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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clinical outcome of “modified Bouquet technique”, as a simple and effective internal fixation with Kirschner-wire for the metacarpal neck fractures.
Methods: Sixty-seven patients with metacarpal neck fracture treated by modified Bouquet technique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operation time and
removal time were evaluated. For radiologic evaluation, posterior angulation
of fracture and metacarpal shortening were measured pre and postoperatively.
For clinical evaluation, range of motion of metacarpophalangeal joint, Green
and O’Brien score were evaluated.
Results: Preoperative neck shaft angle of metacarpal bone was 46.0° and length
of metacarpal bone was 51.2 mm, and postoperative neck shaft angle was 24.4°
(p=0.003) and length of metacarpal length was 52.8 mm (p=0.031) in average.
The mean range of motion was 86.6° and Green and O’Brien score was 96.1
points at last visit. We had one complicated case with type II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of affected hand with hypertrophic scar formation.
Conclusion: Modified Bouquet technique for metacarpal neck fracture is a
good method using just two K-wires, plier and mallet without electric devices in
short operation time. The technique can correct angulation of fracture site, rotation of finger and metacarpal shortening by controlling inserted K-wires with
high bone union rate with less joint stiffness.
Keywords: Metacarpal, Neck fracture, Anterograde intramedullary fixation,
Modified Bouquet technique

서론
중수골 경부 골절은 전체 수부 골절의 약 30%를 차지하는
1

합병증이 남을 수 있다2-4. 중수골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
법으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과 Kirschner 강
선(K-강선)을 이용한 경피적 고정술 혹은 외고정 장치를 이

흔한 수부 손상이다 . 후방 각 형성이 도수 정복으로 회복되지

용한 고정술 등 골절의 형태, 연부 조직 상태 혹은 술자의 선

않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복 소실이 오는 경우 수

호도에 따라 다양한 고정법이 사용된다5-12. 이 중 K-강선을

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불안정 골절에서 적절한 정복을 얻지

이용한 경피적 고정술이 가장 흔히 사용되며, 교차 핀 고정

못하면 회전 변형에 의한 수지 중첩, 중수골 단축으로 인한 중

(cross pinning), 횡 중수골 고정(trans-metacarpal pinning) 및

수근 관절의 함몰 및 파악(power grip) 시 수장부 불편감 등의

골수강 내 고정법(intramedullary pinning)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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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cher7가 1995년 2-3개의 K-강선을 이용하여 순향
적 골수 내 고정(antegrade intramedullary fixation)을 시행
하면서 마치 꽃의 다발과 유사한 형태라 하여 부케(Bouquet:
arrangement of cut flowers) 수술법이라 정의한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부케 수술 방법은 제5중수골 기저부에
2 cm 가량 절개를 가하고 골막을 노출시킨 후 삽입구를 만들

어서 0.8 mm 직경의 K-강선을 3개 이상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에 저자들은 기존의 Bouquet 방법을 변형하여 절개를 가하
지 않고, 1.25 mm 직경의 K-강선 두 개만을 사용하여 전기
혹은 공기압 기구 없이 효과적으로 중수골 골절을 정복 및 고

Fig. 1. Surgical instruments: one 1.6 mm K-wire, two 1.25 mm Kwires, plier, mallet and wire-cutter.

정하여 좋은 임상 결과를 얻어, 그에 대한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하여 중수골 기저부에 삽입부를 만들었다(Fig. 2A). 중수골 기

대상 및 방법

저부는 피질골이 얇고 해면골로 이루어져 전기 기구(electric
device)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으로도 쉽게 삽입부를 만들 수

1. 연구 대상

있고, K-강선을 원을 그리면서 2-3회 가량 회전하면 삽입부

2010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본원에서 변형된 Bouquet

가 확공된다(Fig. 2B). 다음으로 1.25 mm 직경의 K-강선 두

수술법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중수골 경부 골절 환자를

개의 끝부분을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미리 구부린 후(Fig.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순향적 K-강선 고

2C), 반대편은 곡선의 방향과 동일한 평면에서 90°로 굽혀 추

정술의 적응증은 후방 각 형성 30° 이상, 인접 수지와의 교차

후 곡선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구부린 K-강선을 삽입

및 중수골 경부 후방의 분쇄가 있어 도수 정복 및 부목 고정으

부로 밀어 넣은 다음 플라이어로 잡고 망치로 조금씩 치면 드

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하였다. 중수골두 분쇄 골절이 동반

릴 없이도 충분히 원위부로 전진이 가능하며, 이 때 구부린 끝

된 경우, 중수골 간부까지 골절선이 연장되거나 간부의 나선

이 수장부를 향하도록 하였다. K-강선의 끝이 골절선을 지나

형 골절은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중수골 골두에 다다르면 두번째 K-강선을 같은 방법으로 삽

방사선학적 평가는 수술 전, 후에 촬영한 수부 단순방사선

입하였다(Fig. 2D, E). 두 개의 K-강선이 비슷한 위치까지 전

사진 중 30° 회내 사면 사진에서 후방 각 형성을, 전후면 사진

진한 상태에서 각각 반대의 방향으로 약 90°-180° 가량 회전

에서 중수골의 단축을 수술과 관계 없는 두 명의 정형외과 전

시키고(Fig. 2F), 영상 증폭 장치로 골절 부위의 후방 각 변형

문의가 계측하여 평균을 낸 후 건측과 비교하였다. 수술에 소

이 정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골절 정복 및 고정이 만족스러

요된 시간, K-강선 제거 시기, 추시 기간을 분석하였다. 임상

우면, 수지의 회전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수지의 교차

적 평가로 마지막 추시에서 중수근 관절과 수근 관절의 관절

가 있다면 그 상태로 수지를 교차의 반대방향으로 지긋이 회

운동범위와 Green and O’Brien score를 측정하였다. 통계 분

전시켜 변형을 교정하거나 K-강선을 회전하여 교정하기도 하

석은 PASW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

였다. 고정이 완료되면 중수골 기저부의 삽입 지점에서 K-강

하여 paired t-test로 검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선을 90°로 꺾은 후 피부를 최대한 밀면서 가장 가깝게 잘라
(Fig. 2G) 피부 안쪽에 K-강선의 절단부위가 위치하도록 하였
다. 수술 후 4주간 기능적 위치에서 단상지 부목 고정을 시행
하였으며, 수술 4주 경과 후 시행한 방사선 사진에서 골 유합

2. 수술 방법
수술은 1.6 mm 직경
두 개, 플라이어, 망치,

K-강선

K-강선

한 개, 1.25 mm 직경

K-강선

이 만족스러운 경우 국소마취하에 K-강선을 제거하였다.

절단기 만을 이용한다(Fig. 1).

환자를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 앙와위로 눕히고 전완부를 회

3. 재활

시행하였다. 우선 후방 각 변형을 도수 정복한 다음, 전기 혹

수술 후 4주가 경과한 시점에서 단상지 부목을 제거하고 이
후 4주간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해 중수지 관절 및 지

은 공기압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직경 1.6 mm K-강선을 이용

간 관절의 수동적 및 능동적 관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내전하여 영상증폭장치 위에 수부가 놓인 상태에서 수술을

138

http://www.jkssh.or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Yong-Gyu Sung, et al. Modified Bouquet Technique for Treatment of Metacarpal Neck Fractures

A

B

D

E

C

F

Fig. 2. Surgical procedure. (A) Insert 1.6 mm K-wire to make entry hole for insertion of prebent K-wires at dorsoulnar aspect of metacarpal base. (B) Rotate
the K-wire for widening the hole. (C) Two 1.25 mm K-wires were prebent before
insertion. (D) Inserted prebent K-wire through the hole using plier and mallet. (E)
Advance two K-wires distally. (F) Reduce the fracture site by rotating K-wires. (G)
Cut K-wires as short as possible to bury the tips beneath skin.

G

였다. 골 유합이 완료될 때까지 10주간은 운동이나 물건(3 kg
이상)을 드는 행동은 제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은 총 67명이었으며, 남자가 66명, 여자가 1
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2.0세(범위, 18-70세)이었다. 54예에
서 우측 수부, 10예에서 좌측 수부, 3예에서 양측 수부에 골절
이 발생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1.1주(범위, 9-104주)이었
다. 수상 기전은 주먹을 쥐고 직접 물체를 가격한 예가 50예,
낙상 16예, 기계 손상 1예이었다(Table 1). 제5중수골 경부 골
절이 60예, 2개 이상의 경부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7예이었다.
1. 임상적 결과
모든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진행되었고, 평균 수술시간은 마
취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고, 압박대 시간(tourniquet time)

Table 1. Retrospective data of patients

Variable
Age (yr)
Sex (male:female)
Right:left:both
Injury mechanism (case)
Direct blow
Fall
Machine injury
K-wire removal period (day)
Follow-up period (wk)
Dorsal angulation (°)
Preoperative
Postoperative
Metacarpal length (mm)
Preoperative
Postoperative
Final range of motion (°)

32 (18–70)
66:1
54:10:3
50
16
1
36.9
11.1
46.0 (10.2–70.5)
24.4 (5.1–47.4)
51.27 (42.55–65.86)
52.79 (44.36–68.02)
0–86.6

을 기준으로 11.1분(범위, 7-15분) 소요되었다. 수술 후 평균
36.9일에 국소마취하에 K-강선을 제거하였다.

마지막 외래 방문 시 측정한 중수근 관절 운동 범위는 굴곡
http://www.jkssh.org/

86.6° (범위 70°-100°)이었고, 신전 제한이나 굴곡 구축을 보

인 환자는 없었다. Green and O’Brien score는 평균 96.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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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85-100점)이었고, 우수 49예와 양호 18예로 만족스러

때 수술 전 2.61 mm에서 수술 후 1.09 mm로 길이의 차이가

운 결과를 보였다. 양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이 있던 1예에서

감소하였다(p=0.031).

우측 수부에 제2형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I) 및 골절 주위 과반흔이 형성되어 수술

3. 증례

후 6주경 스테로이드 주사 후 과반흔이 감소하고 4주 경과 후

65세 남자환자, 계단에서 넘어지며 우측 손 땅을 짚은 후 발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K-강선은 추후 제거
시 위치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최대한 짧게 잘라두어 이로 인

생한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단순방사선사진상 제5중수골의
경부 골절이 확인되었고, 후방 각형성 28.1° 및 중수골의 길이

한 신전건 자극 증상, 건 파열 혹은 척골 신경 방 배측 분지 손

가 48.5 mm (건측 52.3 mm)로 단축 소견 보였다(Fig. 3A). 변

상에 의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부의 완전 파악 시 수지

형된 Bouquet 수술법으로 정복 및 내고정 시행하였고 수술 시

간의 교차(finger scissoring)를 보인 환자는 없었다.

간은 압박대 사용 시간 기준으로 8분 소요되었다. 수술 후 후
방각 형성은 15.5°, 제5중수골 길이가 52.6 mm로 교정되었다

2. 방사선학적 결과

(Fig. 3B). 수술 후 26일에 국소마취하에 K-강선을 제거하였

수술 전 사면 방사선 사진에서 측정한 후방 각변형은 평균

고, 수술 7주 경과한 시기에 측정한 중수지 관절 운동 범위는

46.0°(범위 25.2-70.5°)이였으며 수술 전 중수골의 평균 길이

0°-90°이었으며 합병증 없이 완전한 골 유합을 얻었다(Fig.

는 51.3 mm (범위, 42.5-65.8 mm)이었다. 수술 직후에 측정

3C).

한 후방 각형성은 평균 9.5° (범위 5.1°-17.1°)이었고 정복 후
중수골의 평균 길이는 53.3 mm (범위 45.3-68.5 mm)로 측정

고찰

되었다. 최종 추시에서 측정한 후방 각형성은 평균 10.4° (범
위 5.1°-18.1°)로 교정되었고(p=0.003), 정복 후 중수골의 평

중수골 경부 골절은 흔한 수부 손상으로, 적절한 정복과 고

균 길이는 52.8 mm (범위, 44.4-68.0 mm)로 측정되었다. 건

정을 통한 골 유합을 얻지 못하면 중수지 관절의 관절 강직,

측 중수골의 평균 길이는 53.9 mm로 골절 부위와 비교하였을

부정 유합으로 인한 수지의 교차 혹은 중수골 단축, 수부의 파

A

B

Fig. 3. A 65-year-old male patient with right hand pain (A)
Initial anteroposterior and oblique plain X-ray show oblique
fracture of 5th metacarpal neck. (B) After fixation by modified
Bouquet technique, fracture is reduced successfully. (C) Plain
radiographs in postoperative 7 weeks show nearly complete
union state with normal length and sha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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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 감소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개방성 골

후에 남아있는 수지의 회전 변형은 추가 정복(수지의 회전)으

절이나 골 소실, 연부조직 손상이나 수지의 회전 변형이 있는

로 충분히 고정 가능하며, 외래 추시 시 회전 변형이 발생하더

경우가 아니면 단상지 부목 고정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

라도 수동적 회전 운동으로 변형 교정이 가능하다. 또한 K-강

하였으나, 최근에는 빠른 골 유합과 수부의 조기 사용을 위한

선이 중수지 관절의 관절낭을 통과하지 않아 관절강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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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를 점차 선호하고 있다

.

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선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절

중수골의 경부 골절 시 분쇄가 심하지 않거나 골두로 골절

운동도 가능하며, 재활 시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이 빠르다.

선이 연장되지 않은 단순 경부 골절에서는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을 90°로 꺾어 짧게 자른 후 피하에 위치시킨 방법은

내고정술 보다는 도수 정복 및 K-강선을 이용한 골절의 경피

핀의 외부 노출로 인한 염증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경구 항생

적 핀 고정술이 흔히 사용된다. 교차 핀 고정법이 가장 흔히

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으며, 간혹 K-강선을 제거하지 않아도

사용되며, 수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횡 중수골 고정술을 시행

주변 조직의 자극 증상이 적어 일상 생활에 큰 제약이 없다.

하기도 한다. 교차 핀 고정술은 삽입 쉽지만, K-강선이 중수지

본 연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향적 골수강내 강선

관절낭을 관통하기 때문에 관절 강직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

삽입 시 핀 삽입부인 중수골 기저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전

정 후 수지의 회전 변형이 발견되면 핀을 제거한 후 다시 고정

건 손상, 파열 및 속박을 주의해야 하며, 여러 차례 강선을 삽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핀 삽입을 시도하면 견고한 고

입하여 척골 신경의 후방 감각 분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횡 중수골 골절은 관절낭

록 삽입 지점을 잘 선택하여 확공해야 할 것이다3,7,8,13,14.

관통은 하지 않지만, 손상되지 않은 중수골에도 핀을 삽입하

또한 도수정복이 불가능한 간부골절 또는 분쇄 골절, 기저

기 때문에 인접 중수골의 통증과 중수지 관절의 관절 강직을

부 골절 등에서는 사용되기 어려우며, 중수골 간부의 골수강

초래할 수 있다.

이 좁은 환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러

중수골의 골수강내 핀 삽입술은 역행(retrograde) 혹은 순
향(antegrade)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역행적 핀 삽입술은
5

한 경우 관혈적 정복 등의 다른 술식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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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에 의해 1957년 소개되었으며, 1976년 Foucher 등 이
관절낭의 손상을 주지 않은 골수강 내 핀 삽입을 위하여 K-

결론

강선 2-3개를 순향적으로 삽입하였고 K-강선의 배열이 마
치 부케와 같다 하여 “Bouquet 수술법”을 소개하였다3,7,8,16-20.

순향적 골수강내 K-강선 삽입법은 중수골 골절 치료에 이

Bouquet 수술법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가 있지만, 수술

용되는 여타의 경피적 고정술에 비해 K-강선의 관절낭 및 굴

술기가 단순 경피적 핀 고정술 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곡건 관통으로 인한 운동 제한 및 재활 시 관절 강직을 유발하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저자들은 Foucher가 제안한 방법

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형된 Bouquet 수

을 변형하여 쉽게 Bouquet 수술법을 시행하였고 양호한 임상

술법은 전기 혹은 공기압 기구의 사용 없이, 피부를 절개하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않고 수동(manual)으로 수술을 시행하여 빠른 속도로 회전하

수술 방법에서 기술하였듯이 K-강선을 삽입하기 위해 전기

는 K-강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이나 신경 손상을 줄일

(electric devices) 혹은 공기압 장치(pneumatic devices)가 필

수 있으며, 굴곡된 강선을 적절히 회전하여 중수골의 회전 변

요한 타 경피적 핀 고정술과는 달리, 플라이어와 소형 망치만

형, 각 변형 및 길이 단축을 정복할 수 있고, 삽입 후에도 강선

을 사용하여 쉽게 K-강선을 삽입할 수 있다. 직경 1.25 mm의

을 제거하고 재 삽입하지 않고도 추가 정복이 가능하다. 기존

K-강선 두 개를 삽입하면 중수골의 골강(medullary canal) 내

의 Bouquet 수술법은 0.8 mm의 K-강선을 여러 개 삽입하는

에 안정된 부분을 차지하여 K-강선의 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데 비해 본 수술법은 1.2 mm K-강선을 두 개만 삽입하여도

골절면을 지나 골두에 삽입이 되면 K-강선을 회전시켜 골절

중수골 골수강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 안정된 고정력을 얻을

부위의 회전 및 각 변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수 있다.

의

K-강선

삽입을 시도하지 않고도 골절부위를 정복하고 고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수술법들에 비해 장점을 갖는다.
도수 정복 수 골수강으로 K-강선을 삽입하면 골절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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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Bouquet 수술법을 이용한 중수골 경부 골절의
치료
성용규·송석환·이윤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목적: 변형된 Bouquet 수술법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중수골 골절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변형된 Bouquet 수술법으로 치료한 중수골 경부 골절 67명를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수술 전, 후 후방 각
형성, 및 중수골의 단축을 측정하였고, 관절 운동 범위와 Green and O’Brien 점수로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였다. 수술 시
간, K-강선 제거 시기 및 합병증 여부를 평가하였다.
결과: 수술 전 중수골 경간각은 평균 46.0°, 중수골의 평균 길이는 51.2 mm이였으며, 수술 후 경간각은 평균 24.4°
(p=0.003), 중수골 길이는 52.8 mm 이었다(p=0.031). 최종 추시에서 중수지 관절의 운동범위는 평균 86.6°, Green and
O’Brien 점수는 평균 96.1 점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양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이 있던 1예에서 우측 수부에
제2형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및 골절 주위 과반흔이 형성되었다.
결론: 변형된 Bouquet 수술법 이용한 중수골 골절의 고정은 각 변형 및 길이 단축을 K-강선의 조작만으로 쉽게 정복하
여 합병증 없이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색인단어: 중수골, 경부 골절, 순향적 골수 내 정 고정술, 변형된 Bouquet 수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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