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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New Editor-in-Chief
Joo Yup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Eunpyeong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대한수부외과학회지와 대한미세수술학회지가 통합하여 Archives of H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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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urgery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학술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임 편
집위원장이신 박민종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저희 학회지는 수부외과와 미세수
술외과에 대한 최신의 술기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학술지로 나날이 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차기 편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
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0년을 맞아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계획하며 Archives
of Hand and Microsurgery의 개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술지의 digital standard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PDF를 넘어서 full-text
XML을 이용한 전문의 열람이 가능하며 mobile website를 새롭게 개설하여 태블릿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다 원활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CrossMark, Funder
Registry, Cited-by, Cited Alert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른 연구자에게 논
문의 노출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새로운 출판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매 호의 출판 직전에 게재될
논문을 마무리하던 것을 Epub ahead of print를 도입하여 게재 허가 즉시 빠른 출판
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nteractive PDF로 전환되어 독자가 편리하게 읽을
수 있고, eProof system을 이용하여 보다 빠른 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그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논문에 게재되는 사진을 컬러로 출판하게 되며,
예전에 출판된 대한수부외과학회지와 대한미세수술학회지의 archives를 통합하여 논
문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Archives of Hand and Microsurgery는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공식학회지가 된 대한
말초신경수술학회까지 세 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위
원,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모든 회원들과 저자들
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학회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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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equacy of Evaluation by
Rheumatologists before Undergoing
Arthroscopic Synovectomy in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Neunghan Jeon1, Hyun Jun Kim2, Min Jong Park2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MS Jaegeon Hospital, Daegu, Korea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ession of arthritis and the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or C-reactive protein
(CRP) through the treatment-resistant mono joint rheumatoid arthritis treated with
arthroscopic synovectomy.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65 patients who underwent arthroscopic synovectomy for rheumatoid wrist or elbow which had not responded to systemic treatment for at least 6 months. The main treatment response evaluation methods of rheumatologists were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 response criteria, and
the ACR/EULAR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remission criteria. The medical records, results of laboratory tests and radiographs of wrist or elbow that had been
performed by rheumatologists before arthroscopic synovectomy were investigated. We
examined whether the results of laboratory tests and arthritic change of radiograph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Results: The mean duration of joint symptom until referral to orthopedic department
was 23 months (range, 1 month to 9.2 years). During this period, rheumatologists had
took average one X-ray (range, 0-3). Forty-seven patients (72.3%) had CRP of 1 mg/dL
or less as included in the ACR/EULAR remission criteria. Seventeen out of 65 patients
who had two or more X-ray were able to evaluate the progression of arthritis. The
change of arthritis and mean ESR (p=0.787) or CRP (p=0.303) in the same period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Conclusion: Since the methods of evaluating the treatment response of rheumatologists is to assess the systemic condition, arthritis of one joint that is resistant to treatment is considered to require periodic radiographs as method to assess itself.
Key Words: Rheumatoid arthritis, Treatment-resistant, Synov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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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선학적으로 관절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액막 절
제술을 하는 것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절연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으로 약

골의 손상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가 되어서야 진료실을 방문하는 환

물치료가 기본이 된다. 항류마티스 약제를 시작하고 2-3개월 정도

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Fig. 1). 이는 활액막 절제술을 시도할 적절

에는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지만 많은 환자들에서 1-2개의 관절

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의 경과관찰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

이 약물치료에 저항성을 보인다. 류마티스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

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 위해서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4-6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한 한 관절의 약물저항성 류마티

월 이상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치료에 반응이 없는 한 두 관

스 관절염을 대상으로 류마티스 내과의 주된 경과관찰방법이 치료

절이 남는 경우 활액막 절제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1-3].

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한 두 관절의 관절염의 활성도도 적절히 반

여러 연구들에서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한 두 관절의 류마티

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스 관절염에 대해 활액막 절제술이 질병의 활성도, 관절의 기능,
환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4-7]. 특히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술기가 발전하면서 개방적 활액막 절제

대상 및 방법

술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음과 함께[8,9] 덜 침습적이며, 빠른

이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회복과, 수술 후 관절 강직이 개방적 수술보다 작아 비교적 환자가

Board)의 승인을 받아(No. 2019-06-016) 후향적으로 시행되었다.

큰 부담 없이 수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4,10].

2000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

Adolfsson 등[9]은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방

A

어 류마티스 내과에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나 한 두 관절의

B

Fig. 1. The wrist X-ray of a 19-year-old female patient who diagnosed with rheumatoid arthritis. (A) The X-ray at the time of diagnosis
was looked as nearly normal.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and C-reactive protein (CRP) were 36 mm/hr and 0.76 mg/dL,
respectively (normal value: ESR, 27 mm/hr; CPR, 0.03 mg/dL). Her ESR/CRP was normalized 4 months after systemic treatment. (B) After
15 months, the X-ray was seen as Larsen stage 3. ESR and CRP were 20 mm/hr and 0.04 mg/dL, respectively. She was regularly treated by
rheumatologist.
https://doi.org/10.12790/ahm.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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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에 내원해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의 정의로 평가한다고

대상이 된 159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타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

하였다[12] (Table 3). 이에 따라 환자가 표현하는 관절 증상을 기

료 중이었던 45예와 본원 류마티스 내과의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

록하고 적혈구 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기간이 6개월 미만인 26예는 제외하였다. 두 관절 이상을 수술 받

C-반응성단백(C-reactive protein, CRP)은 거의 내원 시 마다 검

은 21예와 다른 감염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어 진단검사 결과가 영

사하고 있으며 신체검진을 통해 부종과 압통을 보이는 관절을 그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2예를 제외하였다.

림에 표시하여 기록하였다. 그 외 단순방사선촬영, 초음파, 전신골

최종적으로 65명, 주관절 32예, 완관절 33예가 평가의 대상이

주사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되었다. 65명 중 남자가 4명, 여자가 61명 이었으며, 수술 당시 평

대상이 된 환자들의 류마티스 내과 의무기록을 통해 수술이 시

균나이는 47.2세(19-72세), 수술적 치료를 위해 의뢰되기 전 류마

행된 관절의 증상을 처음 호소한 날짜와 류마티스 내과에서 수술

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평균기간은 4년(6개월-11.6년)이었다

적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로 협진요청을 한 날짜를 확인하여 어느

(Table 1).

정도의 약물치료 후에 수술적 치료를 의뢰하게 되었는지 보았다.

대상이 된 환자들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전 류마티스 내과

진단검사 결과는 급성기 반응물질인 ESR과 CRP를 추적하여 류마

진료로 작성된 의무기록과 시행한 진단검사, 수술의 대상이 된 관

티스 내과에서 정형외과로 의뢰하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6개월간

절의 수술 전 영상검사를 통해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의 수치를 확인하였다. 영상검사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환자를 정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대

형외과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에 본원에서 시행된 완관절

개 2-3개월 간격으로 경과관찰을 하고 있었다. 치료에 대한 반응

의 후전면 혹은 주관절의 전후면 사진을 모두 확인하였고, 류마티

은 주로 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response

스 내과에서 시행한 검사인지, 검사가 시행된 날짜 및 류마티스 관

criteria로 평가하며[11] (Table 2), 관해 여부는 ACR/EULAR

절염의 정도를 Larsen stage를 통해 기록하였고(Table 4), stage
의 변화 여부를 관찰하였다[13].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Variable

Value

Age (yr)

47.2 (19–72)

Gender
Male

4

Female

61

Joint
Wrist

32

Elbow

33

Duration of care with rheumatoid medication (yr)

4 (0.5–11.6)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number.

Table 2. ACR20 response criteria in rheumatoid arthritis
Required ≥ 20% Improvement in tender joint count (28 or more joints)
≥ 20% Improvement in swollen joint count (28 or more joints)
+
≥ 20% Improvement in 3 of following 5 ACR core set measure:
Patient pain assessment
Patient global assessment
Physician global assessment
Patient self-assessed disability
Acute-phase reactant (ESR or CRP)
For ACR50 and ACR70, at least 50% or 70%, respectively improvement.
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4

Table 3. ACR/EULAR definition of remission in rheumatoid arthritis
clinical trials
Boolean-based definition
At any time point, patient must satisfy all of the following:
   Tender joint count ≤ 1,
   Swollen joint count ≤ 1,
  CRP ≤ 1 mg/dL,
   Patient global assessment ≤ 1 (on a 0–10 scale)
Index-based definition
   At any time point, patient must have SDAI ≤ 3.3
SDAI is defined as the simple sum of the tender joint count (28), swollen
joint count (28), patient global assessment (on a 0-10 scale) and CRP (mg/
dL).
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EULAR,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CRP, C-reactive protein; SDAI, Simplified Disease
Activity Index.

Table 4. Larsen’s grading system
Score
0
1
2
3
4
5

Definition
Normal
Soft tissue swelling and/or joint space narrowing/subchondral
osteoporosis
Erosion with destruction of the joint space (DJS) of < 25%
DJS 26%–50%
DJS 51%–75%
DJS > 75%
https://doi.org/10.12790/ahm.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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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활성화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한 자료인

은 평균 16개월(3개월-51개월)이었다(Table 5). 두 경우 모두 정

ESR, CRP의 값이 활액막 절제술의 대상이 되는 한 두 관절의 저항

형외과에서 생각하는 6개월의 치료기간보다 긴 기간이었다.

성 관절염의 상태도 적절히 반영하는지 정형외과에서 관절염의 상

ESR, CRP의 경우 ACR/EULAR 완화의 정의를 발표했던 논문

태를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단순방사선상의 Larsen stage 변

에 따르면 질병비활성 상태로 볼 수 있는 ESR은 남성에서 20

화와 비교하여 보았고[14]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mm/hr 미만, 여성은 30 mm/hr 미만이며, CRP는 1 mg/dL 이

지 Spearma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에서 관절 손상의 진행이 최소화된 상태라고 하였다[12]. 이에
따라 수술적 치료 결정 전 6개월간 ESR과 CRP가 모두 이 범위 안

결과

에 있었던 사례는 30예(36%), ESR이 범위에 포함된 사례는 27예
(41.5%), CRP가 1 mg/dL 이하였던 사례는 47예(72.3%)였다. 65

65명 중 류마티스 내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의뢰 받아 수술하게

명 모두 한 관절의 증상이 남아 수술받았던 경우로 ACR/EULAR

된 경우는 52예였으며, 환자 스스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수술하

관해의 정의에 포함된 patient global assessment를 제외한 3가

게 된 경우는 13예였다. 65명의 수술의 대상이 된 관절의 증상 시

지를 만족시키는 사례가 47예에 해당되었다.

작부터 수술적 치료 결정까지의 기간은 평균 23개월(1개월-110개

환자가 해당 관절의 증상을 호소하여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까

월)로, 류마티스 내과의 협진의뢰로 수술한 52예는 평균 25개월(1

지의 평균 23개월의 기간 동안 류마티스 내과에서 X-ray를 시행

개월-110개월)이 걸렸다. 협진의뢰 없이 환자 스스로 정형외과에

한 횟수는 평균 1회(0-3회)로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22예

내원하여 수술한 13예의 경우 증상발생 후 수술결정 사이의 기간

(33.8%), 1회 시행된 경우가 26예(40%), 2회 이상 시행된 경우가
17예(26%)였다.

Table 5. Duration from symptom development to referral to
orthopedic surgeon
From symptom onset to referral
Consulted by rheumatologist
Self-visit

Duration (mo)
23 (1–110)
25 (1–110)
16 (3–51)

No. of cases
65
52
13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number.

수술한 96개의 관절의 수술 결정 후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X-ray검사상 Larsen stage는 stage 0이 11예, stage 1이 12예,
stage 2가 16예, stage 3이 19예, stage 4가 7예로 stage 3 이상
의 advanced stage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가 40%였다.
ESR, CRP와 Larsen stage의 변화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X-ray가 2회 이상 시행된 17예에 대해 조사하였다(Table 6). 같은
기간 동안의 Larsen stage의 변화 정도와 측정된 ESR, CRP의 평
균치를 확인하여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미한 관

Table 6. Change of Larsen stage and average value of ESR and CRP
of the 17 cases with two or more X-rays during the same period
Case No.

Joint

3
5
7
13
16
24
26
33
36
38
43
44
49
56
58
61
65

Wrist
Wrist
Wrist
Wrist
Elbow
Elbow
Elbow
Elbow
Elbow
Wrist
Wrist
Wrist
Wrist
Elbow
Wrist
Elbow
Wrist

Change of
Larsen stage
1
2
0
2
2
3
1
2
3
3
0
2
3
3
4
1
3

Mean ESR

Mean CRP

23
14
16
32
24
44
35
29
27
24
7
23
20
22
28
58
21

3.09
0.16
0.96
0.06
0.65
106.5
0.13
0.53
0.46
0.12
0.46
0.25
0.08
0.2
0.2
0.45
0.09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https://doi.org/10.12790/ahm.19.0041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7).

고찰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적인 질환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 역시 28
개의 관절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도구들을 사용
하고 있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 관절의
증상이 남은 상태는 질병의 관해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65명의 환자는 모두 한 관절의 증상이
남은 경우였기 때문에 CRP가 1 mg/dL 이하인 경우였던 47명은
관해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받은 것은 그

Table 7.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Larsen stage vs ESR, CRP
by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Larsen stage and ESR
Larsen stage and CRP

Spearman’s rho
-0.083
-0.310

p-value
0.787
0.303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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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과기록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관절에 대한 견딜만한 수준
이상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해당
관절의 X-ray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으로 방사선학적 변화와 같은
기간 동안의 ESR, CRP의 평균값을 분석할 수 있었던 17예에서 상
관관계가 없음을 보인 것은 한 관절의 염증은 ESR, CRP에 반영되
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일정 기간의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한 관절염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그 관절에 대해 직접적으
로 평가하여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의학적 방법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면 수술적 방법으로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으로 질병의 관해로 평가되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후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영상의학적 평가가 치료 관해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여러 논문에서는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이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15,16]. 이들의 연구에 포함된 사례들은 ACR의 관해의 정의 및
DAS28 (Disease Activity Score 28) 관해의 정의에 만족한 것으
로 표현되어 있어 우리 연구처럼 한 관절의 증상이 남은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 관절의 뚜렷한 증상
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면 초음파나 MRI와 같은 검사가 아닌 정기
적인 X-ray 시행만으로도 경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후향적인 연구이며, 한 센터만을 분석한 결
과로 다른 센터 류마티스 내과의 평가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는 것이다. 또한 X-ray를 비교할 수 있었던 사례의 수가 적어 비모
수적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결론
류마티스 내과의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은 전신적인 상태를
평가는 것으로 치료저항성을 보이는 1-2관절의 관절염은 그 자체
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주기적인 단순방사선검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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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시행 전 류마티스 환자들에 대한 류마티스
내과의 평가방법의 적정성
전능한1, 김현준2, 박민종2
1

MS 재건병원 정형외과, 2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목적: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한 한 관절의 치료저항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된 관절염의 진행 정도와
ESR, CRP가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내과에서 6개월 이상의 정기적 치료 중에 완관절 혹은 주관절의 한 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은 6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류마티스 내과의 주된 치료반응 평가방법은 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response criteria였으며, 치료 관해에 대해 ACR/EULAR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remission criteria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수술적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에 방문하기 전의 내과진료기록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 단순방사선상의 관절염 정도를
확인하였다. 진단검사 결과와 단순방사선상 관절염의 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증상발현 후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23개월(1개월-9.2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류마티스 내과가 시행한
X-ray는 평균 1회(0-3회)였다. ACR/EULAR remission criteria에 포함된 CRP 1 mg/dL 이하에 해당된 환자는 47명(72.3%)이었다.
65명 중 X-ray가 2번 이상 시행되어 관절염의 진행 정도와 ESR, CRP를 비교할 수 있었던 17명을 통해 Spearman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한 관절의 관절염의 변화 정도와 ESR, CRP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p=0.787, p=0.303).
결론: 류마티스 내과의 치료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은 전신적인 상태를 평가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저항성을 보이는 한 관절의 관절염은 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주기적인 단순방사선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치료저항성 류마티스 관절염, 소수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저항성 소수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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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ultrasonographic measurement of carpal tunnel
by anatomical area and correlation with electrodiagnostic study in diagnosis of carpal
tunnel syndrome.
Methods: From September 2018 to March 2019, we performed the ultrasonography
for 30 cases with carpal tunnel syndrome diagnosed with electrodiagnosis and 30 cases as control group. We measured median nerve diameter, cross-sectional area (CSA),
and flattening ratio (FR) by area of carpal tunnel. We analyzed the difference of measurement between two groups and correlate the measurement with electrodiagnosis
findings.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differences in sonographic measurement
between two groups by independent t-test (CSA zone 1, p=0.01; FR zone 2, p=0.000;
FR zone 3; p=0.001). With Pearson correlation test, there was correlation between sonographic measurement and electrodiagnostic findings (terminal latency and nerve
conduction velocity) statistically, but the Pearson coefficient was low (r<0.4).
Conclusion: By anatomical area, the available value of sonographic measurement was
different. But, as the values were has low power to diagnose the carpal tunnel syndrome, ultrasonography is proper to use as a complementary tool in diagnosis of carpal tunnel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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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상지에서 가장 흔한 포착성 신경병증
으로서 수지 및 수부의 감각 및 운동에 영향을 미쳐 증상 을 일으키는 질환이다[1]. 전
통적으로 엄지부터 환지까지 이환하는 통증과 저린감, 밤에 악화되는 통증, 무지구 위
축 등의 증상을 확인하여 진단을 시행하였고 더불어 전기진단검사(electrodiagnostic study)를 확인하여 진단의 확진 및 감별을 시행하였다[2]. 최근 들어 근골격계 영
역에서 초음파적 진단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
www.handmicro.org

Arch Hand Microsurg 2020;25(1):8-16

근관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3-8]. 이러한

과 두상골 사이를 지나는 구역(proximal carpal tunnel)을 2구역,

연구들 중 많은 문헌에서 진단기법으로서 제시되어 왔던 것은 횡수

대다각골 및 유구골 사이를 지나는 구역(distal carpal tunnel)을 3

근인대(transverse carpal ligament)로 정중신경이 진입하기 전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계측을 시행하였다[9] (Fig. 1).

혹은 진입 이후에 비대해진 단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횡수근인대
에 의해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비율(flattening ratio, FR)을

3. 계측 지표

계산한 것으로, 많은 문헌에서 이러한 측정값의 진단적 의미를 강

계측 지표로서 정중신경의 직경(가로 D1, 세로 D2), 둘레(C), 단

조하고 있으나 측정값의 참고치 및 이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면적(cross-sectional area, CSA)를 측정하였고 가로 직경 및 세로

문헌마다 상이하고 초음파 측정의 기준 위치도 수근관의 근위부인

직경의 비로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져 있는 비율(FR)을 계산하였으

지 원위부인지에 대한 합의점이 없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9]. 또한

며 수근관 내부 정중신경의 단면적과 수근관 이전의 단면적의 비

수근관 증후군 진단 시 시행되었던 전기진단검사의 중증도와 초음

(CSA ratio: zone I/zone II, zone I/zone III)도 계산하였다[3]

파 소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이 또한 합

(Fig. 2).

의점이 없다 하겠다[6,8]. 따라서 저자들은 해부학적 측정 위치에
따른 각 측정치의 유효성 및 전기신경검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No. 2019-2398-002), 심의 결과 동의서는 면제받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으로 내원
하여 초음파적 진단 및 전기진단검사를 시행한 30증례(A군)와 다
른 질환(내상과염, 외상과염, 상지의 연부조직 종양 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처치 시 수근관에 대한 초음파 계측을 시행한 30증
례(B군)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통계
학적 자료(demographic data)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계측의 방법
초음파적 계측 시 8-17 MHz, 초고해상도 선형탐촉자(extreme
high density linear probe; Alpinion, Seoul, Korea)를 이용하
였으며 정형외과 의사인 한 명의 측정자에 의해 측정되었다. 수근관
의 경로에 따라 횡수근인대가 시작되기 전 근위부를 1구역, 주상골

Table 1. Demographic patients’ data
Age (yr)
Gender
Male
Female
Type of hands
Right
left
Bilaterally

Group A
59.27 (33–86)

Group B
53.53 (34–78)

4
26

5
25

16
14
12

15
15
14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a)
Independent t-test.
https://doi.org/10.12790/ahm.19.0062

p-value
> 0.05a)
> 0.05

> 0.05
> 0.05
> 0.05

Fig. 1. Demonstration of zone of carpal tunnel. Zone 1 is proximal area to true carpal tunnel. Zone 2 is proximal carpal tunnel
between scaphoid distal pole (S) and pisiform (P). Zone 3 is distal carpal tunnel between hamate (H) and trapeziu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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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land Scale [12]
Grade
Description
0
No neurophysiological abnormality
1
Very mild CTS, detected only in two sensitive tests (e.g., inching,
palm/wrist median/ulnar comparison, ring finger ‘double peak’)
2
Mild CTS (orthodromic sensory conduction velocity from index
finger to wrist < 40 m/s with motor terminal latency from wrist
to APB < 4.5 ms)
3
Moderately severe CTS (motor terminal latency > 4.5 ms and
< 6.5 ms with preserved index finger SNAP)
4
Severe CTS (motor terminal latency > 4.5 ms and < 6.5 ms with
absent SNAP)
5
Very severe CTS (motor terminal latency > 6.5 ms)
6
Extremely severe CTS (surface motor potential from APB < 0.2
mV, peak-to-peak)

Fig. 2. The measurement of median nerve. D1 and D2 are horizontal and vertical diameter of median nerve. C is circumference and
A is cross-sectional area.

CTS, carpal tunnel syndrome; ABP, abductor pollicis brevis; SNAP,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Table 2. Severity of carpal tunnel syndrome
Severitya)
Mild

Moderate

Severe

Sensory NCS
1. 14 cm wrist stimulation, peak latency > 3.7 ms
2. 14 cm wrist stimulation, the peak latency: proximal 7 cm
> distal 7 cm
3. Transcarpal 5 cm short-segment latency: onset latency
> 1.3 ms, peak latency > 1.5 ms
4. 14 cm SNAP amplitude: 16–20 μV
5. Conduction block greater than 50% in wrist palm stimulation if 14 cm stimulation amplitude ≥ 20 μV
1. Wrist stimulation (14 cm) SNAP amplitude 6–15 μV
2. Conduction block greater than 50% at wrist & palm stim.
If SNAP ≥ 10 μV with 14 cm wrist stimulation
1. SNAP amplitude ≤ 5 μV

Motor NCS
6. Distal latency > 4.2 ms
7. CMAP amplitude: 4.1–4.5 mV

3. CMAP amplitude 2.1–4 mV

2. CMAP amplitude ≤ 2 mV

APB needling EMG
Normal

4. Fibrillation ( ± )
5. Abnormal MUAP with intermediate
interference pattern
3. Fibrillation (+)
4. Abnormal MUAP with discrete activity or single unit pattern

NCS, nerve conduction study; ABP, abductor pollicis brevis; EMG, electromyography; SNAP,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CMAP,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MUAP, motor unit action potential.
a)
Mild,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sensory and motor nerve conduction; Moderate, mild plus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sensory and motor nerve
conduction; Severe, moderate plus the following sensory and motor nerve conduction.

4. 전기신경검사
전기신경검사는 한 명의 신경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어 측정된 말

역시 시행하였다[6-8]. 중등도 분류법은 Steven [11]에 의한 분류
법과 Bland Scale [12]을 적용하였다(Tables 2, 3).

단잠복기(terminal latency, TL), 신경전도속도(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wrist to palm, NCV(P) and wrist to fin-

5. 통계학적 분석

ger, NCV(F))를 이용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

A군과 B군 표본에 대한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나이에 대한

기준인 (1) 손가락-손목분절의 비정상 감각신경전도, (2) 손바닥-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고 좌우 및 여성과 남성, 양손 비

손목분절의 비정상 감각신경전도, (3) 말단잠복기 지연을 따른 것

율에 대한 검정을 위하여 Fisher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양군의

이다[10]. 전기신경검사의 중증도 및 초음파 계측치의 연관성을 분

계측치에 대한 평균 비교검정을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이

석하기 위하여 신경전도속도에 대한 선형관계 분석 및 중증도 분

용하였다. 초음파적 계측치와 전기진단검사와의 상관관계를 검정

류법에 의한 등급에 따른 초음파 계측치의 차이 유무에 대한 검정

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였고 전기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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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re was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cross-sectional area of Zone 1 (A), flattening ratio of Zone 2
(B) and Zone 3 (C).
Table 4.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FR and CSA
ROC curve

1.0

Sensitivity

0.8

0.6

0.4

0.2

0.0

Z1A
Flattening R(Z2)
Flattening R(Z3)

0.0

0.2

0.4

0.6

0.8

1.0

1-Specificity
Fig. 4.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of crosssectional area of Zone 1 (Z1A) and flattening ratio of Zone 2,
Zone 3 (Flattening R(Z2), Flattening R(Z3)). Each area under the
curve (AUC) was 0.69, 0.75, and 0.75.

Zone I
D1
D2
C
CSA
Zone II
D1
D2
C
CSA
Zone III
D1
D2
C
CSA
FR(Z2)
FR(Z3)
CSA R (Z1/Z2)
CSA R (Z1/Z3)

Group A
Avg
SD

Group B
Avg
SD

0.62
0.24
1.48
0.12

0.14
0.05
0.32
0.06

0.52
0.22
1.27
0.09

0.08
0.03
0.17
0.02

0.002
0.058
0.002
0.010

0.71
0.20
1.65
0.12

0.15
0.05
0.34
0.04

0.71
0.21
1.37
0.10

0.15
0.03
0.26
0.02

0.000
0.501
0.001
0.072

0.67
0.18
1.50
0.10
3.70
3.76
1.13
1.29

0.13
0.04
0.38
0.04
1.12
0.87
0.45
0.38

0.58
0.19
1.35
0.09
2.86
3.12
0.98
1.14

0.08
0.03
0.19
0.02
0.41
0.44
0.29
0.34

0.003
0.649
0.052
0.118
0.000
0.001
0.118
0.122

p-value

FR flattening ratio; CSA, cross-sectional area; D1, horizontal diameter; D2,
vertical diameter; C, circumference; Avg,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중증도별 그룹에 따른 초음파 소견에 대한 분석은 Kruskal-Wallis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한 검정에서 두 군 간의 초음파 계측치

test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인 검정은 SPSS version 18.0

에는 1구역에서의 CSA와 2구역 및 3구역의 압박률(FR) 등이 통계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 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Table 4, Fig. 3). 두 군의 측정

검정하였다.

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ROC curv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에서 cutoff value는 CSA = 0.095 cm2, 민감도

결과

70%, 특이도 53%; FR(Z2) = 2.92, 민감도 73%, 특이도 73%;
FR(Z3) = 3.3, 민감도 67%, 특이도 67%였다(Fig. 4). 전기진단검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여 두 군 간의 성별, 나이, 양측성을

사와 초음파 계측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Pearson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correlation test에서는 1구역에서 D1과 NCV(F), D2와 TL 및

https://doi.org/10.12790/ahm.19.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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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r값은 높지 못하여 강력

적비율(CSA ratio, Z1/Z2)과 TL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한 선형관계를 갖지는 못했다(Table 5, Fig. 5). 전기진단검사에

NCV(F)

TL

TL

Z1A

Cross sectional area R (Z1/Z2)

NCV(F), C와 NCV(F), CSA와 TL 및 NCV(F), 1구역과 2구역 면

NCV(F)

TL

Z1A

A

Cross sectional area R (Z1/Z2)

B

TL

Fig. 5. There was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ultrasonography measurement and electrodiagnostic study. But they had low coefficient of correlation and ultrasonography measurement could not represent electrodiagnostic severity. (A) Pearson correlation test between CSA of Zone 1 and EDS (terminal latency [TL], 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B) Pearson correlation test between
cross-sectional area ratio and TL.
Table 5. Correlation between ultrasonography measurement and electrodiagnostic test
TL
Zone I
D1
D2
C
CSA
Zone II
D1
D2
C
CSA
Zone III
D1
D2
C
CSA
FR(Z2)
FR(Z3)
CSA R (Z1/Z2)
CSA R (Z1/Z3)

NCV(F)

NCV(P)

r

p-value

r

p-value

r

p-value

0.28
0.46
0.35
0.42

0.13
0.01
0.06
0.02

-0.36
-0.37
-0.40
-0.38

0.05
0.04
0.03
0.04

-0.05
-0.18
-0.09
-0.09

0.78
0.34
0.64
0.64

0.00
0.12
0.02
0.11

0.98
0.53
0.93
0.57

-0.15
-0.11
-0.15
-0.17

0.44
0.56
0.42
0.38

0.06
0.03
0.06
0.07

0.77
0.86
0.76
0.70

0.09
0.28
0.16
0.23
-0.10
-0.21
0.44
0.29

0.63
0.14
0.41
0.22
0.59
0.27
0.01
0.12

-0.16
-0.21
-0.24
-0.21
-0.01
0.11
-0.32
-0.29

0.39
0.26
0.21
0.27
0.94
0.58
0.08
0.12

-0.03
-0.09
-0.08
-0.04
0.02
0.09
-0.30
-0.12

0.86
0.63
0.67
0.82
0.94
0.62
0.10
0.54

There was some statistical differences, but coefficient of correlation was low.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L, terminal latency; NCS, nerve conduction study; F, finger; P, palm; D1, horizontal diameter; D2, vertical diameter; C,
circumference; CSA, cross-sectional area; FR, flatten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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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증도별 분류에서 Steven 분류법[11] 및 Bland Scale [12] 모

사 이후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의 소견으로 확진되었다[2]. 전기진단

두 각 분류군마다 유의한 초음파적 계측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

검사는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전도를 통한 무

다(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한 검정에서 Bland Scale의 경우 1구

지구의 근위축이나 신경전도기능 이상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을

역의 D2, 3구역의 D2, 3구역의 CSA가, Steven 분류법에서 CSA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도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ratio (Z1/Z3)가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

있어 집도의의 명확한 판단에 큰 도움을 준다[2,12]. 문헌에 따라

후검정 Mann-Whitney test에서 유의한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차이가 있으나 임상의가 증상과 징후를 근거로 시행한 전기진단검

(Tables 6, 7).

사에는 91%-98% 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상적 증상
및 징후가 확연하지 않을 경우 전기진단검사가 감별진단 및 수술

고찰

적 치료 결정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10].
하지만 전기진단검사의 비용 및 소요시간, 환자가 검사 시 느끼

전통적으로 수근관 증후군은 임상적 증상의 청취 및 이학적 검

는 불편감 등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초음파적 진단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근관 증후군을
초음파로 진단하기 위하여 진단적 수치를 정량화하고 검증하는 연

Table 6. The number of patients by severity classification
Number of patients
30
3
6
11
2
8
30
12
9
9

Bland Scale [12]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Grade 6
Steven [11]
Mild
Moderate
Severe

구는 일찍이 여러 저자에 의해 발표된 바가 있다[4-8,13-17]. 대부
분 정중신경의 비대를 정량화하여 단면적을 진단에 이용하는데, 이
러한 정중신경의 비대를 측정하는 위치 및 이러한 단면적 측정치에
대한 진단검사로서 민감도 및 특이도가 매우 상이하여 정확한 합의
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수근관 내부(pisiform level)
의 정중신경 비대를 진단적 소견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었으나
[3,13,15] 정중신경이 수근관에 들어가기 전 원위손목주름 혹은 방
형회내근이 관찰되는 부분의 비대를 관찰한 연구들이 있으며 횡수
근인대의 비대에 의한 압박이 핵심적인 병리임을 고려할 때 저자들
의 연구결과와 같이 수근관 진입 직전의 정중신경의 직경을 측정하
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8] (Fig. 6).
한편 FR 계측치는 2구역 및 3구역 모두에서 두 군 간에 통계학

Table 7.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everity classification and
ultrasonography measurement by the Kruskal-Wallis test
Z1D1
Z1D2a)
Z1C
Z1A
Z2D1
Z2D2
Z2C
Z2A
Z3D1
Z3D2a)
Z3C
Z3Aa)
FR(Z2)
FR(Z3)
CSA R(Z1/Z2)
CSA R(Z1/Z3)a)

Bland Scale [12]
0.41
0.03
0.27
0.05
0.69
0.20
0.65
0.31
0.30
0.03
0.27
0.03
0.43
0.35
0.47
0.53

Steven [11]
0.54
0.12
0.36
0.18
0.55
0.41
0.54
0.77
0.60
0.35
0.57
0.26
0.23
0.45
0.55
0.04

Z, zone; D1, horizontal diameter; D2, vertical diameter; C, circumference;
A, area; CSA, cross-sectional area; FR, flattening ratio.
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Mann-Whitney test.
https://doi.org/10.12790/ahm.19.0062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 FR는 원위 수근관

Fig. 6. Swelling of median nerve proximal to the carpal tunnel (arrow demonstrate the compression of median nerve and the right
side of figure is proximal area). So-called by “notching sign”. Generally, the median nerve in carpal tunnel syndrome is thickened, especially in proximal entrance of carpal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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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되어 3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진단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

도 및 특이도가 낮아 단독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

을 한바 있지만 저자들의 ROC curve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구

며, 증상 및 근전도를 이용한 고식적인 방법에 추가적인 진단 및

역 혹은 3구역 모두 그리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를 가지지 못하여

술기의 보조적, 보완적 수단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 측정해야만 진단이 가능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3,9] (Fig. 4). 다만 3구역은 정상 해부학적 위치에서 정중신
경이 수배부 쪽으로 굴곡되어 들어가는 형태로 초음파검사 시 비
등방성(anisotropy)으로 인하여 측정이 힘들고 영상의 질이 떨어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thing to disclose.

질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수지신경으로 분지되기 전의 형태로 납
작한 모양을 보일 수 있다(3구역의 cutoff value가 2구역의 값보
다 더 큰 것 역시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너무 원위부에서 측정
시 측정치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2구역에서의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연구에서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기준을 CSA = 0.09 cm2 혹
은 0.10 cm2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민감도 및 특이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4,6,7,15,18,19]. 과거 연
구에서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는 초음파 해상도의 문제로 인한 측
정 오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2017년
Billakota와 Hobson-Webb [7]에 의한 연구에서 CSA의 민감도
및 특이도를 90% 이상이라 하였는데 이는 저자들의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Fowler 등[20]은 2011년도 Meta-analysis를
통하여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진단검사
를 대체하기 힘들다 발표한 바가 있고 현재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높아진 초고해상도 탐촉자(extreme high density probe)를 이용
했지만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때 수근관 증후군의 중증
도 평가 및 침습적 처치 시행의 판단기준을 초음파적 계측치로 대
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영상 계측의 방
법이나 해상도의 문제가 아닌 질병 자체에서 신경변화의 폭이 다
양한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기진단검사와 초음파 계측치와 연관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
었다[7,8,17]. 하지만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는 선형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측치들이 있었으나 r 값이 모두 0.5 미만으로 강력
한 설명력을 갖지는 못하였고 전기진단검사를 기준으로한 중증도
분류법 역시 초음파 계측치와 연관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증례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증상이 없
는 대조군에서는 전기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었
고, 무증상군부터 증상이 명확한 환자군까지 연속적인 대량의 증
례에서 초음파 계측 및 전기진단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연관성에 대
한 설명이 명확해질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무증상군에서 대량
의 전기진단검사를 시행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에 있어서 해부학적 구역별로 확인해야 할
측정값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검사치들은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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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관 증후군에서 해부학적 영역에 따른 초음파 계측의 분석 및
전기진단검사와의 연관성
박정우
새손병원 정형외과

목적: 수근관 증후군에서 해부학적 구역별 초음파 진단의 효용성 및 전기진단검사와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본원에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 30명(A군) 및 대조군 30명(B군)의 초음파 소견 중 정
중신경의 구역별(zone 1, 2, 3) 단면적(cross-sectional area, CSA)과 압박비율(flattening ratio, FR)을 비교하였으며 A군의 초음파
소견과 근전도에 대한 선형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초음파 소견의 측정값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의 검정상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였다(CSA zone 1. p=0.01; FR zone 2,
p=0.000; FR zone 3, p=0.001). 초음파 측정값과 근전도의 말단잠복기(terminal latency) 및 신경전도속도(wrist-finger, NCV(F);
wrist-palm, NCV(P))에 대한 선형관계 분석 결과 1구역에서 정중신경의 직경, 둘레, 면적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선형관계가 관찰
되었으나 Pearson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모두 0.4 이하로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수근관 증후군에서 해부학적 구역별로 확인해야 할 초음파 측정값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검사치들은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아 증상 및 전기진단검사를 이용한 고식적인 진단방법의 보완적 수단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단어: 수근간 증후근, 초음파, 전기진단

접수일 2019년 11월 1일 수정일 2019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4일
교신저자 박정우
34908,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8, 새손병원 정형외과
TEL 042-535-1900 FAX 042-535-1902 E-mail medicore111@hanmail.net
ORCID https://orcid.org/0000-0001-9660-3831

16

https://doi.org/10.12790/ahm.19.0062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 동반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위험인자 분석
이재영1, 박일중1, 박일규1, 윤석준2, 한영훈3, 정창훈1
1

Original Article
pISSN 2586-3290 · eISSN 2586-3533
Arch Hand Microsurg 2020;25(1):17-23
https://doi.org/10.12790/ahm.19.006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2부천 하이병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3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Accompanying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 of Humerus
Jaeyoung Lee1, Il-jung Park1, Il-kyu Park1, Seok-joon Yoon2,
Young-hoon Han3, Changhoon Jeong1
1

Received: November 13, 2019
Revised: December 20, 2019
Accepted: December 31, 2019
Corresponding author:
Changhoon Jeo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327 Sosa-ro, Bucheon 14647,
Korea
Tel: +82-31-340-2260
Fax: +82-31-340-2671
E-mail: changhoonj@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3-3451-2875

2020 by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Korean Society for Microsurgery, and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Peripheral Nerv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cheon Hi Hospital, Bucheon, Korea
3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aej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aejeon, Korea

Purpose: An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can be accompanied in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 of humerus. The risk factors of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in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 were statistically analyzed.
Methods: From 2008 to 2017, 74 patients with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 of
humerus were selected. The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was evaluated by computed
tomography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ith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s (group I) and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s with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group II). For the risk factor analysis,
the age, sex, underlying disease, injury mechanism, and body mass index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Radiologically, fracture pattern, the amount of displacement, and the presence and direction of the shoulder joint dislocation were compared.
Results: In multivariate analysis, factors independent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s were gender and whether or not the joint dislocation. In
female (odds ratio [OR]=14.806; 95% confidence interval [CI], 1.188-184.503;
p=0.036) and in cases where no joint dislocation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OR=0.018; 95% CI, 0.001-0.271; p=0.004) was accompanied more frequently and occurred statistically.
Conclusion: Care must be taken in cases of female and the absence of shoulder dislocation in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Key Words: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 Humeral surgical neck, Occult fracture, Risk facto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handmicro.org

17

Jaeyoung Lee, et al.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Accompanying Greater Tuberosity Fracture

서론

는 보이지 않으나 CT 또는 MRI상 골절선이 관찰되는 경우 이를
잠행 골절로 정의하였다. CT를 시행한 경우가 9명, MRI를 시행한

상완골 대결절 골절은 회전근개에 의한 견열 골절로 발생하거나

경우가 64명, CT와 MRI를 모두 시행한 경우가 1명이었다.

견봉 또는 관절 와에 상완골두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상완골 대결절에만 골절이 있었던 경우를 Ⅰ군(대결절 단독 골

져 있다[1,2].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일부에서 외과적 경부에 잠행

절군)으로 분류하였고(Fig. 1),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 외과적 경부

골절이 동반되는데 Shaw 등[3]은 약 11.8%로 보고하였다. 상완골

잠행 골절이 동반된 군을 Ⅱ군(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군)으로 분류

대결절 골절에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동반된 경우 대결절 골절

하였다(Fig. 2). 위험인자 분석을 위해서 두 군 간 나이, 성별, 기저

만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진성 골절로 진

질환, 수상 기전,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비교 분

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나[3-6] 일반 방사선검사만으로는 외

석하였다. 기저질환은 고혈압 및 당뇨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BMI는

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진단이 어려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

25 kg/m2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방사선학적으로 상완골 대결절

우가 많다.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발생

골절 형태를 Mutch 등[7]이 제안한 견열형(avulsion type), 분리

하는 위험인자를 알 수 있다면 이의 예측 및 조기 진단에 도움이

형(split type), 감입형(depression type)으로 분류하였고, 골절편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외과적 경부 잠

의 전위 정도, 견관절 탈구 유무 및 방향을 비교분석하였다.

행 골절이 발생하는 위험인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통계분석은 SPSS ver. 19.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t-test 및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발생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며 단변량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유의수준 0.05에서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IRB No. 2019-4327-0001).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원에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로 내
원한 20세 이상의 환자 88명 중 병적 골절 및 근위 상완골 골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

결과
1. 환자의 특성

mography, CT) 또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

Ⅰ군이 57명(77.0%), Ⅱ군이 17명(23.0%)으로 분류되었다. 전

aging, MRI) 검사를 시행한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방사선

체 74명 환자의 평균나이는 57.5 ± 13.1세(범위, 24-87세)였으며

검사에서는 74명의 환자 모두에서 상완골 대결절 골절만이 확인되

여자가 48명(64.9%)으로 많았다. 골절의 발생 원인으로는 넘어진

었다. 하지만, 골절의 양상 및 동반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우가 62명(8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보행자 교통사고

시행한 CT나 MRI에서 일반 방사선검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4명, 5.4%), 승객 교통사고(2명, 2.7%), 오토바이 사고(2명,

골절선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일반 방사선검사에서

2.7%) 등이 있었다. 고혈압과 당뇨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는 각각

A

B

C

Fig. 1. (A) Radiography of a 53-year-old female patient showing a greater tuberosity fracture of right humerus with shoulder dislocation.
(B, C) Magnetic resonance images after reduction showing greater tuberosity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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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A) Radiography of a 62-year-old female patient showing a greater tuberosity fracture of left humerus. (B, C) Magnetic resonance
images showing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of humerus accompanying greater tuberosity fracture.

25명(33.8%)과 12명(16.2%)이었으며 이 중 10명의 환자는 고혈
압과 당뇨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환자의 평균 BMI는 24.37 ±
3.60 kg/m2 (범위, 16.65-35.06 kg/m2)이었고 BMI 값이 25 이
상으로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는 26명(35.1%)이었다. 대결절 골절
의 형태는 견열형이 52명(70.3%), 분리형이 19명(25.7%), 감입형
이 3명(4.1%) 순이었고, 대결절 골절편의 평균 전위는 8.45 ±
4.15 mm (범위, 2-20 mm)였다. 견관절 탈구는 38명(51.4%)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모두 전방 탈구였다(Table 1).

2. 단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단변량분석에서 I군과 II군의 평균연령은 차이가 없었으나
(p = 0.971) 성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I군에서는 57.9%, II군에서
는 88.2%로 유의하게 II군에서 여성이 많았다(p = 0.021). I군의 수
상 기전은 넘어진 경우가 45례(78.9%), 교통사고 관련된 경우가
12례(21.1%)였으며 II군의 경우 모두 넘어져서 수상하였다
(p = 0.039). 고혈압과 당뇨 동반 여부는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MI는 II군에서 25.98 ± 3.79 kg/m2로 I군 23.89 ± 3.44
kg/m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34). 대결절 골절의 형태는 I군
의 경우 견열형이 75.4%로 가장 많았으며 II군에서는 견열형이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74)
Characteristic
Age (yr)
Sex
Male
Female
Injury mechanism
Slip down
Others
Combined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Body mass index (kg/m2)
≥ 25
Type of fracture
Avulsion
Split
Depression
Displacement (mm)
Dislocation

Value
57.51 ± 13.11
26 (35.1)
48 (64.9)
62 (83.8)
12 (16.2)
25 (33.8)
12 (16.2)
24.37 ± 3.60
26 (35.1)
52 (70.3)
19 (25.7)
3 (4.1)
8.45 ± 4.15
38 (5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52.9%, 분리형이 47.1%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p = 0.056). 대결절 골절편의 평균전위는 I군에서 8.49 ± 4.27

다. 결과적으로 다변량분석에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발생과 독

mm, II군에서 8.29 ± 3.85 mm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립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자는 성별과 견관절 탈구의 여부였다. 즉,

(p = 0.865). 견관절 탈구는 I군 57명 중 37명(64.9%)에서 발생하

여성(odds ratio [OR] = 14.806; 95% confidence interval [CI],

였으며 II군에서는 17명 중 1명(5.9%)에서 발생하여 I군에서 유의

1.188-184.503; p = 0.036)에서, 그리고 견관절 탈구(OR = 0.018;

하게(p < 0.001) 견관절 탈구가 더 많이 동반되었다(Table 2).

95% CI, 0.001-0.271; p = 0.004)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서 외과
적 경부 잠행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Table 3).

3.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단변량분석에서 p값이 0.1 미만을 보이는 성별, 수상 기전, BMI,
대결절 골절의 형태, 견관절 탈구의 여부로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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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ivariate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Characteristic
Age (yr)
Sex, female
Injury mechanism
Slip down
Others
Combined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Body mass index (kg/m2)
≥ 25
Type of fracture
Avulsion
Split
Depression
Displacement (mm)
Dislocation

Group I (n = 57)
57.54 ± 14.07
33 (57.9)
45 (78.9)
12 (21.1)

Group II (n= 17)
57.41 ± 9.52
15 (88.2)

p-value
0.971
0.021
0.039

17 (100)
0 (0)

19 (33.3)
8 (14.0)
23.89 ± 3.44
18 (31.6)

6 (35.3)
4 (23.5)
25.98 ± 3.79
8 (47.1)

43 (75.4)
11 (19.9)
3 (5.3)
8.49 ± 4.27
37 (64.9)

9 (52.9)
8 (47.1)
0 (0)
8.29 ± 3.85
1 (5.9)

0.881
0.351
0.034
0.056

0.865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Group I, patients with isolat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 Group II, patients with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accompanying greater tuberosity fracture.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with occult
surgical neck fracture

였으며 이 중 3명은 초기 진단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

Characteristic
Female
Injury mechanism
Body mass index
Type of fracture
Dislocation

골절의 초기 진단을 놓치는 이유는 통증으로 인하여 정확한 각도

OR (95% CI)
14.806 (1.188–184.503)
1.184 (0.953–1.472)
0.018 (0.001–0.271)

p-value
0.036
0.998
0.127
0.071
0.004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다. Wu 등[10]은 상완골 대결절 골절과 동반된 외과적 경부 잠행
에서 일반 방사선 촬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 발생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이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모든 증례에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은 CT 또는 MRI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였다. 특히,
MRI의 경우 신호 강도의 변화가 뚜렷하여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
의 진단에 유용하였다. Haubro 등[14]은 대퇴골 근위부 잠행 골절
의 진단에서 MRI가 CT보다 민감도(sensitivity)가 높아 진단이 용

고찰

이하다고 보고하였고, Gumina 등[15]도 상완골 근위부 잠행 골절
의 진단에 MRI가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상완골 대결절 골절은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약 14%-21%를 차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한다[8,9].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일부에서 외과적 경부에 잠행

위험군의 경우 CT나 MRI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평가하는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0]. 상완골 대결절 골절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동반된 경우는 대결절 단독 골절만 있

상완골 단독 대결절 골절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는 경우와 비교하여 긴 고정 기간이 필요하며[3-6] 외과적 경부 잠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Cuo-

행 골절이 진성 골절로 진행하면서 전위나 각 형성이 발생할 수 있

mo [16]와 Flatow 등[17]은 골다공증 및 외과적 경부의 약한 골소

으므로 주의를 요한다[11-13]. 하지만, 현재까지 상완골 대결절 골

주 구조가 외과적 경부 골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절 시 외과적 경부에 잠행 골절이 발생하는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발생빈도가 유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저자들은 본 연구를

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높은 것

시행하였다.

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도 골다공증이 외과적 경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 동반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은 조기에

부 잠행 골절의 위험인자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분석하였으나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Shaw 등[3]은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

아쉽게도 골밀도 검사(bone marrow density, BMD)를 시행한

절환자 68명 중 8명(11.8%)에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발생하

증례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상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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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대결절 골절 시 동반되는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과 골다공증과
의 연관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견관절 탈구 유무도 외과적 경부 잠행 골
절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견관절 탈구가 발
생하지 않은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I군(대결절 단독 골절군)은 57명 중 37명
(64.9%)에서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으나, Ⅱ군(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군)은 17명 중 1명에서만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
로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15%-30%에서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18], 견관절 탈구와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증가하는 이유가 수상 시 외력의 작용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대결절 골절 시 탈구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외
력이 탈구에 작용하므로 외과적 경부에 가해지는 손상이 적으나,
탈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력이 구조적으로 약한 부위인 외
과적 경부에 작용하여 잠행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완골 대결절 골절 형태와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Ⅰ군의 경우 견열형이 75.4%로 가장 많았으며 Ⅱ군에
서는 견열형이 52.9%, 분리형이 47.1%였으나 두 군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6). Shaw 등[3]도 분리형에서 외
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더 많은 수의 증례를 통한 상완골 대결절 골절
형태와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후향적 연구이며 증
례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둘째, 추가적인 검사로 CT 또는 MRI를
시행하여 균일한 영상학적 분석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영상학적 분석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interobserver reliability)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BMD를 시행한 증례가 적
어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
였다는 점이다.

결론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 시 여성이며 탈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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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골 대결절 골절에 동반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위험인자
분석
이재영1, 박일중1, 박일규1, 윤석준2, 한영훈3, 정창훈1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2부천 하이병원,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목적: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 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동반될 수 있다. 이에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 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 발
생의 위험인자를 비교분석하였다.
방법: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로 내원한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또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통하여 상완골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 여부를 판정하였다.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
절만 있는 경우 Ⅰ군, 상완골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발견된 경우 Ⅱ군으로 분류하였다. 두 군 간 임상적으로 나이, 성별, 기저질환, 수
상 기전,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비교하였다. 영상학적으로 골절의 형태, 골절편의 전위 정도, 견관절 탈구 유무 및 방향을 비
교분석하였다.
결과: 다변량분석 결과 성별 및 견관절 탈구의 유무가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발생과 관련 있는 위험인자로 판단되었다. 여성인 경우
(odds ratio [OR]=14.806; 95% confidence interval [CI], 1.188-184.503; p=0.036)와 견관절 탈구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OR=0.018; 95% CI, 0.001-0.271; p=0.004)에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 시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결론: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 시 여성이며 탈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색인단어: 상완골 대결절 골절, 상완골 외과적 경부, 잠행 골절,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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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perative Arthroscopic Findings of Ulnar
Impaction Syndrome
Yoon-Min Lee, Seok-Whan Song, Dong-Jin Kim, Wan-Jae Cho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eouido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and intraoperative arthroscopic findings in ulnar impaction syndrome, and to assess the necessity of the arthroscopic evaluation in ulnar
shortening osteotomy.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46 patients of idiopathic ulnar impaction syndrome, treated by ulnar shortening osteotomy and arthroscopic evaluation, from February 2012 to June 2018. In preoperative MRI and intraoperative arthroscopy, lunate,
triquetrum,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TFCC) and lunotriquetral ligament were
evaluated.
Results: The chance to see the findings of chondromalacia of the lunate and triquetral
cartilage in arthroscopy (58% and 2%) was less than the findings of abnormal signal
intensity of the lunate and triquetrum in MRI (65% and 22%). The incidence of TFCC
lesion in arthroscopy (89%) was almost equal with that of abnormal signal intensity
of TFCC in MRI findings (87%). But there were 24 cases (52%) where the prediction of
triangular fibrocartilage lesions in MRI was incorrect. In 19 cases (41%), arthroscopic
findings were not appropriate with the disease stage of Palmer’s original classification.
Conclusion: Although some recent reports say that arthroscopic surgery is not necessary in the treatment of ulnar impaction syndrome, we could confirm the value of arthroscopic evaluat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ulnocarpal pathologies.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arthroscopic evaluation of ulnocarpal joint at the same time of the
ulnar shortening procedure.
Key Words: Ulna, Osteotomy, Arth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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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충돌증후군은 척측 수근관절 동통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 중 하나로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척골의 양성 변위를 보이며, 척측 수근관절의 반복적 부하로 인해 삼각섬유
연골복합체와 척측 수근골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한다[1]. 척골충돌증후군의 수술적 치
료방법으로는 척골 단축술이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관절경 시
술의 발달로 척골 단축술과 수근관절 관절경을 같이 시행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다
[2-6]. 척골충돌증후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손상된 삼각섬
유연골복합체의 불안정한 파열판은 척골 두와 척측 수근골 사이에서 기계적인 자극을
www.handmi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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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5,7].

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하지만 척골 단축술과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

전후 단순 후전방 방사선사진에서 Kreder 등[11]의 계측방법을 사

우, 관절경 시술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용하여 척골의 양성 변위를 측정하였고,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에

척골충돌증후군에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와 척측 수근골의 손상

서 변형된 Outerbridge 분류로 월상골과 삼각골의 비정상신호 음

등의 관절내 병변의 진단으로 자기공명영상과 관절경 등이 보고되

영 여부 및 연골결손을 분류하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유

었으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척측 수근골의 연골연화증,

무,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손상 유무를 관찰하였다.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손상의 정확한 진단에 자기공명영상은 한계

수술시에는 전신 마취 하 지혈대를 착용하고, 요척수근관절에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6,8-10]. 따라서 관절경을 시행하여

대한 관절경 시술을 먼저 시행하였다. 3-4 관절경 입구를 통해 관

척측 수근관절 내부의 병변을 확인하고 수술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절경을 이용하여 변형된 Outerbridge 분류로 월상골과 삼각골의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골연화증을 분류하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와 월상삼각골간 인대

저자들은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 수근관절

의 손상, 척골 경상돌기 전 함몰부의 활액막염을 확인하였다. 삼각

의 관절경을 시행하였으며,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및 척측

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은 Palmer [12]의 분류에 따라 분류하였

수근골의 연골연화증 등의 관절내 병변을 확인하고, 관절경적 변

다. 6R 관절경 입구를 통해 전동 소파기와 고주파 열치료기(Ar-

연절제술과 척골 단축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전 시행한 자

throCare, Austin, TX, USA)를 이용하여 삼각섬유연골복합체와

기공명영상검사 소견과 수술 중 확인된 관절경 소견을 후향적으로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손상, 척골 경상돌기 전 함몰부의 증식된 활

분석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 소견과 관절경 소견을 비교하고, 척

액막에 대하여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관절경 시술 후 관절경

골충돌증후군의 관절경 소견을 분석하여, 척골 단축술과 동시에

입구의 피부를 봉합한 후, 척골의 척측연을 따라 6-7 cm 정도의

시행하는 관절경 시술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부 절개를 가하고, 척 수근신근과 척 수근굴근의 사이로 척골에
도달하였다. 척 수근관절에서 근위 4-5 cm 되는 부위에 수술 전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진에서 측정한 양성 척골 변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술
전 계산된 절제량을 표시하였다. 전동톱(oscillating saw)으로 사

201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척골 단

선형 절골술을 시행하고 단축술 후 척골의 변위가 0-1 mm가 되

축술과 수근관절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전 자

도록 사선형으로 절골하여 단축시켰다. 절골 부위는 5 혹은 6 hole

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고, 1년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46예

의 3.5 mm 잠금 압박 금속판을 척골의 배부에 고정하였다. 수술

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20.5개월(범위, 12-28개

후 설탕집게 부목으로 약 4주간 절대 고정하였고, 이후에는 제거

월)이였고 남자가 21예, 여자가 25예였으며, 좌측이 20예, 우측이

가능한 보조기로 간헐적 운동을 허용하였다.

26예이었다. 평균 연령은 49.2세(범위, 21-75세)였다. 증상 발생
일로부터 수술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21.5개월(범위, 5-60개
월)이었다.

결과

척측 수근관절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 중 진찰 소견상 척골 두와

수술 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31예(67%)에서 월상골의

삼각골, 월상골 사이 관절면에 집중된 압통이 있으며, 척수근부하

연골연화 소견을 보였고, Grade I이 7예, Grade II가 21예,

검사(ulnocarpal stress test) 및 척수근연마검사(ulnocarpal

Grade III이 3 예였다. 10예(22%)에서 삼각골의 연골연화 소견을

grind test)상 양성 소견을 보인 환자들을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진

보였고, Grade I이 8예, Grade II가 2예였다. 42예(91%)에서 삼

단하였으며[7] 본원에 내원 후 최소 3개월 이상 수근관절 스트레칭

각섬유연골복합체의 비정상신호 음영 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20예

물리치료 및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3개월 이상의 보존

에서 마모 등의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었고, 22예에서 파열이 의심

적 치료로 증상 완화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3.0T 자기공명영

되었다.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손상은 1예(2%)에서 의심되었다.

상촬영을 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양성 소견이 지속되며, 단순방사

요척수근관절경에서 28예(60%)에서 월상골의 연골연화 소견을

선촬영상 양성 척골 변위나 월상골의 미란이나 경화 소견을 보이

보였고, Grade II가 24예, Grade III이 1예, Grade IV가 3예였다

거나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월상골, 삼각골의 골수 내 신호강도의

(Fig. 1). 삼각골의 연골연화 소견은 1예(2%)에서 Grade II로 관찰

변화나 삼각섬유연골의 퇴행성 병변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

되었다. 43예(94%)에서 삼각섬유연골의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이

척수근관절 관절경 및 척골 단축술을 시행하였다. 이학적 검사 및

중 11예에서 퇴행성 마모가 관찰되었고, 32예에서 파열이 관찰되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의심되나 척골 양성 변

었다. 삼각섬유연골의 파열이 관찰된 32예 중 25예에서 중앙부 파

이를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관절경적 변연절제술만 시행하였고 보

열, 6예에서 요측 파열, 1예에서 척측 파열이 관찰되었다. 11예

존적 치료 시행 후 통증 호전은 없으나 기능적으로 우수한 환자들

(24%)에서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중 7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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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60-year-old female patient complained of right wrist ulnar side pain. (A) Preoperative radiograph shows positive ulnar
variance (3.72 mm). (B, C)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s subchondral cysts in the lunate and triquetrum and tear of the triangular
fibrocartilage (TFC). (D)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corrected ulnar variance (0.00 mm). (E) Arthroscopic view from the 3-4 portal
showing severe defect of the articular cartilage of the lunate. (F) Arthroscopic image showing a perforation of the TFC.
Table 1. Preoperative MRI findings and Intraoperative arthroscopic
findings
MRI findings Arthroscopic findings
Lunate chondromalacia
31 (67)
28 (60)
Grade I
7
Grade II
21
24
Grade III
3
1
Grade IV
3
Triquetrum chondromalacia
10 (22)
1 (2)
Grade I
8
Grade II
2
1
TFCC lesion
42 (91)
43 (94)
Wear
20
11
Perforation
22
32
  Central
25
  Radial
6
  Ulnar
1
LT ligament lesion (tear)
1 (2)
11 (24)
Wear
7
Flap tear
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FCC,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LT, lunotrique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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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퇴행성 마모, 4예에서 피판 파열 소견을 보였다(Table 1).
자기공명영상검사와 관절경 소견을 비교하면, 월상골은 11예에
서 자기공명영상검사상 6예의 Grade I, 3예의 Grade II, 1예의
Grade III의 연골연화 소견을 보였으나 관절경상 관절 연골의 정상
소견을 보였고, 7예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정상이었으나 관절경
에서 Grade II의 연골연화 소견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 삼각섬유연
골복합체는 24예가 자기공명영상검사 소견과 관절경 검사 소견의
차이를 보였다.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파열이 의심되었던 8예에서
관절경에서는 5예의 마모 소견과 3예의 정상 소견을 보였고, 자기
공명영상검사에서 마모가 의심되었던 14예에서 관절경에서는 13
예의 파열 소견과 1예의 정상 소견을 보였다(Fig. 2). 2예에서는 자
기공명영상검사에서 중앙부 파열이 의심되었으나, 관절경에서는
요측 파열 소견을 보였다. 월상삼각골간 인대는 관절경에서 손상을
보였던 11예는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관절경 검사 소견에 의한 Palmer [12] 분류는 2A형이 2예, 2B
형이 3예, 2C형이 15예, 2D형이 6예, 2E형이 1예였다. 19예에서
Palmer [12]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였는데, 17예에서
https://doi.org/10.12790/ahm.19.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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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76-year-old female patient complained of left wrist ulnar side pain. (A) Pre-operative radiograph shows positive ulnar variance
(5.43 mm). (B)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hows degeneration of the TFC. (C)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corrected ulnar
variance (-0.86 mm). (D) Arthroscopic view from the 3-4 portal showing degenerative wear of the articular cartilage of the lunate. (E)
Arthroscopic image showing a perforation of the triangular fibrocartilage (TFC). (F) Arthroscopic image showing degenerative wear of the
lunotriquetral interosseous ligament. MRI shows degeneration of the TFC, but arthroscopic finding shows a perforation of the TFC.

월상골의 연골연화 소견 없이 삼각섬유연골의 마모 및 파열 소견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월상골의 연골연화증과 삼각섬유연골

을 보였고(Fig. 3), 2예에서 삼각섬유연골의 파열 소견 없이 월상

복합체의 마모에서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삼각골간 인대의 마모 및 파열 소견을 보였다(Table 2).

다[1].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삼각골 및 척골 두의 연골연화증이

척골 변위는 술 전 3.8 mm (범위, 1.2-6 mm)에서 술 후 0.2
mm (범위, -1.2-1.6 mm)로 교정되었으며, 불유합이나 고정 실패

발생하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는 천공이 되며, 더 진행 시 월상삼
각골 간 인대의 파열까지 발생한다[13,14].

를 보인 예는 없었다. 평균 13.2개월(범위, 11-15개월)에 전 예에

척측 수근관절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진찰 소견상 척골충돌

서 기구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

증후군이 의심되면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자기공명

한 환자는 없었다.

영상검사에서는 월상골, 삼각골, 척골 두의 신호강도 변화 및 연골
결손을 확인하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및 월상삼각골간 인대손상

고찰

을 확인 또는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확인
된 월상골의 신호강도 변화로 연골연화증의 정도를 감지하는 것은

척골충돌증후군은 척측 수근관절의 월상골, 삼각골, 척골 두, 삼

힘들고[8],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마모 및 파열, 월상삼각골간 인

각섬유연골복합체, 월상삼각골간 인대에 대한 반복적 부하로 인해

대의 병변을 감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13,15]. Hobby 등[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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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77-year-old female patient complained of right wrist ulnar side pain. (A) Pre-operative radiograph shows positive ulnar variance
(3.19 mm). (B)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s multifocal subchondral bone edema of the lunate and degeneration of the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TFCC). (C)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corrected ulnar variance (-1.22 mm). (D) Arthroscopic view from the
3-4 portal showing intact articular cartilage of the lunate. (E) Arthroscopic image showing a degenerative central tear of the triangular
fibrocartilage. (F) Arthroscopic image showing a flap tear of the lunotriquetral interosseous ligament. Arthroscopic findings were not
appropriate with Palmer’s original description of TFCC.

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진단의 정

특히 마모 소견을 보였던 14예 중 13예가 파열 소견을 보여 변연

확도를 88%로 보고하였고 월상삼각골간 인대손상의 진단의 정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월상삼각골간 인대손상이 있었던 11예는 자

도는 82%로 보고하였다. Magee [17]는 관절경 검사에서 진단된

기공명영상에서 진단이 되지 않았다. 척골충돌증후군과 동반된 관

22예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환자 중 19예가 자기공명영상검

절내 병변의 진단 시 자기공명영상검사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사에서 확인되었고(86%), 관절경 검사에서 진단된 11예의 월상삼

편이지만 관절경 소견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각골간 인대손상 환자 중 9예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확인되었다

의 결정을 위해서는 관절경 검사의 역할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

고(81%) 보고하였다. 척골충돌증후군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

다고 생각된다.

사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이 관절경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단순방사선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를 기

결과가 여러 저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3,6]. 본 연구에서도 자기

반으로 한 Palmer [12]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분류에 의문

공명영상검사 소견과 관절경 소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환자들을 관

이 제기되고 있다. Koh 등[18]은 50예의 척골충돌증후군 환자에

찰할 수 있었다. 특히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월상골과 삼각골에서

서 관절경 소견상 21예(42%)에서 월상골의 연골연화증 없이 삼각

관찰되는 골수의 신호강도 변화와 관절경에서 관찰되는 연골 소견

섬유연골의 손상을 보이거나 삼각섬유연골의 손상 없이 월상삼각

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골수의 신호강도 변화는 연골연화증의 초

골간 인대의 손상을 보여 Palmer [12]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소

기 소견으로 생각되며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신호강도의 변

견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46예 중 19예(41%)의 관절경 소

화로 연골연화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

견이 Palmer [12]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소견으로 비슷한 결과

각된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도 24예(52%)에서 일치하지 않았으며

를 보였다. 하지만 환자군 선정 시 외상력을 제외기준으로 설정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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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demographics, MRI and arthroscopic findings

II
II

MRI
Triquetrum
TFCC
grade
Normal
Central tear
Normal
Central tear

Intact
Intact

M/65
F/34
M/50
M/36
F/70
F/38
M/59
M/21
M/25
F/55
M/44
M/41
F/64
F/33
M/75
M/72
F/54
F/48
F/53
F/41
M/28
M/55
F/63
F/58
F/52
M/59

II
Normal
Normal
III
II
II
Normal
Normal
I
III
II
II
II
Normal
II
I
Normal
III
I
Normal
Normal
II
II
I
Normal
II

I
Normal
Normal
I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I
Normal
Normal
I
I
I
II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II

Central tear
Central tear
Central tear
Central tear
Degeneration
Degeneration
Central tear
Central tear
Central tear
Degeneration
Degeneration
Degeneration
Central tear
Central tear
Central tear
Central tear
Intact
Central tear
Central tear
Partial tear
Degeneration
Degeneration
Degeneration
Degeneration
Degeneration
Central tear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29
30
31
32
33
34

F/56
F/54
M/60
M/47
F/57
M/47

II
II
II
II
Normal
II

Normal
Normal
I
Normal
Normal
I

Central tear
Degeneration
Degeneration
Central tear
Intact
Degeneration

Tear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Arthroscopy
Triquetrum
Lunate grade
TFCC
grade
Normal
Normal
Radi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with
flap
II (fibrillation)
Normal
Wear (thinned)
II (fibrillation)
Normal
Large perforation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Wear (thinned)
III (cartilage flap) Normal
Radi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Normal
Normal
Wear (thinned)
II (fibrillation)
Normal
Wear (thinned)
Normal
Normal
Central tear
IV (chondral defect)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Intact
Normal
Normal
Central tear
Normal
Normal
Central tear
Normal
Normal
Central tear
Normal
Normal
Large perforation
Normal
Normal
Radial tear
Normal
Normal
Central tear
Normal
Normal
Smal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Radial tear
IV (chondral defect)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Wear (thinned)
Normal
Normal
Small tear
Normal
Normal
Radial tear
II (fibrillation)
II (fibrilla- Wear (thinned)
tion)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Wear (thinned)
II (fibrillation)
Normal
Wear (thinned)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II (fibrillation)
Normal
Central tear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M/49
F/56
F/49
F/33
F/53
M/44
F/30
F/49
F/46
M/31
F/49

II
Normal
II
II
Normal
Normal
Normal
II
I
I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Intact
Central tear
Intact
Degeneration
Degeneration
Central tear
Degeneration
Degeneration
Central tear
Degeneration
Degeneration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V (chondral defect)
Normal
II (fibrillation)
II (fibrillation)
II (fibrillation)
II (fibrillation)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46

M/49

I

Normal

Degeneration Intact

II (fibrillation)

Normal

Case

Sex/Age
(yr)

1
2

F/71
M/4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Lunate
grade

LTIL

LTIL

Palmer’s
classification
(arthroscopy)

Tear with flap
Intact

2C

Intact
Intact
Wear
Wear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Wear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Wear
Intact
Intact
Wear

Intact
Tear with flap
Tear with flap
Wear
Wear
Partial tear
with flap
Central tear
Intact
Central tear
Intact
Intact
Intact
Intact
Intact
Wear (thinned) Intact
Central tear
Intact
Central tear
Intact
Ulnar tear
Intact
Central tear
Intact
Degeneration
Intact
Severe degener- Intact
ation
Radial tear
Intact

2B
2C
2D
2D
2C
2C
2B
2C
2C
2C
2C

2C
2C

2D
2C
2D
2D
2D
2E
2C
2A
2A
2B
2C
2C

2C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FCC,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LTIL, lunotriquetral interosseous lig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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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3예의 요측 파열과 1예의 척측 파열도 포함되어 있어

관절 내 병변에 대한 변연절제술 등의 술식도 치료에 도움을 줄 것

간과된 외상성 삼각섬유연골과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손상 가능성

으로 생각된다.

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경 술식의 발달로 삼각섬유

본 연구의 한계로는 증례수가 46예로 비교적 적었고, 추시 기간

연골복합체 및 요척수근관절 내 병변에 대한 더 정확한 검사가 가

이 평균 20.5개월로 짧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의 발

능해지면서 척골충돌증후군에서 병변의 진행에 대한 분류와 외상

생 유무 등에 대하여 알기 힘든 점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

성 병변의 감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절경 시행 시 요척수근관절만 관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요척관절,

관절경 술식의 발달로 척골 단축술에서 관절경 시술을 동시에

중수근관절 관절경을 시행 시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추가적

시행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3,4,7,18-20]. 관절경 검사

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절경 술식에서

시 삼각 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및 수근골의 연골연화증을 더 정

변연절제술 이외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내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확하게 관찰할 수 있고[3], 요척수근관절 병변의 진단 및 변연절제

척골충돌증후군에서 발견되는 관절내 병변에 대한 변연절제술이

술 등의 수술적 처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6].

척골충돌증후군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

하지만 척골 단축술과 관절경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 관절

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증례를 대상으로 장기 추

경 시술이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

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있다. Roh 등[20]은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
우 단기 추시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증의 감소가 있었으나 장기
추시 시에는 통증과 임상적 결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결론

였고, Kim 등[5]과 Park 등[19]은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의 병행 여

척골충돌증후군 치료에서 수술 전 평가로 자기공명영상검사가

부는 척골 단축술의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모든 환

발전되었지만, 관절경 술식은 척수근 관절의 병변을 직접 관찰하

자에게 관절경 시술을 병행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 연

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척골 단축술은 척골충

구들은 척골충돌증후군에서 척골 단축술과 함께 시행한 관절경적

돌증후군에서 우수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치료법으로

변연절제술의 임상적 치료결과만을 비교한 것으로 관절경 검사에

생각된다. 단,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의 병행 여부가 척골충돌증후

서 관찰되는 개별 병변에 대한 치료효과도 척골충돌증후군 치료

군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생각된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에 대

다고 생각된다.

해 Tatebe 등[21]은 척골 단축술 후 낮은 DASH 점수와 연관이 있
다고 하였고, Low 등[22]과 Hulsizer 등[23]은 척골충돌증후군에
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변연절제술만으로 증상 호전을 보고하
였다. 하지만 척골충돌증후군에서 삼각 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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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경적 변연절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여 좋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
고 있어[5]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Minami 등[10]은 척골 중립
및 음성 변위를 보이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에서는 변연절제
술만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척골 양성 변위를 보이는 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에서는 불량한 결과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따
라서 척골 양성 변위를 보이는 척골충돌증후군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변연절제술만으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척골 단
축술과 동시에 시행 시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oh 등[18]은 삼각섬유연골복
합체의 중심성 파열, 월상골 연골의 불안정한 피판 파열, 월상삼각
골간 인대의 피판 파열과 같은 관절 내 병변은 관절경적 변연절제
술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손상은 부
분 및 피판 파열 시 변연절제술의 우수한 치료결과가 여러 저자들
에 의해 보고되고 있어 손상이 관찰되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16,24-26]. 척골 단축술
의 우수한 결과들로[3-6,13,15] 척골 단축술이 척골충돌증후군의
주된 치료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관절경에서 관찰되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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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충돌증후군의 수술 중 관절경 소견
이윤민, 송석환, 김동진, 조완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목적: 본 연구는 척골충돌증후군에서 수술 전 MRI 소견과 수술 중 관절경 소견을 비교하고 척골 단축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관절경
술식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201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척골 단축술과 동시에 관절경 술식을 시행한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검사와 수술 중 관절경에서 월상골, 삼각골,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월상삼각골간 인대를 평가하였다.
결과: 월상골과 삼각골의 연골연화증은 관절경(60%, 2%)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67%, 22%)보다 더 적게 관찰되었다.
24예(52%)에서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검사와 수술 중 관절경에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소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병변은 관절경(89%)과 자기공명영상검사(87%)가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19예(41%)에서 관절경 소견이 Palmer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였다.
결론: 최근 보고에서 척골 단축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관절경 술식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관절경 술식은 척수근관절의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여 척골 단축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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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ulsion fracture of flexor digitorum profundus (FDP) tendon is relatively rare fracture
at the distal phalangeal base than avulsion fracture of terminal extensor tendon. Terminal extensor avulsion fracture, known as bony mallet finger, could be successfully
treated by closed reduction and pinning, such as extension block technique. However,
most of FDP avulsion fracture, known as Jersey’s finger, needed open reduction, because of the proximal migration of fracture fragment and difficulty of pin fixation. Up
to date, most of FDP avulsion fractures were treated by open reduction and fixation by
pull-out suture or suture anchor technique. We report a case of comminuted FDP
avulsion fracture, successfully treated by open reduction and mini-plate and screw
fixation technique.
Key Words: Avulsion fractures, Finger injuries, Tendon injuries, Flexor digitorum profundus

서론
원위 지골에서의 심수지 굴건 견열 골절은 종말 신전건의 견열 골절에 비해 상대적
으로 드문 골절이다. 또한 심수지 굴건 견열 골절은 골성 구조의 손상이 없는 심수지
굴건 손상에 비해서도 드문 손상이다[1,2].
골성 추지(bony mallet finger)라고도 불리는 원위 지골에서의 종말 신전건의 견
열 골절은 그 골편의 크기가 커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분 신전 제한 핀 고정
술 등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3]. 하지만
‘Jersey finger’라고도 불리는 심수지 굴곡건의 견열 골절은 대부분 골편의 근위부 전
위 및 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혈적 정복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Leddy와
Packer [1]는 심수지 굴곡건 견열 손상에 대해 골성 구조물 포함 유무 및 퇴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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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크게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Type I은 골성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은 견열
손상이면서 심수지 굴곡건이 수장부까지 퇴축된 형태이며, type II는 골성 구조물을
포함한 견열 골절이면서 근위 수장 관절부까지 퇴축된 형태, type III는 골성 구조물
을 포함한 견열 골절이면서 A4 활차 원위부에 잔존하는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후 Eglseder와 Russell [4]은 심수지 굴곡건의 견열 골절과 함께 심수지 굴곡건 부착부의
건과 골편 사이의 분리가 발생된 형태를 추가적으로 type IV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수지 굴곡건 견열 골절의 치료는 골편의 크기, 전위 및 퇴축의 정도, 원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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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전위가 거의 없어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s. 2, 3). 이는 Leddy와 Packer [1]의 분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관혈적 정

류 등에 의할 시 type II 골절에 분쇄가 동반한 형태의 골절로 판단

복술 및 고정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며, 고정의 방법은 K-wire 고

되었다.

정, putt-out suture, 초소형 나사못(mini-screw), suture an-

저자들은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우측 상지에 대

chor 등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저자들은 분쇄를 동반한 원위 지골에서의 심수지 굴곡건 견열
골절에 대해 초소형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
료한 드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6세 남자 환자가 우측 4수지의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
원 외래에 방문하였다. 증상은 내원 직전 야구하던 중, 공에 우측 4
수지 말단부를 맞은 직후 발생하였다. 이학적 검진상 우측 4수지는
수장부의 부종을 보이고 있었고, 중수지 관절 및 근위 지간 관절의
약간 굴곡, 원위 지간 관절의 완전 신전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하
지만 통증으로 인하여 수지 원위 지간 관절의 굴곡 가능 여부 및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순방사선검사상, 원위 지간 관절
수장측 및 중위 지골 기저부에 각각 골편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원
위 지골 수장측에서 발생된 골절의 전위 소견이었다(Fig. 1). 추가
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 및 자
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를 시행하
였고, 분쇄를 동반한 원위 지골에서의 심수지 굴건 견열 골절 소견

A

Fig. 1. Simple radiograph on right ring finger showing two
fragments on the level of distal interphalangeal and the level of
base of middle phalanx.

B

Fig. 2. (A) Computed tomography (CT) sagittal view showing two avulsed fragments. (B) CT-3D reconstruction view showing two avulsed
fragments from volar side of distal phal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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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완신경총 마취 하 수술을 시행하였고, 마취 하에서 우측 4수

확대경 하 탐색을 시행하였다. 수술장 소견상 큰 골편은 중위 지골

지에서는 수지의 정상 cascade가 소실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저부까지 전위되어 있었고, 심수지 굴건은 골편과 함께 퇴축되어

(Fig. 4A). 우측 4수지 수장측에 원위 지골부부터 근위 지골 원위

A3 활차와 A4 활차 사이 부위에서 구부러져 끼어 있는(kinking)

부에 이르는 Brunner의 zigzag 절개를 시행한 뒤, 이후 loupes

형태였다(Fig. 4B). A4 활차는 원위부의 손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Fig. 3. Magnetic resonance images showing avulsed fracture flexor digitorum profundus tendon from distal phalanx and its migration to
the level of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

B

A

E
https://doi.org/10.12790/ahm.19.0042

C

D

Fig. 4. (A) loss of normal cascade (B) kinging of flexor digitorum profundus
tendon with proximal migration (arrow) and its avulsion site (*). (C)
Reduction and fixation with a two hole mini-plate and screws (arrow). (D)
Intraoperative fluoroscopic images showing reduction status and fixation
with a mini-plate and screws. (E) Restoration of normal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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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부는 상대적으로 온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위 내에서의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하였다. 수술 후 5주가 경과

온전한 형태의 근위부 A4 활차에 대한 절개 이후 정복을 시행하였

하였을 시 골절부의 완전한 유합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술 후 6개

다. 골편의 정복은 쉽게 가능하였으나, 원위 지골 수장측의 피질골

월째 최종 추시 시 수지의 완전한 굴곡 및 신전이 가능한 상태의

의 많은 부분을 포함한 견열 골절의 형태였기에 그 고정은 쉽지 않

정상 운동범위를 보였으며, 금속판 및 나사못 등으로 인한 자극 증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의 pull-out suture나 suture anchor

상은 보이지 않았다(Fig. 5). 수술 후 1년 시 최종 추시 시에도 조

의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전방 피질골의 지지가 없는 형태였기에

갑부의 변형이나 통증 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후방 피질골 추가 골절, anchor의 조기 뽑힘(pull-out) 등의 위험
이 높다 생각되었고,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조기의 능동적 관절 운
동을 시작하기 어렵다 판단되었다. 하지만 큰 골편은 7.5 mm ×

고찰

8.2 mm 크기의 삼각형 형태로 1.2 mm 크기의 나사못을 통한 고

원위 지골에서의 심수지 굴곡건의 견열 손상은 종말 신전건 견

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었기에 저자들은 큰 골편에 대해 2개

열 손상에 비해 흔하지 않으며, 특히 골편을 동반한 견열 골절의

의 홀을 가진 1.2 mm 크기 초소형 금속판과 나사못(Jeil Medical,

경우는 더욱 드물다. 또한 종말 신전건 견열 골절의 경우에는 신전

Seoul, Korea)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Fig. 4C, 4D). 고정 시 근

건의 퇴축이 심하게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 골편의 심한 전위를

위부 홀의 나사못은 골편에 대한 직접 고정을, 원위부 홀에 대한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보존적 치료 또는 비관혈적 정

나사못은 온전한 형태의 원위 지골에 고정하여, 지지 금속판(but-

복술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심수지 굴곡건 견열 손상의 경

tress plate)으로서 작용하도록 고정하였다. 작은 분쇄 골편은 너

우에는 심수지 굴곡건의 수축으로 인해 건의 퇴축 및 골편의 전위

무 작아 직접 고정은 불가능하였기에, 큰 골편에 대한 정복 및 고

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 관혈적 정복술을

정 이후 봉합사를 이용하여 큰 골편과 주변 조직에 봉합하는 형태

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편을 포함하지 않는 type I 견열 손상

로 고정하였다. 수술 직후 수지의 정상 cascade는 바로 회복되었

의 경우에는 수장부까지 퇴축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골편을 포

다(Fig. 4E). 수술 후 1주일간 단상지 석고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하

함하는 견열 골절의 경우에도 그 퇴축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으며,

였고, 이후 탈부착이 가능한 단상지 보조기로 변경한 뒤 가능한 범

본 증례의 경우에서도 골편의 크기가 7 mm 이상으로 매우 컸지만

A

B

Fig. 5. (A) Bony union was achieved. (B) Full range of motion of ring finger at final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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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활차 및 원위부 A4의 손상을 동반하며, 그 골편이 근위 지간 관

서는 심수지 굴곡건을 나사못이나 금속판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

절부위 근처까지 전위를 동반하고 있는 type II의 형태를 확인할

하였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수지용으로 개발된 보다 작은 1.2

수 있었다. 이렇듯 심한 퇴축 및 전위를 동반한 견열 손상의 경우

mm 크기의 금속판과 나사못을 사용하였고, 골편 중 심수지 굴곡

에 관혈적 정복술은 필수적이다.

건 부착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심수지 굴곡건 부착부보다 원위

지금까지 원위 지골 심수지 굴곡건 견열 손상의 관혈적 정복 후

부에 초소형 금속판의 근위부 홀을 위치시킬 수 있었다. 이를 근위

고정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이 중 골편을 포

부 홀에 삽입한 나사는 골편에 대한 직접 고정을 시행하여 나사못

함하지 않거나 매우 작은 골편을 포함한 견열 손상에 대해서는

고정과 같은 효과를 보이며, 원위부 홀에 삽입한 나사는 지지 금속

pull-out suture, suture anchor 등의 건 재부착법 위주의 고정

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다 견고한 고정력을 보였으며, 건

법들이 소개되었다. Lee 등[5]은 심수지 굴곡건 견열 손상에 대한

부착부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아, 건의 추가적인 봉합이 불필

여러 고정법에 대한 생체역학연구를 통해 그 고정력 등에 대한 비

요하였다. 또한 견고한 고정을 위해 골편에 두 개 이상의 나사를

교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들은 Bunnell의 pullout suture button

고정하는 방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골편의 재골절 등의 위험을 예

고정법, 2개의 역행성 anchor를 이용한 modified Kessler su-

방할 수 있으며, 그 견고한 고정력으로 인해 다른 고정법에 비해

ture 고정법, 2개의 역행성 anchor와 locking Krakow suture

조기 능동적 운동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정법, 2개의 역행성 나사를 이용한 Krakow 방법과 pullout su-

본 증례와 같이 큰 골편 및 분쇄, 그리고 전위를 동반한 원위 지

ture button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anchor button 고정법 등 4가

골에서의 심수지 굴곡건 견열 골절이 흔하지 않은 손상의 형태이

지 고정법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anchor button법이 가장 고정력

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손상에서 초소형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이 좋아 조기의 능동적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고정방법은 견고한 고정을 통해 조기 능동적 운동치료가 가능한

하지만 이러한 button을 이용한 고정에 있어서 봉합사가 수지 조

좋은 치료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갑 부위를 뚫고 배부까지 나오게 되므로, 감염 및 조갑 변형 등의
합병증의 발생위험이 있다. 또한 수장측 피질골의 큰 골편을 동반
한 골절의 경우에는 배측 피질골의 추가 골절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nchor를 사용하는 고정에 있어서도 anchor 삽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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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위 지골 수장측 피질골이 온전한 형태를 보여야 anchor의 삽
입 후 그 고정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역행성 anchor 삽입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장측 피질골
의 큰 골편이 있는 견열 골절의 경우에는 수장측 피질골의 지지대
로서의 역할이 상당 부분 소실된 상태이므로, 그 고정력이 현저히
떨어져, 조기 뽑힘(pull-out) 등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 조기의
능동적 관절 운동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증례에서와 같이 큰 골편을 동반한 심수지 굴곡건
의 견열 골절에 대해서 초소형 나사못 고정법 등을 사용하였다는
보고들이 있다. 하지만 본 증례와 같은 금속판 고정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Chen 등[6]은 작은 골편에 대해
서 소형 금속판을 잘라 hook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수술 기법
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작은 골편을 동반한 견열 골
절에 대한 보고로, 골편에 대한 직접 나사 고정이 아닌 지지 금속
판 효과만을 사용한 고정법이다. Kang 등[7]은 심수지 굴곡견 견
열 골절에 대해 초소형 금속판 고정법을 사용하여 치료한 5례의 결
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안면부 골절에 사용되던 1.5
mm 나사못과 금속판을 사용하였고, 골절편 중 가장 두꺼운 부위
에 직접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골절부에 직
접 1.5 mm 크기의 나사못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심수지 굴곡건의
부착부의 손상 또는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 그들의 두 번
째 증례에서는 심수지 굴곡건의 파열이 관찰되어, 이후 세 증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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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분쇄를 동반한 심수지 굴곡건 견열
골절의 치료
최혜연, 김정환, 노영주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원위 지골에서의 심수지 굴곡건의 견열 골절은 종말 신전건의 견열 골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골절이다. 골성 추지 변형이라고도
불리는 종말 신전건의 견열 골절은 대부분 신전 제한 핀 고정술 등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하지만, ‘Jersey finger’라고도 불리는 대부분의 심수지 굴곡건의 견열 골절은 골편의 근위부 전위 및 고정의 어려움 등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심수지 굴곡건 견열 골절은 pull-out suture 또는 suture anchor 등을 이용한
수술법으로 치료되었다. 저자들은, 분쇄를 동반한 심수지 굴곡건 견열 골절에 대해 초소형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한
드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발작 골절, 손가락 부상, 힘줄 부상, 심수지굴근

접수일 2019년 8월 2일 수정일 2019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26일
교신저자 김정환
02053,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TEL 02-2276-8603 FAX 02-539-1262 E-mail kimjh@seoulmc.or.kr
ORCID https://orcid.org/0000-0002-1567-5161

38

https://doi.org/10.12790/ahm.19.0042

원위 상완골 불유합에서 자가골지주 이식수술:
술기 보고
이용석, 김동민, 강민성, 박종화, 이상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Case Report
pISSN 2586-3290 · eISSN 2586-3533
Arch Hand Microsurg 2020;25(1):39-45
https://doi.org/10.12790/ahm.19.0056

Autogenous Inlay Bone Graft for Distal
Humerus Nonunion with Metaphyseal Bone
Defect: A Technical Note
Yong-Suk Lee, Dongmin Kim, Min-Sung Kang, Jong-Hwa Park,
Sang-Uk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Received: September 10, 2019
Revised: November 10, 2019
Accepted: December 26, 2019
Corresponding author:
Sang-Uk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6 Dongsu-ro, Bupyeong-gu,
Incheon 21431, Korea
Tel: 82-32-280-5669
Fax: 82-504-144-7969
E-mail: su.lee@catholic.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1-7177-2516

Distal humeral nonunion is one of the most concerned complications in elbow trauma.
When bone loss at the fracture site is carried out due to nonunion, metaphyseal bone
defect occurs. Therefore positioning of anatomical locking plate becomes difficult owing to abnormal bone contour, and fixation of small nonunion fragment is challenging.
We introduce a good method of anatomical locking plate fixation with autogenous
inlay strut bone graft for internal fixation. This technique is to insert autogenous inlay
bone into the proximal medullary canal and hole of distal bone fragment which will
lead to achieve correction of the anatomical alignment, length and rotation deformity.
The inlay grafting is reduced to the shaft with two crossed K-wires temporarily. Definitive fixation is performed with locking plates, and autogenous bone graft is added at
the defect site.
Key Words: Distal humerus, Nonunion, Inlay, Bone graft

서론
원위 상완골 골절에서 불유합은 치료가 어려운 합병증으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연령, 불유합의 위치, 불유합의 특징, 환자의 활동성, 골밀도 등의 다양한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치료하지 않은 불유합의 경우에 불유합 부위의 움직임으로 통증이 발생
하고 이로 인해 이차적 주관절 강직, 관절 주위 섬유화, 이소골의 형성, 척골신경자극
증상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1,2].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불유합 발생률은 통상적으로 상완부 원위부 전체 골절의 약
2%-10%로 보고되고 있다[3,4]. 상완골 원위부 불유합을 수술하는 경우에 좋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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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질, 정복하기 어려운 작은 골편들, 이전의 수술 기왕력으로 인한 손상된 연조직 등
에 의해 어려움이 많다[1,5]. 최근 문헌을 살펴보면, 적절한 해부학적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이 가능해지면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수술적 술기가 점차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저자들은 골간단부 골결손을 동반한 원위 상완골 불유합 환자에서 자가골지주 이식을
동반한 해부학적 잠김 금속판 고정법을 이용한 수술적 기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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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1

ligament를 유리하였다. 삼두박근을 V 모양의 절개선을 이용하여
원위부를 피판으로 박리한 뒤 불유합 부위를 노출하였다(Fig. 3).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이 있었고 수상당한 좌측 주

불유합 부위 주변의 가골 및 섬유조직을 제거한 뒤 burr를 이용하

관절에 동정맥 단락로를 가지고 있던 67세 여자 환자가 5개월 전

여 피질박리를 하고 근위 골편의 골수강내 공간과 원위 골편에

3 m 높이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좌측 주관절 동통을 주소로 내원

burr를 이용하여 구멍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골지주를 채취하였고

하였다. 상기 환자는 타병원에서 좌측 원위부 상완골 골절로 진단

골지주 채취는 표준적인 방법을 따랐다. 우측 전상장골극에서 2

받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내원하였다(Fig. 1). 신체검사상 외

cm 상방에서 절골기를 이용하여 피질골 및 해면골을 같이 포함하

상은 없었으며 그 외 동반된 다른 골절은 없었고 동통으로 인한 관

는 약 3 cm 길이의 골지주를 2개 채취하였다(Fig. 4). 수술 전 CT

절운동장애가 확인되었다. 컴퓨터단층촬영상에서 골질이 매우 좋

를 시행하여 상완골 골절부 근위부의 단면 길이를 확인하여 그 길

지 못한 과간부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초기 골절 형태는 AO

이의 절반만큼의 두께로 2개의 골지주를 만들었다. 골지주를 앞서

골절분류로 type C2였다(Fig. 2).

근위부 골편과 원위부 골편에 만들어 놓은 구멍에 삽입한 뒤 두 골

전신마취 하에 환자의 상지에 지혈대를 감고 가슴에 팔을 얹고

편의 정복을 시행하였다(Fig. 5). 다음으로 도수견인을 통해 정렬을

자세에서 주관절의 후면에 외측으로 약 10 cm 길이의 종적 절개

유지한 후 K-강선 2개를 이용하여 일시적 고정을 하였다(Fig. 6).

선을 가하여 연부조직을 절개하여 후방 캠벨 접근법을 시행하였

정복 상태를 유지한 뒤 두개의 금속판을 외측과 내측에 위치시키

다. 내상과의 후고랑에서 척골신경을 식별한 후 연부조직을 박리

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깊이를 확인한 후 나사 고정을 하고 자가

하여 척골신경을 노출하였다. 혈관 고리로 표시한 뒤 Osbourne

해면골 및 피질골을 골결손부에 이식한 뒤 내측의 K-강선은 제거
하였으며, 외측의 K-강선은 끝을 구부려서 남겨두었다(Fig. 7). 이
후 방사선 투시기로 정복 상태를 확인하였고 관절운동이 가능함과
관절운동 시 골절부위가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금속판과 금속나

Fig. 1. Plain radiographs of a 67-year-old female patient show
distal humerus nonunion with metaphyseal bone defect.

Fig. 2.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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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raoperative findings of a 67-year-old female patient
show distal humerus nonunion with metaphyseal bon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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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척골신경을 보호하기 위해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시행
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장상지 부목고정을 4주간 시행하였고 이후
보조기 없이 굴곡, 신전, 회외전, 회내전 능동적 관절운동을 시작
하였다. 방사선촬영은 수술 후 2주, 4주, 6주, 3개월, 6개월, 12개
월에 촬영되어 골유합 정도를 판단하였다. 간헐적인 단순방사선사
진에서 고정이 잘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며(Fig. 8) 수술 후 6개월째
동통은 모두 호전되었고 합병증은 없었으며 관절운동 범위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Fig. 9).

증례2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던 86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주관절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으로 내원하였다. 타
병원에서 좌측 원위 상완골 골절(AO 골절분류, type A2) 로 진단
받은 후(Fig. 10)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과 금속나사를 이용한 내
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불유합 소견이 있어 본원에 내원하였

Fig. 5. Autogenous pillar insertion into proximal medullary canal
and hole of distal bone fragment.

다(Fig. 11). 신체검사상 외상은 없었으며 그 외 동반된 다른 골절

Fig. 4. Intraoperative findings of strut bone graft from anterosuperior
iliac spine.

Fig. 7. Intraoperative findings after dual plate fixation.

Distal humerus

Humerus shaft

Fig. 6. Temporary fixation by crossing K-wires (×2).
https://doi.org/10.12790/ahm.19.0056

Fig. 8. Postoperative simple radi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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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stoperative simple radiographs 6 months post-surgery.

Fig. 10. Simple radiographs of a 86-year-old female patient show
distal humerus transcondyle fracture.

Fig. 11. Simple radiographs of a 86-year-old female patient show
distal humerus transcondyle nonunion after previous operation.

Fig. 12. Computed tomography coronal view and 3D view shows
distal humerus transcondyle nonunion with fixation failure.

은 없었고 동통으로 인한 관절운동장애가 확인되었다(관절운동 범
위: 40°-80°). 컴퓨터단층촬영상 이전 고정물의 고정 실패 및 횡과
불유합 소견이 확인되었다(Fig. 12).
증례1과 동일한 수술방법으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자가골지주 이식 및 골결손부 자가골 이식수술을 시행
하였다. 증례1과 같은 접근법을 시행하고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금
속판 및 금속나사를 모두 제거하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시
행하였다(Fig. 13). 환자는 수술 후 장상지 부목고정을 4주간 시행
하였고 이후 보조기 없이 굴곡, 신전, 회외전, 회내전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간헐적인 단순방사선사진에서 고정이 잘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며 수술 후 3개월째 동통은 모두 호전되었고

Fig. 13. Postoperative simple radiographs.

합병증은 없었으며 관절운동 범위는 10°-110°로 회복되었다.
이 증례보고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IRB No. OC19RESI0138), 심의 결과 동의서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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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받았다.

에서 골지주를 이용한 방법은 골간단부의 골결손이 있어도 원위
골편을 골지주를 기둥으로 하여 쉽게 해부학적 정복을 먼저 시행

고찰
원위 상완골 불유합 발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불완전한 고정,

함으로써 원위 골편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재료가 된다.
이후 금속판을 고정하고 나면, 골결손부에 골이식만 하므로 쉽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골다공증, 개방성 골절, 분쇄 골절, 고에너지 손상 그리고 감염 등

이때 원위부의 골편이 작고 뼈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을 들 수 있다[5-7].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유합

술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근위부의 구멍에 골지주를

환자에서 대부분 2차 수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수술할

삽입을 한 후 원위부 골편은 골지주에 올려놓는 형태로 두고 본 클

때 높은 골유합 성공률 및 향상된 기능적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전

램프로 골지주와 원위부 골편을 같이 고정한 상태에서 K-강선 2개

계획(주관절 관절운동 범위, 신경혈관 상태, 이전 수술부위 흉터,

를 이용하여 일시적 고정을 해서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골지주 이

감염 여부 확인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술 시 정확한 기구를 선

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골지주의 역할이 상완골

택하여 적절한 접근방식을 통해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하고 수술

길이를 회복시켜주고 골이식 효과의 역할을 하게 된다.

후 신속한 관절운동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술식은 골결손이 심한 골간단부 불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 환자의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골이식을

유합에서 좋은 적응증이 되는 반면, 원위 상완골 골편의 크기가 너

동반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주관절 전치환술, 동종골 치환술,

무 작아서 뼈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술기적 어려움으로

관절 유합술 그리고 절제관절 치환술 등이 있다[5]. 일반적으로 골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이 된다.

이식술을 동반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은 높은 기능적 요구가 있

상완골의 원위부 불유합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려면 연부조직의

는 젊은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반면, 주관절 전치환술은 골질이 부

병적 특징, 즉 관절 구축, 연부조직 섬유화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

족하고 기능적 요구가 낮은 노인 환자들에게 권장된다[1]. 상완골

요하다[5,10]. 주관절 구축은 이러한 불유합에서 흔하며, 대개 외

원위부 1/3 지점에서의 부분 골손실이 있는 불유합은 치료하기 어

상 후 또는 수술 후 관절낭 섬유화의 결과물이다. 오래 지속된 불

려울 뿐만 아니라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도 수술이 어렵다. 주관

안정한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을 가진 환자에서, 주관절 움직임의

절 전치환술은 이러한 불유합의 치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지만,

대부분은 불유합 부위를 통해 일어난다.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와

젊은 활동성의 환자나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응증이 되지 않

최종 기능 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주관절 구축유리술이 필수적이

는다[9,10]. 주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할 때 감염, 삼두근 결핍, 척골

다. 척골신경합병증은 보통 원위부 상완골 외상과 그 후유증과 연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며, 환자가 감염이 있는

관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현재 척골신경의 신경유리술 및 척골신

경우에는 더욱 증가한다. 절제적 관절치환술, 관절유합술, 동종골

경 전방전이술은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을 치료할 때 일반적인 절

이식술은 기능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로 생각된다[4].

구제술로만 고려되어야 한다[2,5].

불유합에서 내고정은 상완골 원위부 내측 및 외측 금속판 고정

위와 같은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 환자는 비혈관성 골이식술을

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3,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질골

동반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 치료할 수 있다. Helfet 등[8]은

이식은 직접적으로 바로 고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방법으로 수

원위부 상완골의 결합이 지연되거나 불유합된 52명의 환자의 결과

술한 이후에 조기에 능동적 및 수동적인 관절운동을 시작할 수 있

에 대해 발표하였고, 52명의 환자 중 51명이 방사선상 유합이 확

다. 불유합에서 관절 구축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관절의 수

인되었다. Ring 등[4] 또한 비혈관성 골이식술로 원위부 상완골의

술 후 조기 재활이 필수적이다. 다른 문헌에서 견고한 고정과 조기

불안정한 불유합의 치료법으로 설명했으며, 그들의 시리즈에서 15

재활프로토콜은 수술 후 평균 94° 관절운동 범위를 달성하는 데

명의 환자 중 12명이 유합되었다.

도움이 되었다[4].

이와 같이 견고한 내고정 및 단순 비혈관성 골이식술로 성공적

결론적으로, 본 수술기법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존 술식과 비

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골결손이 심한 경

교하여 자가골지주 이식술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정렬, 해부

우에는 근위 골편과 원위 골편의 골윤곽이 맞지 않아 해부학적 잠

학적 길이, 골결손 및 윤곽선을 복원하여 골간단부 골결손을 동반

김 금속판의 적용이 어렵고, 상완골의 높이, 회전 변형의 회복이

한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을 치료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쉽지 않아 수술적 술기적으로 고난이도적인 측면이 있다.
본원에서 시행한 방법은 이런 술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골
이식으로 먼저 지주골을 근위 골편 골수강과 원위 골편 구멍에 이
식하여 해부학적 정복을 만든 뒤, 잠김 금속판을 적용하고, 비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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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피질골과 해면골을 골결손부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 골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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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상완골 불유합에서 자가골지주 이식수술: 술기 보고
이용석, 김동민, 강민성, 박종화, 이상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원위 상완골 불유합은 팔꿈치 손상에서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불유합으로 인해 골절부의 골흡수가 진행되면, 골간단부의
골결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생긴 비정상적인 골윤곽 때문에 금속판의 위치를 잡기가 어렵고, 해부학적 정복이 쉽지 않다. 본 저자들은
자가골지주 이식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기법은 자가골지주를 근위골 골수강과 원위 골편 구멍에 이식하여,
골절부의 정렬, 길이, 회전 변형을 정복 후 K-강선으로 일시적 고정하고 정복된 골절부에 잠김 금속판 고정 후 자가골을 골결손부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색인단어: 원위 상완골, 불유합, 내재 지주 골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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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ungal Squamous Cell Carcinoma: A Case
Report
Ji-An Choi1, Jung-Ha Kwak1, Jeong-Hwan Choi1, Kwang-Ryeol Lim1,
Dae Cheol Kim2, Chung-Min Yoon1
1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Dong-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2
Department of Pathology, Dong-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Malignant tumors of the hand are rare. Squamous cell carcinoma (SCC) is the most
common tumor that can develop at the nail bed. However, its prevalence is extremely
rare. We report a male patient with SCC in the middle finger and provide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 70-year-old male patient presented with subungal exudate of the
right middle finger for 2 years. The lesion was treated by the patient himself without
any relief. He visited the other hospital and underwent removal of the affected fingernail followed by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An extended excision was performed
to remove the lesion located in close proximity with the distal phalanx along with a
portion of the phalangeal soft tissues. The tumor shows malignant squamous sheets
and nests with invasive growth pattern and pleomorphism. At the 6-month postoperative follow-up, neither symptom relapse nor other complications were observed. Various types of skin cancers, such as SCCs and malignant melanomas, can develop in the
hand. However, their incidence is extremely rare. In particular, subungal lesions, which
may be mistaken as fungal nail infections, require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if
they respond only slowly to treatment.
Key Words: Squamous cell carcinoma, Nail

서론
조상의 편평상피세포암은 조상에 생기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이지만, 매우 드문 질
환이다[1]. 그러나 조갑진균증, 조갑주위염, 화농성 육아종, 사마귀 등과 같은 질병과
혼동될 수 있어 진단이 늦게 되는 편이므로 주의를 요한다[2]. 정확한 진단은 조직검
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우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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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6

지 조상에서 조갑진균증으로 오인되어 자가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아 조직검사상 편
평상피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상기 환자는 70대 남자 환자로 약 2년 전부터 우측 중지 조상에 삼출물이 발생하였
www.handmi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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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조갑진균증으로 생각하고 자가치료하다 호전이 없어 타병원

방으로만 병변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수술 시에 병변부위는 원위

에서 조상 제거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 시행 후 편평

지골과 인접하여 있었다. 이에 광범위 절제술 후 원위지골 일부를

상피세포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본원 외래에 내원하

절제하고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다(Fig. 2). 동결절편 검사상 병

였다. 시진상 약 1 cm × 1.5 cm 크기의 경계가 불분명한 가피같은

변부위 주위에 암세포는 관찰되지 않아 Nylon 5-0로 봉합하였다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 촉진상 통증을 호소하였다. 외상이나 면

(Fig. 3). 수술을 통해 얻어진 조직은 10%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역억제 등 특이한 과거력은 없었다. X-ray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하였다(Fig. 4). 병리조직

으며, CT (computed tomography) 검사상으로도 피부 및 피하지

검사상 침습적 성장 패턴 및 다형성을 보이는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
수술 후 6개월째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원 혈액종양내과
와 협진하여 장기간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증례보고의 출판을 위해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고찰
편평상피세포암은 신체에 매우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피부종양이지만, 조상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1]. 국
내에서는 1990년부터 수부에 발생한 악성종양 20례를 분석한 결
과, 악성흑색종 9례, 전이암 7례, 연골육종 2례, 편평상피세포암 2
례가 보고 되었다[3]. 다른 보고에 의하면, 30여 년간 방사선사를

Fig. 1. Preoperative view.

직업으로 한 환자의 우측 환지에서 기저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한
예가 있다[4]. 그러나 조상의 편평상피세포암의 증례는 국내에서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조상의 편평상피세포암은 본 증례와 같이
조갑진균증으로 오인하여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
로 주의를 요한다. 조상의 편평상피세포암은 주로 50대 남성에 호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증례에서 하나의 손가

Fig. 2. Intraoperative view.

Fig. 3. Immediate postoperative view.
https://doi.org/10.12790/ahm.19.0069

Fig. 4. Histological finding with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at original magnification ×400. The tumor shows malignant
squamous sheets and nests with invasive growth pattern and
pleo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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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특히 무지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 위험인자로는
만성감염, 방사선 노출,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감염, 화상 흉터, 일
광 노출, 반복되는 외상, 면역억제 및 만성 피부염 등이 있다[6].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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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의 환자는 평생 농사짓던 분으로, 일광 노출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상의 출혈, 궤양, 종괴, 항진균제나 항생제 치
료의 영향이 없을 경우 강하게 악성피부종양을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매우 빠르게 궤양병변이 증가하는 경우 편평상피세포암을 의
심해 볼 수 있다[7]. 조상의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 본 증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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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진균증으로 오인되는 등 비슷한 양성 질환이 많아 진단이 늦
어지는 편이다. X-ray, CT,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이 진단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조상의 편평상피세포암은 매우 드물어 적절하고, 표
준화된 수술적 치료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 광범위 절
제술에서 원위지골의 절단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이된 경
우 림프절 박리도 필요할 수 있다[7]. 본 증례의 경우에도 방사선학
적 검사상으로는 원위지골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수
술 당시 병변에 원위지골과 인접하여 있어 원위지골 일부를 절단
하였다.
수술 후에도 드물지만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발생하기 때문
에 약 10년 정도 경과관찰을 해야한다[8]. 따라서 본원에서도 본
교실 및 혈액종양내과와 협진 중에 있다.
본 증례에서는 우측 중지 조상에 병변이 발생하여 조갑진균증으
로 오인한 70대 남자환자에서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이 진
단 되어 본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예로, 상기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
시 다른 치료에 호전이 없을 경우 최대한 빠른 조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상의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한 증례는 국
내에서 보고가 드문 증례로 생각되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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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에 발생한 편평상피세포암: 증례 보고
최지안1, 곽정하1, 최정환1, 임광열1, 김대철2, 윤청민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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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의 종양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상의 가장 흔한 종양은 편평상피세포암이지만, 유병률 자체가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조갑진균증으로 오인된 중지의 편평상피세포암을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상기 환자는 70대 남자환자로, 약 2년 전부터
우측 중지 조상에 삼출물이 발생하였으나, 조갑진균증으로 생각하고 자가치료하다 호전이 없어 타병원에서 조상 제거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병변부위가 원위지골과 인접하여 있어 광범위 절제술 후 원위지골 일부를 절제하였다. 병리조직검사에서 침습적 성장 양상
및 다형성을 보이는 편평상피세포암이 관찰되었다. 수술 후 6개월간 경과관찰 결과 재발 및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부의 피부암의
경우 악성흑색종, 편평상피세포암등 다양한 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유병률이 흔하지 않다. 조상의 경우 조갑진균증으로 오인하기 쉬워
치유 속도가 느린 경우 반드시 조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편평상피세포암,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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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ous Aneurysm in Superficial Venous
Palmar Arch: A Case Report
Sehun Kim, Hyun Soo Park, Bong Soo Moo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nil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Venous aneurysms in the upper limbs are a rare disease and are often misdiagnosed as
benign tumors of soft tissues. Conservative treatment is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symptoms caused by venous aneurysms. However, if symptoms are present, surgical
resection or vascular ligation of venous aneurysm may be necessary. A 56-year-old
woman with no specific medical history and traumatic history of hand developed tenderness and radiation pain due to the palmar mass of her left hand and was diagnosed
as venous aneurysm. After resection and ligation of venous aneurysm, patient's symptoms disappeared and there was no recurrence. Careful examination of the mass
causing the symptom is necessary and the possibility of venous aneurysm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Venous aneurysm, Vascular lesion, Superficial venous palmar arch

서론
정맥의 동맥류(venous aneurysm)는 드문 질환이며, 증례 보고도 주로 하지(popliteal vein)에 발생한 경우이다. 특히 외상력 없이 정맥의 동맥류가 수부에 발생하였
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수부에는 대개 소지구 부위(hypothenar area) 척측동맥
분지에 일회성 혹은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동맥류(arterial aneurysm)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소지구 부위의 표재수장 정맥궁에 자연적으로 발생하
여 증상을 유발하는 동맥류를 진단 후 수술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얻은 증례를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2020 by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Korean Society for Microsurgery, and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Peripheral Nerv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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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여자 환자로 1개월 전부터 느껴지는 좌측 소지구(hypothenar) 부위의 동통 및
제4,5 수지 방향으로 방사되는 저림으로 방문하였다. 직업이나 과거력상으로 손의 사용
이 많거나 해당 부위에 반복적인 혹은 일회성의 특이 외상력은 없었으며, 고혈압 외 기
저질환은 없었다. 시진에서 소지구에 색상의 변화나 종물의 돌출은 명확치 않았으며
(Fig. 1), 수지의 움직임과 감각은 정상이었다. 해당 부위를 촉진하였을 때 피하에 Numerical Rating Scale (NRS) 4의 동통을 유발하는 단단하며(firm) 가동성이 없는 종물
이 촉지되었으며, 종물에 대하여 수장부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였을 때는 NRS 6의 동통
www.handmi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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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제4,5 수지 방향으로 방사되는 저림이 동반되었다. 주관절

palmar arch)의 특이점은 없었으며 종물의 직하방에 척측신경의

에서 척측신경의 티넬징후(Tinel sign)는 음성으로 주관절 터널증후

표재 분지(superficial branch of ulnar nerve)의 말초 부위가 관

군(cubital tunnel syndrome)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였다. 문

찰되었으나 신경 분지의 유착(adhesion)이나 발적(erythema)이

진 및 이학적 검사에서 낭종 등에 의한 감각신경 분지의 압박증후군

발견되지는 않았다. 팽창된 혈관을 주변 조직으로부터 박리하여

혹은 신경종 등이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시행

절제하였으며 혈관내에는 혈전이 관찰되었고 수술 후 시행한 이학

하였다 (Fig. 2). 초음파검사에서 종물 내 혈류는 관찰되지 않았고

적 검사에서 소지구 부위의 동통 및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며, 수지

결절종을 의심하여, 발견된 병변과 그 주변을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의 움직임과 감각의 변화는 없었다.

위해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시행하

이 증례보고의 출판을 위해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였다(Fig. 3).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종물의 주변부는 조영 증강이
되고 중심부는 저신호 강도(low signal intensity)를 보여(target
sign) 신경종의 가능성과 혈전에 의하여 확장된 혈관의 병변을 고려
하였으며,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종물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위한 절개는 종물의 직상방에 세로 방향(longitudinal)
으로 시행하여 접근하였으며 피하조직을 박리하였을 때 장축이 10

5

mm 가량이고 흑적색을 띄는 혈관의 팽창이 관찰되었다(Fig. 4).
주변 조직을 박리하여 확인하였을 때 표재수장 동맥궁(superficial

-5
cm/s

Fig. 2. Color Doppler ultrasonography shows well-delineated
mass (asterisk) measuring 8 mm in diameter. The mass was
predominantly isoechoic and avascular.

A

B

Fig. 1. Palpable mass of the palm (preoperative medical photo).
https://doi.org/10.12790/ahm.19.0070

Fig. 3. Magnetic resonance (MR) imaging of the hand. (A) T2weighted MR image in the transverse plane shows a mass in
the volar and ulnar side of the palm containing a hypointense
thrombus (arrow). (B) T1-weighted MR image in the transverse
plane obtained after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a gadolinium
chelate shows unenhanced mass corresponding to the throm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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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의 동맥류는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나 특발(idiopathic)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4]. Lev와 Saphir [5]는 혈
관벽의 과증식에 의하거나(endophlebohypertrophy) 혈관벽의
평활근과 탄력섬유(elastin fiber)의 감소를 동반한 섬유성 결합조
직(fibrous connective tissue)의 증가에 의하여(phlebosclerosis) 발생한다고 서술하였다[5]. 이를 뒷받침하듯이 정맥의 동맥류
의 병리학적 소견으로는 혈관의 근육층이 없거나 얇아진 양상을
보이며 탄력섬유의 분절(fragmentation)과 섬유성 결합조직의 증
가가 관찰된다[2].
정맥의 동맥류와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로는 결절종(ganglion),
지방종(lipoma), 정맥류(varicose vein), 혈관종(hemangioma),
정맥 기형(venous malformation), 정맥의 가성동맥류(venous
pseudoaneurysm) 등이 있다[6]. 문진과 신체 진찰만으로는 위에
서 나열한 질환들과 명확한 구별은 어려워 영상검사를 추가로 시
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중 초음파검사(duplex sonography), 컴퓨
터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자기공명영상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혈관종은 대개 경계
가 명확한 소엽상으로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high signal
intensity), T1 강조영상에서 증등도 신호 강도(intermediate
signal intensity)를 보인다. 그리고 정맥 기형은 대개 T1 강조영
상에서 중등도 혹은 저신호 강도의 구획화된 병변으로 보이며 T2

Fig. 4. Venous aneurysm in superficial venous palmar arch
(intraoperative medical photo).

강조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를 띈다. 반면 정맥의 동맥류는 단독
으로 발생하여 낭상(saccular)의 정맥의 확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혈류가 있는 부분은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인다[7,8].
정맥에 발생한 동맥류가 유발하는 경우에는 동맥류을 절제하거

고찰

나 혈관을 결찰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한다. 표재성으로 발
생한 정맥의 동맥류가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

정맥의 동맥류는 모든 연령대의 정맥계(venous system)에 발생

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드문 혈관질환으로[1], 정상적인 정맥과 하나의 통로의

시행한 경우에 동일 부위에 정맥의 동맥류가 재발하였다는 보고는

연결성을 가진 부분적인 혈관의 확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2]

현재까지 없다.

동정맥 간의 연결(arteriovenous communication), 거짓동맥류

정맥에 발생하는 동맥류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증상이 없어

(pseudoaneurysm), 정맥류(varicose vein)와의 관련성은 없는

간과되거나 피하에 표재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연부조직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상대적으로 하지에 호발하며 그 중에서도

종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증례보고에서 확

슬와정맥(popliteal vein)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정맥류성 정맥

인할 수 있듯이 수장부에 발생하는 종물에 대한 감별진단 시에는

(varicose vein)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정맥의 국소적인 확장은 흔

정맥의 동맥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증상이 있는 피

하지 않은 증상으로 정맥의 동맥류가 상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에 발생한 양성 종물에 대하여는 진찰과 영상검사를 통하여 주

연부조직의 양성종양으로 잘못 진단되기도 한다.

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맥의 동맥류는 표재성(superficial)과 심부성(deep)으로 분류
한다. 표재성 정맥의 동맥류는 하지의 복재정맥(saphenous) 혹은
상지의 척골측피부정맥(basilic vein)이나 요골측피부정맥(cephalic vein)에서 발생한다. 표재정맥에 발생하는 동맥류는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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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로 촉지되며 체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심부의 정
맥의 동맥류는 종장과 동통을 동반하고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표재성과 차이가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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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수장 정맥궁에 발생한 동맥류: 증례 보고
김세훈, 박현수, 문봉수
한일병원 정형외과

수장부에 발생하는 정맥의 동맥류는 드문 질환이며 상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부조직의 양성종양으로 오진되기도 한다. 정맥의
동맥류에 의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지만 통증이나 종창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절제 혹은 혈관의 결찰이
필요할 수 있다. 환자는 56세 여자 환자이며 본 사례보고에서 특이 과거력 및 외상력 없이 좌측 수장부 종물의 동통과 방사통이 발생하여
영상검사에서 정맥의 동맥류로 진단하여 절제 및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이후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재발은 없었다. 증상을 유발하는
종물에 대하여 주의 깊은 진찰과 정맥의 동맥류 가능성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색인단어: 정맥의 동맥류, 혈관 병변, 표재수장 정맥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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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of traumatic soft-tissue defects around the knee is a challenging problem
for reconstructive surgeons though many reconstructive options are available. We
planned to use a pedicled reverse-flow anterolateral thigh (ALT) flap using the distal
branch of the descending branch of the lateral circumflex femoral artery (LCFA) for
pedicle length extension in a patient with the ALT perforator branch originating from
the proximal portion of the descending branch of LCFA. We present the successful use
of a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to cover a soft tissue defect around the knee.
Key Words: Lower extremity, Surgical flaps, Reconstructive surgical procedures

Introduction
Soft tissue coverage around the knee after trauma remains a challenge for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The anterolateral thigh (ALT) flap was first described in 1984 by Song et al. [1] and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used perforator flap due to its versatility, ease of use, and minimal donor site morbidity
[2,3]. Perfusion of the ALT flap is based on the musculocutaneous or septocutaneous perforators of the descending branch of the lateral circumflex femoral artery (LCFA) [4], which connects distally with the lateral superior genicular artery
or the profunda femoral artery [4]. The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was first
described by Zhang [5], who used a retrograde vascular pedicle to prevent active
bleeding from the distal end of the descending branch of the LCFA. In the described case, we planned a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for pedicle length extension with the distal descending branch of the LCFA to address possible insufficient pedicle length because the perforator emerged from a proximal portion of
the descending branch.

Case Report
A 69-year-old female had a left tibia plateau open fracture with large degl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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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 resulting from a traffic accident. After several surgical
debridements, the resultant defect measured 20.0 cm × 15.0 cm
with significant patella tendon exposure (Fig. 1). Prior to surgery, a perforator pedicled propeller flap using a musculocuta-

Fig. 1. A soft tissue (20.0 cm×15.0 cm) defects above the knee
following several debridement, with significant patella tendon
exposure on anterolateral side of the knee.

A

neous or septocutaneous perforator branched from the distal
portion of the thigh was planned. Doppler mapping of perforators was performed before flap elevation. The method used was
similar to the conventional method used to harvest an ALT
flap, that is, with the identified perforator in the center, a 12.0
cm × 4.0 cm skin paddle was designed to cover the exposed
patella tendon of the anterolateral knee. A search for cutaneous
perforators was performed in the suprafascial and subfascial
plane, but we failed to identify a perforator branched from distal portion of thigh intraoperatively. The only musculocutaneous perforator found branched at the proximal descending
branch of the LCFA 12.0 cm above the lateral edge of the patella. So, the preoperative plan was changed to a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The identified perforator was dissected in
a retrograde fashion, and the proximal pedicle was clamped using a vascular clamp and the flap pedicle was isolated distally
along the descending branch until a pivot point was reached 7
cm above the knee joint that allowed sufficient pedicle length
without tension. Intramuscular dissection of the perforator
with skeletonization of the descending branch helped increase
the degree of flap advancement, and the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was elevated and transposed to cover the exposed patella tendon. The pedicle length was 10 cm (Fig. 2A, 2B). The
donor site was closed primarily and the other skin defect area
around the knee without tendon exposure was covered with a
split thickness skin graft from the right thigh. The wound
healed completely without any complication and remarkable
limitation of range of movement after 3 months (Fig. 3).
Written informed consents were obtained.

B

Fig. 2. (A) A pedicled reverse-flow anterolateral thigh flap (12.0 cm×4.0 cm sized) was harvested using musculocutaneous perforator
of descending branch of the lateral circumflex femoral artery (LCFA). Descending branch of the LCFA and the perforator to the flap
was dissected intramuscularly. (B) The pivot point was determined at about 8 cm above the knee joint and the pedicled reverse-flow
anterolateral thigh flap was advanced to cover the patella tendon exposu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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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Coverage of traumatic soft-tissue defects around the knee remains a challenging problem for reconstructive surgeons because of a lack of an adequate recipient vessel in anterior, lateral
knee area and the need for a thin, pliable knee joint coverage.
Various options have been utilized to provide soft tissue reconstruction for these defects. The use of a free flap is not always
preferable in this region, due to high donor site morbidity, long
surgical time,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selecting an appropriate recipient vessel positioned deeply around the knee.
Pedicled muscle flaps have been the workhorse for coverage of
defects around the knee for decades. The gastrocnemius muscle flap has proved to be the most reliable, safest, and easiest
surgical option [6]. However, perforator flaps have recently revolutionized soft tissue reconstruction around the knee, due to
low donor morbidity and available pedicle length. Gravvanis et
al. [7] demonstrated the use of a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for knee reconstruction and considered it super to the gastrocnemius muscle flap, because of its greater size, shape, and flexibility, better color and texture match, and less bulkiness. Furthermore,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have arcs of rotation

Fig. 3. Photograph of the flap at 3 months of follow-up. Satisfactory healing and contour achieved.
https://doi.org/10.12790/ahm.19.0038

long enough to reach suprapatellar defects and are capable of
resurfacing the whole knee. However, it is technically difficult
to dissect ALT perforator flaps, especially when they are small,
because perforating arteries exhibit wide anatomic variations.
In 1998, Kimata et al. [8] classified the perforators of ALT flaps
into 8 types according to the branching pattern of the perforator vessel.
The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is based on perforators of
the descending branch of LCFA. Zhang [5] introduced the concept of a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in 1990. However, despite its several advantages and low donor site morbidity, the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has not been widely adopted,
possibly because of wide anatomic variations of the vascular
pedicle and a high risk of venous congestion [9]. In addition,
reverse-flow based flaps are prone to congestion in peripheral
portions of flaps, and this is followed by partial necrosis, because of insufficient venous drainage caused by the resistance
of venous valves. In a recent study, a modified method was described that reduces venous congestion, wherein the venae
comitantes is anastomosed to the proximal stump in an anterograde manner [7,10]. Wong et al. [9] reported sixteen cases of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s. Of 16 cases, venous congestion was noted in 8 cases, 3 of which were salvaged with venous
supercharging with the long saphenous vein. Two that were not
venous supercharged underwent partial flap necrosis and all
other flaps healed without complications. In our case, there was
no sign of severe venous congestion, and thus, no additional
venous augmentation was performed.
Originally, we planned a perforator pedicled propeller flap to
cover the soft tissue defect around the left knee based on preoperative doppler mapping findings, but intraoperatively, we
were unable to find the perforator near the midpoint of the
thigh. We only found a musculocutaneous perforator from a
proximal region of the descending branch of the LCFA, which
prevented use of a propeller flap. Accordingly, the reconstruction plan was changed to a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with
pedicle length extension to enable the elevated flap to reach the
knee tendon extension area. To achieve this, the proximal
branch of the LCFA was clamped and its distal branch was dissected to increase flap mobility sufficiently to reach the exposed knee tendon area without excessive tension.
Due to anatomic variations of ALT flap perforators, surgeons
might encounter unplanned situations during surgery. If a
planned flap cannot be applied, a decision must be made
whether to adopt an alternative reconstructive method or some
other method in same operative field. Notably, ALT flap pedicle
lengthening might be required in same operative field and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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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reconstruction, and recent studies have described ALT flap
pedicle length extension in operative fields [10]. The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is a good option that enables relatively
straightforward pedicle extension within the same operative
field when securing an adequate pedicle length is difficult because of a proximal location of the perforator in the descending
branch.
As described in the present case, successful soft tissue reconstruction around the knee is possible using a pedicled reverse-flow ALT flap, especially when the perforator in the descending branch of the LCFA emerges from proximal thigh.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thing to disclose.

References
1. Song YG, Chen GZ, Song YL. The free thigh flap: a new free
flap concept based on the septocutaneous artery. Br J Plast
Surg. 1984;37:149-59.
2. Koshima I, Nanba Y, Tsutsui T, Takahashi Y, Itoh S. Perforator
flaps in lower extremity reconstruction. Handchir Mikrochir
Plast Chir. 2002;34:251-6.
3. Koshima I, Nanba Y, Tsutsui T, Takahashi Y. New anterolateral thigh perforator flap with a short pedicle for reconstruction

58

of defects in the upper extremities. Ann Plast Surg. 2003;
51:30-6.
4. Zhou G, Zhang QX, Chen GY. The earlier clinic experience of
the reverse-flow anterolateral thigh island flap. Br J Plast Surg.
2005;58:160-4.
5. Zhang G. Reversed anterolateral thigh island flap and myocutaneous flap transplantation. Zhonghua Yi Xue Za Zhi. 1990;
70:676-8.
6. Chung YJ, Kim G, Sohn BK. Reconstruction of a lower extremity soft-tissue defect using the gastrocnemius musculoadipofascial flap. Ann Plast Surg. 2002;49:91-5.
7. Gravvanis AI, Iconomou TG, Panayotou PN, Tsoutsos DA.
Medial gastrocnemius muscle flap versus distally based anterolateral thigh flap: conservative or modern approach to the
exposed knee joint? Plast Reconstr Surg. 2005;116:932-4.
8. Kimata Y, Uchiyama K, Ebihara S, Nakatsuka T, Harii K. Anatomic variations and technical problems of the anterolateral
thigh flap: a report of 74 cases. Plast Reconstr Surg. 1998;102:
1517-23.
9. Wong JK, Deek N, Hsu CC, Chen HY, Lin CH, Lin CH. Versatility and “flap efficiency” of pedicled perforator flaps in
lower extremity reconstruction. J Plast Reconstr Aesthet Surg.
2017;70:67-77.
10. Huang YH, Hsieh TY, Lai CS, Lin SD, Chang KP. In situ pedicle lengthening of the anterolateral thigh flap. Plast Reconstr
Surg. 2014;133:85e-7e.

https://doi.org/10.12790/ahm.19.0038

Arch Hand Microsurg 2020;25(1):55-59

전가쪽 대퇴부 역류 유경피판을 이용한 무릎주위 피부연조직결손의
재건: 증례 보고
장남, 신현우, 윤근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

무릎주위의 외상성 피부연조직결손의 재건은 많은 재건방법들의 선택이 가능함에도 재건의들에게 있어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전가쪽 대퇴부 천공지 피판을 계획함에 있어, 가쪽 대퇴회선동맥의 하행가지의 근위부에서 천공지가 기시하는 환자들의 경우 가쪽
대퇴회선동맥의 먼쪽 가지 혈관을 이용한 전가쪽 대퇴부 역류 유경피판을 통해 혈관경의 길이 연장을 계획하였다. 우리는 본 증례보고를
통하여 전가쪽 대퇴부 역류 유경피판을 통한 무릎주위 피부연조직결손의 성공적 재건을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하지, 수술용 플랩, 재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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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Radial Nerve Palsy Associated
with Humeral Shaft Fracture
Soo-Hong Han, Jin-Woo Cho, Han-Seung Ryu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Korea

Radial nerve palsy associated with humeral shaft fracture is divided into primary paralysis immediately after injury and secondary paralysis after reduction or surgery.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timing and necessity of early neuro-exploration for patient with primary paralysis. The main cause of radial nerve injury is nerve
contusion and it has high natural recovery rate without any treatment on nerves.
However, if the nerve is damaged, early neuro-exploration is need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ull recovery, prevent secondary nerve damage by the bone or scar tissue
and predict prognosis. Through this, there is an advantage to plan future treatment.
Based on the study of these patients, when internal fixation is indicated, early surgical
exploration of the radial nerve should be considered to minimize poor prognosis and
conflict with the patient.
Key Words: Humeral shaft fracture, Radial nerve palsy

서론
요골신경마비는 골절과 관련된 흔한 신경손상 중 하나이며, 상완골 간부 골절에서
2%-17%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부분적 마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50%에
서는 완전 마비의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5]. 대부분 수상 당시 골절과 동반
되어 발생하나, 관혈적 정복술 후 혹은 도수 정복 후에 합병되기도 하여 상완골 골절
의 치료 과정에서 요골신경에 대한 처치는 각별히 주의를 요하게 된다. 상완골 골절과
동반된 요골신경마비를 크게 수상 직후 발생한 1차 마비와 골절 정복이나 수술 후 발
생한 2차 마비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마비의 경우 Shao 등[5]과 Ekholm 등[6]의 보
고에 따르면 약 10% 내외에서 발생한다 하였고, 2차 마비는 Park 등[7]이 약 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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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비 후 1차 마비와 2차
마비 모두 90%에 가까운 회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신경 증상발현에 관여하는 인자들과 이에 대한 치료 및 예후에 대해 다양하
게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연관성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외상에 의한
상완골 간부 골절 후 발현된 요골신경마비의 치료에 있어서 개방성 골절이나 혈관손
상이 동반된 골절, 도수 정복 후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내고정술과 함께
신경탐색술을 추천하지만 폐쇄성 골절과 동반된 경우에는, 신경에 대한 조기 탐색술
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정 기간 경과 관찰 후에 증상 지속 시 추가수술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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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반 손상과 일관된 빈도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Park과 Ryu [17]는

이에 저자는 상완골 간부 골절에 동반된 요골신경마비 중 특히 1

상완골 간부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 있어 수술 후 요골

차 마비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동일 손상에 대

신경마비가 발생한 환자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분석 보고하였

한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이견들을 포함한 보

는데 불유합이나 재수술 등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는 요골신

고 문헌과 저자들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최근 치료 경향에 대해

경이 주변의 조직과 유착되어 수술 시 견인에 의해 요골신경이 손

알아 보고자 한다.

상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해부학적 특징 및 빈도

치료

상완골 간부 골절에서 요골신경마비가 잘 동반되는 이유로 그 해

상완골 간부 골절에서 요골신경마비가 있을 때 일반적인 신경탐

부적 특징이 관련되는데 상완에서 요골신경의 경로에 대한 연구도

색술의 적응증으로는 개방성 골절, 총상을 포함한 고속 관통상, 혈

많이 시행되어 측정치의 범위가 넓은 편이긴 하지만 Gerwin 등[8]

관손상 동반, 도수 정복 후의 마비 등이다. 하지만 이 외의 상완골

은 내상과(medial epicondyle)에서 평균 20.7 cm, 외상과(later-

간부 골절에서 요골신경마비 증상이 있을 때 신경탐색술의 시기

al epicondyle)에서 14.2 cm 근위부에 신경이 위치한다 하였고,

및 시행 유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다. 신경에

Guse와 Ostrum [9]은 견봉(acromion)의 후연(posterior edge)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더라도 60%-92%의 회복을 보이므로 경과

에서 원위부로 평균 12.4 cm에서 후방으로 가로지른다 하였다.

관찰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기 신경탐색술에 부정적인

요골신경은 상완골 근위부에서 상완골 후면의 요골구(radial

의견을 가진 저자들은 요골신경손상은 주요 원인이 신경 타박이

groove)에 위치하게 되며, 그 후면을 지나 원위부로 내려가면서

고, 자연 회복률이 높아 신경탐색술로 인한 합병증, 그리고 골절이

외측 근간막(lateral intermuscular septum)을 통과한다. 이어

치유된 이후가 신경 다루기가 더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시

원위부 전방 구획으로 들어가 상완요골근과 상완근 사이에 위치하

간에 따른 증상 변화에 맞춰 치료 방향을 결정하길 권유하고 있다.

면서 주관절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완골

Shao 등[5]의 435명의 요골신경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원위 외상과(lateral epicondyle)에서 상방으로 10-14 cm 사이

고찰에서도 315명(72%)에서 자연적으로 회복(spontaneous re-

에서 요골신경이 요골신경구를 따라서 상완골을 가로지른다. 이러

covery)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자연 회복이 안 된 나

한 해부적 특징 때문에 요골신경마비의 발생 빈도가 골절의 위치,

머지 28%에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하기 어

분류 및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신경이 가로지르는

려운 높은 빈도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경과 관찰을 시행할 경

부근에 골절선이나 골절편이 있는 경우 요골신경마비 가능성이 더

우 그 기간은 하루 1 mm의 재생속도를 감안해서 4-6개월이 적절

높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유추되기도 한다. 이렇게 요골신경

하다고 하고 수상 후 2-3개월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경근전

과 상완골의 접촉거리, 골절 후 원위부의 전위 정도, 수상 기전 등

도(electroneuromyography)검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티넬징후

여러 관여 인자를 분석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빈도에 대

(Tinel sign)의 위치변화 확인도 재생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해서는 저자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Bostman 등[10]은 중간부 1/3

신경 호전에 있어서는 상완요근(brachioradialis)과 요측수근신건

과 원위부 1/3 골절에서 비슷한 요골신경마비의 발생률을 보고하

(radial wrist extensor)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는데 일반적으

였고, Garcia와 Maeck [11], Kettelkamp와 Alexander [12]는

로 3-4개월 내에 근력회복 양상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7개월 이내

중간부 1/3에서 더 많은 69.7%, 67.7%의 발생률을, Pollock 등

에 증상 변화가 없으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4]은 원위부 1/3 골절에서 더 높은 빈도로 58.3%의 요골신경마비

최근 Bodner 등[18]과 Yoon 등[19]은 초음파를 이용한 요골신

를 보고하였다. 국내보고에서는 Lee 등[13]의 연구에서 원 위부

경손상의 초기 확인으로 조기 탐색술을 시행할지 아니면 경과 관

1/3 골절에서 64.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골절의 위치

찰을 할 지 결정하는 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가 낮아질수록 요골신경손상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

Shao 등[5]이 발표한 상완골 골절 후 요골신경마비의 치료알고리

고 Han 등[14]의 연구에서는 원위부에서의 발생이 53%로 현재까

즘에서도 요골신경마비가 있을 때, 개방성인 경우에는 직접 신경

지도 위치에 따른 발병 빈도는 저자마다 일정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을 확인하지만, 폐쇄성일 때는 3주내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신

골절 양상에 따른 요골신경마비의 빈도는 Klenerman [15]의

경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파열이 있는지, 신경이 포착

연구에서는 횡골절, Shaw와 Sakellarides [16]의 연구에서는 사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상 혹은 나선상 골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Shao

하였다. 금속판 내 고정술 후의 자기공명영상검사(MRI)는 금속판

등[5]이 보고한 체계적 고찰에서는 횡 및 나선상 골절에서 사상 혹

간섭으로 인하여 진단이 어렵고, 또한 근전도검사의 경우에도 신

은 분쇄골절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Lee 등

경손상 후 Wallerian 변성 시기인 2주 이내에는 시행할 수 없으며

[13]의 분석에서는 분쇄골절에서 41.2%로 요골신경손상 빈도가

손상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 말초신경의 병

가장 높았고 본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횡골절에서 40%, 나비형 골

변을 판단하는데 초음파가 유용한 진단도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편 골절에서 27%의 순으로 발생하여 골절 양상 역시 요골신경 동

조기 신경탐색술을 권유하는 저자들은 조기에 시행하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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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골절 부위를 고정함으로써 가골

운동종판(motor endplate)의 소실 등이 우려되므로 장기간 관찰

이나 반흔 조직으로부터 생기는 이차적인 신경손상을 방지할 수

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있으며, 신경손상이 명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계획이

여러 연구들에서의 수상 후 요골신경마비의 회복은 40.0%-

더 구체적일 수 있고 예후 예측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주

88.1%로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Ring 등[21]

장한다[5,7,20]. 게다가 지연 후 신경탐색술을 시행한 연구에서

은 고에너지 손상의 상완골 간부 골절에 요골신경마비가 동반된

6%-25%의 신경이 감입(entrapment)되어 있었고, 20%-40%에

24예 중 6예(25.0%)에서 요골신경의 완전 단열을 보고하였고,

서는 열상이 존재해서 단순히 경과 관찰만 하기에는 심한 손상의

Noaman 등[20]도 36예 중 8예(22.2%)에서 완전 단열을 보여 조

빈도가 높다 하였다[7,20]. Park 등[7]이 상완골 간부 골절과 동반

기 신경탐색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자들도 요골신경마비가

된 요골신경마비의 기여 요인을 분석한 보고에서도 신경탐색이 유

동반된 모든 예에서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과 함께 동시에 신경탐

일하게 수술 후 요골신경마비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통계적으로 유

색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증상을 보였던 15예 중 4예에서 요

의한 요소로 마비를 동반하지 않은 폐쇄성 상완골 간부 골절에 대

골신경의 완전 단열이 확인되었다(Figs. 1, 2).

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서도 요골신경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

저자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상완골 간부와 요골신경 동시 손

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Pollock 등[4]의 분석에서 지연 탐

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54%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색술을 시행한 20%-42%에서 신경 열상이 있었는데 지연된 신경

요골신경 단열을 보인 4예 모두 같은 수상 기전으로 강력한 외력에

봉합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불량한 결과를 보고하였듯이 신경이 손

의한 고에너지손상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14]. 그러

상되었을 경우 시간이 경과될수록 정상적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므로 고에너지 수상 기전과 함께 연부조직손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겠다. 특히 실질적인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서 요골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는 신경 단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

직접적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시행할 경우에는 지배근의 위축과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강한 충격에 의한 수상 시 신경 자

A

D

B

C

E

Fig. 1. A 26-year-old male patient with unstable fracture of humeral shaft and radial nerve palsy. (A) Preoperative radiograph. (B)
Intraoperative inspection of the radial nerve shows complete transection. (C) Direct repair of radial nerve. (D) Postoperative radiograph,
demonstrating union of the fracture. (E) Recovery of wrist and finger extension during the follow-up, postoperatively 6 months. The
photo was taken 11 years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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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넓은 범위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

할 수 있고 신경이식과 같은 2차적 추가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치

차 신경봉합이 어려울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골절에 대한 내

료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고정 먼저 시행 후 추후 이차적으로 신경이식술 등의 재건술이 요
구되기도 한다.

저자들은 출판을 위해 대상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지연 탐색술을 시행한 경우 6%-20%에서 신경 감입, 20%-40%

저자들의 대상 환자 연구에서는 신경탐색술 시 신경이 연속성이

에서 신경 열상 등 적지 않은 빈도의 심한 신경손상에 대해 보고하

유지된 예에서는 전 예에서 정상적 회복을 보여주었는데 평균 5개

기도 하였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주위 반흔이나 유착에 의해 신경

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초기 탐색술의 단점으로 보고되고 있는

에 대한 수술이 어려워지므로 그런 경우 지연된 치료보다는 조기

신경탐색술 후 합병증은 발생되지 않았다(Fig. 3). 또한 초기 탐색

탐색술을 통한 신경수술이 기능회복에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일 수

술을 시행하면 손상 양상이 명확히 확인되어 예후가 예측되며 만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한

일 신경 단열과 같이 손상이 심한 경우 신경봉합술을 동시에 시행

저자들의 의견으로는 폐쇄성 상완골 골절에서 요골신경마비가 동

A

F

B

C

D

E

G

H

Fig. 2. A 48-year-old male patient with transverse fracture of mid-distal humeral shaft and radial nerve palsy after pedestrian injury.
(A) Preoperative radiograph. (B) Intraoperative inspection of the radial nerve shows complete transection. (C) Shortening of the humerus
shaft for approximating injured nerve ends. (D) Direct repair of radial nerve. (E) Immediate postoperative wrist extension and finger
extension of metacarpophalangeal joint showing motor grade 0. (F) Postoperative radiograph, demonstrating union of the humerus shaft.
(G) Gross appearance of shortened right upper arm. (H) Recovery of wrist and finger extension 16 months after surgery.
https://doi.org/10.12790/ahm.19.0071

63

Soo-Hong Han, et al. Radial Nerve Palsy

도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성 상완골 간부 골절
에서 완전 요골신경마비의 증상이 있는 경우 골절에 대해 내고정
술 시행 시 신경손상 상태에 대한 조기의 정확한 판단 및 그에 대
한 처지, 지연된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한 결과 및 이에 따른
환자의 불만, 법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골신경의 조기 탐
색을 가급적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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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22-year-old male patient with fracture of humeral
shaft and radial nerve palsy. (A) Intraoperative inspection of the
radial nerve shows intact continuity. (B) No change of active
motion after surgery. (C) Recovery of wrist and finger extension,
postoperatively 6 months. The photo was taken 18 months after
surgery.

반되었을 경우, 골절에 대해 내고정의 적응증이 된다면 연속성의
확인을 위해 요골신경의 조기 탐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손상 기전, 골절의 양상이나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되므
로 일관된 치료보다는 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해
야 하겠지만, 요골신경 열상이나 파열 등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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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골 간부 골절과 동반된 요골신경마비의 치료
한수홍, 조진우, 류한승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상완골 골절에 동반된 요골신경마비를 수상 직후 발생한 1차 마비와 골절 정복이나 수술 후 발생한 2차 마비로 구분하는데 1차 마비
시에 신경탐색술의 시기 및 시행 필요성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다. 요골신경손상의 주요 원인이 신경 타박이고 신경에 대한 특별한
조치없이 자연 회복률이 높아 증상 경과에 맞춰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권유하는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엔
정상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 신경탐색술 시행이 필요한데 이는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골절 부위를 고정하여
가골이나 반흔 조직으로부터 생기는 이차적인 신경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후 예측을 통해 향후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 환자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해 보았을 때 내고정술의 적응증이 된다면 신경손상에 대한 조기 판단 및 처지, 지연된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한 예후 및 환자와의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골신경의 조기 탐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색인단어: 상완골 간부 골절, 요골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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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ma of the Dorsal Rami in the Back and
Its Surgical Treatment: A Case Report
Joonho Lim, Seokchan Eun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ngnam, Korea

A neuroma is a benign tumor caused by irregular or disorganized regeneration of nerve
tissue after nerve injury. It sometimes causes severe symptoms and thus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There are few reports of truncal neuromas and its surgical treatment with the outcome. The authors report a case of a surgically improved traumatic
neuroma in a 77-year-old man presented with dysesthesia of the back skin medial to
the left scapula.
Key Words: Neuroma, Neurosurgical procedures, Peripheral nerves, Back

서론
신경종(neuroma)은 신경이 손상된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무질서하게 성장하여 발
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외상과 과거 수술이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신경손상을 유발하
는 모든 상황이 신경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1].
모든 신경종이 증상을 유도하지는 않으나, 간혹 심한 증상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크
게 떨어뜨리기도 한다[2]. 신경병증 통증(neuropathic pain), 감각 저하, 이상 감각,
한랭불내성 등 다양한 증상이 신경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신경종의 임상진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다. 임상진단은 과거력,
진찰, 진단적 주사(diagnostic injection)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여 내려진다.
저자들은 등부위에 발생한 이상 감각의 원인으로 외상성 신경종을 의심하고 이를
신경봉합으로 호전시킨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2020 by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Korean Society for Microsurgery, and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Peripheral Nerv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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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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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 남자 환자가 좌측 어깨뼈 안쪽 배부 피부 이상 감각을 주소로 내원했다. 증상
은 약 30년 전 발생하여 비슷한 정도로 계속 유지되었고, 해당 부위가 가렵고 답답하
며 액체가 차서 들뜬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다. 증상은 해당 부위가 압박될 때 심해졌
다. 환자는 20대 초반 교통사고를 당하여 해당 부위에 외상을 당한 과거력이 있었다.
이후 해당 부위가 결리고 흘러내리는 듯한 이상 감각이 나타나 장기간 뜸, 침구술 등
다양한 침습적 방법들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었다. 더 나아가, 액체가 찬 느
낌 때문에 스스로 해당 부위의 피를 뽑는 치료를 수시로 해왔다고 하나 증상 호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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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re was no specific finding except the scars at the left
back skin medial to the left scapula.

Fig. 2. The ends of the posterior cutaneous branches of the T2-4
dorsal rami were found at the suprafascial level.

었다. 이 외에 4년 전 타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은 과
거력이 있었다. 해당 부위는 이전 치료로 인한 광범위한 흉터를 제
외하고 다른 주목할만한 소견은 없었다(Fig. 1). X-ray, 초음파 검
사상 발견된 특이소견 또한 없었다.
이에 해당 부위를 담당하는 감각신경인 흉수 신경 배부 피부 가
지에 발생한 외상성 신경종을 염두에 두고 외과적 탐색술을 계획
했다. 전신마취 하 절단된 흉수 신경 배부 피부가지(posterior cutaneous branches of T2-4 dorsal rami)의 양단 세 쌍과 그에
발생한 신경종을 찾을 수 있었다(Fig. 2). 이에 해당 신경종 조직을
세밀하게 박리하여 절제한 후 신경봉합을 시행하였다(Fig. 3). 수
술 후 2주째 봉합사를 제거했다.
수술 전에 호소하던 이상 감각이 사라졌으며, 다른 합병증 발생
하지 않았다. 현재 수술 후 6개월째로, 외래를 통해 계속 추적관찰
중이다.
저자는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Fig. 3. After complete excision of the traumatic neuromas and
surrounding scar tissue at the ends, end-to-end neurorrhaphy was
performed under a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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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저자들의 문헌고찰에 의하면 몸통의 신경종과 그 치료에 대한
보고는 드물었다[3].
신경종은 말초신경이 있는 모든 부위에 발생할 수 있다. 말초신
경 축삭(axon)이 절단되면 원위부에서 왈러퇴행변성(Wallerian

나 심인성으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상 감각으로 환
자가 받는 고통은 상당할 수 있다. 본 증례처럼 외상 혹은 침습적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이상 감각을 호소할 때 신경손상 및
그에 따른 증상성 신경종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증상이 일관되고
그 범위가 특정 신경의 지배영역과 일치한다면 담당 의사는 신경
탐색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degeneration)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생긴 축삭과 수초(myelin
sheath)의 잔해는 대식세포(macrophage)와 슈반세포(Schwann
cell)가 처리한다. 슈반세포가 증식하여 끊어진 부위를 채워 붱너
띠(bands of Büngner)를 형성한다. 이는 새롭게 자라나는 축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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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전 위치로 자라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손상 후 나흘 경
손상 근위부 축삭에서 여러 가닥의 성장돌기(axonal sprouts)를
내는데, 이 중 붱너띠를 뚫고 들어가는 성장돌기가 손상 전 위치로
자라게 된다. 만약 이러한 성장돌기가 없으면, 주변으로 자라는 다
른 성장돌기들이 서로 얽혀 신경종을 형성한다[4].
증상성 신경종을 치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
었다[5]. 비수술적 방법들로는 약물치료, 고주파 열치료(radiofrequency ablation), 신경조절(neuromodulation), 탈감작(desensitization) 요법, 교감신경차단술(sympathetic nerve block)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만으로는 신경병증 통증에 대해 만
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6].
증상성 신경종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5,7,8].
신경박리 및 신경종 절제가 첫 단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
말단의 처리가 다음 단계다. 신경말단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
법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원위부 신경말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원위부 신경말단을 활용
할 수 있다면 신경봉합을 시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자가 혹은
동종신경이식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관 모양의 자가 구조물 혹은
생체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원위부 신경말단을 활용할 수 없다
면, 신경마개(nerve cap) 혹은 유리근육 조직으로 신경말단을 감
싸는 방법, 건강한 조직으로 신경말단을 전위시키는 방법이 있다.
뼈, 근육, 정맥, 신경 모두가 건강한 조직에 포함될수 있다.
이 외의 방법으로 피판을 비롯한 혈행이 풍부한 조직으로 신경
종을 덮어주는 방법이 있다. 덮는 조직으로 인한 물리적 지지는 물
론이고, 풍부한 혈행으로 인한 생리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
이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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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발생한 흉수신경 배부가지 신경종의 외과적 치료: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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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종은 신경조직에서 유래된 양성 종양으로, 신경이 손상된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무질서하게 성장하여 발생한다. 신경종은 간혹 심한
증상을 유도하여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한편, 몸통의 신경종과 그 치료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좌측
어깨뼈 안쪽 배부 피부 이상 감각으로 내원한 77세 남자 환자에서 외상성 신경종을 의심하고 이를 신경봉합으로 호전시킨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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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on’s canal syndrome is a compression neuropathy of the ulnar nerve that occurs at
the wrist. Compression can be caused by many conditions, such as benign tumors, repeated occupational trauma, vascular lesions, fractures of the carpal bones, rheumatoid arthritis and anomalous hypothenar muscle at Guyon’s canal. Here, the authors
report a case of compression neuropathy of the ulnar nerve by the accessory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AADM), one of the anomalous hypothenar muscles, at Guyon’s
canal. The case report is accompanied by a literature review.
Key Words: Guyon’s canal, Ulnar nerve, Accessory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서론
척골관 증후근(Guyon’s canal syndrome)은 완관절부 및 수부에 생기는 척골 신
경의 압박신경병증이다. 운동 소실이나 감각 소실 증상 또는 운동과 감각 소실 모두의
소실을 야기한다. 원인으로는 결절종, 지방종과 같은 양성 종양, 반복적인 직업상 외
상, 수근골의 골절, 류마티스 관절염, 동맥류나 혈전과 같은 혈관성 병변 등이 있으며
부 소지외전근(accessory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AADM)과 같은 비정상
소지구근육(anomalous hypothenar muscle)에 의해 척골 신경이 압박을 받아 증상
이 발생하기도 한다[1]. 저자들은 척골관 부근에서 비정상적 으로 존재하는 부 소지외
전근(AADM)에 의해 발생한 척골 신경의 압박신경병증 1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2020 by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Korean Society for Microsurgery, and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Peripheral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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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47세 여자 환자가 1개월 전부터 우측 엄지손가락의 방아쇠 수지 증상, 우측 약지,
소지의 저린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소지, 약지의 저린 증상이 시작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소지 첨부의 감각이 약간 저하된 상태였다. 근력약화 그리고 갈퀴손변형
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1개월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우측 손목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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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y, NCV)를 시행하였다. 신경

된 장장근(reversed palmaris longus)이 척골관을 통과한다는 보

전도검사(NCV)상 말초 신경병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

고도 있다[1,2]. 이들 중 가장 빈번하게 존재하는 것은 부 소지외전

았으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부 소지외전근(AADM)을 관

근(AADM)이며 1868년에 Wood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3].

찰할 수 있었으며, 척골관(Guyon’s canal) 부근에서 척골 신경의

Dodd 등[4]은 사체해부연구(cadaveric study)에서 척골관(Guy-

표층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환자는 신경전

on’s canal) 주변에서 발견되는 가장 많은 비정상 근육은 부 소지

도검사(NCV)상에는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저

외전근(AADM)이며 22.4%의 확률로 존재하고 이들 중 46.2%에

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아 엄지

서는 양쪽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Zeiss 등[5]은 방사선학적

손가락의 방아쇠 수지에 대한 수술과 함께 척골 신경 감압술을 시

연구(radiologic study)를 통해 25%에서 부 소지외전근(AADM)

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상완신경총 마취를 하고 지혈대를 사용하였

이 나타나며 이들 중 67%에서 양쪽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으며 수장부의 두상 유구 관절 사이를 통과하는 지그재그 절개를

이 근육은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며 장장근의 건(palmaris

한 뒤 박리하여 부 소지외전근(AADM)을 노출시켰다(Fig. 2A). 근

longus tendon), 두상골(pisiform bone), 척측수근굴근의 건

육 전체를 절제하여 척골 신경을 감압 하였으며 부 소지외전근

(Thexor carpi ulnaris), 전완근막(antebrachial fascia) 등에서

(AADM)으로 주행하는 척골 신경의 가지는 결찰하였다(Fig. 2A,

기시하고 비스듬하게 주행하여 소지외전근(abductor digiti min-

2B). 척골 신경과 그 가지들의 신경박리술을 한 뒤 절개부위를 봉

imi muscle)과 결합되거나 소지의 근위지골의 척측에 붙게 되고

합하였다. 수술 후 2주째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수술 후 저린 증상

척골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6,7].

은 호전되었으며, 감각 소실이나 이상 감각은 호소하지 않았다. 6

Shea와 McClain [8]은 척골 신경의 압박부위에 따라 척골신경

개월 후 추시하였을 때 수술부위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운

압박증후군을 세가지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군은 감각, 운동 저하

동 및 감각에도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가 모두 있으며 병변이 척골관 근위부에 있고 2군은 운동 저하 증
상만, 3군은 감각 저하 증상만 있으며 2군과 3군은 병변이 척골관

고찰

원위부 또는 출구 직후부에 위치한다. 본 증례는 환자가 내원 당시
감각 증상만 호소하고 있어 3군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수술전 검사

수근관절에서 척골 신경은 원위부로 주행하면서 두상골의 외측

및 수술중 소견상 병변이 척골관 원위부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과 유구골의 갈고리 내측을 지나고 이 부위의 수장측에서는 장측

있었다. 수술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상 요측수근굴근(Thexor

수근인대, 배측에서는 횡수근인대가 있어 골성 구조들과 함께 척

carpi radialis), 장장근(palmaris longus)에서 근육이 기시하는

골관(Guyon’s canal)을 형성한다. 이 부위에서 척골 신경의 압박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척측으로 주행하여 척골 신경의 표층

신경병증을 척골관 증후군(Guyon’s canal syndrome)이라고 하

을 지나 소지외전근과 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술 중에

는데 양성 종양, 외상, 해부학적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

도 같은 소견을 보였다.

근부에 존재하는 비정상 근육 또한 척골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부 소지외전근(AADM)의 존재만으로는 대부분 무증상이나 외상
등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거나 과사용에 의해 근육이 비대해지면

척골관(Guyon’s canal) 주변을 지나는 비정상적인 근육은 주로

압박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7]. 환자는 전업주부로 반복적인 가

소지구(hypothenar eminence)의 근육이 변형된 형태이고, 변형

사노동으로 인해 근육이 비대해져 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

ADM

P

P

UN, UA

AADM

ADM

AADM

A

UN, UA

AADM
P

B

UN, UA

C

Fig. 1. T1-weighted transverse magnetic resonance images at the level of the pisiform bone. (A)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ssory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AADM), ulnar nerve (UN), and ulnar artery (UA). (B) AADM located volar to the UN. (C) AADM fused with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ADM). P, pis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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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본 증례에서 일반적인 압박신경병증과 다른 점은 신경전도검사

syndrome) 환자에게서 수술전 신경전도검사(NCV)와 quick

(NCV)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증상은 척골 신경의 압박

DASH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ore를

에 의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압박신경병

측정하였으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가 신경전도검사(NCV)

증이 있을 때 증상 및 징후가 명확한 경우 신경전도검사(NCV)에서

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Grundberg [10]는 수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Mackenzie 등[9]

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환자의 연구를 통해 전형
적인 증상을 보이지만 신경전도검사(NCV)에서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수술적 치료로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약 8% 정도에서
신경전도검사(NCV)가 위음성(false-negative)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신경전도검사(NCV)가 압박신경병증의 진
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증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형적이지 않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이긴 하지만 증상 및 징후가 명확한 경
우 신경전도검사(NCV)보다는 증상 및 징후가 진단에 더 중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신경전도검사(NCV)에서 특이소
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환자가 명확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
에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었다.

AADM

A

수근관절에서 척골신경압박에 의한 증상을 보일 때 여러가지 원
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증례와 같이 부 소지외전근(AADM)과
같은 비정상 근육에 의한 척골신경병증의 경우가 1차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원인은 아니나 해부학적 변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진
단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진 시 근육의 비대(hypertrophy)

Br. of UN
to AADM

를 야기할 수 있는 직업이나 활동에 대한 병력 청취를 자세히 하여
의심할 수 있으며 신경전도검사(NCV), 초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
상(MRI)을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증례처럼 신경
전도검사(NCV)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전
형적인 증상과 징후를 보인다면 어렵지 않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

UN

것으로 생각된다.

B

A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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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 the authors from other contributors.

Duplicate Publication
Manuscripts are only accepted for publication in journals if they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Manuscripts published in this
journal should not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the
author(s) wishes to obtain a duplicate or secondary publication for

various other reasons, such as for readers of a different language,
he/she should obtain approval from the editor-in-chief of both the
first and second journal.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exists when an author (or the author’s institution), reviewer, or editor has financial or personal relationships that
inappropriately influence his/her actions (such relationships are also
known as dual commitments, competing interests, or competing
loyalties). All authors should disclose their conflicts of interest, i.e.,
(1) financial relationships (such as employment, consultancies,
stock ownership, honoraria, paid expert testimony), (2) personal relationship, (3) academic competition, and (4) intellectual passion.
These conflicts of interest must be included as a footnote on the title
page or in the acknowledgement section. Each author should certify
the disclosure of any conflict of interest with his/her signature.

Protection of Privacy, Confidentiality, and
Written Informed Consent
The ICMJE has recommended the following statement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confidentiality, and written informed consent:
The rights of patients should not be infringed without written informed consent. Identifying details should not be published in written descriptions, photographs, and pedigrees unless it is essential
for scientific purposes and the patient (or his/her parents or guardian) provides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However,
complete patient anonymity is difficult to achieve; therefore,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in the event that anonymity of
the patient is not assured. For example, masking the eye region of
patients in photographs is not adequate to ensure anonymity. If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re changed to protect anonymity, authors should provide assurance that alterations do not distort scientific meaning and editors should take note of this. When informed
consent has been obtained, it should be indicated in the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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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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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tement submitted and published with
the manuscript, and updated in the registry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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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CFDA 승인 * 글로벌 최다 타이틀 보유

- 미네랄 성분이 없는 탈회된 골기질
- BMP와 같은 성장인자들이 골유도를 통하여 골재생을 돕습니다.

개방형 섬유주(생물체 내 조직을 지탱하는 작은 기둥 모양의 섬유성
구조) 구조는 본래의 뼈와 동일한 미네랄 구조와 콜라겐을 갖도록
조립합니다. 이는 세포가 정착되는 것을 촉진하고 뼈의 재형성을
촉진합니다.

Carrier

Carrier
- CMC함량으로부터 얻은 점도로 사용 편의성 향상
- 골재생의 복합특허 (Apply#: 2007-0004352)

Characteristics
- DBM함유량20% + Cancellous Bone15%
- Osteoinduction / Osteoconduction 강화
- Irrigation에 강함
- 최적의 점도 Handling 우수
- 골성장인자(Growth factor) 및 골형성단백질(BMP) 함유
- FDA, CFDA 승인 * 글로벌 최다 타이틀 보유

Specification & Application
분류
품목군

ExFuse
생체재료 이식용 뼈 (B04220.01(4))

저장방법

실온보관 (1~30도)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단위

1cc, 3cc, 5cc (Gel/Putty)
인체 뼈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인체 유래 재료

사용목적
비급여 코드

BC0101ED

Aopplication
- 자가골 재건 및 복원
- 다양한 골격 고정 및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골격 충전

http://www.hanscare.co.kr
제조사ㅣ한스바이오메드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8길 7
판매사ㅣ한스케어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한스빌딩 12층
TEL : 02-6959-9740 / FAX : 02-6959-9783

Special Company in Providing Human Tissue and Medical Devices for Tissue Re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