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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가가가이이이드드드핀핀핀의의의 삽삽삽입입입방방방향향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퇴퇴퇴골골골두두두내내내 핀핀핀의의의 위위위치치치
분분분석석석

고관절 주위골절은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빈도로 발생
하고 있다.이 골절은 골다공증에 이환된 뼈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수
술후에도 부정유합이나 불유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근위 대퇴부 골절의 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퇴골두내
고정물의 위치로,대퇴골두내에서 후상방은 가능한 피하고 중앙부나
하부를 지나는 것이 좋다고 여러 저자들에 의해 증명이 됬다.하지만
수술시 동일한 삽입점을 통해 동일한 평면상에서 핀을 삽입함에 있어
방향이 전방부를 향할 때,의도한 바보다 핀의 방향이 상방으로 향하
는 것을 흔히 관찰할수 있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핀의 전방삽입시
상방으로의 전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 여부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18례의 사체 대퇴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
하였다.실험은 대퇴 근위 골수정의 일종인 ITST를 골수내에 삽입한
후 그것의 유도지침을 통하여 가이드 핀을 삽입하였다.가이드 핀은
동일한 삽입점으로부터 상,하방향은 변경시키지 않고 전,후방향만 다
르게 하여 삽입하였다.18례의 실험군중 우측 대퇴골은 후방핀을 삽
입한 후 전방으로 삽입하였고,좌측 대퇴골은 전방핀을 먼저 삽입한
후 후방으로 삽입하여서 순서에 따른 가이드 핀의 변화여부 또한 알
아보고자 하였다.18례의 대퇴골중 17례에서 전방으로 향한 핀의 위
치가 후방으로 향한 핀의 위치보다 상방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으
며 전염각이 증가함에 따라 상방전위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검증되었
다.상방전위가 없었던 1예에서는 전염각이 거의 없었다.또한 핀이
상방으로 나온 17례의 대퇴골을 내회전시켜 전염각을 인위적으로 없
앤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에서 전방핀의 상방전위 현상이 모두 없어



졌다.후방부터 삽입한 후 전방으로 삽입한 군에서의 상방전위 정도
(평균 4.4도)는 그 반대의 경우(평균 4.0도)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
다.결론적으로 핀의 방향이 전방으로 향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이드
핀의 상방전위는 대퇴골 경부의 전염각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수술시
전염각이 큰 대퇴골을 수술하거나 전염각이 증가하는 위치에서 내고
정물을 고정할 때에는 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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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고관절 주위골절,가이드 핀,전염각,상방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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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양양양 규규규 현현현 교교교수수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대대대 야야야

ⅠⅠⅠ...서서서론론론

고관절주위 골절은 주로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손상으로서,
의료 수준이 향상되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
며 2050년에는 그 숫자가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관절부 골절의 치료 원칙과 방법은 과거에 비해 많은 향상을 이루기
는 하였으나,아직까지 특정 문제에 있어서 이 골절은 해결하지 못한
골절로 여겨지고 있다.이 골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가 지
연될 경우 골절의 불유합,대퇴골두 무혈성 괴사,폐렴,욕창등의 심각
한 합병증등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치료가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다2,4,5.Kyle등9에 의하면 근위 대퇴부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0-30%이라고 하며 1년 경과후에는 같은
나이대의 정상인과 동일하게 된다고 한다.이러한 주장들은 이 골절
의 정확하며,견고한 고정으로 조기에 침상 밖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침상생활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예방함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
다.
근위 대퇴부 골절시 다발성 핀이나 압박 고나사,대퇴 근위 골수정등
을 이용한 치료방법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흔



히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기구에서 가이드 핀과 그것을 따라 삽입되
는 지연나사의 위치는 골절 고정후의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다.Wilson13,Davis1등은 대퇴골두내 내 고정물의 위치가 전후방 및 측
방 사진 모두에서 중심부에 위치함이 가장 안정된다고 주장을 하였
고,Evans3는 전후방에서는 하방,측방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Kaufer7,박12등은 전후방 및 측방 모두에서 하방 삽입
을 주장하였다.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골두의 전방 및 상방내 삽
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즉 핀이 대퇴골두의
중심부나 하부에 위치할때는 역학적(mechanic)으로나 골질(bone
quality)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고정력을 보이나 이것이 상방부로
향할 때 안정성은 현저히 떨어지게된다9.이것은 특히 골절이 많이 발
생하는 골다공증이 심한 노령환자에게서 그 정도가 심한 바 그 중요
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8.
대퇴골 경부에서 핀의 진행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는 여러 저자들이 언급을 해왔다.하지만 이러한 요소들 외에 본 저
자들은 가이드 핀 삽입시 동일한 삽입점과 동일한 평면상에서 후방으
로 향하도록 삽입한 핀보다 전방으로 향하도록 삽입한 핀들이 더 상
방으로 향하는 것을 흔히 경험을 하였다.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원인으로서는 대퇴골두내의 1차 압박성 골소주에 의한 가이드 핀
의 휘어짐,대퇴골의 역학적 구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본
연구는 대퇴골 전자하부의 동일한 가이드핀의 삽입점으로부터 가이드
핀을 전후방향으로 방향을 변화시킴에 따른 가이드핀의 대퇴골두내
상하위치의 차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 여부와,만약 그러한 현상이 발
생한다면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체 대퇴골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여 증명을 하고자 하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10구의 시신(cadever)에서 20개의 대퇴골을 채취하였으며,근위부에
종양이나 부정유합등 육안적으로 이상이 발견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10구의 시신중 4례는 남성이었고,6례는 여성이었으며,사망당시 나이
는 70세부터 92세까지 평균 78세였다.20례중 금속정 삽입시 2례에서
골절이 발생하여 실험 대상군에서 제외하여 우측 9례,좌측 9례의 총
18례의 대퇴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실험은 실제 근위 대
퇴골 골절의 치료시 사용되는 대퇴 근위 골수정의 일종인 ITST를 대
퇴골수내에 삽입하고 그것의 유도지침(proximalguide)을 통하여 동일
한 평면 상에서 핀의 방향이 대퇴골의 전방부와 후방부로 향하도록 2
개의 핀을 삽입하였다.핀의 삽입점의 위치는 근위 대퇴간부를 관상
면에서 1/2로 가르는 정중앙으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ITST의 유도 지
침을 통하여 골의 바깥에서 핀이 휘지 않도록 하였으며,또한 핀의
삽입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삽입 방향의 순서가 핀의 위치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측은 후방삽입을 먼저한
후 전방삽입을 하였고,좌측은 그 반대 순으로 하였다..

222...임임임상상상적적적 평평평가가가 및및및 계계계측측측
핀이 삽입된 대퇴골을 정확한 중립위에서 보기 위하여 편평한 바닥
에 대퇴골 원위부의 내,외과(condyle)가 동시에 닿도록 놓고 가이드
핀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두 핀들의 삽입점이 동일한 지점인지를 확
인하여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삽입을 시도하였다.전후 방
사선 사진(A-Pview)은 바닥에 직각이 되게 하여 촬영하였으며(그림
1-A),축상 방사선 사진(Axialview)은 실제 수술장에서 촬영하는 것
처럼 대퇴골 경부가 광원에 수직인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 방향을 바
닥에 평행이 되게 하여 촬영하였다(그림 1-B).또한 측정기구(caliper)
를 이용하여 삽입된 핀들 사이의 거리와 골두의 크기가 기록되었다
다.



111---(((AAA))) 111---(((BBB)))

그그그림림림 111...중립위에서 촬영한 사진 :1-(A)전후면에서의 대퇴골과 핀
들의 모습,1-(B)측면에서의 대퇴골과 핀들의 모습.

333...방방방사사사선선선학학학적적적 분분분석석석
방사선상 평가는 한 평가자에 의해 2번씩 측정후 그 평균치를 구하였
다.방사선 전후(A-P)사진에서는 전방핀이 후방핀에 비해 상방으로
향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핀사이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였
다.(그림 2-A).각도는 핀 삽입점으로부터 각 핀들 사이의 각으로 측
정되었다.상방전위 거리는 실제 대퇴골두의 크기와 방사선상 대퇴골
두의 크기의 비율만큼 방사선상의 거리를 환산하여서 측정하였다.방
사선 축면(axial)사진에서는 각 대퇴골의 전방핀과 후방핀사이의 전후
방 각도와 전염각을 측정하였다.전염각은 대퇴경부가 대퇴골의 내외
과를 연결한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퇴골의 내
외과가 바닥에 면하고 있으므로 바닥과 대퇴골 경부와 이루는 각을
전염각이라 정의하였다.축상 사진에서 핀사이의 각도는 전후방 사진
과 마찬가지로 핀 삽입점으로부터 핀들사이의 각도로 측정하였다(그
림 2-B).



222---(((AAA))) 222---(((BBB)))
그그그림림림 222...단순 방사선 사진상의 계측 :2-(A)전후방 사진에서의 두
핀간의 상방 전위각(∠AOP)과 거리(AP)의 계측,2-(B)축면 사진에
서의 두 핀간의 전후방 각(∠AOP)과 전염각(∠CD)의 측정

444...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분분분석석석
전염각의 증가에 따른 핀의 전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검증
은 단순 회귀 분석(simpleregressionanalysis,SPSS8.0version)을
사용하였으며,p<0.05를 통계학적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임임임상상상적적적 결결결과과과
20례중 2례에서 실험중 골절이 발생하여 실험 대상군에서 제외하여
총 18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대퇴골두의 크기는 40.8mm부
터 50.2mm까지 평균 44.7mm였으며,전염각(anteversion)은 0°에서
22°까지 평균 10.2°로 다양하였다.18례의 대퇴골중 17례에서 좌측,우
측 상관 없이 전방으로 향한 핀의 위치가 후방으로 향한 핀의 위치보
다 전후방 사진상에서 상방을 향하였다.상방전위된 각도는 1°에서 8°
까지 였으며,상방전위 거리는 0.3mm에서 2.3mm까지 였다(표 1).



표표표 111...실험대상군의 측정치

222...대대대퇴퇴퇴골골골의의의 전전전염염염각각각과과과 상상상방방방 전전전위위위각각각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퇴골두에서 전방핀의 상방전위 정도는 전염각이 클수록,더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하지만 각 례마다 전방핀과 후방핀 사이의 전후
각도가 다르므로 이것을 일정한 각도로 환산하였다.각 례들마다 전
후방 삽입각도를 10°로 통일 하였을 때의 전후 방사선 사진상에서 두
핀간의 각도를 교정 상방전위각(α angle)이라 정의하고,이것을 전염
각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표 2).

Case
No.

SEX/
AGE Side head

size(mm)
Antever-
sion(°)

AP
angle(°)

Distance
(mm)

Axial
angle(°)

1 M/87 L 50.2 12 6 1.90 14
2 R 49.7 8 7 1.30 16
3 F/83 L 42.2 11 8 1.30 19
4 R 42 9 4 1.10 11
5 F/75 L 43 5 4 1.10 12
6 R 42.9 4 4 0.65 12
7 F/77 L 41.5 13 6 0.90 10
8 R 41.1 12 3 1.00 8
9 F/70 L 44 22 8 2.10 10
10 R 44.4 7 3 0.90 8
11 F/92 L 40.8 12 5 1.30 12
12 R 41 18 8 2.20 12
13 M/85 L 49.7 2 4 1.10 17
14 R 49.8 2 3 1.30 12
15 M/70 L 48.6 15 5 2.30 12
16 R 48.5 14 5 1.60 9
17 M/79 L Fracture
18 R 41.2 17 6 1.50 10
19 F/62 L 44.5 0 1 0.30 12
20 R Fracture
Mean 78 44.7 10.2 5 1.30 12



α angle:10*APangle/Axialangle,δ distance:100*distance/Axialangle*2πr
r:radiusoffemoralhead

표표표 222...전염각의 증가에 따른 측정치와 교정치

표 2에서 전염각과 교정된 상방전위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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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전염각과 전방핀 10도 교정에 따른 교정핀의 상방전위각

AnteversionAnteversionAnteversionAnteversion
�
    

femoral femoral femoral femoral 

head head head head sizesizesizesize

Angle Angle Angle Angle in in in in 
Axial Axial Axial Axial viewviewviewview

Angle Angle Angle Angle in in in in 
AP AP AP AP view view view view 

αααα    angle  angle  angle  angle  
distancedistancedistancedistance

(mm) (mm) (mm) (mm) 
δδδδ    distancedistancedistancedistance

0° 44.5mm 12° 1° 0.83 1.21 0.71
2° 49.8mm 17° 4° 2.50 5.58 2.93
2° 49.7mm 12° 3° 2.35 6.01 2.23
4° 42.9mm 12° 4° 3.33 3.49 2.13
5° 43mm 12° 4° 3.33 7.75 4.72
7° 44.4mm 8° 3° 3.75 3.84 3.40
8° 49.7mm 16° 7° 4.38 9.23 3.65
9° 42mm 11° 4° 3.64 4.97 3.38
11° 42.2mm 19° 8° 4.21 8.44 3.31
12° 50.2mm 8° 3° 4.29 8.83 3.95
12° 41.1mm 12° 5° 3.75 5.14 4.91
12° 40.8mm 14° 6° 4.17 6.63 4.25
13° 41.5mm 10° 6° 6.00 5.75 4.35
14° 48.5mm 9° 5° 5.56 6.52 4.69
15° 48.6mm 12° 5° 4.17 9.55 5.15
17° 41.2mm 10° 6° 6.00 7.45 5.68
18° 41mm 12° 8° 6.67 8.35 5.33
22° 44mm 10° 8° 8.00 13.20 9.42



그림 3을 보면 전염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정 상방전위각이 일정하
게 증가한다.즉 전염각이 크면 클수록 전방핀의 상방전위 현상이 많
이 발생하였다.단순 회귀분석에 의한 통계학적 검정시,상방전위 각
의 변동은 전염각에 의해 약 85.3% 설명되며,전염각이 1도 증가하면
상방전위각은 0.25도 증가하는 양의 관계에 있었다(P=0.0003).

333...대대대퇴퇴퇴골골골의의의 전전전염염염각각각과과과 상상상방방방 전전전위위위거거거리리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퇴골두에서 전방 핀의 상방전위 거리는 상방전위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이외에 대퇴골두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따
라서 각 례들마다 다양한 전후 방향 삽입 각도와 대퇴골두의 크기를
일정한 각도와 크기로 환산하였다.각 례들마다 전,후방 삽입각도를
10°로 하고,대퇴골두 크기를 일정하게 교정한후,환산한 전후 방사선
사진상에서의 상방전위 거리를 교정 상방전위거리(δ)로 정의하였다(표
2).또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를 보면 전염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정 상방전위 거리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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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전염각의 증가에 따른 전방핀의 교정 상방 전위거리의 변화

한 비율로 증가함을 알수 있다.단순 회귀분석에 의한 통계학적 검정



시 상방전위 거리의 변동은 전염각에 의해 약 76.3% 설명되며,전염
각이 1도 증가하면 교정 상방전위거리는 0.27mm 증가하는 양의 관계
에 있었다(P=0.004).

444...대대대퇴퇴퇴골골골의의의 회회회전전전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퇴골을 내회전시켜 인위적으로 전염각을 없앤 상태에서 전방핀과
후방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대퇴골의 전염각이 없어지자 전방핀의
상방전위 현상이 사라졌다(그림 5).이 현상 또한 전후사진에서 전방
핀의 상방전위 현상이 대퇴골의 전염각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소
견이다.

555---(((AAA))) 555---(((BBB)))
그그그림림림 555...내회전시 전방핀의 상방전위 소실 :5-(A)중립위에서 전후
방핀(A,P)의 모습, 5-(B)내회전 했을때의 전후방핀(A,P)의 겹쳐짐

또한 상방전위가 발생하지 않은 례에서 전염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그림 6).



6---(((AAA))) 666---(((BBB)))
그그그림림림 666...전염각이 없는 예에서의 상방전위 소실 :6-(A)축면 사진에
서의 전염각(∠CD)이 거의 없는 모습과 두 핀간의 상하 각(∠AOP),
6-(B)전후면 사진에서 두 핀간의 각차이(∠AOP)가 없었다.

555...핀핀핀의의의 삽삽삽입입입순순순서서서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먼저 삽입한 가이드 핀으로 인하여 다음 가이드 핀의 삽입시 간섭으
로 인하여 핀의 진행경로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였
다.먼저 우측 대퇴골 9례는 후방으로 삽입한 후 전방으로 삽입하였
고,좌측 대퇴골 9례는 반대 순서로 삽입하였다.우측 실험군에서 두
핀간의 평균 상하방 각은 +4.4°였고 좌측은 평균 +4.0도로 두 실험군
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ⅣⅣⅣ...고고고찰찰찰

근위대퇴부 골절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골다공증의 유병률 증가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다15.과거에 40%에 달
하던 이 골절에 대한 고정 실패율은 최근 새로운 기구의 개발로 인해
10~20%까지 감소하고 있다.이러한 고정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수상 당시의 외력,골절 양상,뼈의 질,골절의 정복,지연
나사의 위치 등인데 이 중 수술하는 의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골절의 정복과 핀(지연나사)의 위치이다.여러 문헌에서 지연나사는
골의 질(bonequality)이나 역학적인 면에서 안정된 중앙부나 하부로
갈 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1,11,14.이번 실험은 전방으로 핀 삽입시
의도한 방향보다 상방으로 향하는 현상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 연구
였다.실험례 18중 1례를 제외한 17례에서 실제로 전방으로 향한 핀
이 후방으로 향한 핀보다 상방으로 전위되어 나왔으며,이것은 저자
들이 수술중 관찰하였던 현상이 우연히,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소견이었다.상방전위 정도는 전염각이 클수
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상방전위 정도를 나타내는 두 지표,즉
두 핀들 사이의 거리와 각도는 전후방 각도와 대퇴골두의 크기를 일
정하게 보정한 상태에서 전염각과 일정한 비례양상을 보였다.또한
전방핀의 상방전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1례에서 대퇴골 전염각이
거의 없었던 점,상방전위가 있었던 17례 모두에서 내회전을 시켜 인
위적으로 전염각을 없애자 전후방핀의 상하방 차이가 없어진 점들은
모두 이러한 전방으로 향한 핀의 상방전위 현상이 대퇴골의 전염각
때문이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들이었다.Parker10등에 따르면
근위 대퇴골 골절의 수술시 대퇴골 경부 골절은 내회전상태에서,그
리고 전자간 골절의 일부나 전자하 골절은 외회전상태에서 정복이 이
루어 진다고 하였다.이번 실험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외회전상태에서
정복이 이루어지는 전자간 골절이나 전자하 골절의 수술시 전방핀의
상방전위 현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핀의 위치를 해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그 외의 핀의 삽입순서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한 핀의 상방전위 정도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본 연구의 한계로는 측정실험군의 수가 작았다는 점과 모
든 예에서 핀의 전,후방 각도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향후 전후
방 각을 모두 일정하게 조절하는 기구를 이용한 실험을 하거나,전후
방 각의 차이를 일정한 수치로 환산하는 계산법을 이용하여야 하겠으
며,더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한 실험이 필요하겠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근위 대퇴골 골절의 수술시 동일한 평면상에서 가이드핀의 방향이
전방부로 향할때 상방으로 향하는 현상은 술자의 경험부족이나 골소
주의 모양새의 차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에서 일어난다.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경로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대퇴골의 전염각으로 인한 3차공간
에서의 변화를 평면에서 관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확한 핀의 위
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술자들은 전염각을 없앤 상태에서 측정을 하여
야 하며,특히 대퇴골의 전염각이 큰 환자를 수술하거나,전염각이 증
가되는 외회전 상태에서 고정물을 삽입해야 하는 전자부골절의 일부
나 전자하골절의 수술시 올바른 핀의 위치가 상방으로 전위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이것은 핀의 위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골다공증이 심한 고령층의 환자의 골절에서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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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nalysisofthePinPositionChangeontheInsertion
DirectionoftheGuidepin

DaeYaKim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yuHyunYang)

Theincidenceofthehipfractureisincreasingsincethegeneral
lifeofthepopulation hasincreased significantly.Becausethese
fractures occurr in elderly patients having osteoporotic bones,
malunionornonunionaremoreoften.Manyauthorshassuggested
thatthe postion ofthe guide pin was mostimportantin the
fixationoffractureoftheproximalfemur,anditisrecommended
thatthereisoncentralorinferiorportioninthefemoralheadthe
postionofthepin.Butweobservedthephenomononthatthepin
was toward more superiordirection when we inserted the pin
toward anteriordirection than toward posteriordirection in the
sameplane.Thepurposeofthisstudy iswhetherthesuperior
placementofthepinreallyoccurinAPplanewhentheguidepin
wasinsertedtowardanteriordirectionandIfitoccur,Whythe
phenomonon occur.Among the 10 cadevers,18 femurs was
examined.thetwoguidepinswereinsertedfrom thesamepoint
towardanteriordirectionandposteriordirectioninthesameplane.
In17cases,thepinstowardtheanteriordirectionwereinmore
superiorpositionplanethanthepinstowardtheposteriordirection



inAPplane.Intheremained1case,thesuperiorplacementofthe
pintowardanteriordirectiondidnothappenedbuttheanteversion
ofthecasewasnearly zero.AlsoWhen theanteversion was
disappearedartificiallybyrotatinginternallythefemur,thesuperior
displacementphenomononinAPplanewasnotoccurred.Insimple
regression analysis,superior displacement of the pin toward
anteriordirectionwasinproportiontoanteversion.
Inconclusion,thesuperiordisplacementofthepintowardanterior
direction commonly happened in most cases, and the most
importantfactoraboutthisphenomononistheanteversionofthe
femur,andincreasedontheriseoftheanteversion.Whenthepin
insertionwasperformedinthehighanteversionfemurorwhenthe
operation was performed in externalrotated status,many care
shouldbet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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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eeeyyy wwwaaarrrdddsss ::: hip fracture, guide pin, anteversion, superio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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