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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형의 전자간 골절에 항회전 근위 대퇴 골수정 삽입 후 
지연나사의 과도한 활강과 발생한 대퇴골 경부 골절

- 증례 보고 -

박봉주ㆍ조홍만ㆍ김주한ㆍ신우진

광주보훈병원 정형외과

항회전 근위 대퇴 골수정은 나선형의 칼날형태의 지연나사를 가진 근위 대퇴 골수강 정으로 그 생역학적인 장점으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AO/OTA type A2형의 전자간 골절이 발생한 83세 남자 환자에게서 수술 후 20주에 급격한 지연나사의 과도한 활강과 

동시에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 단어: 대퇴골, 근위부 골절, 항회전 근위 대퇴 골수정, 활강

Excessive Sliding of the Helical Blade and the Femoral Neck Fracture after Insertion of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for Type A2 Intertrochanteric Fractures− A Case Report −

Bong-Ju Park, M.D., Hong-Man Cho, M.D., Ju-Han Kim, M.D., Woo-Jin Sin,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wangju Veterans Hospital, Gwangju, Korea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PFNA) with a lag screw that is shaped like a spiral blade shape is an orthopedic implant 
to fix trochanteric fractures of the proximal femur. In addition the reason of the biomechanical advantages, PFNA widely been 
used recently. We report an 83-year-old man with excessive sliding of the helical blade and a femoral neck fracture after AO/OTA 
type A2 intertrochanteric fracture, which was fixed with a PFNA.

Key Words: Femur, Proximal fracture,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PFNA), Sliding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며,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로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빠르게 증

가되고 있다. 고령 환자에게 발생하는 전자간 골절은 장기

간의 침상안정으로 유발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하여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보이는 골절로, 조기에 해부학적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으로 빠른 거동을 허용하는 것이 치

료의 원칙이며2), 이를 위한 다양한 내고정물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항회전 근위 대퇴 골수정(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PFNA; Synthes, Oberdorf, Switzerland)

은 골두 내로 삽입하는 지연나사가 나선형(helical blade)으

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지연나사보다 삽입되는 동안 골조

직의 소실이 적으며, 대퇴골두 부위의 해면골을 압축시킬 

수 있어, 지연나사와 골두 사이에 더욱 견고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근위 대퇴 골수강 정으로 최근 널리 사용되

어 그 성공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4,6,8)

. 그러나 여러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퇴골두 천공과, 지연나사의 

cutting out, 그리고 과도한 활강이나 금속정 원위부 주변

의 골절 등의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다
1,3-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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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83-year-old male with right hip pain. 
(A) Preoperative radiology showed AO/OTA type A2.2 intertrochanteric fracture. 
(B) Preoperative 3-dimensional computerized tomography showed AO/OTA type A2.2 intertrochanteric fracture. 
(C)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logy showed fixation with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D) Radiologic finding on his postoperative 16 weeks showed slight sliding of the helical blade.

  저자들은 AO/OTA type A2형의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PFNA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에게서 술 후 20주

에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나선형 지연나사의 활강과 동시

에 발생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83세 남자환자로 입원일 하루 전 넘어지고 발생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내원하였다(Fig. 1A, B). 골절의 형

태는 AO/OTA type A2였고, 환자의 과거력상에 특별한 점

은 없었으며, 보행 정도는 지팡이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보행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고관절 부위에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방식으로 시행한 골밀도 검사상 ward 삼각

은 T 점수가 −0.6, 대퇴골 경부는 −0.3이었고, 신장은 

156 cm, 몸무게는 55 kg이었다. 

  입원 후 4일째, 전신마취하에 골절 침대에 환자를 앙와

위로 눕힌 후, 영상 증폭기(c-arm)하에 비관혈적 정복을 시

행하였으나 근위 골편의 상방 전위와 후내측 골편의 후방 

전위로 정복이 허용할 만한 범위로 이루어지지 않아, 골절

부를 절개하고 골절 정복 겸자(bone holding forceps)를 

이용하여 골절편을 정복하고, 강선을 소전자 상부에 환형

으로 감아 일차 정복을 시행하고 PFNA로 고정하였다. 내

고정은 130o의 경간각을 가진 10 mm 굵기의 골수정을 삽

입하였고, 나선형 지연나사를 삽입하기 위하여 근위 대퇴

골의 외측 피질골 부위와 골두 내 해면골 부위를 확공

(reaming)하고 85 mm의 지연나사를 삽입하였다. 지연나사

는 대퇴골두의 중심에서 약간 하방에 위치하도록 삽입하였

고 대퇴골두 피질골과 지연나사의 거리는 전후면과 측면에

서 10 mm였다(Fig. 1C). 수술 후 나타난 섬망 증상으로 1

주일간 침상 안정을 시행하였고, 섬망 증상이 없어진 수술 

후 2주일째부터 양측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허

용하였다. 수술 후 정기적인 외래 추시를 권유하였는데, 최

종 추시일인 수술 후 16주째 외래로 내원하였을 때, 환자

는 큰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생활과 부분 체중 부하 보행

이 가능한 상태로 집 주변의 마을회관을 한쪽 목발을 이용

하여 다닐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방사선 사진상 나선형 

지연나사의 위치가 1 mm 미만으로 활강된 소견이 보여 

목발 보행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다(Fig. 1D).

  최종 추시일로부터 4주 후(수술 후 20주), 환자는 화분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발생한 우측 고관절의 통증으로 움

직이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에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우측 하지의 길이 단축 소

견과 고관절의 종창 및 외회전 외전 상태를 보였으며, 시

행한 방사선학적 검사상 PFNA의 나선형 지연나사가 과도

하게 활강되면서 대퇴골두 직하부에 발생한 전위성의 대퇴 

경부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다(Fig. 2A). 다음날 전신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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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he retrieved femoral head showing subcapital femur neck fracture. 
(B) Biopsy finding was normal mature trabecular bone and marrow fat tissue (H&E, ×40).

Fig. 2. (A) Anteroposterior radiograph taken 20 weeks after 
the operation showing back-out of the helical blade and 
femur neck fracture. 
(B) Bipolar hemiarthroplasty was done. 

하에 내고정물의 제거 및 무시멘트형 대퇴 주대를 이용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Fig. 2B). 내고정물의 

제거는 어려움 없이 제거되었으며, 골수강에 삽입된 골수

정도 저항 없이 제거되었다. 제거 후 확인한 나선형 지연

나사는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로 잠금 장치의 이상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다.

  수술 소견상 기존에 골절된 전자부에는 불유합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방사선 사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골절과는 무관한 대퇴골두 직하부에 대퇴골 경부 

골절이 확인되었다(Fig. 3A). 대퇴 주대를 삽입하기 위하여 

대퇴골 골수강을 전처치하는 과정에, 기존의 전자간 골절 

부위에 형성된 가골들이 방해가 있어, 일부 골을 절제하고 

대퇴 주대를 삽입하였다. 대퇴골두에는 무혈성 괴사를 의

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대퇴골 경부 골절 부위에도 피

로 골절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

하여는 조직검사를 통하여 재차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3B). 2차 수술을 시행하고 2주째부터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수술 후 8주째부터 

전 체중 부하를 권유하였고, 현재 2차 수술 후 12개월 최

종 추시상 지팡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정

도로 회복되었다. 

고    찰

  전자간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

는 위험한 골절로, 최선의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의 원칙으로 생각되는 관혈적 정복

과 금속 내고정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내고정물, 즉 활

강 압박 고나사와 근위 대퇴 골수강 정이 흔히 사용되는

데, 최근에는 조기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 생역학적인 안정

성에 장점을 가진 골수강 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7)
, 이 

중 최근에 개발된 PFNA는 나선(single helical blade) 형태

를 가진 지연나사를 대퇴골두에 삽입하는 형태의 골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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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삽입부부터 해면골을 압축(compaction)할 수 있어,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더욱 안정적

인 고정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생역학적인 여

러 실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사못 형태의 지

연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나사의 cutting out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으며
9)
, PFNA를 이용하

여 전자간 골절을 치료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여러 저자들

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4,6,8).

  그러나 PFNA도 다른 종류의 근위 대퇴골 내고정물에서 

발생 가능한 cutting out이나 cutting through 그리고 지연

나사의 과도한 활강 등의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

여 몇몇 저자들에 의하여 그 드문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

다
1,3-6,8,10)

.

  PFNA의 나선형 지연나사의 과도한 활강은 비만한 젊은 

환자에게 전자간 골절 후 불유합과 연관되어 발생한 증례

가 보고된 바 있는데
5)
, 불안정형의 전자간 골절로 골절 형

태에 따른 불유합과 이로 인한 나선형 지연나사의 활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외에도 젊은 환자인 

관계로 해면골이 단단하고 치밀하여 나선형 지연나사의 잠

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하여 골절의 안정성

과 고정력이 소실되어 불유합이 발생하여 나선형 지연나사

의 활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젊거나 단단한 

골질을 가진 환자에게 나선형 지연나사를 삽입하는 경우, 

삽입 후 잠금이 완전한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저자들의 예에서, 과도한 활강으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였는지, 대퇴골 경부 골절로 과도한 활강이 발생하

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술 후 20주째에 갑자

기 발생한 나선형 지연나사의 과도한 활강과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한 본 증례를 통하여 그 발생 원인으로 저자들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는 금속정 

제거 시에 아무런 저항 없이 제거된 점으로 보아 내고정물

의 미세한 움직임(micro-motion)이나 해리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너무 작은 직경의 골수

강 정보다는 환자의 골수강 크기에 적합한 크기의 골수강 

정이 사용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는 골수

강 정과 나선형 지연나사의 미끄러짐이 과도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는데, 비록 저자들의 예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나 나선형 지연나사의 잠금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5)
, 나선형 지연나사 삽입 

후 잠금이 완전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

다. 셋째는 정복이 용이하지 않아 시행한 환형 강선이 대

퇴골 경부 골절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강선 고정의 시행 여부나 고정 위

치 등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유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전 체중 부

하를 하게 되면 대퇴골에 대한 축성 압력에 의한 내반변형

이 대퇴골두에 일어나 대퇴골 경부 골절이 피로 골절과 같

은 양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정기적

인 방사선 추시 및 주의 깊은 전 체중 부하 시기의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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