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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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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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
itive fixation is performed with locking plates, and autogenous bone graft is added at 
the defec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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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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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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이 있었고 수상당한 좌측 주

관절에 동정맥 단락로를 가지고 있던 67세 여자 환자가 5개월 전 

3 m 높이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좌측 주관절 동통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상기 환자는 타병원에서 좌측 원위부 상완골 골절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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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은 없었으며 그 외 동반된 다른 골절은 없었고 동통으로 인한 관

절운동장애가 확인되었다. 컴퓨터단층촬영상에서 골질이 매우 좋

지 못한 과간부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초기 골절 형태는 AO 

골절분류로 type C2였다(Fig. 2).  

전신마취 하에 환자의 상지에 지혈대를 감고 가슴에 팔을 얹고 

자세에서 주관절의 후면에 외측으로 약 10 cm 길이의 종적 절개

선을 가하여 연부조직을 절개하여 후방 캠벨 접근법을 시행하였

다. 내상과의 후고랑에서 척골신경을 식별한 후 연부조직을 박리

하여 척골신경을 노출하였다. 혈관 고리로 표시한 뒤 Osbourne 

ligament를 유리하였다. 삼두박근을 V 모양의 절개선을 이용하여 

원위부를 피판으로 박리한 뒤 불유합 부위를 노출하였다(Fig. 3). 

불유합 부위 주변의 가골 및 섬유조직을 제거한 뒤 burr를 이용하

여 피질박리를 하고 근위 골편의 골수강내 공간과 원위 골편에 

burr를 이용하여 구멍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골지주를 채취하였고 

골지주 채취는 표준적인 방법을 따랐다. 우측 전상장골극에서 2 

cm 상방에서 절골기를 이용하여 피질골 및 해면골을 같이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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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시행하여 상완골 골절부 근위부의 단면 길이를 확인하여 그 길

이의 절반만큼의 두께로 2개의 골지주를 만들었다. 골지주를 앞서 

근위부 골편과 원위부 골편에 만들어 놓은 구멍에 삽입한 뒤 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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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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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 상태를 유지한 뒤 두개의 금속판을 외측과 내측에 위치시키

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깊이를 확인한 후 나사 고정을 하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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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Intraoperative findings of a 67-year-old female patient 
show distal humerus nonunion with metaphyseal bon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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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raoperative findings of strut bone graft from anterosuperior 
iliac spine.

Fig. 6. Temporary fixation by crossing K-wires (×2).

Fig. 7. Intraoperative findings after dual plate fixation.

Fig. 8. Postoperative simple radi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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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al humerus

Humerus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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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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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증은 없었으며 관절운동 범위는 10°-110°로 회복되었다.

이 증례보고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IRB No. OC19RESI0138), 심의 결과 동의서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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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Postoperative simple radi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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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 Hand Microsurg 2020;25(1):39-45

https://doi.org/10.12790/ahm.19.0056 43

제받았다.

고찰 

원위 상완골 불유합 발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불완전한 고정, 

골다공증, 개방성 골절, 분쇄 골절, 고에너지 손상 그리고 감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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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서 대부분 2차 수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수술할 

때 높은 골유합 성공률 및 향상된 기능적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전 

계획(주관절 관절운동 범위, 신경혈관 상태, 이전 수술부위 흉터, 

감염 여부 확인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술 시 정확한 기구를 선

택하여 적절한 접근방식을 통해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하고 수술 

후 신속한 관절운동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8].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 환자의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골이식을 

동반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주관절 전치환술, 동종골 치환술, 

관절 유합술 그리고 절제관절 치환술 등이 있다[5]. 일반적으로 골 

이식술을 동반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은 높은 기능적 요구가 있

는 젊은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반면, 주관절 전치환술은 골질이 부

족하고 기능적 요구가 낮은 노인 환자들에게 권장된다[1]. 상완골 

원위부 1/3 지점에서의 부분 골손실이 있는 불유합은 치료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도 수술이 어렵다. 주관

절 전치환술은 이러한 불유합의 치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지만, 

젊은 활동성의 환자나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응증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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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며, 환자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증가한다. 절제적 관절치환술, 관절유합술, 동종골 

이식술은 기능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제술로만 고려되어야 한다[2,5].  

위와 같은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 환자는 비혈관성 골이식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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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부 상완골의 결합이 지연되거나 불유합된 52명의 환자의 결과

에 대해 발표하였고, 52명의 환자 중 51명이 방사선상 유합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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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불유합의 치료법으로 설명했으며, 그들의 시리즈에서 15

명의 환자 중 12명이 유합되었다. 

이와 같이 견고한 내고정 및 단순 비혈관성 골이식술로 성공적

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골결손이 심한 경

우에는 근위 골편과 원위 골편의 골윤곽이 맞지 않아 해부학적 잠

김 금속판의 적용이 어렵고, 상완골의 높이, 회전 변형의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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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피질골과 해면골을 골결손부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 골이식

에서 골지주를 이용한 방법은 골간단부의 골결손이 있어도 원위 

골편을 골지주를 기둥으로 하여 쉽게 해부학적 정복을 먼저 시행

함으로써 원위 골편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재료가 된다. 

이후 금속판을 고정하고 나면, 골결손부에 골이식만 하므로 쉽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원위부의 골편이 작고 뼈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술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근위부의 구멍에 골지주를 

삽입을 한 후 원위부 골편은 골지주에 올려놓는 형태로 두고 본 클

램프로 골지주와 원위부 골편을 같이 고정한 상태에서 K-강선 2개

를 이용하여 일시적 고정을 해서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골지주 이

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골지주의 역할이 상완골 

길이를 회복시켜주고 골이식 효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술식은 골결손이 심한 골간단부 불

유합에서 좋은 적응증이 되는 반면, 원위 상완골 골편의 크기가 너

무 작아서 뼈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술기적 어려움으로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이 된다.

상완골의 원위부 불유합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려면 연부조직의 

병적 특징, 즉 관절 구축, 연부조직 섬유화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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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후 또는 수술 후 관절낭 섬유화의 결과물이다. 오래 지속된 불

안정한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을 가진 환자에서, 주관절 움직임의 

대부분은 불유합 부위를 통해 일어난다.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와 

최종 기능 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주관절 구축유리술이 필수적이

다. 척골신경합병증은 보통 원위부 상완골 외상과 그 후유증과 연

관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현재 척골신경의 신경유리술 및 척골신

경 전방전이술은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을 치료할 때 일반적인 절

차로 생각된다[4]. 

불유합에서 내고정은 상완골 원위부 내측 및 외측 금속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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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은 직접적으로 바로 고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방법으로 수

술한 이후에 조기에 능동적 및 수동적인 관절운동을 시작할 수 있

다. 불유합에서 관절 구축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관절의 수

술 후 조기 재활이 필수적이다. 다른 문헌에서 견고한 고정과 조기 

재활프로토콜은 수술 후 평균 94° 관절운동 범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4]. 

결론적으로, 본 수술기법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존 술식과 비

교하여 자가골지주 이식술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정렬, 해부

학적 길이, 골결손 및 윤곽선을 복원하여 골간단부 골결손을 동반

한 원위부 상완골 불유합을 치료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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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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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