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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후 발생한 

대퇴골 불유합의 치료 

 

목적: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은 성인의 대퇴골 간부 골절의 

치료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나, 점차적으로 

적응증이 확장되고 골수강내 금속정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퇴골 간부 골절에 금속정 삽입술 시행 후 발생하는 

불유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퇴골 간부 골절에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한 뒤 발생한 불유합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의 치료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방법: 대퇴골 간부 골절로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받고 

불유합이 발생하여 1996 년 11 월부터 2006 년 6 월까지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63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44 명의 남성 

환자 및 19 명의 여성 환자였으며 평균연령은 40 세였다. 

31 예는 과혈관형(비후형) 불유합, 32 예는 무혈관형(위축형) 

불유합이었다. 수술적 치료로는 골수정 교체술 (34 예), 보강적 

금속판 고정 및 골이식술(20 예), 골수정 제거 후 금속판 

전환술(7 예), 그리고 단독으로 골이식술만을 시행한 경우 

(2 예) 등이 있었다. 보강적 금속판 고정의 적응증으로는 

기존의 골수정 제거에 실패한 경우, 분쇄 정도가 심하여 

골수정 주변에 큰 골결손이 있는 경우, 골수강이 넓어 견고한 

고정이 어려운 경우로 하였다. 금속판 내고정으로 전환한 

경우는 부정 정렬이 동반된 경우들이었다. 골이식술만 시행한 



 2

경우는 견고한 내고정으로 일부 골유합을 얻었으나, 대퇴골 

신연부(전방 혹은 외측방)에 골결손이 있어 젊은 환자에서 

금속정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하였다.  

 

결과: 모두 34 예의 골수정 교체술을 시행하여 28 예(82%)에서 

한 번의 수술로 만족할만한 골유합을 얻었다. 평균 유합기간은 

6 개월 이었다. 6 예에서는 골수정 교체술로 유합을 얻을 수 

없었으며, 이중 4 예에서는 최초의 손상에서 심한 분쇄골절이 

있었고, 나머지 2 예의 경우 불유합 부위가 원위와 근위부 

1/3 에 위치한 경우였다. 이중 4 예는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통해 골유합을 얻었으며, 나머지 2 예중 1 예는 

골수정교체술을 다시 시행하여, 그리고 1 예는 골이식술만 

시행하여 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금속정 교체술의 실패는 

Fisher’s exact test 에서 분쇄가 심할수록(p=0.031), 그리 고 

불유합 부위가 간부가 아닌 경우(p=0.048)에서 의미 있게 

높았으며, 요소간의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에서 역시 심한 

분쇄정도와(p=0.032), 비간부 골절(p=0.047)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개방성 골절(p=0.047), 관혈적 

정복술(p=0.023)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 및 금속판 내고정으로 전환한 모든 예에서 

성공적인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대퇴골 골절에 대해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한 

뒤 발생한 불유합의 치료에 있어, 골수정 교체술은 분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대퇴골 간부 골절의 비감염성 불유합에서 

효과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심한 분쇄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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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골간단부의 골절에서 불유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강적 

금속판 고정 및 골이식술의 시행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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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후 발생한 

대퇴골 불유합의 치료 

 

<지도교수 양 규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슬 기 

 

 

Ⅰ. 서  론 

 

１． 연구 배경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은 골절부의 연부조직과 혈행 손상을 최

소화하고 견고한 내고정을 유지하여 조기 관절 운동 및 체중 부

하, 골유합 촉진, 입원기간 및 회복기간의 단축 등의 장점이 있

어, 성인의 급성기 대퇴골 간부 골절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치료 방법이며 이는 특히 교합성 골수정이 소개된 이후 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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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사용함으로써 심한 분쇄 골절이나 분절 골절에서도 적용

이 가능하여 사용이 확대 되었다1,2.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후 

대퇴골 간부 골절의 불유합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

나,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로 인해 발

생하는 대퇴골 간부 골절의 불유합을 경험하는 정형외과 의사들

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부위의 불유합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용이하지 않아 완전한 골유합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3. Pihlajamaki 등4은 280명의 급성기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해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하여 이중 12.5%인 35 예에서 

불유합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유합의 실패로 인해 환자 회복의 

지연 및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러한 불유합의 치료로서 골이식, 역동화, 골수정 교체술, 금속판 

고정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비교 분석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왔으

며,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 및 비교 분석을 통해 골수강내 금속

정 삽입술 후 발행한 대퇴골 간부 불유합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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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해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받고 불유합이 발생하여 골수정 교체술, 금속판 

고정술, 보강적 금속판 고정 및 골이식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서로 다른 수술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골수정 교체술 시행 후 골유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한 뒤 발생한 대퇴골 불유합의 수술적 치료의 

선택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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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해 이전에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받고 무균적 불유합이 발생하여 1996 년 11 월부터 2006 년 

6 월 사이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 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환자 63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남성 환자는 44 명, 여성 환자는 19 명이였으며, 환자의 

연령분포는 12 세에서 68 세로 평균 40 세였다.  

 

가. 환자군의 특성 

수상 당시 개방성 골절 12 예 및 폐쇄성 골절 51 예였으며, 수상 

기전은 고에너지 손상이 54 예로 교통사고 46 예, 추락사고 7 예, 

총상 1 예였으며, 저에너지 손상은 9 예로 보행 중 넘어지며 

수상한 경우 4 예, 좌상에 의한 경우가 5 예 있었다. 골절에 대한 

분류는 우측 34 예, 좌측 29 예였고, 부위에 따라 근위부 1/3 

14 예, 중위부 1/3 33 예, 원위부 1/3 16 예였다.  수상 당시 

Winquist-Hansen 방법 5 에 의한 분류는 제 1 형 15 예, 제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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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 제 3 형 15 예, 제 4 형 8 예였다. 수상시부터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불유합으로 수술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17.6 개월로 6 개월부터 6 년이었다. 불유합의 

분류로는 31 예가 과혈관성(비후형, hypervascular, hypertrophic) 

불유합, 그리고 32 예가 무혈관성(위축형, avascular, atrophic) 

불유합이 있었다.  

 

나. 수술적 치료 

불유합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선택은 골결손의 크기가 1 cm 

미만이고, 골절부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골수정 

교체술을 고려하였으며, 기존의 골수정 제거에 실패하거나, 분쇄 

정도가 심하여 골수정 주변에 큰 골결손이 있는 경우, 골수강이 

넓어 가장 큰 직경의 골수정을 사용하여도 견고한 내고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을 골이식술과 함께 

시행하였다. 부정 정렬로 인하여, 금속판 고정술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95° condylar blade plate 를 사용하였다. 또한 

내고정이 견고하게 되어 일부 골유합을 얻었으나 대퇴골 

신연부(전방 혹은 외측방)에 골결손이 있어 젊은 환자에서 

금속정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골이식만을 

시행하였다. 이런 각각의 적응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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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술 34 예,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 20 예, 금속판으로 전환한 

경우가 7 예, 그리고 골이식만을 시행한 경우가 2 예였다.  

 

2. 연구 방법  

 

각각의 환자들에게 있어 수상 당시부터의 발생 기전 및 개방성 

골절 유무, 초기 수술 방법과 흡연 유무, 기저 질환 유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본원 내원 

당시부터 수술 후 골유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결과는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 판정하였으며, 골유합은 방사선학적으로 골편이 가골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진찰 소견상 골절부의 통증이나 압통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불유합에 대한 수술 후 골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개방성골절, 고에너지 손상, 연부조직 

결손, 골결손, 감염, 관혈적 정복 등과, 기계적 요소로서 부적절한 

고정, 전신적 요소로서 고령, 영양상태, 흡연, 진통소염제, 항응고제, 

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을 고려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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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대부분 서술적인(descriptive) 단면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로서, 골수정 교체술 후 골유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기 위해, 분쇄골절의 정도, 해부학적 위치(간부 혹은 

비간부), 불유합의 유형, 수상 당시 골절의 개방성 혹은 폐쇄성 

여부, 고에너지 혹은 저에너지 손상 여부, 이전 골수정 삽입술의 

형태(관혈적 정복 혹은 도수정복 여부), 그리고 흡연 여부 등의 

요소들에 대해, Fisher’s exact test 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 결과는 p<0.05 인 경우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통계 분석은 SAS-PC software 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을 이용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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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골수정 교체술(Exchange nailing) 

 

골수정 교체술을 시행한 34 예 중 28 예(82%)에서 한번의 

수술로 골유합을 얻었으며(Figure 1), 골유합까지의 기간은 평균 

6 개월(범위 4-12 개월)이었다(Table 1). 흡연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흡연 환자 14 예 중 10 예(71%)에서, 비흡연 환자 

20 예 중 18 예(90%)에서 골유합을 얻었고, 유합에 걸린 평균 

기간은 흡연 환자 6.4 개월 및 비흡연 환자 5.8 개월이었다. 

불유합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는 무혈관형 불유합 12 예 중 

10 예(83%)에서, 과혈관형 불유합에서는 22 예 중 

18 예(81%)에서 골유합을 얻었으며, 평균 유합 기간은 각각 

5.7 개월 및 6.2 개월이었다. 초기 수상시 개방성 골절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개방성 골절이 5 예 중 4 예(80%)에서, 

폐쇄성 골절에서는 29 예 중 24 예(83%)에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고 각각의 평균 유합 기간은 평균 5.9 개월 및 

6.1 개월이었다. 관혈적 정복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골수정 

교체술 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던 8 예중 6 예(75%)와 

도수 정복술을 시행했던 26 예 중 22 예(85%)에서 골유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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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었고, 각각의 평균 유합기간은 6 개월과 

6.1 개월이었다. 손상기전에 따른 분류에서는 고에너지 손상인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 30 예 중 26 예(87%)와 저에너지 손상 

4 예 중 2 예(50%)에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각각의 

평균 유합 기간은 6.2 개월 및 5.8 개월이었다. 골절 부위별로는 

골간부 골절 24 예중 22 예(92%)에서, 비 골간부 골절 10 예중 

6 예(60%)에서 골유합을 얻었고 골유합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각각 5.8 개월 및 6.6 개월이었다. 마지막으로 

단순골절과 분쇄골절에 따른 유합의 비교에서는 단순골절 25 예 

중 23 예(92%)와 분쇄골절 9 예 중 5 예(56%)에서 골유합을 

얻었으며 각각의 골유합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각각 5.9 개월 

및 6.8 개월이었다. 6 예에서는 골수정 교체술을 통해 골유합을 

얻을 수 없었으며, 이중 4 예에서는 최초의 손상에서 심한 

일차적 분쇄골절이 있었으며, 나머지 두 예의 경우 불유합 

부위가 원위 1/3 및 근위 1/3 에 위치한 경우였다. 이중 4 예는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과 골이식술을 시행하여 골유합을 

얻었으며, 나머지 2 예중 1 예에서는 골수정 교체술을 

재시행하였고, 1 예는 골이식술만을 시행하여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8 개월(범위 4-16 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되었다(Table 2).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는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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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isher’s exact test 에서는 분쇄 정도가 심한 

경우(p=0.031)와 비간부 골절(p=0.048)에 한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골수정 교체술의 실패율을 나타내었고,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에서는 분쇄 정도가 심한 경우(p=0.032)와 비 

간부 골절(p=0.047), 개방성 골절(p=0.047), 관혈적 

정복술(p=0.023)이 골수정 교체술의 실패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양상을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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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se of ‘exchange nailing’. Preoperative radiograph(1a) of 

hypervascular diaphyseal nonunion after femoral IM nailing made at the 

presentation of a fifteen-year-old girl who sustained a Winquist - Hansen 

Grade 1 fracture due to motor vehicle accident.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graph(1b) after exchange femoral nailing with Metaphyseal-diaphyseal 

nail(10mm sola nail to 12mm MDN) and radiograph(1c) made five months 

after exchange nailing, showing solid osseous union. 

 

 

 

 

1b 1c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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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Successful Exchange nailing. 
Case Sex Age Union Fx1 site Comm2 NU3 type Duration of NU (months) Union time(months) BG4 No. Preop5  No. Smoke Fx Type Nailing Trauma type Vector 

1 M 63 U6 D7 S9 H11 14 5 0 2 X open closed High13 MVA15

2 M 27 U D S H 39 3 0 2 O closed closed Low14  Falling 

3 F 39 U D S A12 8 3 0 1 X closed closed High  MVA 

4 M 33 U D S H 8 5 1 3 O closed closed High  MVA 

5 F 16 U D S H 10 3 0 1 X closed closed High  MVA 

6 M 25 U ND8 C10 H 6 10 0 2 O open closed High  MVA 

7 M 32 U D C H 8 13 0 1 O closed closed High  MVA 

8 M 33 U D C H 13 5 0 1 X closed closed Low Contusion

9 M 40 U D S H 24 14 0 1 O closed closed High  MVA 

10 F 41 U D S A 8 10 0 1 X closed closed High  MVA 

11 F 61 U D S H 30 7 1 2 X closed closed High  MVA 

12 M 39 U D C A 7 4 0 1 O open open High  MVA 

13 M 28 U D S H 25 3 0 1 O closed closed High  MVA 

14 F 43 U ND S H 120 10 0 2 X closed closed High  MVA 

15 J 44 U D S H 9 6 0 1 O closed closed High  MVA 

16 M 28 U D S A 12 5 1 1 O closed open High  MVA 

17 M 28 U D C H 7 6 1 1 O closed open High  MVA 

-다음폐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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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 48 U ND S H 49 5 0 1 X closed closed High  MVA 

19 F 32 U D S A 7 3 1 1 X closed open High  MVA 

20 F 23 U D S A 33 7 2 3 X closed closed High  MVA 

21 M 48 U D S H 13 4 0 1 X closed closed High  MVA 

22 M 24 U D S A 8 7 0 1 X closed closed High  Falling 

23 F 16 U D S A 7 3 0 2 X closed closed Low  Contusion

24 M 34 U ND S A 19 7 1 2 X closed open High  MVA 

25 M 47 U D S H 12 5 1 2 X open closed High  MVA 

26 F 61 U D S H 29 3 0 2 X closed Closed High  MVA 

27 M 34 U ND S H 37 4 0 2 X closed closed High  MVA 

28 M 42 U ND C A 24 12 1 1 X closed open High  MVA 

1:Fracture, 2: Comminution, 3:Nonunion, 4: Bone graft, 5:Previous operation, 6:Union, 7:Diaphyseal, 8:Non-diaphyseal, 

9:Simple, 10:Comminuted, 11:Hypervascular, 12:Avascular, 13: High energy injury, 14: Low energy injury, 15:Motor 

vehic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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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Failed Exchange nailing 

Case Sex Age Union Fx1 site Comm2. NU3 type Duration of NU (month) Union time (month) BG4 No. Pre op5 No. Smoke Fx Type Nailing Trauma type Vector 

1 M 22 NU ND6 S8 A10 23 8 1 3 X open Closed High12 MVA14

2 M 27 NU D7 C9 H11 40 7 1 1 O closed open High Falling 

3 M 39 NU D C A 59 4 1 1 O closed closed High MVA 

4 M 33 NU ND S H 19 16 2 1 O closed open Low13 Contusion

5 M 16 NU ND S H 5 5 1 1 O closed closed Low Slipping

6 F 25 NU ND C H 7 7 1 1 X closed closed High MVA 

1:Fracture, 2: Comminution, 3:Nonunion, 4: Bone graft, 5:Previous operation, 6:Non-diaphyseal, 7:Diaphyseal, 8:Simple, 

9:Comminuted, 10:Avascular, 11:Hypervascular, 12: High energy injury, 13: Low energy injury, 14:Motor vehic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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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results of exchange nailing 

 Univariate analysis1 Multivariate analysis2 

 P value Odds ratio P 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High grade comminution  0.031* 9.2 0.032 14.6 1.0-137.6 

Nonunion site (diaphyseal or non-

diaphyseal area) 

0.048 7.3 0.047 11.9 1.3-168.5 

Nonunion type 0.649  0.44   

Closed or open fracture 0.353  0.047   

Closed or open nailing 0.126  0.023   

High or low energy injury 0.135  0.303   

Smoking 0.173  0.376   

1: Fisher’s exact test, 2: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ignificant values(P<0.05) appear in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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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 및 골이식술(Augmentative plate fixation 

with bone grafting) 

 

골수정 교체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29 명 중 20 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과 골이식술을 시행하였고 

(Figure 2), 20 예 모두에서 한번의 수술로 골유합을 얻었으며 

평균 골유합 기간은 5.5 개월(범위 4-9 개월)이었다 (Table 4). 

불유합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는 무혈관형 불유합이 

16 예(80%)였으며, 과혈관형 불유합이 4 예(20%)였다. 골수정 

제거에 실패한 경우 2 예, 분쇄정도가 심하여 골수정 주변에 큰 

골결손이 있는 경우 13 예, 넓은 골수강으로 견고한 내고정을 

얻지 못한 경우 5 예였다. 사용한 plate 의 종류로는 LC-DCP 8 예, 

DCP 5 예, LCP 등 나머지 금속판이 6 예 였으며, lag screw 만을 

사용한 경우가 1 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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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se of ‘augmentative plate fixation with bone graft’. Preoperative 

radiographs (2a and 2b) taken when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our institute. 

Nonunion of femoral shaft with bony defect is noted after previous open 

intramedullary nailing and wiring. Radiographs (2c and 2d) taken 13 months 

postoperatively demonstrate union after plate augmentation and bone graft. 

 

 

 

 

 

 

2b 2a 2c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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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Augmentative plate fixation with bone graft 

Case Sex Age Fx1 site Ix2 NU3 type Duration of NU (month) Union time (month) BG4 No Pre op5 No. Smoke Fx Type Trauma type Vector 

1 M 68 ND6 WM8 A11 7 7 1 1 X closed Low13 Slipping 

2 M 68 ND C9 A 30 6 2 3 X closed Low Slipping 

3 F 27 ND WM H12 11 4 3 2 O open High14 MVA15 

4 M 22 ND C A 6 6 1 1 X open High Falling 

5 F 40 ND C A 22 7 1 2 X closed High MVA 

6 M 46 ND WM A 13 4 1 1 O closed High MVA 

7 M 41 ND C A 10 4 1 1 X open High MVA 

8 M 26 ND C H 7 9 1 1 O closed High MVA 

9 M 27 D7 RF10 H 40 7 1 1 X closed High MVA 

10 F 40 ND C A 24 4 1 2 X closed High MVA 

11 F 34 D C A 12 5 2 2 O closed High MVA 

12 M 56 D C A 1 4 1 1 X closed High MVA 

13 M 46 D C A 6 5 1 1 X closed High MVA 

14 F 49 D C A 8 7 1 1 O open Low Contusion

15 M 27 ND WM H 7 4 1 1 X closed High MVA 

16 M 51 D RF A 4 5 1 1 X open High Falling 

-다음폐이지에 계속- 



 22 

17 M 31 D C A 74 5 1 2 X closed High MVA 

18 F 66 D C A 6 4 1 1 O closed High MVA 

19 F 57 ND WM A 6 5 1 1 X closed High MVA 

20 F 43 ND C A 9 8 1 1 O open Low Contusion

1:Fracture, 2 : Indication, 3:Nonunion, 4: Bone graft, 5:Previous operation, 6:Non-diaphyseal, 7:Diaphyseal, 8:Wide 

metaphysis, 9:Comminuted, 10:Removal failure due to broken nail, 11:Avascular, 12:Hypervascular, 13:Low energy 

injury, 14:High energy injury, 15:Motor vehic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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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판 고정술로 전환(Conversion to plate fixation) 

 

기존의 골수정을 제거하고 금속판 내고정으로 전환한 경우가 전체 

63 명의 환자 중 7 예 있었으며, 모든 예에서 한번의 수술로 

골유합을 얻었고, 골유합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7 개월(범위 2-

9 개월)이었다. 7 예 모두 1 차 수술 후 부정 정렬이 있었던 

경우였으며, 7 예 중 6 예는 근위부 1/3 에 골절이 있던 

경우였다(Table 5). 1 차 수술에 사용되었던 골수정을 모두 제거한 

뒤 관혈적 정복술을 통해 정렬을 맞추고 7 예 모두에서 95° 

condylar blade plate 를 이용하여 내고정을 시행하였다(Figure 3). 

7 예중 5 예에서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1 예에서는 

골이식술과 함께 reconstruction 금속판을 이용한 보존적 금속판 

고정술을 병행하였고, 또 다른 1 예에서는 수술 후 5 개월에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나, 회전 부정 유합으로 인해, 추가 회전 

절골술이 필요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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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Case of ‘conversion to plate fixation’. Typical varus deformity and 

nonunion developed after proximal femoral nailing(3a). It was revised with a 

95 degree condylar blade plate and bone graft(3b). Radiograph(3c) made four 

months after conversion to plate fixation, showing solid osseou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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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Conversion to Plate Fixation 

case Sex Age Fx1 site Ix2 NU3 type Duration of NU (month) Union time (month) BG4 No Pre op5 No. smoke Fx Type Trauma type Vector

1 M 33 ND6 Malalign.8 A9 3 7 1 2 O closed High11 MVA12

2 M 12 ND Malalign. A 12 2 2 1 X closed High MVA 

3 F 34 ND Malalign. A 43 9 3 4 X closed High MVA 

4 M 46 ND Malalign. A 25 5 1 1 X closed High MVA 

5 M 57 ND Malalign. H10 12 2 1 1 X closed High Falling

6 M 37 ND Malalign. A 8 9 1 1 X closed High Falling

7 F 31 D7 Malalign. A 28 6 1 3 X closed High MVA 

1:Fracture, 2: Indication, 3:Nonunion, 4: Bone graft, 5:Previous operation, 6:Non-diaphyseal, 7:Diaphyseal, 

8:Malalignment, 9:Avascular, 10:Hypervascular, 11:High energy injury, 12:Motor vehic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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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이식만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Bone graft only)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인 경우에 한해 골이식만을 이용한 골유합을 

시행하였다. 적응증으로는 견고한 내고정으로 일부 골유합은 

얻었으나, 대퇴골 신연부(전방 혹은 외측방)에 골결손이 있어 젊은 

환자에서 금속정 제거가 곤란했던 2 예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경우는 불유합에 대한 유합술의 의미로서 골이식을 시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조기에 골유합을 유도하여 환자들의 빠른 재활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수술이었다(Figure 4). 1 예의 환자는 총상에 의해 

광범위 골결손이 동반된 개방성 골절 환자였으며, Metaphyseal-

Diaphyseal 골수정(MDN, Zimmer)을 이용하여 견고한 내고정을 

얻었으나 광범위 골 결손으로 유합이 지연되고 있던 경우였다. 2 예 

모두 한번의 골이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골유합을 얻었으며 평균 

5 개월(범위 4-6 개월)의 유합기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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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ase of ‘bone graft only’. A thirty-one-year-old man who sustained 

a Winquist - Hansen Grade 4 fracture on proximal 1/3 of femur shaft due to 

slipping. Radiograph(4a) taken seven months postoperatively demonstrate 

delayed union and bony defect was notied at lateral aspect of fracture site 

after open nailing with long intertrochanter subtrochanter nail. 

Radiograph(4b) made 10 weeks after bone grafting, is showing solid osseous 

union. 

 

 

4a 

4b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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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퇴골 골절에 대해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한 뒤 발생한 불유합을 다양한 수술로 치료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Figure 5).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은 골절부의 

연부조직과 혈행 손상을 최소화하고 견고한 내고정을 유지하여 

조기 관절 운동 및 체중 부하, 골유합 촉진, 입원기간 및 

회복기간의 단축 등의 장점이 있어, 성인의 급성기 대퇴골 간부 

골절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방법으로, 1940 년대에 

Küntcher 에 의해 소개되었다. 1960 년대에 교합성 금속정의 개념이 

발표된 후 발전하여 1984 년 Winquist 등 5,6 이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 방법을 개선하여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및 교합 나사를 

사용함으로써 회전에 대한 고정력을 보강하면서 심한 분쇄골절이나 

분절골절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였다 1,2.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은 합병증의 빈도가 5%로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 5, 여러 합병증 중 불유합에 대해서 Brumback 

등 8,9 은 2%로 보고하였고, Winquist 등 5 은 0.5~3%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후, 대퇴골 간부 골절의 

불유합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퇴골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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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불유합을 경험하는 정형외과 의사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Kempf 등 10 은 대퇴골 간부가 단순 골절인 경우 폐쇄적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시 2%, 복합 골절에 폐쇄적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시 

10%, 관혈적 확공성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시 20%로 복합 골절 

및 관혈적 정복을 시행할 경우에 불유합의 발생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Figure 5. Diagram presenting the reoperations performed for nonunion of 

sixty-three femoral fractures after intramedullary nailing. 

Nonunion after femoral nailing (63cases) 

Exchange nailing (34 )  Aug. plating & B/G (20) Bone grafting (2) Plating (7) 

Union (28) Nonunion (6) Union (20) Union (6) Union (2) 

Aug. plating & B/G (4) 

B/G (1) 

Re-exchange nailing (1)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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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연구 기간 동안 본원에서 대퇴골 골절에 

대해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받은 204 예 중 

12 예(5.8%)에서 불유합이 발생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불유합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개방성 골절, 고에너지 손상, 부적절한 연부조직 조작으로 인한 

골절부 혈액 순환 장애, 골결손, 감염, 관혈적 정복술 등이 있으며, 

기계적 요소로서 부적절한 내고정이 있고, 일반적 요소로서 고령, 

흡연, 영양실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및 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이 

알려져 있다 6. 불유합은 과혈관형과 무혈관형으로 분류하며, 전자의 

경우는 골절부위에 적절한 고정이 안되어 가골형성은 되나 유합이 

안되는 경우로 치료의 원칙은 적절한 고정을 얻는 것이며, 후자는 

주로 골절 부위에 골결손이나 골절부 신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의 원칙은 골결손부의 골이식술이다 10. 대퇴골의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후 불유합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보고가 없는 상태이나 개방성 골절, 감염, 부적절한 금속정의 사용, 

부적절한 조기 체중 부하, 부적절한 금속정 삽입구의 선택 등이 

보고되고 있다 11-14. 

불유합의 치료방법으로는 골이식술, 역동화, 더 큰 직경으로의 

골수정 교체술, 불유합 부위의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고 해면골 이식 

후 견고한 금속판을 내고정하는 법, 보강적 금속판 내고정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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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골수정 교체술, 보강적 금속판 내고정술, 

기존의 금속정 제거 후 금속판 내고정술 및 해면골 단독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Wu 등 15 은 복합골절로 교합성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역동화를 시행하여 46~58%에서만 골유합을 얻어 

골절부의 안정성이 없는 경우에 불유합의 치료법으로 적절하지 

않고 단축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동화만 시행하여 골유합을 얻은 군은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골수정 교체술은 1972 년 Olerud 와 Kalström 이 경골의 불유합의 

치료로서 기존의 골수정을 더 큰 직경의 골수정으로 교체한 것을 

보고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6. 이후 1980 년대와 1990 년대 초를 

거치면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 골수정 교체술이 하지에 발생한 

불유합의 치료로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Hak 등 17 은 

이 방법을 통해 골이식 등 추가 시술 없이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고, 전 체중 부하가 가능하여 능동적으로 재활에 임할 수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골수정 교체술은 기존의 

골수정을 제거하면서 골수강의 확공술을 통해 직경이 더 큰 

골수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측면의 효과와 기계적 측면의 

효과가 있다 18. 생물학적 측면의 효과는 골수강의 확공술을 통해 

얻어지며, 저자들에 따라서 골내막의 혈액순환을 파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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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으로 골막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골막의 신생골 

형성을 자극한다는 이론과, 확공술에 의한 부산물에는 골모세포들을 

위시한 여러 줄기세포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소적인 골이식의 

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유합이 이루어진다는 이론, 그리고 확공술이 

성장 촉진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염증반응을 유발시키며, 

면역체계의 활성을 억제하는 등의 기전으로 골유합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등이 있다. 기계적 측면의 효과는 직경이 더 큰 

골수정을 삽입함으로써 얻어지며, 축성 압박력과 굽힘력에 대한 

강도 및 경도가 커지고 확공술을 통해 피질골과 골수정의 

접촉면적이 넓어짐으로써 안정성을 부여하게 되며, 여러 개의 교합 

나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19-21. 그러나 모든 

하지 장골에 발생한 불유합의 치료에 골수정 교체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골수강 내의 접촉면, 변형, 감염 및 골절의 

해부학적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체되는 골수정의 직경은 

기존에 삽입되었던 골수정의 직경보다 최소 1mm 이상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기존에 과도하게 작은 직경의 골수정이 삽입된 

경우에는 4mm 까지 큰 골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 18. Wu 와 Chen 

등 11 은 16 예의 대퇴골 간부의 비감염성 불유합 환자를 골수정 

교체술로 치료한 결과와 또 다른 19 예의 환자를 골이식술로 

치료한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모든 경우(100%)에서 골유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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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었으나 골수정 교체술이 더 간단하고 골유합 기간이 

짧아 우수한 방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Hak 등 17 은 18 예 중 

13 예(72%)에서 골수정 교체술을 통해 골유합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Weresh 등 20 은 19 예 중 10 예, 그리고 

Banazkiewicz 등 22 은 19 예 중 11 예에서만 골수정 교체술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그 원인의 분석에서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 분쇄 정도가 심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수정 교체술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Koval 등 23 은 16 예의 

대퇴골 원위부 불유합에 대해 후향적 골수정을 이용하여 치료한 

결과에서 단 4 예에서만이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며, 남은 12 예 

중 4 예에서 골수정 교체술을 이용하여 치료하였으나 4 예 모두에서 

골유합을 얻을 수 없음을 보고하였다. Brinker 와 O’Connor 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골수정 교체술은 대퇴골 간부 단순 

골절을 금속정으로 치료한 후 발생한 비감염성 불유합의 치료에 

있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하였다 18. 본 연구에서는 총 

34 예에서 골수정 교체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28 예(82%)의 높은 

유합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평균 유합 기간은 6 개월이었다. 감염성 

불유합은 없었으며, 흡연 여부, 불유합의 형태, 초기 손상 시 개방성 

골절 여부, 관혈적 정복 여부, 손상 기전, 골절 부위 및 분쇄 정도가 

골수정 교체술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Fisher’s exact tes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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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실제로 

Fisher’s exact test 에서는 비흡연 환자, 폐쇄성 골절, 도수정복 및 

저에너지 손상에서 높은 유합율과 짧은 유합 기간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으며, 분쇄 정도가 심하고(p=0.031), 간부 

골절이 아닌 경우(p=0.048)에 한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골수정 교체술의 실패율을 보여, Brinker 와 O’Connor18 가 보고한 

골수정 교체술의 적응증과 일치하였고 Winquist 와 Hansen24 이 

분쇄의 정도에 비례하여 불유합율과 골유합 기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도 일치하였다(Table 3). 그러나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에서는 개방성 골절 및 관혈적 정복술 역시 실패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Fisher’s exact test 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는데, 개방성 골절의 경우 골수정 교체술을 시행할 당시에는 

대부분 연부조직 손상이 치유되어 개방성 골절 유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관혈적 금속정 교체술을 

시행한 환자 중 8 명의 경우 골이식을 시행한 6 명은 골유합이 

이루어졌으나, 이종골이식(Loboc)을 시행하거나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2 명에서는 골수정 교체술이 실패하였는데, 골유합이 이루어진 

6 예 중 5 예는 무혈관형 불유합이었으며, 모두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 골절이 발생한 경우였다. 따라서 관혈적 정복 및 골이식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심한 골결손이나 분쇄 골절에서는 동종골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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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 이식이 골유합에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골수정 

교체술이 실패한 6 예 중 4 예에서는 최초의 손상에서 심한 일차적 

분쇄골절이 있었으며, 나머지 두 예의 경우 불유합 부위가 원위 1/3 

및 근위 1/3 에 위치한 경우였다. 이중 4 예는 보강적 금속판 고정 

및 골이식술로, 1 예는 골수정 교체술을 재시행하여, 나머지 1 예는 

골이식술만 시행하여 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단 본 연구에서 

골수정 교체술의 실패 예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63 예의 환자 중 20 예의 환자들에서는 

골수정 교체술이 여의치 않아 보강적 금속판 고정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적응증은 기존의 골수정 제거에 실패하거나(2 예), 

골수정 주변의 골결손부의 분쇄정도가 심하거나(13 예), 골수강이 

넓어 가장 큰 직경의 골수정을 사용하여도 견고한 내고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5 예)로 보았으며, 모든 예에서 단 한 차례의 수술로 

평균 5.5 개월에 만족할만한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Tarr 와 

Wiss25 에 의하면 금속판은 염전력에 강하지만 나사못 구멍에 응력 

집중 현상이 있어 굽힘력에 약하고, 골수정은 경도가 강하여 축성 

압박력과 굽힘력에는 안정성이 충분하지만, 회전력에 대한 저항이 

약하여 불유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강적 금속판 

고정으로 회전력에 대한 저항력을 보강함으로써 고정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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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자 하였으며, 무혈관성 불유합의 경우에는 동시에 자가 해면골 

이식술로 골유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Ueng 등 26 은 교합성 금속정 

삽입술 후에 부적절한 내고정으로 발생한 대퇴골 간부 골절 후 

불유합 17 예에 대하여 회전력에 대한 저항을 보강하기 위해 

부가적 금속판 고정을 사용하여 수술 후 7 개월에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술식의 단점으로는, 첫째, 골수정과 

금속판 사이에서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좁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골조직과의 접촉면을 최소화 하였으며, 나사못을 V 자형으로 

삽입하였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 내고정물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한 번에 제거할 것인지, 

두 번으로 나누어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에 나누어 

제거한다면 골수정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 금속판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 예 중 16 예의 무혈관형 불유합과 4 예의 과혈관형 불유합에 

대하여 보강적 금속판 고정술 및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본 

술식은 골 결손이 심한 분쇄골절이나 골간단부의 골절 등 선택적인 

경우에 있어, 연부 및 골막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골절편 

사이의 섬유 연골 조직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안정된 골 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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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빠른 골유합을 유도하여 조기에 재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골수정을 제거하고 금속판 내고정으로 전환한 경우가 

7 예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1 차 수술 후 불유합과 함께 부정 

정렬이 동반된 경우 였다. 금속판 내고정술은 수술 규모가 크고, 

감염율이 높으며, 내고정물의 부전이 많아 과거보다 사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Geissler 27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 연부조직 손상의 최소화, 골이식술 등으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므로 대퇴골 불유합의 치료로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대퇴골의 근위부 1/3 의 골절과 같이 부정 정렬이 잘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불유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속정 교체술로는 교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금속판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2 예에서는 골이식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며, 2 예 모두 견고한 내고정이 이루어지고 

가골이 풍부하게 형성되는 과혈관형으로, 일부 골유합은 얻었으나, 

부분적으로 유합이 지연되는 경우였다. 이들은 불유합에 대한 

치료로서 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퇴골 신연부(전방 

혹은 외측방)에 남아있는 골결손으로 인해, 젊은 환자들에서 금속정 

제거가 곤란한 경우로, 조기에 골유합을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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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재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골이식을 시행하여 평균 5 개월의 

유합기간을 통해 결손부의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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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골수정 교체술은 분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대퇴골 간부 골절의 

비감염성 불유합의 적응증을 만족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심한 분쇄골절, 혹은 

골간단부의 골절과 같은 선택적인 경우에 한해, 보강적 금속판 고정 

및 골이식술은 수술적 치료로서 매우 우수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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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atment of Nonunion after Femoral Nailing 

 

Sul Gee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 Hyun Yang) 

 

Purpose: Intramedullary (IM) nailing is the standard treatment of 

most acute femoral shaft fractures in adults. Expansion of indication 

and wide use of IM femoral nailing has induced increased incidence of 

femoral shaft nonunion. We retrospectively assess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surgical options for femoral shaft nonunion after femoral shaft 

IM nailing.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studied 63 patients with 

nonunion of the femoral shaft without infection that had been 

previously treated with IM nailing from November 1996 to June 2006. 

There were 44 male and 19 female patients whose mean age wa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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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12 to 68 years). Surgical options were exchange femoral nailing 

(34 cases), plate augmentation with bone graft (20 cases), conversion to 

plate fixation (7 cases), and bone graft only (2 cases).  

 

Results: Twenty-eight cases (82%) out of 34 femoral nonunion treated 

with exchange nailing were united by single operation and the mean 

union time was 6 months (4 to 12 months). All other 29 cases treated 

with plate augmentation with bone graft, conversion to plate fixation, 

and bone graft only had successful union by one surgery. Six cases of 

failed exchange nailing achieved union by additional operation with 

plate augmentation with bone graft in 4 cases, with re-exchange nailing 

in 1 case and with bone graft alone in one case. Failure in exchange 

femoral nailin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ighly comminuted 

(p=0.031) and non-diaphyseal (p=0.048) cases by Fisher’s exact test 

and in highly comminuted(p=0.032), non-diaphyseal(p=0.047), open 

fracture(p=0.047), open nailing(p=0.023)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 Exchange nailing was an effective treatment option for 

nonunion after IM nailing, especially in diaphyseal and highly 

comminuted femoral fractures. In some selected cas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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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nution or metaphyseal area, plate augmentation with bone graft 

can be an excellen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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