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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ype Cemented Hemiarthroplasty
with Double Loop and Tension Band Wiring for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s in the Elderly
Hong-Man Cho, MD, Seung-Ryul Lee, MD, Myung-Sik Park, MD*, Woo Chull Chung,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aejeon Veterans Hospital,Daejeon, Korea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on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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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termine follow-up results for elderly patients with osteoporosis that received standard cemented
bipolar hemiarthroplasty with double loop and tension band wiring for treatment of unstable intertrochanteric hip
fractures.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May 2000 and May 2006, 86 cemented bipolar hemiarthroplasties were done in
elderly patients who had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s. The mean age at the time of surgery was 82 years.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5.3 years. We evaluated post-operative results by clinical and radiographic methods.
Results: At the final follow-up, the mean Harris hip score was 79.2. The mean time needed for full weight bearing
following surgery was 4.2 weeks and 82.5 % of patients regained their preoperative level of ambulation. All patients
achieved union in the lesser trochanter fracture, but substantial trochanter displacement was observed in 4 cases.
There was one case of acetabular erosion. Superficial infections were found Post-operatively in 2 cases. One case
with stem subsidence (<5 mm) showed satisfactory results without subsidence in further follow-ups.
Conclusion: If cemented bipolar hemiarthroplasty is properly applied in the treatment of unstable intertrochanteric
hip fractures in the elderly, systematic postoperative rehabilitation, and pain control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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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평균 수명 연장에 다른 노령층의 인구 증가로 인해
고관절부 골절의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간
골절은 고관절 골절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1,2) 대부분의 환
자에서 골다공증을 동반하고 불안정성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골 유합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내 고정물
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골절의 정복과 안정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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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환자를 조기에 보행 가능하게 하고 긴 침상 기간으로
생기는 합병증의 예방이라는 수술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의 발생빈도는 6%에서 32%까지 높게 보고 되고
있다3-6).
대퇴골 전자간 불안정성 골절에 대한 인공관절 반 치환
술은 내 고정술에 비해 수술 및 마취 시간이 길고 절개 부
위가 크며 실혈양이 많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단
점이 있으나 조기 보행, 조기 전 체중부하, 내 고정물로 인
한 합병증 방지 라는 장점이 있어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7) 무시멘트형 대퇴 스템을 이용한 여러
우수한 보고가 있으나8,9), 모든 예에서 무시멘트형 대퇴 스
템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골다공증이 심한 고령의 환자나
골수강의 형태에 따라 시멘트형 대퇴 스템을 사용한 수술
적 가료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 대한 시멘트형 인공 고
관절 반 치환술에 대한 보고로 Haentjens 등10)은 골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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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동반한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조기 보행 및
조기 전 체중 부하, 내 고정물에 의한 합병증의 예방을 장
점으로 하여 primary calcar replacing hemiarthroplasty
를 통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여6,11,12), 그 결과는 만족스러
웠으나 전자부 불유합이나 하지 부동과 같은 합병증을 해
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10,13), Grimsrud 등14)은 novel
cerclage를 이용한 표준형 시멘트 대퇴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부 유합, 대퇴골 근위부의 골 보존, 다리 길이의 적정
성, 가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는 보
고를 한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표준형 시멘트 대퇴 스템을 사용하면서
골절되어 전위된 소전자부에는 이중 강선 고정을 그리고
대전자부에는 8자형 인장 대 강선고정을 이용하여 치료하
고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와 합병증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고령의 대퇴전자간 분
쇄골절 환자에서 골시멘트를 사용한 양극성 대퇴 골두 치
환술을 시행하였던 98명 중 사망한 7예와 추시 관찰이 안
된 5예를 제외한 86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Koval 등15)의
분류상 보행이 불가능하여 수술 전부터 침상에서 누워 지
냈던 경우(grade 6)는 제외 하였다. 연령은 68 세부터 92
세로 평균 82세이었고 성비는 남자 27 명 여자 59 명 이었
다. 골절 형태는 AO/ASIF 분류에 의해 A2-1이 19예 A2-2
가 35예, A2-3이 23예 였고 A3-3이 9예 였다. 단순 방사
선 사진상 측정한 Singh index는 1에서 3 사이로 평균
2.5 이었고, flare index는 2.4에서 3.4로 평균 2.7 이었으
며, 정상측의 고관절 부위에 시행한 골밀도 검사는 평균

T-score는 -3.9 였다.
사용된 대퇴 삽입물로는 표면이 미끈하게 처리된 일반
시멘트형 대퇴스템(standard type femoral stem)으로
Logica (Lima, Milano,Italy) 31예 , CKA(Samo,
Bologna, Italy) 33예, Exter (Howmedica, NJ, USA) 9
예, Interlock (Biomet, Warsaw, USA) 13예 였고 전 예
에서 골시멘트 (CMW3, Depuy, Warsaw, USA)를 사용
하여 대퇴 삽입물을 고정하였으며 추시 기간은 3 년에서
9.3 년으로 평균 5.3 년 이었다.
수술 방법은 전 예에서 전외측 도달법 (modified
Hardinge approach)으로 시행되었고, 대퇴골두를 탈구
시킨 후, 노출된 골절 부위를 확인하고 대퇴 골두 및 경부
를 제거하기 전 골절되어 전위된 소전자를 대퇴골에 bone
holding 겸자로 고정 시킨뒤 1.25 mm강선을 이용한 이중
강선 고정법(double loop wiring technique)으로 고정하
였다(Fig. 1A). 대퇴 골두를 towel clamp 로 잡은 상태에
서 측정된 직경의 골확공기에 28 mm medium neck를 결
합한 형태로 대퇴 골두에 위치 시킨 뒤 절단 부위를 정하
고, 대퇴경부를 절단한 후 대퇴골두 직하부에 5 mm 두께
의 골편 slice를 더 절단하여 시멘트 스템 삽입 후 발생하
는 골 결손 부위인 외측과 후방의 골 이식편으로 사용되었
다. 측정된 대퇴골두를 준비하고 대퇴스템을 일차 삽입하
고, 남아있는 소전자부나 내측 피질골까지의 위치를 끌
(osteotome)을 이용하여 대퇴스템에 표시하여 시멘트내
에서 대퇴 스템의 삽입 위치를 정하였다. 이러한 대퇴 스
템의 삽입위치가 결정되면, 가압 세척 후 골수강 내 출혈
이나 미세한 골편 등을 흡입하여 제거한 뒤 제2세대 시멘
트 기법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삽입하고, 근위부는 대퇴골
두 직하부에서 획득한 5 mm 두께의 골편을 후?측방에 삽
입하여 골절의 유합과 골 결손부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

A

B

Fig. 1. (A) The lesser trochanter is reattached with a double loop wiring. (B) A autograft is cut from the head/neck fragment to fit on
posteromedial aspect and greater troch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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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후(Fig. 1B), 대퇴 스템은 미리 표시된 부분까지만
시멘트 내에 삽입하였다. 양극성 대퇴 골두를 장착 후 비
구 내로 정복을 한 뒤 수술장에서 C-arm 형의 일차 방사성
투과기로 하지 정상측의 소전자부와 환측의 소전자부가
같은 위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자부
는 환측 하지를 외전 시킨뒤 #2.0 Dall-Miles cable로 소전
자 하부와 대전자에 걸쳐 8자 고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대전자부에 추가적인 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
에는 #5 Ethibond suture를 이용한 부가적인 고정을 다시
시행 하여 대전자부의 견고한 고정이 되도록 하였다. 술
후 고관절 전후면에 대한 방사선 검사 후, 중립 위에서 외
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유지 하였다(Fig. 2).
수술 후 재활은 술후 음압 피주머니(wound bag)을 제
거한 뒤 바로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의 움직임을 유도하였
고, 술 후 2 주부터 보행기를 이용하면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전 체중 부하를 허락하였다. 수술후 임상적, 방사선
적 검사는 수술과 관련이 없는 2명의 정형외과 전공의로
하여금 수술 직후 촬영한 전후면 측면 방사선과, 최근의
방사선 사진의 비교하여 검토하게 하였다. 골 유합은 교상
가골이 형성 되거나 방사선 투과성 골절선이 없어지는 시
기로 판정하였고, 대퇴스템의 전위, 스템과 시멘트간이 해
리, 시멘트와 대퇴골간의 방사선 투과성선(radiolucent
line)을 측정하였으며, 대퇴 거(calcar)와 대퇴간부의 변
화(diaphyseal hypertrophy), 국소 골용해 정도를 측정
하 였 다 . 시 멘 트 -대 퇴 골 사 이 의 방 사 선 투 과 성 선 은
Kobayashi 등 16) 의 기준으로 평가 하였는데, 경화선
(sclerotic line) 즉 반응성 골음영 감소선(reactive
radiolucent line)에 인접한 선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골용해 부위(osteolytic lesion)란 Sporer 등17)에 의하여
사용된, 대퇴골과 시멘트 사이의 직선 선상이 아닌 골음영
감소부위로 정의 하였다. 대퇴 스템의 시멘트 내의 침강은
Fowler18) 방법에 의한 대전자부 첨부와 대퇴 스템의 경부
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골절로 인한 대전자부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8자형의 wire marker를 정하여서 대퇴 스템

의 경부와의 거리를 수술 직후 필름과 최종 추시 필름으
로 비교 하였다. 수술 후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여 최종 추
시시 5 mm 이상의 침강이나 시멘트와 대퇴골사이의 음
영 감소선이 증가하는 경우 실패로 진단 하였다. 수술 후
전자부 유합 상태와 전위를 측정 하였고, 술 후 시멘트 고
정 정도는 Barrack의 기준19)으로 평가 하였으며 시멘트
스템의 방사선적 안정성의 여부 정도는 Harris 등19)에 의
거하여 definitely loose, probable loose, possible
loose, stable로 분류하였다. 양극성 대퇴골두의 미란이나
비구내의 전위는 장-좌골 선(ilioischial line)과 대퇴 골두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Harris hip
score20)를 이용하였고, 수술 전후 보행 상태에 대하여는
Koval 등15)의 방법에 의거하여 수상 전 보행 상태로의 회
복 정도와 수술 후 전 체중 부하가 가능하였던 시기를 평
가 하였다. 통계학적 검증은 Mann-Whitney U test를 이
용하였다.

결

과

평균 수술 시간은 95분(range: 45~120분) 이었으며 합
병증으로 수술 후 탈구나 유의할만한 하지 부동(leg
length inequality)은 나타나지 않았다. 2예에서 표재성
감염증이 발생하였으나 1예는 단순 항생제 정맥요법으로,
다른 1예는 변연 절제술과 항생제 내재된 시멘트 염주알
삽입 및 항생제 정맥로 요법으로 호전되었다.
임상적 평가상 수상 전 보행상태로의 회복은 86예 중
71예(82.5%)에서 가능하였고, 나머지 15예 중 수상 전 상
태로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으나 수상 전 사용하지 않았던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여 보행하는 경우가 11예
(12.8%)였고, 15예중 4예(4.7%)는 심혈관계 합병증과 동
반된 내과적인 질환 등의 악화, 전신 쇠약 등으로 의존적
보행상태(dependant ambulation)로 조사 되었다. 술후
전 체중 부하가 가능하였던 시기는 술 후 22일부터 62일
로 평균 4.2 주 였으며, Harris 고관절 점수20)는 최종 추시

A

B

C

Fig. 2. (A) Preoperative radiograph of a 84 year-old woman shows comminuted unstable femoral intertrochanteric fracture. (B)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stable stem insertion state using cement and well reduced fracture fragment with
double loop wiring, figure of 8 wiring. (C) Last follow up (4 years after operation) radiograph shows stable stem and well
union of troch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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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균 79.2 점(range: 52~93점) 이었다.
방사선학적으로 수술 후 골시멘트의 고정 정도는 83예
가 grade A, Grade B가 2예 grade C1이 1예였다. Harris
등19)의 기준에 의한 시멘트 스템 안정성의 평가상 85예가
stable로 1예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소견을 보였다. 5
mm 이내의 대퇴 스템을 침강으로 보이며 probable
loosening의 소견으로 추정되는 1예는 Barrack grade
C1을 보인 예였다.
골 유합은 평균 23.3 주 (range: 15주~22개월) 였으며
골절편의 전위는 총 4예에서 관찰되었다, 이중 고관절 동
통을 가끔 호소하는 경우가 2예였으나 골절의 전위와 관
계가 없는 근력약화와 골다공증에 의한 통증으로 추정 되
었고, 모두 보행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 한 상태였
다. 이중 1예는 보행 시 8자형 강선 고정부위에서 대전자
부의 새로운 골절이 대전자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었
으나 5 mm 이내로 근위 전위된(proximal migration) 상
태에서 유합을 보여 환자에게 임상적이나 기능적으로 영
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추시 중 서혜부 동통을 호
소한 1예는 고관절 간격의 협소와 비구부 미란으로 추정
되었으나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로 전환하는 추가적인 시술은 하지 않고 진통 소염
제의 사용을 권장 하였다.

고

찰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할 경우 골
다공증이 동반되고 대전자부와 소전자부에 골편이 있는
분쇄상이며 불안정성인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불안정성
과 골다공증으로 불유합이나 고정의 소실 내 고정물의 고
관절 내 또는 대퇴 경부로의 탈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안정
형이나 불안정형 전자간 골절의 내 고정 후 발생하는 합병
증의 발현률은 6에서 32%로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1,10).
양극성 반 치환술은 수술 후 수혈량의 증가와 그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21), 대퇴 삽입물의 용해나 해리, 양극성 컵
의 비구내 전위나 비구 미란, 양쪽 하지 길이 차이, 탈구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11,22) 수술 후 조기에 전 체중 부하 보
행이 가능하고, 손상 전 활동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어 욕
창, 폐렴이나 무기폐 등의 합병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불안정성 대
퇴 전자간 골절의 일차적 치료도 고려되고 있다23,24).
그러나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반 치환술에서 대퇴 주
대의 고정방법에는 골의 내성장 및 침투에 의한 고정을 통
해 생물학적 고정 개념을 가진 무시멘트형 대퇴 스템과 골
시멘트 삽입을 통하여 대퇴 스템을 고정하는 두 가지 방법
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25,26), 특히 시멘트형 고정은
수술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시멘트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색전, 시멘트 독성, 자율신경 반사에 의한 혈관

확장 등으로 순환기 계통의 악영향을 미친다27).
그러나 근위 대퇴골 골수강의 모양이나 골다공증의 심
한 정도를 보아 시멘트형 대퇴 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경우가 있고 시멘트형 스템을 이용한 반치환술로
써 전자간부 불안정성 골절을 치료할 경우 두 가지의 방법
이 제시 되고 있는데 첫번째는 대퇴거 부착 대퇴 스템
(calcar replacing stem)이며 두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standard type) 시멘트 스템이다. 이러한 시멘트형
스템을 이용한 전자간부 골절의 치료에 대하여 Lennox와
McLauchlan 등17)은 무시멘트형 반 치환술과 비교하여 시
멘트형 반 치환술에서 수술 후 48시간 이내 사망률이 더
높았으나, 이환율과 합병증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오히려 만족도는 시멘트형이 높았다고 보고한바 있
으며, Pinder 등28)은 180예의 불안정성 대퇴 전자간 골절
에서 시멘트를 이용한 Leinbach prosthesis로 골두 치환
술을 시행하여, 술 후 3일 후부터 보행이 가능하였고 1예
의 감염, 1예의 해리를 제외한 전 예에서 즉, 99%에서 술
전의 보행 수준으로 회복되는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Haentjeans 등10)은 후향적으로 42예의 환자에게 대퇴거
부착 대퇴 스템(calcar replacing stemy)을 이용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겸상 금속판(blade plate)
으로 치료한 대조군과 후향적으로 비교하여 그 결과를 보
고 한 바 있는데, 반 치환술을 시행한 군에서 사망률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호흡기계 감염이나. 욕창
그리고 더 빠른 시간에 재활이 가능함을 보고 하였다.
물론 대퇴거 부착 대퇴 스템(calcar replacing stem)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보고에서 그 결과가 주목할만하게 뛰
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고정술로 치료한 경우 보다
유의할만하게 재수술률이 낮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
나 대퇴거 부착 대퇴 스템(calcar replacing stem)은 전자
부 불유합증이나 하지 부동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이 가능
한데10,13), 이러한 인공 관절물의 사용은 골절된 골간단부
의 골편을 제거해야만 가능하고 골간단부의 골소실은 대
전자부와 근위 대퇴골 사이의 간격을 유발하여 abductor
weakness와 연관된 전자부 불유합증의 발생이 가능하다.
또한 소전자와 같은 bony land mark의 소실로 다리 길이
계측에 혼란이 가능하여 하지부동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이다14).
이와 같이 골시멘트를 사용한 양극성 고관절 반 치환술
을 불안정성을 보이는 대퇴골 전자부 분쇄 골절의 치료로
시행하는 경우 고관절의 외전근인 중둔근과 소둔근이 부
착하는 대전자부 골편이 유합되지 않으면 동통을 유발하
거나 고관절의 중심에서 외전근의 작용점에 이르는 지렛
대의 길이 변화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보행의 기능이상
및 외전근 약화로 인공 관절의 탈구가 발생할 수 있어 대
전자부 골편의 해부학적 정복과 견고한 고정이 의미가 있
다. 이에 대하여 Grimsrud 등14)은 novel cerclag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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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과 standard type의 시멘트 스템을 이용한 불
안정성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대하여 대퇴골 전자부 즉 골
절된 골 간단부의 전방부와 후방부의 bone stock에 대한
보존이 전자부의 유합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 하였고, 이
러한 골간단부의 골이 골간단과 대전자의 접촉을 제공하
여 전자부 안정성에 기여하며 근위부 bone stock의 보존
으로 전자부 골절에 대한 유합률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골절된 전자부의 고정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자들은 소전자부를
먼저 이중 강선 고정법(double loop technique)으로 고
정을 하고, 대전자부와 정복된 소전자의 하부로 강선을 8
자 모양으로 통과시켜 고정하는 인장 대 강선 결박술
(tension band wiring technique)을 사용 하였다. 이와
같은 술기의 장점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
이 없으며, 견고한 고정과 높은 유합율을 얻기 위해 사용
되는 대전자부 재부착용 기구들로 인한 금속판의 파손, 점
액낭염, 골흡수 등의 문제점이 없으며, 특히 고령의 환자
에게서는 수술시간을 줄여 환자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저자들의 방법은 노인의
전자부 불안정성 분쇄골절을 소전자부 골절 부위를 강선
을 이용하여 원위치로 복원하여 일차적으로 대퇴 경부 골
절로 변환시켜 치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적
치료 후 장기 추시 결과 양극성 컵과 비구간의 마찰로 인
한 비구 미란과 비구 미란의 진행에 의해 양극성 컵의 골
반내강 돌출, 그리고 대퇴 삽입물의 해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 관찰이 요
한다.

결

론

노인의 골다공증을 가진 AO/ASIF 분류상 A2-1형 이상
의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의 치료로 소전자부의 고정과 대
전자부 골절편의 안정적인 고정 후 일반 시멘트 형 대퇴스
템(standard type cement stem)을 이용한 인공 고관절 반
치환술은 비교적 조기 전 체중부하와 재활이 가능하고 낮
은 합병증으로 단기 추기상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 된
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기 추시 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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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 환자의 전자부 불안정성 골절에 대한 이중 강선 및
인장 대 강선 고정과 표준형 시멘트 주대를 이용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
조홍만∙이승렬∙박명식*∙정우철�
대전 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 부산 보훈병원 정형외과�

목적: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발생한 대퇴 전자간 불안정성 골절에 대해 표준형 시멘트
형 인공 고관절 반 치환술과 이중 강선 고정 및 인장 대 강선고정을 시행하고 추시 결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고령의 대퇴전자간 분쇄골절 환자에서 골시멘트
를 사용한 양극성 대퇴 골두 치환술을 시행하였던 86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82세였
고, 추시 기간은 평균 5.3 년 이었으며, 수술 후 결과를 임상적, 방사선적으로 평가 하였다.
결과: 임상적으로 82.5%의 환자가 수술전의 보행 정도를 회복하였으며 Harris hip score는 최종
추시 상 평균 79.2점 전 체중 부하 보행시기는 평균 4.2주였다. 전 예에서 소전자부 골절부의 유
합을 얻었고 대전자부 골절편의 전위는 4예에서 관찰 되었다. 방사선상 1예의 환자에서 비구부
미란이 나타났으며, 술 후 표재성 감염이 2예에서 보였고, 침강소견(<5 mm)을 보인 1예는 추시
결과 더 이상의 침강 소견 없이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노인의 골다공성 불안정성 전자부 골절에서 표준형 시멘트 스템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반
치환술은 그 적응증을 잘 고려하여 사용한다면, 환자의 조기 보행과 통증 완화 그리고 간호를 용
이 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색인 단어: 고관절, 전자간부 골절, 양극성 대퇴 골두 치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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