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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Fixation for Distal Radius Fractures
Bong Cheol Kwon

External fixation with or without ancillary K-wire fixation, once being o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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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popular methods of surgery for unstable distal radius fractures, is now
losing its position due to a recent surge in the use of volar locking plates.
However, these changes are not firmly grounded on scientific evidence. Recent
clinical trials showed that a similar wrist function was achieved when the use of
external fixation was compared with that of volar locking plates at 1 year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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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for the treatment of unstable distal radius fractures, even though the
rate of functional recovery was slower in the former. In addition, it is still a
question whether additional costs and time paid for volar locking plates can be
justified by such a small gain in wrist function. We will review recent studies
comparing external fixation with volar locking plates regarding wrist function
and costs, and discuss current indication of external fixation for unstable distal
radius fractures.
Keywords: Distal radius fracture, External fixation, Volar locking plate, Outcome,
Wris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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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계에서 외고정 장치가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원위 요골 골절은 상지의 골절 중 가장 흔한 골절로 전체 골
절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발생 빈도는 20
대와 60대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로 발생 빈도도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경제적인 중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
원위 요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 각 고정 전방
잠김 금속판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수술 방법이다. 하지만
각 고정 전방 잠김 금속판 사용량의 증가가 과학적인 근거보
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4. 본 종설에
서는 각 고정 전방 잠김 금속판이 지배하는 원위 요골 골절의

각 고정 전방 잠김 금속판은 현재 원위 요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도구이다. 이 금속판은 기존의
전방 금속판과 달리 해부학적인 형태여서 전방으로 접근해도
후방으로 전위된 원위 골절편을 정복할 수 있으며 잠김 나사
원리를 적용하여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도 나사 풀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5. 매우 견고한 고정이 가능하여 수술 후
조기에 가벼운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재활치료도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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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작할 수 있는 만큼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 물론 골절
부위에 도달하기 위해 피부와 근육, 그리고 건의 절개가 필요
한 매우 침습적인 방법이고 건 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은 있다.
그렇다면 각 고정 전방 잠김 금속판은 외고정 장치에 비해
어느 정도나 나은 결과를 보일까? 최근에 보고된 메타 분석 연
구 결과들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Li-hai 등6은 불안정
성 원위 요골 골절에서 각고정 전방 잠김 금속판과 외고정을
비교한 6개의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검증된 주관적인 기능 평가도구 중 하나
인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DASH) 점
수는 금속판 군에서 3, 6, 12개월째 모두 유의하게 좋았지만,
3개월째 점수에서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차이
(minimally important clinical difference)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평균 차이=15.58). 파악력은 3개월째에만 유의하게 금
속판 군에서 높았다. 또 다른 기능 평가도구인 patient rated
wrist evaluation (PRWE) 점수는 3개월째에만 금속판 군에
서 유의하게 낮았고 6개월 및 12개월째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시각 통증 척도 점수는 6개월째에만 금속판 군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관절 운동 범위는 금속판 그룹에서 3개월
째에는 신전과 회외전이, 6개월째에는 외회전만이 유의하게
좋았으나 12개월째는 모든 방향의 관절 운동 범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학적인 지표는 척측 변이만 금속판 군
에서 유의하게 작았는데 그 차이는 평균 0.82 mm였다. 합병
증의 발생률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pintrack감염 빈도는 외고정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risk
ratio=0.11, 95% confidence interval [CI], 0.02-0.59) 재수
술률은 금속판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risk ratio=3.83, 95%
CI, 1.91-7.70). 흥미로운 것은 건 파열의 경우 예상과 달리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 파열의
종류는 수술 방법간 차이가 있는데 외고정의 경우 주로 장 무
지 신건의 파열이었고 내고정의 경우 주로 굴곡건 파열이었
다. Li-han 등의 연구보다 이전에 보고된 메타 분석 연구들의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7,8. 요약하건대, 수술 후 초기에 전방 잠
김 금속판은 외고정에 비해 더 나은 기능적 회복을 보이지만
수술 후 1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미미해진다. 합병증의 발생률
은 비슷하지만 재수술 가능성은 전방 잠김 금속판에서 외고정
에 비해 3-4배 높다.

비용
다양한 치료법이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면 비용이 치료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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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한 기준이 될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위 요골 골절의 치
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노인 인구
의 증가뿐 아니라 전방 잠김 금속판 사용의 급격한 증가가 지
목되고 있다9. 미국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1995년에는 노인 원
위 요골 골절 환자 중 내고정 수술을 받은 비율이 3%에 불과했
지만 2005년에는 15%로 10년만에 5배 증가하였다9. 2007년
도 미국 메디케어 데이타 베이스에 있는 85,869명의 노인 원
위 요골 골절 환자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고정을 이용
한 수술 건수는 전체 요골 골절 치료의 17%로 핀고정에 비해 2
배, 외고정에 비해 17배 많았다. 또한 환자 1명당 치료비도
3,832불로 핀고정에 비해 37%, 외고정에 비해 32% 비쌌다.
2007년 한해 메디케어에서 노인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한 치료
비용으로 지불한 돈은 총 1억 7천만불이었는데 만일 내고정 수
술률이 50%에 도달하면 관련 치료 비용은 2억 4천만불로 증
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내고정 수술률의 증가만으로 원위 요골 골절 치
료 비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9.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전방 금속판의 고비용
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의 연구들이 전방 금속판과 단순 핀 고정술을 비교한 연구들
이라 본 종설의 주제에서 좀 벗어난 듯 하지만, 전방 금속판의
고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
자 한다. 캐나다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핀고정
법으로 수술한 20명의 원위 요골 골절 환자와 전방 잠김 금속
판으로 수술한 24명의 원위 요골 환자를 임상결과와 비용에
대해 비교하였다10. 3개월, 6개월, 12개월에 측정이 이루어졌
는데 두 군 간의 PRWE 점수는 차이가 없었고 방사선학적 지
표는 radial height만 핀고정 군에서 평균 0.72 mm 유의하게
짧았다. 전방 잠김 금속판군은 수술 시간에서 평균 114분으로
핀고정군의 87분보다 유의하게 오래 걸렸으나, 수술 후 외래
방문과 방사선 촬영 횟수에서 더 적었다. 전방 잠김 금속판의
비용은 1,637불로 핀고정의 734불에 비해 매우 높았다. 영국
에서 시행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1. 핀고정군 10명과
내고정군 10명을 비교한 이 연구에서 수술 시간은 56분 대
121분으로 핀고정군에서 훨씬 짧았고 치료 비용도 662파운드
대 2,212파운드로 핀 고정군에서 훨씬 저렴하였다.
전방 잠김 금속판이 외고정에 비해 임상 결과의 결과의 우
수성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면 그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했을 뿐 효용성 관점
에서의 비교는 시행하지 않았다. 전방 잠김 금속판 수술을 받
은 환자는 더 빨리 손목의 사용이 가능하고 업무 및 스포츠 활
http://www.jks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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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의 복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내
고정으로 한 달 정도 빨리 업무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근로
자 입장에선 한 달 치 임금만큼 손실을 덜 입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선 근로자의 한 달 생산량을 덜 손해 본 것 이므로 한달
치 임금 혹은 생산량의 가치에 따라 전방 고정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부담할 가치가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전향적
임상 시험을 통해 자세한 비용-효과 분석을 함으로써 원위 요
골 골절에서 내고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고정 장치의 단점및 금기증

각 수술 방법의 적응증을 더 세밀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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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요골 골절의 외고정술
권봉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외고정 장치는 원위 요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서 한때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였지만, 최근 전방 각고정 잠김 나
사 금속판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강력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것
이 아니다. 최근 보고된 전향적 비교 연구들에 의하면 외고정 장치를 쓴 경우와 전방 각 고정 잠김 나사 금속판을 쓴 경우
를 비교했을 때 손목 기능은, 비록 전자의 경우가 더 느리게 회복되긴 하지만, 수술 후 1년째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방 각 고정 잠김 나사 금속판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 종설에서는 원위 요골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외고정 장치와 전방 각 고정 잠김
나사 금속판을 손목 기능 회복과 비용면에서 비교해보고 외고정 장치의 적응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색인단어: 원위 요골 골절, 외고정, 전방 잠김 금속판, 결과, 손목, 비용

접수일 2015년 6월 10일 수정일 2015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15일
교신저자 권봉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TEL 031-380-3770 FAX 031-382-1814
E-mail bckwon11@gmail.com

88

http://www.jkss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