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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인	쇄골의	해부학적	계측	및	쇄골과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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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ical Analysis of Clavicles in Korean Adults and  
Compatibility of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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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ue to the complex anatomy of clavicles, clavicular plates are not always compatible with clavicular frac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basic data on the anatomy of the clavicle in order to determine compatibility between clavicles of Korean adults 
and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s.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the anatomy of 600 clavicles of 300 patients who underwent three-dimensional (3D) computed 
tomography of clavicles in the emergency room of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between July 2010 and July 2011, using 
Andermahr's method; in addition, the compatibility between 3D axial images of clavicles and sectional images of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s was also examined using Adobe Photoshop. 
Results: The mean length of the clavicle was 146.21±4.98 mm, the mean width was 9.63±1.67 mm, and the mean thickness was 9.54±1.67 
mm. The location of the maximum superior bow was 36.17±0.60 mm from the lateral end of the clavicle and the mean magnitude was 
5.88±0.62 mm. The mean depth of medial curvature was 15.89±1.33 mm, and the mean depth of the lateral curvature of the clavicle was 
11.73±1.66 mm. The compatibility between clavicles and plates was 79% as above a fair compatibility in the 50% range of clavicles and 
48% as above a fair compatibility in the 60% to 70% range of clavicles. On the contrary, in application of medial and lateral plates in the 
60% to 70% range of clavicles, above a fair compatibility had increased to 67%.
Conclusion: A more adequate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 is required for satisfactory improvement of the compatibility of clavicles of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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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쇄골 골절은 성인 전체 골절의 2%-5%를 차지하며 shoulder girdle 

골절 중 35%-44%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골절이다.1,2) 전통적

으로 쇄골 골절의 치료는 8자형 석고 또는 붕대 고정 등의 보존

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였고, 수술적 치료는 개방형 골절, 신경 혈

관의 손상, 연부조직의 중첩 등 제한된 적응증에 대하여 시행하

였다.3-7) 그러나 최근 여러 문헌에서 보존적 치료는 단축, 부정유

합, 불유합, 운동제한 등의 합병증과 불안정한 정복, 장기간의 고

정 등의 환자 만족도의 문제가 발생하며, 견고한 내고정을 통한 

조기 관절운동 회복을 위해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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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9) 수술적 치료는 점진적인 수술기법의 발달로 골편간 나사

고정, 원형강선 고정술, 골수강 내 핀 고정술, 금속판 고정술 등

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금속판 고정술은 피질골 간 압

박력을 통한 견고한 고정, 회전력에 대한 저항 등의 장점이 있어 

높은 골유합률을 보고하고 있다. 금속판 고정술 시 쇄골의 복잡

한 S자 모양의 해부학적 특성으로 쇄골과 금속판과의 적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비교적 윤곽을 맞추기 쉬운 재건 금속판

(reconstruction plate; AO Synthes, Paoli, PA, USA)이 사용되었으

나, 재건 금속판의 경우 염전 및 축성 저항력이 낮아 골절 부위에

서 변형되어 불유합, 부정유합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0) 

최근에는 low profile, beveled edges 형태로 낮은 연부조직 자극과 

해부학적 적합성을 가진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 (Acumed, 

Hillsboro, OR, USA)가 개발되어 사용 중이나, 실제 수술 시 쇄골

의 윤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쇄

골의 해부학적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쇄골 골절에 사용되는 pre-

contoured anatomical plate와의 형태학적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3차원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 Light Speed 16; Toshiba Medical Systems Co., 

Tokyo, Japan)을 시행받은 환자 중 쇄골에 골절 및 기타 골질환

이 없는 300명, 600예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

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

다. 연령은 평균 42.3세(20-65세)였고 신장 및 체중은 남자는 평균 

163.7 cm, 75.2 kg, 여자는 154.7 cm, 65.5 kg이었다. 환자에 따른 편

차(bias)를 줄이기 위하여 성별, 연령대별 분포를 균등 분산하였으

며, 골질환이 있는 경우와 쇄골의 외상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2. 쇄골 계측 

쇄골 계측은 MDCT 영상에서 쇄골 영상만을 재형성한 후, Toshi-

ba사(Toshiba Medical Systems Co.)의 Aquilion 64 system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제 쇄골 크기로 보정작업을 거친 후, axial enface 

view는 쇄골 전장의 너비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의 영상을, coro-

nal enface view는 두께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의 영상을 선택하여 

Andermahr 등11)의 계측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쇄골의 3차

원 axial enface view에서 해부학적 지침으로 쇄골의 내측단(medial 

edge, A)과 외측단(lateral edge, B), 전방 측단(anterior edge, C, D)과 

후방 측단(posterior edge, E, F)을 표시하였고(Fig. 1), 쇄골의 길이

(length, L1), 너비(width), 내측 만곡의 깊이(depth of medial curve, 

L2), 외측 만곡의 깊이(depth of lateral curve, L3)를 측정하였다. 쇄

골의 3차원 coronal enface view에서 쇄골의 두께(thickness)와 상

방극점(the point of the maximum superior bow)을 측정하였다.

　길이(L1)는 내측 단에서 외측 단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측정하

였고(Fig. 1), 너비는 쇄골 길이를 10등분한 후, 각 분점(dividing 

point)에서 내측단과 외측단을 연결한 선의 수직으로 거리를 측정

하였으며(Fig. 2), 두께는 쇄골 길이를 10등분하여 각 분점에서 쇄

골과의 수직 거리를 측정하였다(Fig. 3). 내측 만곡의 깊이는 쇄골

의 2개의 후방 측단을 잇는 직선거리에서 쇄골 피질까지 최대 거

Figure 1. Measurement of dimensions and curvature of the right clavicle. 
A, medial edge; B, lateral edge; C, D, anterior edge; E, F, posterior edge; 
L1, length of the clavicle; L2, depth of the medial curve of the clavicle; 
L3, depth of the lateral curve of the clavicle; Ant., anterior; Post., 
posterior; Med., medial; Lat., lateral.

Figure 2. Clavicular width (W; mm) measured at 10% intervals of total 
length using Aquilion 64 3-dimensional software.

Figure 3. Clavicular thickness (T; mm) measured at 10% interval of total 
length with using Aquilion 64 3-dimensional software.

Figure 4. Measurement method used to determine the location (D1) and 
magnitude (D2) of the maximum superior clavicular bow. Measurements 
were performed using Aquilion 64 3-dimensional software. A, medial 
edge; B, lateral edge; D1, location of the maximum superior clavicular 
bow; D2, magnitude of the maximum superior clavicular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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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측정하였고, 외측 만곡의 깊이는 쇄골의 2개의 전방 측단을 

잇는 직선거리에서 쇄골 피질까지 거리의 최대 거리를 측정하였

다(Fig. 1). 상방극점은 쇄골 내측단과 쇄골 외측단을 이은 직선에

서 쇄골 피질까지 최대 거리를 측정하였다(Fig. 4). 측정자 간 오

차를 줄이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 2인에 의해 3회 반복 측정 후 

표준 편차 내의 측정치만 결과에 포함시켰다.

3. 쇄골과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는 현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해부학적 금속판 중 하나이다. 쇄골 간부 골절에 많이 사용되는 8 

hole 금속판의 경우 straight, standard, curved의 3가지 형태가 있는

데 이 중 standard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쇄골과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

은 가늠자를 이용하여 8 hole standard 금속판을 단순 방사선 촬영

을 한 후, 실제 크기로 보정하고 Adobe Photoshop (Adobe System,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쇄골의 3차원 영상을 기준으로 금

속판 영상을 자유롭게 회전 및 이동하여 쇄골과의 해부학적 일치

도, 금속판의 돌출(overhanging), 금속판 나사 구멍의 돌출 유무를 

분석하였다. 쇄골에 대해 금속판 적용 위치는 쇄골의 3차원 axial 

enface view에서 쇄골 전장을 10등분한 후, 쇄골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간부 50% 위치와 외측 60%-70% 위치에 적용하였으

며, 적합성은 적절함(good), 보통(fair), 부적절함(poor)의 세 단계

로 분류하였다. 적절함(good)은 금속판이 쇄골의 해부학적 구조

와 일치하며 전후방 돌출이 없는 경우, 보통(fair)은 금속판 전방 

혹은 후방 일측으로 돌출이 발생하나 나사 구멍의 돌출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 부적절함(poor)은 금속판 및 금속판 나사구멍 모두 

돌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4. 통계 처리

측정된 결과를 남자와 여자, 우측과 좌측으로 구분하여 평균값

과 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SPSS software 

version 12.0; SPSS GMbH, Muenchen, Germany)을 이용한 paired 

t-test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결   과

1. 쇄골의 해부학적 구조(Table 1-8)

1) 길이(length) (Table 1)

쇄골의 평균 길이는 146.21±4.98 mm로 측정되었으며 남성은 

150.66±2.25 mm, 여성은 141.78±2.24 mm로 측정되었다. 남성의 

경우 우측 쇄골의 평균 길이는 148.12±3.14 mm, 좌측 쇄골의 평

균 길이는 153.20±3.11 mm였고, 여성의 경우 우측 쇄골의 평균 

길이는 140.46±3.22 mm, 좌측 쇄골의 평균 길이는 143.10±3.24 

mm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9 mm 더 길었고 좌, 우 비교에서

는 남성이 평균 5 mm, 여성이 평균 3 mm 정도 좌측이 우측보다 

더 길었다.

2) 너비(width) (Table 2)

쇄골의 중앙부의 평균 너비는 9.63±1.67 mm로 측정되었으며, 남

성은 평균 11.19±0.65 mm, 여성은 8.08±0.58 mm로 측정되었다. 

쇄골 전장을 10% 간격으로 측정한 평균 쇄골의 너비는 50%-70% 

영역에서 변화가 컸으며(Fig. 5), 남성이 여성보다 길었으며 전장

에서 측정된 너비의 길이도 남성이 여성보다 길었다. 또 좌측 쇄

골의 너비가 쇄골 내, 외측단을 제외한 전장에서 우측 쇄골의 너

비보다 길었으며 이는 남, 여 모두에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Table 1. Mean Geometric Parameters (mm) 

Mean Length Width 50% Thickness 50% Medial depth Lateral depth MSB distance Magnitude of MSB

Male 

    Right 148.12±3.14 10.55±0.86 11.12±0.91 16.36±1.75 15.27±1.39 35.67±0.87 6.20±0.86

    Left 153.20±3.11 11.83±0.85 10.37±0.88 14.94±1.82 10.83±1.46 36.33±0.80 5.63±0.87

Female 

    Right 140.46±3.22 8.05±0.89 8.46±0.86 17.43±1.78 10.93±1.50 36.71±0.82 6.40±0.91

    Left 143.10±3.24 8.13±0.83 8.23±0.87 14.84±1.76 9.92±1.47 35.99±0.84 35.99±0.84

Total 146.21±4.98 9.63±1.67 9.55±1.36 15.89±1.33 11.74±1.66 36.17±0.61 5.88±0.62

    Male 150.66±2.25 11.19±0.65 10.75±0.67 15.65±1.32 13.05±0.94 36.00±0.57 5.91±0.63

    Female 141.78±2.24 8.09±0.58 8.35±0.58 16.13±1.31 10.42±1.09 36.35±0.60 5.85±0.62

    Right 144.29±4.98 9.30±1.53 9.79±1.60 16.90±1.84 13.10±2.61 36.19±0.99 6.30±0.89

    Left 148.15±5.97 9.98±2.04 9.30±1.39 14.89±1.79 10.38±1.53 36.16±0.84 5.47±0.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SB, maximum superior clavicular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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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vicular Width (W; mm) Measured at 10% Intervals of Total Length from the Clavicular Medial End

Mean W1 W2 W3 W4 W5 W6 W7 W8 W9

Male 

    Right 15.80±0.85 11.61±0.80 10.85±0.82 10.74±0.80 10.55±0.86 12.06±0.91 16.16±0.83 16.33±0.90 25.24±0.90

    Left 17.10±0.88 14.33±0.85 13.03±0.84 12.40±0.91 11.83±0.85 13.24±0.89 17.61±0.94 18.52±0.86 21.32±0.83

Female

    Right 15.25±0.88 8.82±0.88 8.22±0.84 8.02±0.88 8.05±0.89 9.68±0.88 12.92±0.89 13.21±0.90 17.97±0.88

    Left 13.40±0.92 8.35±0.89 7.95±0.86 8.17±0.85 8.13±0.83 9.51±0.86 13.45±0.83 13.87±0.89 18.83±0.89

Total 15.39±1.24 10.78±2.28 10.01±2.02 9.83±1.85 9.64±1.67 11.12±1.65 15.03±1.96 15.48±2.05 20.87±2.49

    Male 16.45±0.59 12.97±0.58 11.94±0.60 11.57±0.62 11.19±0.65 12.65±0.65 16.88±0.67 17.42±0.64 23.28±0.59

    Female 14.32±0.68 8.59±0.63 8.09±0.65 8.10±0.65 8.09±0.59 9.60±0.61 13.18±0.61 13.54±0.65 18.45±0.68

    Right 15.52±0.90 10.22±1.63 9.53±1.56 9.38±1.61 9.30±1.53 10.87±1.49 14.54±1.84 14.77±1.80 21.60±3.75

    Left 15.25±2.06 11.34±3.12 10.49±2.68 10.28±2.29 9.98±2.04 11.37±2.06 15.52±2.26 16.19±2.49 20.13±1.4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igure 5. Clavicular width (W; mm) measured at 10% interval of total 
length.

Figure 6. Clavicular thickness (T; mm) measured at 10% interval of total 
length.

Table 3. Clavicular Thickness (T; mm) Measured at 10% Intervals of Total Length from the Clavicular Medial End

Mean T1 T2 T3 T4 T5 T6 T7 T8 T9

Male

    Right 18.22±0.84 13.49±0.84 13.04±0.87 12.05±0.84 11.12±0.91 10.81±0.90 10.99±0.88 9.70±0.87 10.42±0.90

    Left 17.91±0.87 15.99±0.86 13.75±0.83 11.69±0.837 10.37±0.88 9.75±0.80 10.30±0.85 10.21±0.87 10.32±0.88

Female

    Right 18.55±0.92 13.23±0.87 10.47±0.87 9.07±0.86 8.46±0.86 8.57±0.85 8.97±0.87 8.68±0.85 9.02±0.91

    Left 18.64±0.84 13.14±0.88 10.09±0.89 8.88±0.87 8.23±0.87 8.01±0.87 8.51±0.86 8.64±0.82 8.46±0.87

Total 18.33±0.69 13.96±0.99 11.84±1.67 10.42±1.56 9.55±1.36 9.28±1.17 9.69±1.12 9.31±0.88 9.55±1.03

    Male 18.07±0.60 14.74±0.59 13.39±0.58 11.87±0.53 10.75±0.67 10.28±0.60 10.65±0.59 9.96±0.61 10.37±0.65

    Female 18.59±0.68 13.19±0.61 10.28±0.61 8.98±0.60 8.35±0.58 8.29±0.62 8.74±0.59 8.66±0.58 8.74±0.61

    Right 18.38±0.89 13.36±0.86 11.76±1.55 10.56±1.72 9.79±1.60 9.69±1.42 9.98±1.33 9.19±1.00 9.72±1.14

    Left 18.27±0.93 14.57±1.67 11.91±2.02 10.28±1.64 9.30±1.39 8.89±1.21 9.40±1.24 9.43±1.15 9.39±1.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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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께(thickness)

쇄골의 중앙부의 평균 두께는 9.55±1.36 mm로 측정되었으며 남

성은 10.75±0.67 mm, 여성은 8.35±0.58 mm로 측정되었다. 쇄골

을 10%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한 쇄골의 두께는 내측단이 가장 두

꺼웠으며 쇄골 전장의 60% 지점까지 점차 감소하다 외측단까지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였다(Fig. 6). 내, 외측단을 제외한 전장에서 

남성의 쇄골 두께가 여성보다 두꺼우며 내, 외측단의 경우 평균 

쇄골의 두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두꺼웠다(Table 3).

4) 내측 만곡의 깊이(depth of medial clavicular curve)

남성의 경우, 쇄골 내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15.65±1.32 mm, 우측 

내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16.36±1.75 mm, 좌측 내측 만곡의 깊이

는 평균 14.94±1.81 mm로 측정되었다. 여성의 경우, 쇄골 내측 만

곡의 깊이는 평균 16.13±1.30 mm, 우측 내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17.42±1.77 mm, 좌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14.83±1.76 mm로 측정

되었다.

5) 외측 만곡의 깊이(depth of lateral clavicular curve)

남성의 경우, 쇄골 외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13.04±0.93 mm, 우측 

외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15.26±1.39 mm, 좌측 외측 만곡의 깊이

는 평균 10.82±1.46 mm로 측정되었다. 여성의 경우, 쇄골 외측 만

곡의 깊이는 평균 10.42±1.09 mm, 우측 외측 만곡의 깊이는 10.92

±1.49 mm, 좌측 외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9.92±1.47 mm로 측정

되었다.

6) 쇄골 상방극점(the point of the maximum superior bow)

쇄골의 상방극점은 외측단에서 내측으로 평균 36.17±0.60 mm 

위치에서 평균 5.88±0.62 mm로 측정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평균 

35.99±0.57 mm 위치에서 5.91±0.63 mm로 측정되었고, 여성의 

경우 평균 36.35±0.59 mm 위치에서 평균 5.85±0.61 mm로 측정

되었다.

Table 4. Quality of Fitness: 50% Portion of Clavicle 

Good Fair Poor Total 

Male 126 114 60 300

Female 60 174 66 300

Clavicle 

    Right 96 144 60 300

    Left 90 144 66 300

Total 186 288 126 6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Table 5. Quality of Fitness: 60 to 70% Portion of Clavicle 

Good Fair Poor Total 

Male 84 88 128 300

Female 41 79 180 300

Clavicle 

    Right 67 87 146 300

    Left 58 80 162 300

Total 125 167 308 6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Table 6. Quality of Fitness: 60 to 70% Portion of Clavicle; Plate 
Applieds to the Medial and Lateral Sides in Opposition 

Good Fair Poor Total 

Male 94 109 97 300

Female 71 128 101 300

Clavicle 

    Right 89 121 90 300

    Left 76 116 108 300

Total 165 237 198 6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Table 7. Statistical Analysis: Male vs. Female (mm)

Male Female p-value 

Length 150.66±2.25 141.78±2.24 0.01

Width 50% 11.19±0.65 8.09±0.58 0.01

Thickness 50% 10.75±0.67 8.35±0.58 0.01

Medial depth 15.65±1.32 16.13±1.31 0.12

Lateral depth 13.05±0.94 10.42±1.09 0.02

MSB distance 36.00±0.57 36.35±0.60 0.28

Magnitude of MSB 5.91±0.63 5.85±0.62 0.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SB, maximum 
superior clavicular bow.

Table 8. Statistical Analysis: Left vs. Right (mm)

 Left Right p-value 

Length 148.15±5.97 144.29±4.98 0.01

Width 50% 9.98±2.04 9.30±1.53 0.35

Thickness 50% 9.30±1.39 9.79±1.60 0.29

Medial depth 14.89±1.79 16.90±1.84 0.22

Lateral depth 10.38±1.53 13.10±2.61 0.03

MSB distance 36.16±0.84 36.19±0.99 0.71

Magnitude of MSB  5.47±0.91  6.30±0.89 0.5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SB, maximum 
superior clavicular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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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쇄골과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

쇄골의 50% 영역에 금속판을 적용시켰을 때 쇄골과 pre-con-

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은 적절함(good)이 186예(31%), 

보통(fair)이 288예(48%), 부적절함(poor)이 126예(21%)로 나타났

고, 실제 수술 시 금속판을 고정할 수 있는 보통 이상의 일치도

는 79%로 나타났다(Table 4). 쇄골의 60%-70% 영역에 금속판을 

적용시켰을 때, 적합성은 적절함(good)이 125예(21%), 보통(fair)

이 167예(28%), 부적절함(poor)이 308예(51%)로 나타났고, 실제 수

술 시 금속판을 고정할 수 있는 보통 이상의 일치도는 48%로 나

타났다(Table 5). 저자들의 임상적 경험상, 쇄골의 60%-70% 영역

의 골절에서 금속판의 적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 금속판의 내, 외

측을 반대로 적용시켰을 때 적합성이 맞는 경우가 많아 금속판의 

내측과 외측을 반대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적절함(good)이 165

예(27%), 보통(fair)이 237예(40%), 부적절함(poor)이 198예(33%)로 

나타났고, 실제 수술 시 금속판을 고정할 수 있는 보통 이상의 일

치도는 67%로 증가하였다(Table 6).

고   찰

쇄골 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점진적인 수술기법의 발달로 골

편간 나사고정, 원형강선 고정술, 골수강 내 핀 고정술, 금속판 고

정술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관혈적 정복 후 금속판 

고정술 또는 경피적 골수강 내 핀 고정술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골수강 내 핀 고정술은 절개가 작고 연부조직 박리가 적다

는 장점이 있으나 회전력에 대한 고정력이 약하고 감염, 불유합

의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금속판 고정술은 견고한 고정을 

통한 조기 관절운동으로 재활이 빠르고 단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금속판 돌출, 연부조직 손상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장, 단점을 바탕으로 단순한 쇄골 간부 골절에서는 금속판 

고정술과 골수강 내 핀 고정술의 우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임상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13-15) 전위성 쇄골 분쇄 골절에 대해서는 

골절편 사이에 연부조직이 감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혈적 정

복 및 금속판 고정술이 더 선호되고 있다.16)

　금속판 고정술 시, 쇄골의 복잡한 S자 모양의 해부학적 특성으

로 쇄골과 금속판과의 적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비교적 

윤곽을 맞추기 쉬운 재건 금속판(reconstruction plate)이 사용되었

으나 재건 금속판의 경우, 염전 및 축성 저항력의 강도가 낮아 골

절 부위에서 변형되어 불유합, 부정유합의 원인이 되며 피부로 

돌출되어 환자의 불편함과 통증의 빈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다. Chandrasenan 등17)은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는 쇄골과 

적합성이 맞도록 설계되어 수술 시 contouring을 할 필요가 없어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강도가 높아 금속판 파단을 줄일 수 있

다고 하였고, VanBeek 등18)은 금속판이 low profile, beveled edges 

형태이므로 술 후 피부로 돌출되지 않아 금속판 제거를 위한 재

수술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를 국내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서양인의 해부학적 기준에 따라 만들

어졌고 쇄골의 복잡한 해부학적 특성과 개인별 다양성으로 실제 

수술 시 쇄골과 금속판과의 적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적

합성이 맞지 않는 원인은 성별, 쇄골의 길이, 외측 만곡의 깊이 등

이 보고되고 있으며 쇄골이 길이가 짧고 폭이 좁으며 외측 만곡

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 적합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Daruwalla 등19)과 Duprey 등20)은 남성이 여성보다 쇄골의 길이, 폭, 

외측 만곡의 깊이가 더 크다고 하였고, Andermahr 등11)은 200예의 

쇄골의 해부학적 형태 연구에서 쇄골은 개인별 편차가 있으며 좌

측 쇄골이 우측 쇄골보다 더 길다고 하였다. Huang 등12)은 금속판

을 해부학적 위치에서 외측으로 조금만 위치시켜도 쇄골과 적합

성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고, 특히 백인 여성의 쇄골에는 해부학

적 모양이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쇄골의 길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9 mm 더 길었고, 좌측과 우측의 비교에서

는 남성이 평균 5 mm, 여성이 평균 3 mm 정도 좌측이 더 길었으

며 외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3 mm 정도 남성이 여성보다 깊었다. 

금속판과의 적합성은 쇄골의 50% 지점에서 적절함(good)을 나타

낸 경우가 남성 126예, 여성 60예였고, 60%-70% 영역에서는 남성 

84예, 여성 41예로 남성에서 50% 정도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에 수입된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는 서양인을 기

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서양인과의 해부학적 차이에 의해 적

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Andermahr 등11)은 서양인의 쇄골

의 해부학적 연구에서, 쇄골의 길이는 평균 151 mm, 평균 내측 만

곡의 깊이는 우측 17 mm, 좌측 16 mm, 평균 외측 만곡의 깊이는 

우측 13 mm, 좌측 12 mm라고 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인 여성은 서양인에 비해 길이는 평균 5 mm, 외측 만

곡의 깊이는 최대 2 mm까지 차이를 나타내며, 남성에서도 외측 

만곡의 깊이의 좌, 우 편차가 평균 5 mm로 나타나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와의 적합성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쇄골 골절은 약 68%-82%까지 중간부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9) 쇄골 중간 부위에서 골절이 많이 발생되는 원

인에 대해, Andermahr 등11)은 쇄골의 너비가 50% 지점에서 가장 

좁으며 쇄골의 두께가 60% 지점에서 가장 얇아지기 때문에, 쇄

골 중간부에서 골절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쇄골의 너비는 50% 지점에서 가장 적으며 변화폭도 커지기 시

작하였고, 두께는 내측에서부터 감소하여 50% 지점부터 변화폭

이 적어져 60% 지점에서 최소값을 나타내었으며, 쇄골의 너비와 

두께는 50%-70%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쇄골의 해부학적 변화가 가장 큰 50%-70%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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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0% 지점과 60%-70% 영역으로 나누어 쇄골과 금속판과의 적

합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실제 수술 시, 금속판을 적용할 수 있

는 보통(fair) 이상의 적합성은 50% 지점에서 79%, 60%-70% 영역

에서는 48%로 나타났다.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

성이 맞지 않을 때, 많은 경우 내측과 외측을 반대로 적용시켜 적

합성을 얻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수술 시 사용되고 있다. 쇄골

의 60%-70% 영역에서, 금속판의 내측과 외측을 반대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통 이상의 일치도는 48%에서 67%로 증가하였다

(Fig. 7). 따라서, 금속판을 60%-70% 영역에 적용시킬 경우, pre-

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내측과 외측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금속판을 선택할 때, 쇄골의 길이와 만곡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며, 쇄골의 해부학적 특징과 위치에 적합한 금속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후향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직업, 우세 수부 등 기초 자료가 부족

하였고 한국인을 대표하기에는 증례수가 적고, 연구 대상이 지역

적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며, 계측 시 쇄골의 상하 방향에 대

해 계측은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은 제한점은 추후 연구와 meta-analysis를 통해 보완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결   론

한국인 쇄골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 결과, 길이와 외측 만곡에서 

성별, 좌측과 우측, 서양인과 차이가 있었고, 국내에 수입된 pre-

contoured anatomical plate는 쇄골의 60%-70% 위치에 적용하였을 

때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가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위해 길이와 외측 만곡을 고려한 

다양한 제원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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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남경모·강대명 외 2인

한국인	성인	쇄골의	해부학적	계측	및	쇄골과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

김형준 • 남경모 • 강대명 • 오성학 • 고덕환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충주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목적: 쇄골은 복잡한 해부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술 시 금속판과 적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쇄골의 해부

학적 자료를 분석하여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와의 형태학적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3차원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한 

300명을 대상으로 쇄골의 길이, 너비, 두께, 내, 외측 만곡의 깊이, 상방극점을 Andermahr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Pre-

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은 Adobe Photoshop를 이용하여 쇄골의 50%, 60%-70% 구간을 기준으로 적절함, 보통, 부적

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과: 쇄골의 평균 길이는 146.21±4.98 mm, 평균 폭은 9.63±1.67 mm, 평균 두께는 9.54±1.67 mm로 나타났다. 쇄골 상방극

점은 쇄골 외측단에서 내측으로 평균 36.17±0.60 mm, 평균 위치에서 5.88±0.62 mm로 측정되었으며, 쇄골의 내측 만곡의 깊이

는 평균 15.89±1.33 mm, 외측 만곡의 깊이는 평균 11.73±1.66 mm로 측정되었다.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적합성은 

50% 지점에서 보통(fair) 이상의 적합성이 79%로 나타났고 60%-70% 영역에서는 48%로 나타났다. 60%-70% 영역에서 금속판의 

내, 외측을 반대로 적용시켰을 때, 보통 이상의 적합성은 67%로 증가하였다.

결론: 서양인의 쇄골에 맞게 제작된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는 한국인의 쇄골과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아 금속판 적용을 하

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한국인의 쇄골에 알맞은 pre-contoured anatomical plate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색인단어: 쇄골, 선굽힘 판, 한국,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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