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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Hamate coronal body fracture is a rare injury and often associated with dislocation of the carpometacarpal joint. For preserving the carpometacarpal joint, open
reduction and rigid internal fixation is needed to displaced fra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outcome of treating hamate coronal fracture with the
screw fixation method through a temporary Kirschner wire (K-wire) fixation hole.
Methods: From August 2016 to January 2021, eight patients who had displaced coronal hamate body fractures were enrolled. All patients were performed open reduction
and multiple K-wires fixations. After that, the cortical screws were then inserted directly into the holes made by removing the K-wires one by one. The outcome measures were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DASH) scores and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s.
Results: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11.5 months (range, 5-8 months) after surgery, and the bone union was observed at the 8 weeks after surgery. We confirmed
that bone union had been completed for all the patients, and functional tests showed
that the average DASH score was 3.95 (range, 0–8.3) and VAS score was 0.8 (range,
0–3).
Conclusion: In coronal hamate body fractures, open reduction and screw fixation
method through temporary K-wire fixation hole is simple and effective treatment
technique.
Keywords: Hamate bone, Fracture, Bone sc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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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구골은 8개의 수근골 중 하나로 쐐기모양을 띠고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체부와
유구로 구성되어 있고, 4, 5번째 중수골과 인접하여 관절을 이루고 있다[1]. 이 유구골
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모든 수근골의 골절 중 약 2%에서 4%에 불과하며, 특히 체
부의 관상면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유구 골절에 비해서 더욱 드물다[2,3].
손상기전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단단한 물건을 치는, 즉 척골-중수골 축을 따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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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축성 부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되었다(Table 1). 8명 중 남자가 7명, 여자가 1명이었고, 평균 나

러한 기전으로 인하여 체부의 관상면 골절은 인접한 4, 5번째 수근

이는 30세(15-41세)였다. 수상기전은 4명은 주먹 가격 후 발생한

중수관절의 탈구를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3]. 해부학적으로도

손상이었고, 3명은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수상하였으며, 1명은 교

4, 5번째 수근중수관절은 2, 3번째와는 달리 굴곡 시 8도에서 15

통사고에 의한 수상이었다. 수상 후 6명은 2일 안에 진단되었지만

도, 신전 시 15도에서 40도 정도로 큰 움직임이 있어, 충격을 받을

2명은 수상한지 각각 17일, 19일 만에 진단되었다. 모든 환자에

시에 2, 3번째에 비해 관절이 탈구되기 쉬운 성향이 있다[4].

대해 단순 방사선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

유구골 체부의 비전위성 골절인 경우는 4주에서 6주간의 석고 고

phy, CT)을 시행한 결과, 동반손상으로 5명은 4, 5번째 수근중수

정으로 치료하여 골유합을 얻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5], 전위된

관절의 아탈구 또는 탈구가 있었고 2명은 유두골의 골절이 있었다.

골절인 경우 4, 5번째 수근중수관절의 탈구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수술기구는 K-강선과 소형 피질골 금속 나사못(AO compact

관절 내 골절에 의한 관절염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hand screw; Synthes GmbH, Solothurn, Switzerland)을 이용

정확하게 정복하고 내고정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6].

하였다. 실제 사례에 따른 술기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진이 고안한 유구골의 관상면 골절에 대한 관혈

41세 남자 환자로 펀치 기계를 우측 주먹으로 친 후 발생한 통

적 정복술 후 임시 K-강선 구멍을 이용하여 나사못을 고정한 방법

증, 종창, 관절운동 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단순 방사선검사

의 술기 및 임상적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결과 전·후면 및 30도 내회전면에서 유구골 체부의 관상면 골절
이 확인되었다(Fig. 1A, 1B). 이후 시행한 CT에서 축성면과 시상

대상 및 방법

면에서도 관상면의 전위된 골절이 보였고(Fig. 1C, 1D), 동반 손상
으로 유두골의 골절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보라매병원 의약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술 방법으로 먼저 4, 5번째 수근중수관절과 유구골의 위치를

후향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환자로부터의 서면 동의는 면제되었다

확인 후, 배측에 4 cm 정도 갈지자형의 절개선을 가하여 골절부위

(No. 30-2021-98). 2016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본 기관에

를 노출시켰다(Fig. 2A). 4, 5번째 손가락을 견인하여 감입된 중수

내원한 환자 중 유구골 체부의 관상면 골절로 K-강선 구멍을 이용

골을 빼낸 뒤 정복죔쇠(reduction clamp)를 이용하여 유구골의

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은 골절

앞뒤면을 정복하고 고정하였다(Fig. 2B). 이후 방사선 투시기

면의 전위가 2 mm 이상 있거나, 4, 5번째 수근중수관절의 아탈구

(C-arm)으로 앞뒤면, 옆면, 30도 사선면 모두에서 정복된 것을 확

또는 탈구를 동반한 경우에 시행하였고, 수술 후 감염, 유구골 외

인 후 직경 1.6 mm의 K-강선을 3개 삽입하였고, 이때 1개의 K-

의 추가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 있는 환자, 골절 이외의 연부조직

강선은 유구골의 배측에서 시작하여 수장측의 유구 부분까지 도달

손상과 신경 손상 환자는 제외하였다. 임상적 결과는 골절 유합 여

할 수 있게 하였다(Fig. 2C, 2D). 정복 고정을 위해 삽입된 K-강선

부, 관절염 진행 여부,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중 나사못 삽입에 가장 적합한 위치의 K-강선을 하나 혹은 두 개

Hand (DASH) 점수와 통증척도점수(visual analogue scale,

를 선택하여 방사선 투시기로 그 끝이 유구골의 수장측 경계에 있

VAS) 점수를 측정하였다. 골유합은 전·후면과 측면 단순 방사선

는지 확인한 후, 같은 길이의 K-강선을 이용하여 나사가 들어갈

상 4개의 피질골 중 3개 이상에서 골절면의 골소주 연결이 확인되

길이를 쟀다. K-강선을 제거하고 추가 드릴링 없이 제거한 K-강선

고, 골절 부위의 압통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멍에 2.0 mm 피질골 금속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하였다(Fig.

연구기간 동안 후향적 분석을 통하여 8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

2E, 2F). 2.0 mm 나사못의 드릴비트는 1.5 mm로 1.6 mm K-강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management, outcome
Case No.
1
2
3
4
5
6
7
8

Age (yr)
37
41
15
23
39
26
33
28

Sex
Male
Male
Fe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Injury mechanism
Punch
Punch
Traffic accident
FOOSH
Punch
Punch
FOOSH
FOOSH

Time from injury
DASH score
to diagnosis (day)
Capitate fracture
2.0-mm, 1.5-mm cortical screw
19
6.7
Capitate fracture
2.0-mm cortical screw
2
0
Hamatometacarpal dislocation 1.5-mm cortical screw, K-wire
17
8.3
Hamatometacarpal subluxation 1.5-mm cortical screw
1
0
2.0-mm cortical screw
1
0
Hamatometacarpal subluxation 1.5-mm cortical screw
1
7.5
Hamatometacarpal dislocation 1.5-mm cortical screw, K-wire
1
3.3
Hamatometacarpal subluxation 1.5-mm cortical screw
1
5.8
Associated injury

Treatment

DASH,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K-wire, Kirschner wire; FOOSH, Fall onto an outstretched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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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A 41-year-old male patient injured by a punch machine complained of hand ulna side pain and swelling. (A) A plain radiograph
showed coronal hamate body fracture. (B) Especially, it was well seen on the 30° pronation view. Computed tomography also showed
coronal hamate body fracture in sagittal (C) and axial (D) view.

선과 굵기가 유사하며, 1.5 mm 나사못의 드릴비트는 1.1 mm로

술 후 4주에 석고 제거 후 관절 운동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8주에

1.1 mm K-강선과 굵기가 동일하여 유구골의 크기에 맞추어 K-

추시 관찰하여 시행한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골유합이 관찰되었고

강선과 나사못을 선택할 수 있다(Fig. 3). 이후 정복죔쇠와 임시 고

(Fig. 5), 수술 후 6개월에 추시 관찰 시 굴곡과 신전이 제한 없이

정하였던 K-강선을 제거하고,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하여 나사못

가능했으며 동통이 없고 건측에 비해 불편감이 없는 만족할 만한

의 길이와 골절 부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Fig. 2G, 2H). 절개

결과를 얻었다.

를 가했던 관절낭을 봉합한 후 피부 봉합을 시행하였다.

평균 추시 관찰 기간은 11.5개월(범위, 5–18개월)이었고, 수술
후 8주에 골유합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예 모두에서 골유

결과
수술 후 4주 동안 단상지 석고 고정을 시행하였으며(Fig. 4), 수
https://doi.org/10.12790/ahm.21.0121

합 소견을 얻었고, 불유합이나 감염, 신경 마비, 건 파열 등의 합병
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능적 검사상 DASH 점수는 평균 3.95점
(범위, 0–8.3점)이었고 VAS 점수는 0.8점(범위, 0–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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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Fig. 2. Intraoperative medial photos and C-arm images. (A) Through dorsal approach, incised skin in a zigzag shape and joint capsule
in the inverted ‘S’ shape. (B) Using a reduction clamp, hamate coronal fracture was reduced. (C, D) Temporary fixation was done with
multiple Kirschner wires (K-wires). (E, F) K-wire from hamate body to hook was removed and in situ fixation with a cortical screw. (G, H)
After that, temporary K-wires wer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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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Screw

1.5-mm Screw

1.5-mm Drill bit

1.1-mm Drill bit

1.6-mm K-wire

1.1-mm K-wire

A

B

Fig. 3. Similarities between drill bits and Kirschner-wires (K-wires). (A) The 2.0-mm screw drill bit is 1.5 mm, similar to 1.6-mm K-wire. (B)
The 1.5-mm screw drill bit is 1.1 mm and has the same thickness as the 1.1-mm K-wire.

A

C

B

D

Fig. 4. Postoperative radiographs. (A, B) Immediate postoperative plain radiographs after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cortical screw for hamate body fracture. (C, D) Immediate computed tomography showed an appropriate length of cortical screw but
mild gapping of the fracture site.

https://doi.org/10.12790/ahm.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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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stoperative plain radiograph at 8 weeks after surgery showed successfully reduced fragments using cortical screw.

고찰

대해서는 저자마다 차이가 있다. Kimura 등[11]은 K-강선을 이용
한 내고정술을 하였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유구골 골절은 Milch [7]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크게 갈고

Loth와 McMillan [12]은 4예에서 소형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

리(type I) 및 체부(type II)의 골절로 나뉜다. 이후에 Ebraheim

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Wharton 등[6]은 4, 5번째

등[8]은 유구골 체부의 관상면 골절을 type A는 유구골 체부의 중

수근중수관절의 아탈구를 동반 유구골의 관상면 골절을 K-강선을

심부를 지나는 골절, type B는 사선이면서 원위 관절면을 많이 침

이용하여 고정하였을 때, 2예에서 술 후에도 수근중수관절의 아탈

범하는 골절, 그리고 type C는 견열 골절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

구가 남아있었고, 소형 나사못을 이용한 3예에서는 모두 아탈구가

다. Hirano와 Inoue [9]는 Milch [7]가 분류한 체부의 골절을 다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mizu 등[13]은 유구골 관

시 세분화하여 관상면 골절(type 2a), 횡 골절(type 2b)로 분류하

상면의 골절 2예에서 K-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골절 부위가 전

였고, 관상면 골절은 다시 배측 사선 골절과 분리(splitting) 골절

위되었으며, 유관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전위 없이 골유합을

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Hirano 분류의 type IIa의 분리 골절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앞선 결과들을 고려하였을 때 K-강선보다는

즉 관상면 전단(shear) 골절을 대상으로 수술적 치료 및 임상적 결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고정력이 강하여

과를 보고하였다.

재활운동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구골의 체부 관상면 골절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통증 및 부

본 연구에서는 유구골 관상면 골절의 나사못 고정방법 중, K-강

종, 압통, 파악력 감소 같은 임상증상이 선명하지 않으면 진단이

선과 소형 나사못 드릴비트(drill bit) 직경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어렵다. 임상증상으로 인해 단순 방사선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강하

관혈적 정복술 후 임시로 고정한 K-강선에 바로 나사못을 고정하

게 의심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후, 측면사진뿐만 아니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 번째,

라 사면사진, 30도 내회전 측면사진 모두 확인이 필요하며, CT도

K-강선을 이용하여 유구골 갈고리에 정확한 나사못의 위치를 선

고려하여 유두골 골절 등의 동반손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할 수 있다. 유구골의 관상면 골절은 형태상 후전면의 시상면 방

유구골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으로는 K-강선, 소형 피질골 나사

향의 고정이 필요한데 얇은 체부는 짧은 나사못을 사용할 수 밖에

못, 지연 나사못, 유관 나사못, T-금속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

없어서 유구골 갈고리를 관통하는 긴 나사못을 삽입하는 것이 고

다[10-16]. 이렇듯 다양한 고정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정에 유리하다[13]. 유구골 갈고리는 작은 구조물로 척측으로 척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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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갈고리 중심으로의 정확한 나사못
삽입이 필수적이다. 이럴 경우 K-강선을 통하여 위치를 조금씩 수

결론

정하면 단일 드릴링보다 더 정확하게 나사못을 삽입할 수 있다. 물

유구골의 관상면 골절에 대해 배측 도달법으로 관혈적 정복 후

론 내고정 기구로 K-강선을 삽입한 후 유관 나사못을 이용하는 것

K-강선으로 임시 고정하였던 구멍을 그대로 이용하여 소형 피질

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13]. 하지만 유관 나사못은 최

골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유구골 갈고리에 나

소 직경이 2.4 mm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유구골 갈고리의 크기를

사못의 정확한 삽입이 가능하므로, 방사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좋

고려하였을 때 작은 체구의 환자의 경우 1.5 mm에서 2.0 mm의

은 결과를 보였다.

나사못을 사용할 수 있는 본 방법이 좀 더 유리하다. 두 번째 장점
은 간단한 술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술식은 관혈적 정복술 후
임시로 고정하였던 K-강선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나사못 삽입을
위한 드릴링 술기를 생략하였다. 술기를 줄이면 기법이 쉽고 수술
시간이 줄 뿐만 아니라 연부조직 손상이 적고 술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복 소실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관혈적 정복술의 접근법 측면에서, 이전 연구에서는 배측과 수장
측을 동시에 접근하는 방법[13]과 배측만 접근하는 방법[14]이 제
안되었다. 양측 동시 접근법은 배측으로는 유구골의 체부, 수장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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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유구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배측에서 수장측으로 나사
못을 삽입할 때 수장측 끝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길이를
재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측만 접근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부위에 접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절개선이 추가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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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측 접근 시 척골신경 손상 및 횡수근 인대, 두상 갈고리 인대,
단소지 굴근, 소지 대립근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
개선을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연부조직의 손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측으로 접근하여 정복 후 K-강선을 배측에서 수장측으로 삽입하
여 고정하였고,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하여 최소 한 개의 K-강선은
유구까지 삽입되는 것을 확인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유두골 관상면 골절의 합병증으로는 4, 5번째 수근중수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 탈구, 골절 부위의 불유합, 관절운동 장애, 척골신
경의 깊은 가지가 타박 또는 출혈이나 부종의 의한 압박으로 인한
마비,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구획증후군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3,6,17-19]. 본 연구에서는 전 예에서 보고된 합병증은 없었으며
정상 생활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증례수가 8예로 적고 추시 기간이 평균 11.5
개월로 짧은 편이어서 추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상 후 관
절염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지
속적인 추시 관찰로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복 소실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는
하나, K-강선 구멍이 드릴 구멍에 비하여 얼마나 안정적인 고정력
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특히 2.0 mm 나사못
의 경우 드릴 비트는 1.5 mm인데 비해 사용한 K-강선은 1.6 mm
로 0.1 mm의 두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큰 문제를 찾을 수
없었지만, 골다공증 등 골질이 나쁜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생역학적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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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골 관상면 골절 치료를 위한 K-강선 구멍을 이용한 나사못
고정법
조용길1, 이요한2, 이준하2, 배기정2, 김민범3, 이영호3
1

서울제일병원 정형외과, 2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3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목적: 유구골 관상면 체부 골절은 드문 손상이고 수근중수관절의 탈구를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근중수관절을 보존하기 위해 전위된
골절에 대해서는 관혈적 정복 후 단단한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구골의 관상면 골절에 대해 K-강선 구멍을
통한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2016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명의 전위된 유구골 관상면 체부 골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관혈적 정복술 후
여러 개의 K-강선을 고정하였다. 그 후 K-강선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제거한 구멍 그대로 피질골 나사를 삽입하였다. 결과는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DASH) 점수, visual analogue scale (VAS) 점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평균 추시 관찰 기간은 수술 후 11.5개월(범위, 5–18개월)이었고, 골유합은 수술 8주 후 관찰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골유합 소견을
얻었고, 기능 평가상 DASH 점수는 3.95점(범위, 0–8.3점), VAS 점수는 0.8점(범위, 0–3점)을 보였다.
결론: 유구골의 관상면 체부 골절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으로 임시 고정하였던 구멍을 통한 나사못 고정술은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치료 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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