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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쇄골 골절 치료에서 추가 봉합을 적용한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 고정술과 갈고리 금속판 고정술의 비교 연구
최준철1ㆍ송우석1ㆍ김우성2ㆍ김정묵1ㆍ변찬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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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Locking Compression Plate Superior Anterior
Clavicle Plate with Suture Augmentation and Hook Plate for
Treatment of Distal Clavicle Fractures
Jun-Cheol Choi1, Woo-Suk Song1, Woo-Sung Kim2, Jeong-Muk Kim1, Chan-Woong By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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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ndang Jesaeng Hospital, Daejin Medical Center, Seongnam, Korea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yundae Hospital, Namy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sults (or effectiveness) of anterior superior locking compression
plate (LCP) with suture augmentation and hook plate in treatment of Neer type II distal clavicle fracture.
Methods: From April 2009 to October 2015, 34 patients with distal clavicle fracture of Neer type II were surgically
treated. Eleven patients were operated with LCP-suture augmentation (group I) and 23 patients underwent by hook plate
(group II). Radiographic evaluation and functional evaluation using Korean Shoulder Society (KSS) scoring system were
performed.
Results: Radiographic unions were achieved in all cases and mean radiographic union period was not different either as
4.1 months (range 3-14 months), 5.0 months (range 3-14 months) in group I and 3.7 months (range 3-11 months) in group
II. However, KSS score was 87.6 (range 82-92) in group I, and was 63.4 (range 32-86) in group II (p<0.05). One case of
osteolysis and no case of frozen shoulder were found in group I while 6 cases of osteolysis and 3 cases of frozen shoulder
were found in group II.
Conclusion: LCP-suture augmentation is considered a more effective method, compared to hook plate osteosynthesis for
distal clavicle fracture of Neer type II, producing better clinical outcomes and lower incidence of complications.
Key Words: Clavicle, Distal clavicle fracture, Locking compression plate superior anterior clavicle plate, Hook plate

서론

이 중 원위 쇄골 골절은 모든 쇄골 골절의 10%-15% 정도
에서 발생한다1. 원위 쇄골 골절은 보존적 치료 시 불유합

쇄골 골절은 모든 골절의 5%를 차지하는 흔한 손상이며,

의 빈도가 28%-44%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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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Neer type

II형에 해당하는 오구 쇄골 인대로부터 분리된 골절편을 가

II형의 골절은 오구 쇄골 인대로부터 분리되어 불안정하기

지고 있는 원위 쇄골 골절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때문에 더더욱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2-5. 이에 주

34예에 대해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시작

로 골절된 골편의 크기 및 위치, 오구 쇄골 인대의 파열 유

전, 분당제생병원 기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무에 따라 고정 기법을 선택하는데, 견봉으로부터 견봉 쇄

았으며, 후향적 연구로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4,6,7

골 관절을 가로질러 쇄골 골절 부위를 K-강선
8

, Stein-

9

mann 핀 혹은 Knowles 핀 등으로 고정하는 술식, 오구
10

11,12

취득은 면제되었다.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locking compression

등을 이용

plate [LCP] superior anterior clavicle plate; Syn-

하여 쇄골과 견봉을 같이 고정하는 술식, 쇄골 원위부의 골

thes, Oberdorf,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수술한 환자

절면의 근위부와 원위부에 K-강선을 삽입하여 8자형 긴장

11명을 I군, 갈고리형 금속판(LCP clavicle hook plate;

대법으로 강선을 고정하는 술식13,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

Synthes, Bettlach,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수술한 환

쇄골 인대를 나사못 , 혹은 비흡수성 봉합사

14

자 23명을 II군으로 분류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7.7개

술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금속판 고정술은 견봉 쇄골 관절을 침범하지 않고

월(5-21개월)이었으며, I군에서 9.5개월(6-21개월), II

전위가 심하거나 분쇄가 많은 골절편 사이에 연부조직이

군에서 6.8개월(5-14개월)이었다. 총 34예 중 남자가 27

4,15

, 원위부의 작은 골

예, 여자가 7예였으며, I군에서 남자가 9예, 여자가 2예, II

편의 나사 고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

군에서 남자가 18예, 여자가 5예였다. 우측이 19예, 좌측

해 충분한 고정력을 얻기 힘들어 나사못의 이완이 발생할

이 15예로 I군에서 우측이 5예, 좌측이 6예, II군에서 우측

게재된 경우에 이점을 가지게 되지만

16

수 있다 . 이에 고정력을 보완하기 위한 갈고리형 금속판

이 14예, 좌측이 9예였다. 평균 연령은 42.0세(19-81세)

(Hook 금속판) , T형 금속판 등 다양한 금속판이 고안되었

였고, I군에서 41.0세(19-59세), II군에서 43.0세(24-81

17,18

. 이 중 갈고리형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은 견봉 쇄

세)였다. 수상 후 수술까지는 평균 3.5일(0-14일)로 I군에

골 관절면 손상 없이 간접적 정복을 통해 원위 쇄골 골절의

서 2.8일(0-6일), II군에서 3.9일(0-14일)이었다. 손상 원

정복을 유지할 수 있어 조기 관절 운동이 가능한 장점과 함

인으로는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 6예, 넘어져 수상한 경우

께 우수한 술 후 임상 결과를 보여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

가 21예, 접촉성 운동 활동이나 직접 타격에 의해 수상한

다

17

지만 , 견봉 쇄골 관절 주위의 피부 자극 증상, 충돌증후

경우가 7예 있었고, I군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 3예, 넘

군, 관절증을 야기할 수 있어 견봉 쇄골 관절 주위 통증을

어져 수상한 경우가 5예, 접촉성 운동 활동이나 직접 타격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불유합에 의한 정복 소실, 견

에 의해 수상한 경우가 3예, II군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골

봉하 골침식, 견봉 및 금속판 주위 골절 등의 합병증도 보

절 3예, 넘어져 수상한 경우가 16예, 접촉성 운동 활동이

19-22

고되고 있다

나 직접 타격에 의해 수상한 경우가 4예였다. 모든 군에서

.

이에 저자들은 수술적 고정이 필요한 Neer type II형의

동측 상지의 동반된 골절이나 신경손상은 모든 예에서 관

원위 쇄골 골절의 치료에 있어 견봉 쇄골 관절을 통과하지

찰되지 않았다. 골절양상은 원추양 인대와 승모양 인대가

않는 형태의 구조인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을 이용

파열되지 않고 원위 골편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제2a형)

한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추가적으로 고정력을 보완하기

15예, 원추양 인대는 파열되고 승모양 인대만이 원위 골편

위해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을 시행하였다. 본 연

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제2b형)9가 19예로, I군에서 제2a

구에서는 이 술식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후향적으로 수

형이 7예, 제2b형이 2예였고, II군에서 제2a형이 8예, 제

술적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갈고리형 금속판을

2b형이 17예였다(Table 1). 수술에 사용된 비흡수성 봉합

이용한 고정 술식과 비교하였다.

사는 Ethibond (Ethicon, Somerville, NJ, USA)가 10예,
Mersilene (Ethicon)이 2예였다.

대상 및 방법
2. 수술 방법
1. 연구대상

1)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 고정술(I군)
환자를 전신 마취하에 해변의자를 이용하여 30°-50°가

2009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치료받은 Ne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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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I
Age (yr)
Gender
Male
Female
Fracture site
Right
Left
Fracture classification†
2a
2b
Mechanism
Traffic accident
Slip down
Direct injury
Interval between injury and operation (d)

41.0 (19-59)

Group II
43.0 (24-81)

Total
42.0 (19-81)

9
2

18
5

27
7

5
6

14
9

19
15

7
2

8
17

15
19

3
5
3
2.8 (0-6)

3
16
4
3.9 (0-14)

6
21
7
3.5 (0-14)

p-value
0.625*
0.810*

0.397*

0.113*

0.385*

0.364*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number only.
Group I: operated with locking compression plate-suture augmentation, Group II: underwent by hook plate.
*By Pearson chi-square test. †Classification of Craig9.

A

B

C

D

Fig. 1. (A) Intraoperative photograph of the left shoulder of a 38-year-old male shows left distal clavicle fracture. After the

exposure of fracture fragment, displacement of major fragment is observed. (B) An additional mersilene tape is applied to fix
plate and bony fragments with reduction. (C) Reduction is identified by intraoperative C-arm intensifier (D) The fracture is
reducted and fixated with a plate, screw and additional 2 mersilene tapes and an Ethibond binding.

www.handmi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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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위에서 Langer’s line을 따라 피부 절개를 한 후 삼

금압박 나사로 고정을 시행하고, 오구 쇄골 인대에 대한 재

각근과 승모근 근막을 쇄골을 따라 절개하여 골절 부위를

건술이나 봉합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중심으로 하여 가급적 견봉 쇄골 관절은 보존하면서 골절

두 환자군에서 모두 수술 후 2주간 팔걸이를 착용하였으

부위를 노출시켰다. 골절 부위를 정복한 뒤 정복 겸자로 일

며 수술 후 5일째 진자 운동을 시행하고, 2주 후부터 수동

시적으로 정복을 유지한 다음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

적 및 능동적인 운동을 순차적으로 시작하였다.

판을 골편에 위치시키고 비흡수성 봉합사로 골편과 금속판
을 봉합 고정을 시행한 후 C형 영상 증강기를 이용하여 정

3. 평가 방법

복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위 골절편에 고전적인
피질골 나사못을 사용하여 금속판을 골편에 밀착시켰고 이

수술 전후 쇄골 전후방 및 상방 경사(cephalic tilit) 단

외에는 잠김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C형 영상 증강

순 방사선 검사 추시를 통하여 방사선적 유합의 유무와 유

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다음 삼각근과 승모근을 봉합한 후

합까지의 기간을 평가하였으며 합병증의 발생에 대해 조

피부 봉합을 시행하였다(Fig. 1).

사하였다. 골유합 시기의 판정은 방사선적으로 가골이 골
절부의 상하 모두 연결되거나, 가골 형성이 없는 경우는 골

2) 갈고리형 금속판 고정술(II군)

절선이 없어지고 골 소주가 골절부를 통과하는 때로 판정

쇄골의 외측 1/3 부위에서 쇄골을 따라 견봉 쇄골 관절

하였다. 술 후 임상적 기능 평가는 수술 4개월째 Korean

위로 약 4-5 cm의 피부 절개를 가하고 가급적 견봉 쇄골

Shoulder Society (KSS) 점수를 이용하여 점수화하였다23.

관절을 보존하면서 골절 부위를 노출시켰다. 골절 부위를

결과 비교의 분석은 PASW software package ver. 17.9

정복한 뒤 K-강선이나 정복 겸자로 일시적으로 정복을 유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지한 다음 갈고리형 금속판의 원위부에 있는 갈고리를 견

t-test와 Pearson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

봉하 공간에 위치하도록 밀어 넣은 후 금속판의 나사 구멍

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있는 근위부를 쇄골 모양과 잘 맞게 위치시켰다. 이후

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피질 나사못을 이용해 골절의 내측부를 먼저 고정한 후 잠

결과
I군과 II군 모두에서 연령, 성별, 골절측 방향, 골절 양
상, 손상 원인, 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 등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4예 모두에서 방사선적 골유
A

합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 2) 평균 골유합 기간은 4.1
개월(3-14개월)로, I군에서 5.0개월(3-14개월), II군에서
3.7개월(3-11개월)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
다(p=0.249).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는 I군에서 KSS 점수
87.6점(82-92점), II군에서 KSS 점수 63.4점(32-86점)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I군에서 결과가 우수하

B

였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 between two group

C
Fig. 2. (A) Preoperative radiograph of the left shoulder of a

38-year-old male shows left distal clavicle fracture. (B) This
is postoperative radiograph with locking compression plate
superior clavicle plate. (C) At 3 months follow-up, bony union
i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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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I

Group II

p-value

Time to union (mo)
KSS score

5.0 (3-14)
87.6 (82-92)

3.7 (3-11)
63.4 (32-86)

0.249*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Group I: operated with LCP-suture augmentation, Group II:
underwent by hook plate, KSS: Korean Shoulder Society.
*By independent t-test.
www.handmi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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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합병증은 갈고리형 금속판을 적용한 II군 6예에서 갈고
리가 걸리는 견봉 부위에서 골융해 소견이 발생하여(Fig.
3)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3예에서 동결견이 발

원위 쇄골 골절은 안정성 골절인 경우 3-4주 정도 고정

생하여 내고정물 제거술 및 마취하 도수 조작을 시행하였

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Neer가 원위 쇄골 골절의 보존적

다.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을 적용한 I군 1예에서도

치료 시 25%의 불유합을 보고한6 이래 특히 Neer type II

원위 골편 나사 고정 부위 골융해 소견이 발생하여 내고정

형의 원위 쇄골 골절에서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어 왔으며

물 제거술을 시행하였다(Table 3). 그 외 견봉의 전후방 전

이에 다양한 수술 방법이 소개되어 왔지만 아직 어느 방법

위, 견봉 쇄골 관절염, 견봉 및 금속판 주위 골절, 감염증

이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고 많은 논란이 있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는 실정이다. Neer는 견봉 쇄골 관절을 통과하는 K-강선
고정법을 통하여 평균 6주만에 골유합을 얻었다고 보고하
고4 훌륭한 수술 방법으로 추천하였으나 Kona 등7은 13
예 중 5예의 감염과 6예의 불유합을 보고하였고, Knowles
핀을 이용한 관혈적 골수강 내고정술에 대해 Craig9는 K강선 고정 방법에 비해 더 짧은 고정 기간과 정복의 용이
A

성 및 보다 적은 강선의 이동을 보고했으나 견봉 쇄골 인
대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
다. 오구 쇄골 인대를 고정하는 술식에 대해서 Edwards
등8은 오구 쇄골 나사못 고정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으나 수술 술기가 다소 어렵고 Yamaguchi 등24은 빠

B

른 재활치료가 불가능하고 견관절 운동 장애의 단점이 있
다고 하였다. Goldberg 등11도 Dacron 테잎을 사용하여
쇄골 원위부 골절 환자 9예에서 오구 쇄골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오구돌기로
sling을 걸기 위해 광범위한 박리가 필요하고 골 용해 및

C
Fig. 3. (A) Postoperative radiograph of the left shoulder of a

35-year-old male shows right distal clavicle fracture. (B) At 6
months follow-up, the radiograph shows osteolysis of acromion
by the Hook plate. (C) At 8 months follow-up, Hook plate was
removed.

수술 후 쇄골이나 오구돌기의 미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는 단점과 조기관절 운동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중 금속판 고정 술식은 다른 수술적 방법에 비해 정복
을 유지하는 힘이 커서 수술 직후 안정성을 회복하여 조기

Table 3. Summary of complication

Group

Age (yr)

I
II
II
II
II
II
II
II
II

50
44
34
35
24
41
32
55
65

Gender
Male
Male
Male
Female
Male
Male
Male
Female
Male

Fracture
classification*
2a
2b
2b
2a
2b
2a
2b
2a
2b

Complication

Interval of last
follow-up (mo)

Osteolysis of distal fragment
Osteolysis of acromion
Osteolysis of acromion
Osteolysis of acromion
Osteolysis of acromion
Osteolysis of acromion, frozen shoulder
Osteolysis of acromion
Frozen shoulder
Frozen shoulder

21
5
12
5
6
14
9
8
8

Group I: operated with LCP-suture augmentation, Group II: underwent by hook plate, KSS: Korean Shoulder Society.
*Classification of Craig9.
www.handmi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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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17,25 적어도 나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골편과 금속판에 대해 봉합

사가 두 개, 이상적으로는 세 개 이상 고정할 수 있을 정도

고정을 시행함으로써 작은 골편에 대한 고정이 나사못으로

로 외측 골편이 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골편이 작거

고정하기 어려운 것까지 대부분 어느 정도 봉합 가능하게

26

나 분쇄골절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되어 잠김 금속판 단독 고정술에 비해 추가적인 고정력을

갈고리형 금속판을 이용하면 바깥쪽 갈고리를 견봉의 하부

얻을 수 있었다. 또 해당 술식의 임상적 결과 갈고리형 금

방에 위치시켜 쇄골과 견봉을 같이 고정하는 방법으로 외

속판을 단독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여 우수하였는데

측 골편이 나사못을 고정할 수 없을 만큼 작을 때도 사용할

이는 임상적 결과의 지표로 적용한 KSS 점수 항목 중 갈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견봉하 골침식, 견봉하 충돌 증후

리형 금속판의 가장 큰 문제인 견봉 쇄골 관절의 통증 항목

군, 수술 후 견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등의 여러 합병증이

에서 II군은 평균 13.1점, 이 중 견관절 운동 범위 항목은

21,22,27

보고되고 있다

평균 12.4점의 결과를 보인 반면 I군은 견봉 쇄골 관절의

.

Wang 등28은 쇄골 골절에 대해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
48명을 대상을 한 후향적 연구 결과, 금속판 제거술을 하

통증 항목 평균 18.6점, 이 중 견관절 운동 범위 항목은 평
균 17.4점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 않은 환자군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토대로 환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는 점

의 제거 요청이 없는 한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아야

과 적은 증례의 수 및 짧은 추시 기간 등을 들 수 있겠다.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갈고리 금속판을 이용한 수술

이로 인해 장기 추시 시의 금속물 파손 및 연부조직의 자극

후 견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및 견봉하 골침식, 견봉하 충

증상, 견봉 쇄골 관절염의 추후 발생 가능성 등과 같은 합

돌 증후군 등의 갈고리 금속판의 디자인 중 핵심적인 갈고

병증에 대한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계가 있

29

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 Jeon 등

었다.

은 갈고리 금속판 고정술 이후 골유합이 확인되면 가능하

결론

한 조기에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Renger 등30은 고정술 후 후향적 연구에서 68% 환자
에서 견봉하 충돌로 인한 통증 및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Neer type II형 원위 쇄골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견봉하 골 침식을 관찰하였고, 이 중 90%에서 금속물 제

있어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에 비

31

거술 후 증상 소실되었다고 보고하였다. Meda 등 은 31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 고정을 시행하는 술식을 통

예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견관절 충돌 증후군 6예, 견봉하

해 해부학적 정복과 견고한 고정을 얻을 수 있어 갈고리 금

골침식 5예를 경험하였고, 금속물 제거 후 통증이 사라졌

속판 고정술과 비교하여 우수한 방사선적, 임상적 결과를

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도 본 연구 결과 중 견봉하 골침식

얻을 수 있으며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여 좋은 수술 방법으

7예 및 동결건 3예에서 금속판 제거를 시행하였고 외래 추

로 생각된다.

시 결과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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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쇄골 골절 치료에서 추가 봉합을 적용한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 고정술과 갈고리 금속판 고정술의 비교 연구
최준철1ㆍ송우석1ㆍ김우성2ㆍ김정묵1ㆍ변찬웅1
1

분당제생병원 정형외과, 2현대병원 정형외과

목적: 원위 쇄골 골절의 치료에 있어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추
가 봉합 적용)의 결과를 분석하고 종래의 갈고리형 금속판을 적용한 술식과 비교하였다.
방법: 2009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Neer type II형 원위 쇄골 골절로 수술받은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1
명은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고(I군) 23명은 갈고리형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II군).
방사선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견관절의 기능평가를 위하여 Korean Shoulder Society (KSS) 점수를 사용하였다.
결과: 34예 모두에서 방사선적 골유합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평균 골유합 기간은 4.1개월(3-14개월)로, I군에서
5.0개월(3-14개월) II군에서 3.7개월(3-11개월)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는 I군
에서 KSS 점수 87.6점(82-92점) II군에서 KSS 점수 63.4점(32-86점)으로(p＜0.05), I군에서 결과가 우수하였다.
합병증은 I군 1예에서 원위 골편 나사 고정 부위 골융해 소견이 발생하였고, II군 6예에서 견봉 부위 골융해 소견이
발생하였으며 3예에서 동결견이 발생하였다.
결론: 원위 쇄골 골절에서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에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 고정을
시행하는 방법은 갈고리 금속판 고정술에 비교하여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여
좋은 수술방법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쇄골, 원위 쇄골 골절, 상부 쇄골용 잠금압박 금속판, 갈고리형 금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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