
피질골 위에 압박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골막의 혈행을 보
호하면서 그 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최소 침습적
경피적 금속판 골유합술(minimal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MIPO)에 유리하다. 또한, anatomical preshaped
plate의 고안으로 수술 중 금속판의 정확한 해부학적 윤곽
성형(anatomical contouring)이 필요하지 않아 수술 시간이

3) 잠김 금속판의 적응증
잠김 금속판을 사용할 때는 골절의 해부학적 위치, 골절
양상, 연부조직 손상, 골의 강도 및 존재하는 내고정물 등
36)
이 고려 대상이 된다 .
잠김 금속판의 장점과 이를 고려한 잠김 압박 금속판
(LCP)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Table 1).
내고정기 금속판 방식의 잠김 금속판은 주로 이차적 골
유합을 얻는 가교 금속판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장
관골의 간부(diaphysis)와 골간단(metaphysis)의 분쇄 골절
(communited fracture)이 주된 적응증이다(Fig. 4). 간부나
골간단의 단순 골절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잠김 금속판의
원칙을 잘 지켜도 지연유합을 얻는 경우가 있어(Fig. 5)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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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dication of LCP38)
As compression method
1. Simple fractures in the diaphysis and metaphysis (if precise, "anatomical" reduction is necessary for the functional outcome)
2. Simple transverse or oblique fractures with low soft tissue compromise
3. Articular fractures (butress plate)
4. Delayed or non-union
5. Closed-wedge osteotomies
As Internal fixator method
1. Multifragmentary fractures in the diaphysis and metaphysis
2. Simple fractures in the diaphysis and metaphysis (if a non-precise reduction is enough for the functional outcome)
(strictly/following of the biomiechanical principles of strain tolerance)
3. Open-wedge osteotomies
4. Peri-prosthetic fractures
5. Secondary fractures after intramedullary nailing.
6. Delayed change from external fixator to definitive internal fixation
7. Tumor surgery
As Internal fixator method and compression method
1. Articular fractures with a multifragmentary fracture extension into the diaphysis
2. Segmental fractures with two different fracture patterns (one simple and one multifragmentary)
As alternative method to intramedullary nailing and other fixation technique (femur, tibia)
1. Extension of the fractures into the joint.
2. Multifragmentary shaft and metaphyseal fractures
3. Narrow as well as very large medullary canals
4. Pre-existing bone deformity
5. Shaft fractures in children
6. Polytrauma, severe brain or thoracic injury
7. Simple shaft and metaphyseal fractures with soft tissue compromise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부조직 손상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식적 방법의
압박 금속판 적용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인공관절 치환물
이나 골수강 내 금속정과 같은 고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
서의 골절도 잠김 금속판의 효과적인 적응증이 될 수 있다
(Fig. 6). 골다공성 골절의 경우 잠김 금속판의 좋은 적응
증이지만 잠김 금속판 구조가 굴곡력(bending force)에 대
해서는 압박 금속판 구조보다 약하고, 나사와 뼈 사이에
더 강한 외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고정물 주위 골절
(peri-implant fracture)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3)
골다공성 골절에서 잠김 금속판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
32)
니다(Fig. 7) . 이외에 개방성 쐐기 절골술이나 종양 수술
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관절 내 골절이 골간단부로 연결된 경우에도 관절내 골
절부에는 일차 골유합을 얻을 수 있는 방법(compression
plating, lag screw method)을 사용하면서 잠김 금속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적응증으로 하지 골절에서 골수강
내 금속정 등의 다른 고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잠김
금속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흉곽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소아에서의 간부 골절,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장관골, 골수강이 너무 좁은 경우(Fig. 8)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잠김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 방법
잠김 금속판의 경우, 고정의 안정성과 피질골과 금속판
이 이루는 구조의 부하에 관계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한다.
이 중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금속판의 길이(length of the
plate), 나사의 종류 및 위치 그리고 피질골과 금속판 사이
11,21)
의 간격이다 .
(1) 금속판의 길이: 고식적 방법의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할 때는 골절 주변의 연부조직 손상을 가장 적게 하기 위
해서 가장 짧은 길이의 금속판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나, 최
소 침습 금속판 골유합술에서는 반대로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34). 금속판의 길이는 이론적으로는 부러진
뼈의 전장의 길이와 같을 수 있지만 부하 상태를 고려해서
내고정되는 금속판의 최소 길이는 금속판 걸침 폭(plate
span width)과 금속판 나사 밀도(plate screw density)라는
28)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Fig. 9) . 금속판 걸침 폭
은 전체 골절 길이에 대한 금속판 길이의 비율로 정의되는
데, 분쇄 골절에서는 전체 골절 길이의 2-3배, 단순골절에
서는 8-10배가 길이가 되는 금속판을 권고하고 있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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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D) A 46-year-old
male with comminuted fractures of the distal femur, patella and proximal tibia.
(E, F) Distal femur fracture
was fixed with locking compression plate (LCP), using
bridging plating technique and
bone union was achieved one
year after surgery.
(G, H) Patella was fixed with
vertical and cerclage wiring.
Intraarticular proximal tibia
fracture was fixed with LCP
and a lag screw using a compression plating technique.
Bony union was uneventfully
achieved.

판 나사 밀도는 금속판에 존재하는 전체 나사구멍의 숫자
에 대해서 나사가 삽입된 구멍의 비율로서 0.5 미만, 즉
전체 나사구멍 중 절반 이하에 나사를 삽입할 것을 권고하
11)
고 있다 . 그러나, 나사구멍이 12개 미만인 금속판에서는
금속판나사 밀도를 지키기 힘들어 12개 이상의 나사구멍이
11)
있는 잠김 금속판의 선택을 권한다 .
(2) 나사의 종류, 위치 및 수: 잠김 압박 금속판에서는 4
가지 종류의 나사를 사용할 수 있다. 고식적인 피질골 나
사와 해면골 나사(conventional cortical and cancellous
screw)는 다양한 각도로 삽입이 가능한 반면, 자가 드릴
(self-drilling) 및 자가 탭(self-tapping) 기능이 없다. 잠김나
사의 경우에는 삽입 각도가 5도 이상 벗어난 경우 안정성
이 상당히 감소하므로 조준을 위한 도구(locking drill
guide)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15). 자가 드릴 잠
김나사는 주로 단측 피질골 고정(monocortical fixation)에

사용되며 자가 탭 잠김나사는 양측 피질골 고정(bicortical
fixation)에 사용되는데, 단측 피질골 고정의 경우 나사의
유효 길이(working length)가 너무 짧아지는 단점이 있어
비교적 골질이 좋은 간부 골절에 사용되고 골다공성 골절
에서는 주로 양측 피질골 고정 방식을 사용한다11).
34)
Stoffel 등 의 연구에서 나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골절부
에서 첫 번째 나사까지의 거리가 축성 강도(axial stiffness)
와 회전 강도(torsional rigidity)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나사의 수에 있어서는 나사의 갯수가 늘어도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차 골유합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
기에는 한쪽 골편에 대해 2개의 단측 피질골 고정만으로도
11)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 이 경우 환자의 골질이 좋고 나사
가 매우 정확히 고정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각 골절편에 최소한 3개를 사용하는 것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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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다. Stoffel 등은 각 골편에 삽입되는 네 번째 나
사가 굴곡력에는 큰 기여가 없으나 회전 강도에는 기여하

Fig. 5. (A) A 32-year-old female with simple fracture of the
distal tibia and fibula.
(B) Distal tibia was reduced and fixed with LCP using
MIPO technique. Five months after operation, delayed union
was seen.
(C) Complete union was achieved at one year postsurgery.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MIPO: Minimal invasive
percutaneous plate osteo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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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지에서는 각 골절편에 2-3개,
상지에서는 각 골절편에 3-4개의 나사를 고정할 것을 권고
34)
하였다 .
(3) 피질골과 금속판 사이의 간격(clearance): 일반적으로
고정기의 원칙으로는 피질골과 금속판의 간격이 넓어질수
9,34)
록 안정성이 떨어진다 . 하지만, 금속판이 피질골과의 접
촉이 적어지며(간격이 증가하며) 변형력(strain)이 많이 가
해지는 경우 구조의 단면적이 넓어지고 이차 골유합을 촉
진하는 효과가 있어 수술 후 생체 내 강도가 더 높아지는
35)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 역동적 압박 금속판을 대조
군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간격을 2 mm 이하로 할 것
1)
을 권고하고 있다 .

5) 잠김 금속판 사용시 주의할 점
잠김 압박 금속판은 복잡한 골절 양상에 최소 침습적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 전 계획을 충실히 세우
고, 고정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며 금속판의 적응과 제한
36)
을 잘 파악해야 한다 . 잠김 금속판을 적용할 때 locking
drill guide 같은 조준을 위한 도구나 적정한 정도의 나사
삽입을 위한 torque-limited screw driver의 사용이 필수적
이다.
또한, 간접 정복의 경우 골절부의 정복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며, 정복을 금속판 자체로 유도하려고 하면 부정정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절 정복을 위해 여러
종류의 pulling device, Schanz pin 또는 고식적 나사를 사

Fig. 6. (A, B) A 71-year-old
female with periprosthetic fracture of the distal femur above
the femoral compon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 The fracture was percutaneously reduced and fixed
with periarticular LCP.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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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B) A 74-year-old female with long spiral fracture of the distal femur with the fracture extension into a lateral
femoral condyle (black arrow).
(C) The fracture was fixed with LCP using MIPO technique.
(D) Two months after surgery, she slipped down and peri-plate fracture occurred at the proximal end screw site.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MIPO: Minimal invasive percutaneous plate osteosynthesis.

Fig. 8. (A) A 64-year-old male with multifragmentary fracture
of the femur shaft with canal diameter of 7 mm.
(B) The fracture was reduced using percutaneous wiring and
fixed with LCP using MIPO technique.
(C) One year after surgery, union was obtained around fracture
segments.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MIPO: Minimal invasive
percutaneous plate osteosynthesis.

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정복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정복
을 하는 것이 좋다. 간접 정복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정렬이 맞지 않아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관절면의 부정정렬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중에 골절된 부위의 길이 및 회전 또는 각변형 발생
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정렬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 중에 건측과의 비교 및 정확한 측면 사진을
얻는 등의 기술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전체 정렬 및 길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고정기를 사용하여 정복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압박 금속판 방식에서는 구조물의 실패가 주로 나사의
pull out이나 이완(loosening)에 의해 발생하지만, 잠김 금
속판에서는 특히 골다공성 골에서 구조물 주변의 골에 파
손이 발생하여 관절 내로 나사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23)
있다 . 또한, 골유합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체중 부하 등을 통해 나사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적절한 유효 길이의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판의
파절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질골과 금속판의 간격이
너무 클 경우에는 연부조직 자극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골절은 잠김 금속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골간부나 골간단부의 단
순 골절의 경우에는 잠김 금속판을 사용하는 원칙을 지키
지 않는 경우 지연 유합이 발생할 수 있다(Fig. 5)12,22). 골
다공성 골절에서 단순히 잠김 금속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기계적 강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
야 하며, 고식적 나사와 잠김나사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3,4)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Anatomically precontoured plate의 경우 삽입구(entry
point)를 잘못 결정하게 되면 금속판이 편심성 위치를 하

99

골절 내고정에서 금속판의 선택: 잠김 금속판과 압박 금속판

Fig. 9. The schematic drawing showing the plate length
and plate screw density in a
bridging plating technique
using LCP in a comminuted
fracture of the distal femur.
The overall plate screw density of the construct in this
example is 0.47.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게 되어 고정 방향이 정해져 있는 잠김나사가 피질골에 제
대로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이다11).

3. 압박 금속판
1) 압박 금속판의 특징
압박 금속판은 골절편에 대한 직접적인 해부학적 정복을
시행하고 절대적 안정화를 통해 일차 골유합을 이루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금속판이다. 실제 안정성은 금속판과
피질골 사이의 마찰력에 의하며, 골절편 사이의 축성 압박
에 의해 강화되는데, 절대적 안정화을 얻기 위해서는 굴곡,
신연, 전단 및 회전의 모든 외력을 중화할 정도로 골절 부
위 단면 전체에 충분한 축성 압박을 가해져야 한다. 금속
판으로 골편간 압박을 얻는 방법으로는 긴장 장치(tension
device)를 이용하는 법, 역동적 압박 원칙을 이용하는 방법
(DCP/LC-DCP), 금속판의 윤곽조정(과굴곡)에 의한 방법 그
리고 금속판 나사구멍을 통한 지연나사의 추가 방법 등 4
30)
가지가 있다 .
압박 금속판의 종류로서 반 관상 금속판, 재건 금속판
(reconstruction plate), 역동적 압박 금속판, 제한 접촉 역
동적 압박 금속판 등이 있으며, 잠김 압박 금속판도 고식
적 나사구멍을 이용하여 압박 금속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압박력의 고른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미리 모양을 맞춘
30)
(pre-bending) 금속판의 사용이 필요하다 .
반 관상 금속판 및 재건 금속판은 타원형의 구멍을 가지
고 있어서 축성 압박이 전체의 50% 정도에서만 발생하는
26)
데 비해 , 역동적 압박 금속판이나 제한 접촉 역동적 압
박 금속판은 경사진 금속판 구멍을 가지고 있어 신뢰할 만
한 축성 압박을 보여주지만 얻을 수 있는 압박력은 긴장

30)

장치에 의한 것보다는 낮다 .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는 2
번째, 3번째 편심성 나사 삽입을 통해 좀 더 많은 축성 압
박을 가하는 방법을 이용해왔으며 최근의 생역학 연구에서
도 이러한 방식으로 더 많은 축성 압박이 가능함을 보여주
3)
었다 . 잠김 압박 금속판에서는 압박을 위한 금속판 나사
구멍의 길이가 역동적 압박 금속판에 비하여 짧아서 2번째
편심성 나사 삽입은 불가능하지만 첫 번째 편심성 나사 삽
입으로 역동적 압박 금속판 정도의 축성 압박을 얻을 수
있다3).

2) 압박 금속판의 적응증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이 필요한 때 적용된다. 대표적인
적응증은 관절 내 골절이며 관절 내 골절을 정확히 정복하
고 유지하기 위해 한 골절 부위에 2-3개의 금속판을 이용
할 수 있고, 지연나사 혹은 K 강선 등을 동반하여 사용할
수 있다(Fig. 4G, H) 골간부 혹은 골간단부의 단순 골절의
경우 골절 부위의 정확한 정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잠
김 금속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연유합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연부조직에 문제가 적은 경우에는 압박 금
속판을 이용한 고정의 중요한 적응증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고정 방법을 통해서 골유합을 얻지 못한 지연유합이
나 불유합의 경우에 골이식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Fig. 10), 폐쇄성 쐐기 절골술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3) 압박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 방법
수술 중에 골절 부위에 안정적인 압박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첫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나사구멍의 모
양을 이용한 역동적 압박이 가능하다. 둘째로 지연나사를
중립화 금속판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 간부 골절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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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피질골을 압박하고 안정성이 추가되게 된다.
압박 금속판을 사용할 때, 특히 골절선을 가로질러 지연
나사를 삽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뼈의 해부학적 모
양에 맞도록 윤곽을 바꿔줄 필요가 있고 anatomically preshaped 금속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차 정복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
로 전후로 굽히게 되면 금속판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
야 한다.

Fig. 10. (A) Malalignment and nonunion was shown eight
months after intramedullary (IM) nailing was performed for
segmental subtrochanteric femur fracture.
(B) Revision surgery with blade plate using compression
method was performed with autoiliac bone grafting after
removal of the IM nail.

뼈에 올바르게 삽입된 지연나사는 다른 방법들보다 더 강
력한 안정성을 나타내므로 골절 유형이 허락한다면 항상
지연나사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연부조직 손상을 막기 위
해 금속판을 통한 나사 삽입이 권고된다30).
세 번째 방법은 간부에 발생한 횡 골절(transverse fracture) 혹은 단 사상 골절(short oblique fracture)에서는 지
연나사를 삽입할 자리가 없는 경우로서 이러한 유형의 골
절에서는 전완골을 제외하고 골수강 내 금속정을 이용한
고정의 대상이 되지만 금속정 삽입이 불가능하거나 적응이
되지 않으면 압박 금속판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적당한
압박을 얻기 위해 긴장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시에
사상 골절에서 움직이는 골편의 스파이크 같은 부위가 금
속판과 금속판이 고정된 다른 주 골편 사이에 생긴 공간속
으로 압박되게 하여야 긴장을 줄 때 전위가 발생하지 않는
다. 이때 축성 압박 후에 골절선을 가로지르는 지연나사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금속판을 미리 과굴곡하여 적절한 압박
을 얻는 방법이다. 횡골절이 있을 때 일직선의 금속판을
적용하면 금속판과 가까운 피질골에 작용하는 압박력이 먼
피질골에 작용하는 것보다 커지게 되어 먼 쪽의 피질골이
벌어지고, 미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연나사를
추가적으로 삽입할 수 없다면 반드시 금속판을 미리 과굴
곡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굴곡된 금속판을 적
용하고 긴장 장치로 당기면 과굴곡된 금속판이 펴지면서

4) 압박 금속판의 단점
오랫동안 확립된 내고정 방법으로 안정적인 피질골-금속
판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정확한 정복 및 피질골
에의 금속판 압박을 위하여 연부조직 손상이 많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지연유합, 제거 후 재골절 그리고 감염 등
의 합병증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금속판의 윤곽 성형이
잘못된 경우 정복하는 도중 골절편의 전위가 일어나는 일
차 정복 소실이 발생하게 되며, 피질골의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나사가 피질골 밖으로 pull out 되면서 정
복이 소실되는 이차 정복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압박 금속판을 이용하여 골절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골 상태 및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이 필수적이다.

요

약

골절의 내고정에는 골절 부위 및 양상에 따라 다양한 금
속판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anatomically preshaped
plate가 개발되면서 관절 내 골절에서도 용이하게 금속판
내고정술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골절부의 혈액 순환과 연
부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골유합률을 높이는 최소 침
습적 골유합술이 시행되면서 금속판 내고정술을 이용한 만
족스러운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최근에 개발되어 사용
하는 주된 금속판인 잠김 압박 금속판은 고식적 나사구멍
과 잠김나사구멍 모두 가지고 있어 부위에 따라 잠김 금속
판 또는 압박 금속판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강한 압박력에 의한 일차
적 골절 치유가 필요한 관절 내 골절이나 불유합과 같은
적응증에서 일차적으로 압박 금속판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
다. 따라서, 골절 부위 및 양상, 골질에 따라 적절한 금속
판을 선택하고 각각의 내고정 원칙에 따라 고정하여 다양
한 골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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