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신능철 2003.5.20 2:22 PM 페이지450

대 한 골 절 학 회 지 제14권, 제3호, 2001년 7월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ractures
Vol.14, No.3, July, 2001

K-강선을 이용한 쇄골 간부 골절의 치료
최 호·김 훈·신능철·한동수
부산 삼선병원 정형외과

<국문초록>
목 적 : 성인의 쇄골 간부 골절에서 K-강선을 이용한 골수강내 고정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K-강선을 이용한 골수강내 고정법으로 치료하였던 25례
의 쇄골 간부 골절에 대하여 골유합 시기, 임상적 결과, 합병증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임상적 유합 기간은 평균 3.2 주, 방사선학적 유합 기간은 평균 8.3 주였고, 임상적 결과는 우
수이상이 21 례(84 %)였으며 지연 유합이나 불유합은 없었다.
결 론 : 성인의 쇄골 간부 골절에서 K-강선을 이용한 골수강내 고정법은 간단하고 유용한 술식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 쇄골, 골절, K-강선

서 론
견관절의운동과안정성유지에중요한 역할을하
는쇄골의골절에대한치료는비수술적치료가주류
를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견고한내고정을실시하
여 조기에 관절 운동 회복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으
며, 금속판및나사못, Knowles핀, Steinmann핀, K-강선
등을이용한관혈적정복및내고정으로양호한결과
를많이보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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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성인의쇄골간부골절에서 K-강선을이
용한수술적 치료를시행하여좋은결과를 가져왔기
에그결과를보고하고자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8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서 K-강선을이용한관혈적정복및내고정으로치료
하였던성인의쇄골간부골절환자중 1년이상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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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 20-year old male was injured his left
clavicle by traffic accident. B. Two Kwires and additional circlage wire fixation
was performed. C. At postoperative 10
months, two K-wires were removed under
local anesthesia. Circlage wire was
remained without any functional disability
and pain.

C

가능했던 25 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5 례중 남자
21 례, 여자 4 례였고, 연령은 20 세에서 82 세까지로
평균 48.4 세였다.
손상의원인은교통사고 17 례, 추락사고3 례, 넘어
져부상한경우 4 례, 직접외상인경우 1 례였다. 골절
의양상은단순골절 7 례, 분쇄골절16 례, 분절골절2
례였다.
동반손상으로는늑골골절 3 례, 견갑골골절 2 례,
상완골골절 1 례, 뇌좌상 1 례였고상완신경총손상
은없었다.
수술은수상후평균 3.2 일째로모두 1주이내에동
일한 술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쇄골 상단을 따
라 피부절개를하여골절부위를 노출한후, 근위골
편을 bone-holding forcep이나 towel clip으로잡고 K-강
선두개혹은세개를근위골편의골수강내로삽입
하여 전방 피질골을 뚫고 피부밖으로 나오게 한다.
다음에쇄골의내측에서 K-강선을chuck으로잡아골
절부위에서 K-강선의끝이보이지않을때까지뒤로
뽑아 낸다. 골절 부위를 정복한 후에 역행성으로 원
위골편의골수강내로 K-강선을삽입하여원위골편

의피질골을관통하여고정시킨다. K-강선의내측끝
은 적당히 구부린 후 자르고 각각 상하로 회전시켜
전방 피질골 위에 놓이게 한다. 사용한 K-강선은 1.8
혹은 2.0 mm사이에서쇄골 골수강의 직경에따라선
택하였는데, 되도록 골수강에 꽉 찰 수있도록 큰 것
을 사용하였다. 분쇄 골절은, 골절편이 큰 경우 원형
강선으로추가고정하고, 작은골절편인경우는연부
조직을박리하지않고제자리에정복한후골막을봉
합하여 고정하였으며 골 이식을 한 경우는 없었다
(Fig.1-A,B and 2-A,B).
수술후 1주일간arm sling으로고정한후동통이소
실되면 점차로 운동범위를 증가시켰으며, K-강선의
제거는 수술 6개월 이후에 국소 마취하에 외래에서
시행하였고, 원형강선고정술을병행한경우는강선
의끝이돌출되어피부에자극을주는경우나환자가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만 전신 마취하에 제거하였다
(Fig.1-C and 2-C). 외래에서주기적방사선촬영, 문진
과 이학적 검사 등으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골 유
합, 기능적평가를하여결과를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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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82-year old female was injured her right
clavicle by slip down injury. B. Two Kwires and additional circlage wire fixation
was performed. C. At postoperative 12
months, two K-wires were removed under
local anesthesia. Circlage wires were not
removed and she felt no pain and
functional disability.

C

결 과
임상적 골 유합 기간은 골절부의 압통및 동통의
소실과충분한견관절운동에두었으며수술후최소
2 주에서 최장 4 주까지평균 3.2 주였고, 방사선학적
골유합기간은가골이골절부의상하모두연결되거
나골소주가골절부를통과하는때로정하였으며수
술후최소 6 주에서최장 10 주까지평균 8.3주였다.
K-강선의제거시기는수술후평균 9.2 개월이었으
며, 원형 강선 고정을 병행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
소마취로제거하였다.
치료 결과의 판정은 수술 후 6개월에 견관절의 동
통, 외형상 변형, 견관절의 운동장애, 일상생활의 불
편정도및환자의주관적소견등에기초를둔강등 3)
의기준에의하였는데, 최우수, 우수, 양호, 불량으로
구분한결과최우수 17 례, 우수 4 례, 양호 3 례, 불량 1
례로서우수이상이 21 례, 84 %였다(Table 1, 2 and 3.).
합병증은 5 례에서 발생하였는데, 견관절 운동장
애 2 례, 핀노출부위감염 1 례, 핀의이동 2 례였고, 지
연유합이나불유합은없었다.

Table 1. Factors for evaluation of results
Pain
Deformity
Limitation of motion
Subjective symptom
Disturbance of daily activity

Table 2. Criteria of results
Excellent
Good
Fair
Poor

No
One
Three
Over three

Table 3. Results of treatment
Result
Excellent
Good
Fair
Poor
Total

Case (%)
17 (68 %)
4 (16 %)
3 (12 %)
1 (4 %)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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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쇄골골절은흔히발생하는골절의하나로그동안
보존적 치료가 주로 시행되어 왔고,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얻을수있는것으로여겨져왔다 7,14). 그러나,
최근 고에너지 손상으로 인한 분쇄 및 전이 골절의
증가와보존적치료시의각변형, 단축으로인한외관
상의문제등으로인하여수술적치료의필요성이증
대되고있으며, 다른골절에서와같이쇄골에서도견
고한내고정을실시하여조기에관절운동회복을도
모하는경향이있다4).
쇄골 골절의 수술 방법에는 골편간 나사 고정, 원
형 강선 고정술, 골수강내 핀2,6) 또는 K-강선 고정11),
금속판및나사고정 8,12), 외고정등의여러방법이적
용되어왔다.
Manske와 Szabo5)를 비롯한 많은 저자들은 금속판
고정이매우유용하다고하여선호하는경향이있으
나수술 창상이 크고수술 시간이길며골절유합후
에금속판을제거한뒤재골절의위험성등의단점을
안고있다.
쇄골골절의수술적치료에서보존적치료보다불
유합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들9,13)이 있으나 이는
과다한 골막 박리와 연부 조직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Zenni 등16)은 쇄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 후
골막박리를피한골수강내고정술로불유합이없었
다고보고한바있다.
왕등 15)은쇄골간부골절에서 Knowles핀을이용한
골수강내 고정술과금속판고정술을비교한결과골
절의유합시기와합병증에있어서는유사한결과를
보고하였으나수술창상이적고내고정물제거후의
재골절의빈도가적은점에서골수강내고정술의장
점이있다고하였다.
한편, Boehme 등은 쇄골 골절의 불유합 치료에
Hagie핀을이용한골수강내금속정고정술을도입하
였다. 이방법은 수술창상이작고, 연부조직의박리
가 작으며, 골절 유합 후에 국소마취로 금속핀의 제
거가가능한점등의장점이있으나염전력에약하다
는단점이있다.
Ngarmukos 등10)은 110 례의쇄골중간부위골절을
골수강내 K-강선 고정으로 치료하여 내고정물의파
손없이전례에서골유합을얻었다고보고하였다.

저자들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K-강선을 골수강 내
에평행하게 삽입함으로써 골수강내 고정법의 장점
인 수술 창상을 줄이고 연부 조직의 박리를 최소화
할수있었고 , Knowles핀이나 Hagie핀고정시의염전
력에약한 단점을보완할 수있었다. 또한 골유합 후
에는 국소마취로 외래에서 간단히 K-강선을 제거함
으로써원형강선으로추가고정한경우이외에는내
고정물 제거를 위한 별도의 수술이 필요 없었으며,
내고정물제거후재골절이생긴경우도없었다.
저자들의 례에는 없으나, 심한 분쇄 골절이나 골
결손이있는경우그리고불유합의경우에는골절주
위에 환상으로 골 이식을 할 수 있어서 금속판 고정
술에비해서장점이될것으로생각된다.
한편 K-강선고정술에서핀의이동이문제가될수
있는데특히외측에서 K-강선을삽입한경우에는핀
이내측으로이동하여중요장기에손상을주는합병
증이 있을 수 있다. 저자들의 경우에는 K-강선이 근
위골편의피질골과원위골편의피질골양측에고정
이 될 뿐 아니라 K-강선의 내측단을 구부려서 내측
골편의 전방 피질골 위에 둠으로써, 핀주위 연부 조
직의 저항으로 인해 핀의 내측 전위를 막을수 있고,
설사전위가있다고해도전방으로돌출되어흉부의
중요한장기에손상이없도록하였다. 저자들의예에
서핀의 이동은2례가있었으나, 모두가골유합이 이
루어진 후였고, 또한 피부 돌출로 인해 환자가 핀의
이동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별다른 합병증 없이
제거가가능했다.

결 론
성인의 쇄골 간부 골절에서 K-wire를 이용한 골수
강내고정법은수술방법이간단하고수술창상이작
으며, 최소한의 골막 박리로 불유합의 빈도를 줄일
수있고, 내고정물의제거도용이하여유용한술식으
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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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atment of the Clavicular Shaft Fractures with K-wires
Ho Choi, M.D., Hoon Kim, M.D., Neungcheol Shin, M.D. and Dongsoo Han,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 General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 We report the results of treatment of the clavicular shaft fractures with Kwires.
Materials and Methods : We treated 25 cases of clavicular shaft fractures with Kwires from June, 1998 to March, 2000 and analyzed the union period, functional results
and complications.
Results : Clinical union period was 3.2 weeks, radiologic union period was 8.3
weeks. The functional results were excellent or good in 21 cases(84 %) and there was
no delayed or nonunion.
Conclusion : In the treatment of the clavicular shaft fractures, intramedullary
fixation with K-wires is thought to be simple and effective method.
Key Words : Clavicle, Fracture, K-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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