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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nar impaction syndrome (UIS), also called ulnocarpal abutment syndrome, is a degenerative condition induced by repeated loads on the ulnocarpal joint and is a representative cause of ulnar-sided wrist pain. Because of the small, complex, and overlapping anatomy of the ulnar wrist, ulnar wrist pathologies often present very similar
symptoms to those of UIS, which causes confusion in diagnosing UIS. Thus, careful
history-taking, clinical examinations, and diagnostic imaging are essential for the diagnosis of UIS. As appropriate and effective treatment for UIS, early surgical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if patients cannot reduce their wrist usage in daily living and
work and have distal radioulnar instability. There are various surgical techniques for
UIS. Surgeons should be deliberate in choosing a technique and pay attention to accompanying disorders around the ulnar wrist to achieve satisfactory treatment outcomes.
Keywords: Wrist, Ulna, Shortening, Osteotomy, Triangular fibrocartilage

서론
척골 충돌 증후군(ulnar impaction syndrome)은 척수근 관절(ulnocarpal joint)
의 반복적인 부하(load)에 의해 척골두(ulnar head), 월상골(lunate), 삼각골(triquetrum), 월상 삼각인대(lunotriquetral ligament),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등의 손목 척측 구조물에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어
척측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1]. 척골 충돌 증후군은 보통 척골 양
성 변위가 있을 때 특발성(idiopathic)으로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삼각 섬유연골 복
합체가 두꺼운 경우, 전완부의 회내전(pronation) 또는 강력 파악(power grip) 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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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두가 원위 후방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경우, 척골 중립위(neurtral variance) 또
는 음성 변위(negative variance)인 경우에 동적(dynamic)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원위 요골 골절 후 초래된 요골 단축 부정유합(axial shortening), 요골두 절제술(radial head resection), 요골 성장판의 조기 폐쇄(premature physeal closure) 등의
선행 원인에 의해 척골의 변위가 증가한 경우,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secondary
ulnar impaction syndrome)이 발생한다[2-4].
손목관절의 척측 부위는 척골두, 월상골, 삼각골, 척수근 인대(ulnocarpal l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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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를 포함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척수근 굴건 및 신건(extensor and flexor carpi ulnaris tendon), 척골 동맥, 척골 신경
등의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복잡한
관절이다(Fig. 1 [5]) [1,6].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으로 척수근 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여야 하
는가?
1. 증상(Symptom)

주변의 척골두, 유구골(hamate), 두상골(pisiform), 삼각골, 제5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 척측 손목 통증의 대

중수골(fifth metacarpal bone), 척골 경상돌기(ulnar styloid)의

표적 원인 질환 중 하나이지만 골(bone), 인대(ligament), 건(ten-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원위 요척 관절(distal radioulnar

don), 신경, 혈관 등 손목의 척측에 위치하는 모든 해부학적 구조

joint), 두상 삼각골 관절(pisotriquetral joint), 월상 삼각골 관절

물은 척측 손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 양상, 이학적

(lunotriquetral joint)의 관절염 또는 불안정성, 키엔벡 병(Kien-

검사(physical examination) 및 영상 검사를 종합하여 척골 충돌

böck disease),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척골 경상돌기 충돌

증후군과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측 손목 통증은

증후군, 척수근 신건염(extensor carpi ulnaris tendinitis), 척수

걸레 짜기, 병마개 돌려 따기, 문고리 돌리기, 타자 또는 피아노를

근 굴건염(flexor carpi ulnaris tendinitis), 척골관 증후군(Guy-

치는 동작 등과 같이 손목의 척측 변위 또는 척측 변위 전완부 회

on’s canal syndrome), 척골 동맥 혈전증(ulnar artery throm-

전(forearm rotation), 강력 파악이나 손을 딛는 경우와 같이 척

bosis), 척골 동맥류(ulnar artery aneurysm) 등 척측 손목의 질

수근 관절에 부하가 집중되는 경우에 통증이 유발되는 특징이 있

환 또는 외상은 척측 손목 통증을 발생시키므로 척골 충돌 증후군

다. 또한 손목관절의 부종이나 손목관절 운동 범위 감소 등이 동반

과 감별을 요한다[7,8]. 저자들은 본 종설에서 척골 충돌 증후군의

될 수 있다[1,9,10]. 이때 손목 척측의 다른 동반 이상으로 복잡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하고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1].

한다.

Fig. 1. Anatomy of ulnar wrist. Numerous and small anatomical structures overlap each other. Reprinted from Shin et al. [5] with the
permission of Wolters 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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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3. 영상 진단검사(Diagnostic imaging)

척골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마모 또는

단순 방사선검사(simple radiography)는 척골 충돌 증후군의

퇴행성 파열이 흔히 동반되므로 척수근 굴건과 척수근 신건 사이

진단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영상 검사이다. 척골 충돌 증후군

의 척골와(ulnar fovea)의 압통(ulnar fovea sign) 있을 수 있다

의 진단을 위한 단순 방사선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양측 손목의 후

(Fig. 2A) [1,11,12]. 또한 손목을 척측으로 변위시킨 상태에서 축

전면(posteroanterior view), 측면(lateral view), 척측 사위 및

방향 부하(axial load)를 가하는 척수근 관절 부하 검사(ulnocar-

요측 사위 후전면(ulnar and radial deviation view), 전완부 내

pal stress test; Fig. 2B) 또는 척수근 관절에 부하를 가한 상태에

회전 및 강력 파악 상태에서 촬영하는 후전면(pronation grip

서 전완부를 회전시켜 보는 척골 연마 검사(ulnar grind test)를 시

view) 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후전면 촬영 시에는 전완부가

행했을 때의 통증 유발 여부로 척골 충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회전함에 따라 척골 변위가 변하므로 견관절 90° 외전(abduc-

[1,11-13]. 원위 요척 관절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요골과 척골을

tion), 주관절 90° 굴곡(flexion)의 전완부 중립(forearm neutral)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는 원위 요척 관절 부구감 검사(distal ra-

상태에서 촬영하여야 척골의 정확한 변위를 평가할 수 있다.

dioulnar joint ballottement test; Fig. 2C)나 후방으로 돌출된

Parker 등[12]은 손목 측면 영상에서 척골 변이를 측정할 수 있을

척골두를 손가락으로 눌러 볼 때 쉽게 눌러지는 피아노 키 징후

뿐만 아니라 척골두의 돌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piano key sign; Fig. 2D) 양성 소견이 관찰될 수 있다[14].

하여 척골 충돌 증후군의 진단에 측면 사진의 유용성에 대하여 강

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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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resentative physical examination for the diagnosis of ulnar
impaction syndrome. (A) Ulnar foveal sign. (B) Ulnocarpal stress test. (C)
Distal radioulnar joint ballottement test. (D) Piano key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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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으며 손목의 측면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전완부의 중립위에

가 있다(Fig. 4C). 이는 후전면 단순 방사선영상을 통한 2차원적인

서 촬영하여야 한다. 전완부 회전 및 강력 파악 시 척골 변위는 평

월상골-척골간 거리는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균 2.5 mm 증가할 수 있으며 동적 척골 충돌 여부를 관찰하기 위

결과이다[18,19].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은

해서는 전완부 회내 및 강력 파악 상태에서의 손목의 후전면을 촬

척골 충돌 증후군에서 발생하는 척골두, 월상골 및 삼각골 연골 및

영하여야 한다[15,16]. 그 외 척골 충돌 증후군에 동반될 수 있는

월상 삼각골단 인대를 포함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

월상 삼각골간 불안정성 등의 수근골의 동적 정열(dynamic

화, 척골두, 월상골 및 삼각골의 골 내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

alignment)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손목의 요사위 및 척사위 후전

는 검사이므로 척골 충돌 증후군의 진단에 유용하다(Fig. 3B, 3C)

면 사진이 유용하다. 단순 방사선검사에서는 척골 변위, 척골 변위

[20]. 또한 척수근 관절 주변의 이상 유무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으

의 동적인 변화, 척골두, 월상골 또는 삼각골의 낭종(cyst) 또는 골

므로 감별진단과 척골 충돌 증후군의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라

미란(erosion)을 살펴보아야 한다(Fig. 3A) [11]. 월상 삼각골간

고 할 수 있다[21]. 손목관절 조영술(arthrogram), 조영제 주사 후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후전면 또는 측면 사진에서 특별한 소견

촬영하는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도 진단에

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척사위 후전면 사진에서 월상 삼각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보편적인 검사는 아니다.

골간 관절의 해리(dissociation)가 관찰될 수 있다. 심한 불안정성

척골 충돌 증후군의 진단에 척측 손목 통증 유무와 단순 방사선

이 동반된 경우 후전면 사진에서 Gilula 선의 단절 또는 층 발생하

검사에서 척골 양성 변위의 존재만을 보고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

며, 측면 사진에서 후방 개재 분절 불안정성(volar intercalated

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척골 양성 변위가

segmental instability)이 보이면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있다고 하여 모두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

한다[17].

이 없는 경우도 많다. 척골 중립 또는 음성 변위가 있는 경우에도

특발성 척골 충돌 증후군에서 척골 변위가 길수록 동시에 척골

동적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척골 경상돌기의 충돌에

두가 후방으로 더 많이 이동하여 월상골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

의해 척골 경상돌기 충돌 증후군(ulnar styloid impaction syn-

으므로 후전면 단순 방사선영상에서 평가한 월상골-척골두 간의

drome)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7,8]. 척골 경상

거리는 실제 월상골과 척골두 사이의 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돌기 충돌 증후군은 척골 경상돌기가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척골

주의를 요한다(Fig. 4A, 4B). 최근 연구에 의하면 월상골과 척골두

경상돌기 끝부분과 삼각골간 충돌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가 전완부의 외회전 상태에서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3-dimen-

다. 전완을 내회전하고 손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척측 변위를 시켜

tional computed tomography)으로 측정한 척골과 월상골 간의

보는 이학적 검사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척골 경상돌기 충돌 증후

가장 짧은 거리(ulnolunate distance)가 평면상으로 측정된 척골

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단순 방사선검사(Fig. 5A) 및 자기공

변위보다는 척골 충돌의 가능성 평가에 더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

명영상 검사(Fig. 5B)에서 척골 경상돌기 끝부분과 삼각골의 연골

A

B

C

Fig. 3. Diagnostic images of ulnar impaction syndrome (UIS), showing a cyst, a bruise in the ulnar carpal bone, and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wear, which indicate UIS. (A) Simple radiography. (B) T1-weighted cor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C)
T2-weighted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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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Difference of the ulnocarpal distance (UCD) in the same patient. Measuring the UCD on 3-dimentional computed tomography (3D
CT) can present the most accurate value. (A) Posteroanterior simple radiography. (B) Lateral simple radiography. (C) 3D CT image.

A

B

C

Fig. 5. Diagnostic images of ulnar styloid process impaction syndrome. (A) Simple radiograph shows a very large, elongated ulnar styloid
process. (B)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s the presence of a cyst in the triquetrum. (C) Nuclear scintigraphy (bone scan) reveals hot
uptake in the ulnar styloid process and its corresponding triquetrum.

하 경화(subchondral sclerosis)와 삼각골의 낭종이, 뼈스캔

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긴 척골 양성 변위를

(bone scan)검사에서 삼각골 및 척골 경상돌기의 골 흡수 증가

가진 경우, 같은 정도의 손목 사용 또는 척수근 관절의 부하에 척

(hot uptake)의 소견이 보일 수 있다(Fig. 5C) [7,8].

골 충돌 증후군이 더 쉽게 발생한다. 그러나 척골 충돌 증후군의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경우 척골이 길수록 심한 척골

증상 정도 및 발생 여부는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 직업을 위한 손목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고 그 통증도 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

사용 및 척수근 관절의 부하 정도에 의해 좌우되므로, 척골 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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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로 증상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한

않거나 직업적인 이유로 손목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수술적

지 오래된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척골두, 월상골 또는 삼각골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6,10].

의 낭종, 골미란, 또는 연골하 경화 등의 골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가 많으나 이러한 골 변화의 유무로 척골 충돌 증후군의 유무를 판

2. 수술적 치료(Surgical treatment)

단할 수 없다. 따라서 척골 충돌 증후군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척골 충돌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원위 척골 간부 단축

점은 척골 충돌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의 존재 여부이며 단순 방

절골술(distal diaphyseal ulnar shortening osteotomy, 척골

사선검사 결과는 척골 충돌 증후군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축술), 원위 척골 간단부 단축 절골술(distal metaphyseal ul-

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

nar shortening osteotomy), wafer 술식(wafer procedure), 원

상과 이학적 검사에 척골 충돌의 소견이 보이고 동시에 자기공명

위 요골 연장술(distal radius lengthening osteotomy) 등 다양

영상 검사에서 척수근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면 척골 충돌

한 술식이 있다[24-27].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21,22].

적합한 술식의 선택
4. 감별진단(Differential diagnosis)

1926년 Milch [29]에 의해 처음 척골 단축 절골술이 보고된 이

척수근 관절 주변의 모든 골, 인대, 건, 연골, 혈관 및 신경의 이

후 척골 충돌 증후군의 가장 보편적인 술식은 원위 척골 단축술이

상이 척측 손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5]. 손목 부위는 해부학적

며 그 임상 결과도 만족스럽다(Fig. 6A) [25,28,29]. 원위 척골 단

구조가 조밀하고 복잡하므로 감별진단이 어려우나 피부 및 연부조

축술은 척골 변위가 매우 긴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단축을 시행할

직이 얇아 신체 검진 시 특정 부위의 압통 유무로 이상을 가늠할

수 있으며 최근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는 척골 단축 절골 시스템

수 있으므로 환자의 초기 진단 시 신체 검진법 중 척골 충돌 증후

(ulnar shortening osteotomy system)이 있어 비교적 쉽게 수술

군의 감별진단에 가장 유용한 것은 압통(tenderness)이 어느 부위

을 시행할 수 있고 척골 단축 후 전완부 골간막의 원위 사형대(dis-

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5]. 척골 충돌 증후군의 감별진단을

tal oblique interosseous ligament)의 견인으로 원위 요척 관절

위해서는 세심한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

의 안정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ig. 7 [30])

해야 하고, 진단이 모호한 경우 진단적 손목 관절경 시행을 고려하

[12,25,28,31-35]. 그러나 원위 척골 간단부 단축술 후 불유합, 지

여야 한다[3]. 또한 척골 충돌 증후군과 다른 손목 척측의 이상이

연유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속판 자극 증상으로 금속판 제거술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척골 충돌 증후군과 동반 이상을 동시

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금속판 제거 후 재골절의 발생, 척골 단축

에 치료하여야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으로 조장된 원위 요척 관절의 불일치에 의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교적 긴 피부 절개가 필요하다[12,31-34]. 약 40%의 환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여야 하
는가?

자에서만 원위 사형대가 존재하므로 척골 단축 후 원위 요척 관절

1. 비수술적 치료(Conservative treatment)

할 수 있는 좋은 술식이다(Fig. 6B). 원위 척골 간단부 단축 절골술

의 안정성 증진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31,34].
원위 척골 간단부 단축 절골술도 원위 척골 간부 절골술을 대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 손목관절 부목 고정(splinting), 비

은 원위 척골 간부 절골술 후 다시 절골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골질이 좋지 않거나 흡연 등의 이유로 절골부의 골 유합에 문제가

drugs) 복용, 재활 치료, 척수근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대적으로 골유합에 용이한 원위 골 간

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보존적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척

단부 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다. 원위 척골 간부 절골술에 비하여

수근 관절의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개

상대적으로 작은 피부 절개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동

선하여 손목의 척측 변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전완부를 회전시키

일한 절개선을 이용하여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을 시행할

는 동작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5]. 척수근 관절에 스테로이드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6]. 그러나 원위 척골 단축술과 마찬가지

직접 주사하는 것은 치료적인 목적과 동시에 진단적인 목적으로도

로 금속판에 의한 자극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

사용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

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고정을 할 수 없어 조기 관절 운동에 불리

인 스테로이드의 주사는 손목관절의 감염, 연골 독성(chondro-

할 수 있다. 너무 원위부에서 절골을 하면 척골두의 무혈성 괴사

toxicity)에 따른 연골 손상, 골괴사(osteonecrosis) 등의 합병증

(avascular necrosis)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수기에 의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척수근 관절 내 스테로이드

한 절골술(freehand technique)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다소 수술

주사 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 최대 2회까

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척골 단축 후 원위 사형대의 견인에 의한

지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23].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원위 요척 관절 안정성 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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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resentative surgical techniques for ulnar shortening. (A) Distal diaphyseal ulnar shortening osteotomy (USO). (B) Distal
metaphyseal USO. (C) Wafer resection.

Fig. 7. After proximal shortening osteotomy to distal oblique band, the tightened distal oblique band can enhance distal radioulnar joint
stability. Reprinted from Cha and Shin [30]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36,37].

술은 작은 절개 혹은 관절경을 이용하므로 원위 척골 간단부 또는

1992년 Feldon 등[38]은 척골 충돌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법으

간부 단축 절골술에 비하여 덜 침습적이고,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로 척측 수근 관절 내 충돌의 원인이 되는 척골두의 일부를 절개를

월상 삼각인대, 척측 수근골 및 척골두의 척수근 관절의 퇴행성 변

통해 절제하는 wafer 절제술을 보고하였다(Fig. 6C). Wafer 절제

화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변연 절제술이나 봉합술을 동시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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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으며, 원위 요척 관절의 불일치를 조장하지 않아 원위

사형 절골 후 지연 나사(lag screw)의 삽입이 중요하였다[45]. 또

요척 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고, 수술 후 고정 기간이 짧아

한 절골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절골부의 열 손상, 절골부의 수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9]. 그러나

적 도달 시 발생하는 골막 및 주변 연부조직으로의 국소 혈액 순환

wafer 절제술은 2–3 mm 이상의 척골 양성 변위가 있는 경우 충

의 파괴도 골유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적 도달 시(surgical

분한 절제가 어렵고 원위 요척 관절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approach)시 골막을 보존한 후 고속 전기톱(high speed saw)으

Palmer 2C형 이상의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

로 절골술을 시행하여 과도한 열 발생을 예방하고, 찬 생리 식염수

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0,41]. 보고에 의하면

를 통해 지속적으로 절골부의 열 발생을 줄이면 절골부 유합에 도

wafer 절제술 후 수개월간 척수근 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움이 된다[45-47].

가 많아 단기 추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나, 장기 추시 결과

전통적으로 척골 충돌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척골 단축

는 다른 척골 단축 절골술과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41].

은 척골 중립 또는 척골 음성 변위 1 mm를 목표로 시행하였으므

Palmer 2C형 이상의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

로 긴 척골 양성 변위를 가진 경우 과도한 단축으로 원위 요척 관

되어 있으면서 2 mm 이내의 작은 척골 양성 변위로 척골두의 많

절염이 조장되는 문제가 있었다[18]. 그동안 척골 단축술 후 발생

은 절제가 불필요하거나 원위 요척 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여 척

하는 원위 요척 관절의 관절염은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견

골 단축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미용적인 요구가 높은 경우에

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증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논

wafer 절제술이 척골 단축술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술식이 될 수

란이 있다. 이러한 원위 요척 관절염은 3 mm 이상의 척골 단축술

있을 것이다[26,40,42].

을 할 경우, 관상면상 역사형(reverse oblique type)의 원위 요척
관절인 경우 더 잘 발생한다(Fig. 8) [18,33,34,48-50]. Palmer와

바람직한 절골술을 위한 고려 사항

Werner [50]는 사체를 통한 생체 역학 연구(biomechanical

Milch [29]가 처음으로 횡형 절골술(transverse osteotomy)을

study)에서 2.5 mm의 척골 단축만으로도 척수근 관절의 부하를

보고한 이후로 사형 절골술(oblique osteotomy), 계단형(step-

총 손목 부하 기준 18%에서 4%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

cut osteotomy) 등 여러 방향의 절골술이 소개되었다[43]. 그중

과를 보고했으며, 원위 요척 관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술 결과가

현재 흔히 사용하는 절골술의 술식은 횡형 또는 사형 절골술인데,

좋지 못했다는 보고도 있어 원위 요척 관절염의 발생 문제를 간과

과거 수기에 의존한 절골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절골 시스템을

하기는 어렵다[33,34,49]. 그러나 충분한 단축을 하지 못해 증상이

통한 절골술이 대중화되어 더욱 정밀한 절골술이 가능하다[44]. 과

잔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절한 척골 단축 길이 선정에 대해 향

거 사형 절골술이 절골 정복 후 접촉면이 더 넓어 골유합에 도움이

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17,32,33,48,49]. 최근 척골 단축술

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절골술 후 골유합에 미치

후 원위 요척 관절염 발생과 원위 요척 관절의 삼차원적인 구조와

는 주요 수술적 요인은 절골 부위의 정복 후 발생하는 간격의 정도

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51]. 축상면(axial plane)에서

와 절골부 고정력의 정도였으며 절골의 방향 자체에 따른 골유합

직선형(linear type; Fig. 9A)보다 곡선형(curved type; Fig. 9B)

의 차이는 없었다[45]. 절골부의 정복 간격(osteotomy reduction

의 원위 요척 관절에 관절염 발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gap)이 작을수록 빠르게 유합이 되었으며 절골부 정복 간격을 줄

결과로, 적절한 척골 단축 길이의 선정에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는 데 척골 단축 절골 시스템을 통한 평행한(parallel) 절골술,

A

척골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원위 척골 간부 절골의 부위는 주로

B

C

Fig. 8. Tolat et al.'s [48] three basic distal radioulnar joint configurations on the midcoronal plane. (A) Type 1, parallel type: the apposing
joint surfaces are parallel to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ulna. (B) Type 2, oblique type: the apposing joint surfaces are oblique (the
sigmoid notch angle being positive). (C) Type 3, reverse oblique type: the apposing joint surfaces are in reverse oblique (the sigmoid notch
angle being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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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Types of the distal radioulnar joint in the axial plane. (A) Linear type. (B) Curved type [51].

척골의 원위 1/3 부위에서 척골 단축을 시행하여 왔으나 이상적인

금속판 자극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배측 금속판 고정술에서

척골 절골 부위에 연구된 바는 없다. 그러나 전완부 골간막에 존재

악력이 더 좋았다는 보고들을 참고할 때[54,57], 얇은(low pro-

하는 원위 사형대의 척골 부착부 근위측에서 척골 단축을 시행하

file)의 금속판을 이용하여 배측 금속판 고정술을 하는 것이 좀더

면 원위 요척 관절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 볼 때, 척골 단축 시 원위 사형대의 척골 부착부보다 근위부에
서 시행하는 것이 원위 요척 관절의 안정성 교정에 도움이 될 것이

동반 병변에 대한 고려

다[31]. 이때 전완부 골간막에 존재하는 중앙대(central band)도

척골 충돌 증후군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면서 척수근 관절 주

원위 사형대의 척골 부착부보다 근위측에 부착하며 요골 및 척골

변의 다른 퇴행성 변화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척골 충돌 증후군의

사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대이다. 따라서 원위 사

치료와 동시에 다른 퇴행성 병변에 대하여서도 치료를 시행하여야

형대의 근위측에서 절골술을 시행할 때 호만 견인기(Hohmann

한다.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복합 파열(complex tear) 및 원위

retractor) 등으로 충분한 보호 하에 절골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가

요척 관절의 불안정성, 월상 삼각인대의 퇴행성 파열 및 불안정성,

급적 중앙대 부착 부위에서의 절골술을 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척수근 신건염 및 척수근 신건의 불안정성(아탈구 및 탈구)이 대표

있을 것이다. 원위 사형대와 중앙대의 척골 부착부는 수술 도중

적이다[6].

C-arm 영상을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방형 외내근이 척골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한지 오래 되었거나 단기적으로 과도한

에 부착하는 능선(ridge) 바로 근위측에서 원위 사형대가 부착하

손목 사용에 의해 척수근 관절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경우 삼각

고, 그 능선은 근위측으로 볼록한(convex) 척골의 윤곽선으로 이

섬유연골 복합체의 관절 연골판에 수평상(horizontal) 파열(Fig.

행하는데, 이러한 볼록한 윤곽선의 바로 근위측이 중앙대가 부착

10A)이나 방사상(radial) 파열(Fig. 10B)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하는 부위이다[31,52,53].

척수근 관절 내에서 기계적 자극(mechanical irritation)을 발생

척골 단축술 후 금속판에 의한 연부조직의 자극(soft tissue ir-

시킬 수 있으므로 손목 관절경 술기를 이용하여 삼각 섬유연골판

ritation)으로 금속판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속판 제거율은

의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0%에서 64%까지 연구에 따라 다양하다[54]. 상대적으로 연부조직

심부 섬유 파열(deep fiber tear, foveal tear)이 발생할 수 있으

이 앏은 배측에서 금속판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장측에서 금속판 고

며 이러한 경우 파열부를 척골두에 다시 부착해 주는 봉합술을 시

정술을 하는 경우보다 금속판 제거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가 많다

행하여야 원위 요척 관절의 불안정성을 바로잡아 좋은 임상 결과

[55]. 그러나 장측에서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금속판을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58]. 삼각 섬유연골의 퇴행성 파열의 존

제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54], 장측, 배측,

재 여부는 술 전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척골 단축술

척측에서 금속판 고정술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세 부위 모두 금속

시 진단적 손목 관절경을 동반하여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59].

판 제거율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여[56] 아직 적절한 금

특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심부 파열로 인한 원위 요척 관절의

속판 고정 위치의 선정에 논란이 있다. 금속판의 두께(profile)가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척골두에 재부착하는 봉합술을 시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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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Two components of a complex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tear in ulnar impaction syndrome. They can induce mechanical
irritation and pain in the ulnocarpal joint and need arthroscopic management for satisfactory results. (A) Horizontal tear. (B) Radial tear.

좋은 임상 결과를 거둘 수 있다[60].
척골 충돌 증후군에서 월상 삼각골간 인대 근위부의 국소 손상

결론

은 흔히 발생하나 장측 또는 배측 인대의 퇴행성 파열이 발생하여

척골 충돌 증후군의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정확한

심한 관절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6,61]. 그러나

진단 및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척골 충돌 증후군과 척측 손목

이러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경우 척골 단축술과 동시에 월상 삼

통증을 발생시키는 다른 이상과의 상호 감별이 척골 충돌 증후군

각 관절의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만족

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첫걸음이며, 증상, 이학적 검사, 영상 검사

스러운 임상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61]. 월상 삼각 관절 불안정성

소견을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손목

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술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안정성이

사용을 줄일 수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술적

의심되는 경우 수술 도중 중수근 관절(midcarpal joint)의 관절경

치료법은 환자의 상태 및 주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 척골 단축

여야 하며 손목 척측의 동반 이상에 대하여서도 동시에 치료를 시

술만으로도 척수근 관절의 견인 효과에 의해 불안정성의 호전을

행하여야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으나, Gessler IV 단계의 심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경우 척골 단축술과 동시에 월상 삼각 인대의 봉합술 또는 후방 관
절막 고정술(dorsal capsulodesis)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17,61].
척골 충돌 증후군이 만성적으로 진행한 경우 제6신전대에도 퇴
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척수근 신건염이 발생하거나 척수근 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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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술 전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척수근 신건염만이 동반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척수
근 신건염의 탈구 및 아탈구가 동반되는 경우 척골 단축술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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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6신전 구획대의 중첩술(plication), 봉합술, 또는 재건술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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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 충돌 증후군: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여야 하는가?
석현식1, 박종웅2, 강종우3
1

국군양주병원 정형외과, 2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3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척골 충돌 증후군(ulnar impaction syndrome)은 척수근 관절(ulnocarpal joint)의 반복적인 충격에 의한 인대 및 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척측 손목 통증(ulnar-sided wrist pain)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손목의 척측은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조밀하며 모든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은 척측 손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척골 중돌 증후군과 명확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상의 양상, 신체 검사,
영상검사 소견을 종합한 섬세하고 주의 깊은 진단이 중요하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 후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목 척측의 동반 질환 또는 손상에 대하여도 동시에 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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