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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의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한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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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노령층의 대퇴경부골절로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임상 및 방사선적 실패로 인하여 고관절 전치환

술로 전환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65세이상의 연령군에서 대퇴 경부 골절로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

행 받은 환자 92명중 감염을 제외하고 5년 이내에 전치환술을 시행한 9명(9.8%)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과 치료 방법

을 알아보았다. 연령은 67세에서 76세로 평균 72.5세였다. 전환술의 원인으로는 비구의 연골마멸에 따른 지속적인 동통

이 3예, 비구컵의 근위부 이동이 3예, 삽입한 대퇴스템의 방사선적 실패소견으로 이완소견이 2예,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마모와 이에 동반된 골용해가 1예였다.

결과: 일차 수술 후 평균 4년 5개월(범위, 2년 10개월부터 5년) 후에 전치환술로 전환하였다. 6예에서 비구컵 인공 삽

입물만을 치환하였고, 3예에서 비구컵과 대퇴스템 모두를 치환하였다. 전치환술후 평균 3년(범위, 1년 6개월부터 4년)

간의 추시 기간 중 Harris Hip Score는 excellent(90~100) 2예, good(80~89) 6예, fair(70~79) 1예로

88.9%가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고, 술 전 평균 57.5점(범위, 42점부터 64점)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82.0점(범위,

75점부터 91점)으로 향상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임상적인 증상해소와 개선을 얻을 수 있었고, 추시 기간 중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인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 후 비구연골마멸이나, 비구컵의 이동에 기인한 통증으로 전치환술로의 재치환이 필요하였

으며 전환술 후에는 모든 경우 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색인 단어: 대퇴경부골절,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

서 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은 치료의 어려움,

높은 합병증 발생률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특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 , 1 1 ). 이중 대퇴 경부 골절은 아직도

그 치료에 많은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대퇴골 경부 골

절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는 골절편들을 해부학적으로 정

확히 정복하고, 압박하여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이지만, 골

절의 정복 및 금속 내고정의 적응증이 안 되는 환자에서는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이 구제 수술(salvage procedure)

로써 선택된다. 골절의 적절한 정복을 얻기 어렵거나 유지

가 어려운 경우, 병적 골절이나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

우, 고령의 환자,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는 주로 일

차적으로 대퇴골두 치환술을 실시하나 이에 대한 적응증은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에 사용했던 단극

성 대퇴골두 치환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1 9 7 0년대

B a t e m a n1 )에 의해 개발된 양극성 반치환술은 많은 장점이

있어3 , 1 3 ), 고령 환자의 대퇴 경부 골절의 치료 방법으로 많

이 사용되어 왔으나 수술후 관절 주위에 남아있는 조직들

이나 비구 연골하부 신경이 자극되어 발생되는 지속적 서

혜부 동통으로 파행이 발생되고 골반 내로 골두의 점진적

돌출(protrusio acetabuli)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고관절 전치환술은 비구컵 고정 방법의 발달로 실패율이

적어지고, 수술 후 통증의 완전한 소실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질병 이환율( m o r b i d i t y )

과 합병증 발생율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대퇴 경부 골절

에 있어 내고정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1 9 , 2 0 ), 불유합이

나 무혈성괴사의 가능성 및 조기 재활치료의 필요성 등으

로 인해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많은 경우에서 시행되고 있

으며 특히 짧은 수술시간, 그리고 관절탈구와 같은 수술

초기 합병증의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전치환술보다는 양

극성 반치환술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7 , 1 2 , 1 8 ). 이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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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노령층에서 대퇴 경부 골절로 양극성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임상 및 방사선적 실패로 인하여 고관절 전

치환술로 전환한 경우를 분석하여 실패 원인과 이에 따른

치료의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1 9 9 2년 3월부터 1 9 9 6년 2월까지 6 5세 이상의 연령 군

에서 대퇴 경부 골절로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

은 환자 1 2 7명중 연구기간 동안 추시관찰이 가능했던 9 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6 5세부터 9 2세로 평

균 연령은 7 5세이었다. 성별분포는 남자 3 9례, 여자 5 3례

이었으며, 좌측이 3 6례, 우측이 5 6례이었고 수상후 수술까

지의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장 3개월로 평균 6일이었다.

G a r d e n분류상 I형이 1례, II형이 2례, III형이 1 1례, IV

형이 7 8례였다. 골절 원인은 전례에서 실족으로 인한 것이

었으며, 추시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8년으로 평균 5 . 7년

이었다. 대퇴 경부 골절로 본원에서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

술을 시행받은 상기 9 2명의 환자들 중에서 감염을 제외하

고 5년 이내에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9명( 9 . 8 % )의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령은 6 7세에서 7 6세로

평균 7 2 . 5세였으며, 여자가 6례, 남자가 3례였고, 좌측이

6례, 우측이 3례였다. 전치환술로 전환후 평균 3년 (범위,

1년부터 4년)간 추시관찰하였다. 

2. 방법

1) 수술 방법 및 사용된 인공 삽입물

전례에서 측와위에서 변형된 G i b s o n의 후외측 도달법을

이용하였다. 3례에서 동종골을 이용한 골이식을 시행하였

다. 비구컵 인공 삽입물만을 치환한 7례에서는 술전 사용

했던 것과 동일한 인공 삽입물, Harris-Galante bipolar

system (Zimmer, Warsaw, USA)을 사용하였고, 비구

컵과 대퇴스템 모두를 치환한 2례에서는 H a r r i s - G a l a n t e

prosthesis II system (Zimmer, Warsaw, USA)을 사

용하였다. 비구의 연골마멸에 따른 지속적인 동통이 있었

Fig. 1. (A) The radiograph of 71 year old patient with bipolar hemiarthroplasty reveals that the acetabular cartilage is eroded. The
patient complains intractable inguinal pain. (B) The acetabar cup is replaced.

A B

Fig. 2. (A) The superior migration of acetabular cup is noted at 3.5 years after surgery. (B) The revision surgery is performed. The
acetabular bone deficiency is treated with allograf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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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3례(Fig. 1A,B)와 비구연골 마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비구컵의 근위부 이동이 있었던 3례(Fig. 2A,B),

총 6례에서 비구컵 인공 삽입물만을 치환하였다. 삽입한

대퇴스템의 방사선적 실패소견으로 이완소견이 있었던 2례

와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마모와 이에 동반된 골용해가 있

었던 1례(Fig. 3A,B), 총 3례에서는 비구컵과 대퇴스템

모두를 치환하였다. 전치환술 시 1례에서 대퇴골 근위부의

골절이 발생하여 강선결박( w i r i n g )을 실시하였다.

2) 임상평가

임상평가는 Harris Hip Score(HHS)로 평가하였다.

3) 방사선 평가

방사선 평가는 수술전, 수술직후, 그리고 최종 추시시의

고관절 전후면 및 측면사진을 촬영하여 평가의 자료로 이

용하였다. 방사선상 이완의 정의는 비구컵에서는 D e L e e

와 C h a r n l e y6 )의 구역에 따라 방사선 투과성선이 전체삽

입 표면의 2 / 3이상이고 이선의 폭이 2 mm이상일 경우 해

리의 진행으로 정의하였다1 1 ). 대퇴스템의 이완은 G r u e n9 )

등이 제시한 영역으로 나누어 H a r r i s등의 기준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수술 직후 대퇴 스템의 초기 고정 상태 및

최종 추시에서의 고정 상태, 대퇴 스템의 침강, 골 내성장

또는 점용접(spot welding), 방사선 투과성선( r a d i o l u c e n t

line), 골용해(osteolysis), 발판 반응(pedestal reaction),

그리고 해리(loosening) 등을 관찰하였다.

결 과

대퇴 경부 골절로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은

총 9 2명의 환자중 9명( 9 . 8 % )에서 일차수술후 평균 4년 5

개월(범위, 2년 1 0개월부터 5년)후에 전치환술로 전환하였

다. 전치환술로 전환후 평균 3년(범위, 1년부터 4년)간 추

시관찰하였다. 전 례에서 이차 수술 전 서혜부 혹은 둔부

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전환술의 원인으로는 비구의 연골

마멸에 따른 지속적인 동통이 3례, 비구컵의 근위부 이동

이 3례, 삽입한 대퇴스템의 방사선적 실패소견이 2례, 폴

리에틸렌 삽입물의 마모와 이에 동반된 골용해가 1례였다

(Table 1). 

Fig. 3. (A) The follow-up radiographs show continuous radiolucent line around femoral stem and femoral stem subsidence. The
acetabular joint space is preserved. (B) The acetabular and the femoral components are revised.

A B

Table 1. Data of patient

No Sex/Age Cause Revision
Time of revision Final 

after †BH ‡HHS

1 F/71 acetabular erosion cup replacement 4yr 10mo Excellent
2 F/72 acetabular erosion cup replacement 4yr 9mo Good
3 M/75 acetabular erosion cup replacement 5yr Good
4 F/67 superior cup migration cup replacement 3yr 6mo Excellent
5 F/69 superior cup migration cup replacement 4yr 8mo Good
6 M/75 superior cup migration cup replacement 4yr 6mo Good
7 F/76 excessive osteolysis ＊rev. THR 2yr 10mo Good
8 F/74 loosening of femoral stem ＊rev. THR 4yr 10mo Good
9 M/73 loosening of femoral stem ＊rev. THR 4yr 10mo Fair

＊rev. THR: revisional total hip replacement,  †BH: Bipolar hemiarthroplasty
‡HHS: Harris Hip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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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적 결과

전치환술후 평균 3년(범위, 1년 6개월부터 4년)간의 추

시 기간 중 최종 추시의 Harris Hip Score는 2례( 2 2 % )

에서 우수(90~100), 6례( 6 7 % )에서 양호(80~89), 1례

( 1 1 % )에서 보통( 7 0 ~ 7 9 )으로 평가되었다. 88.9%가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고, 술전 평균 5 7 . 5점(범위, 42점부터

6 4점)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8 2 . 0점(범위, 78점부터 9 1

점)으로 향상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임상적인 증상해소와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부종이 1례,

표재성 감염이 1례 있었다. 추시 관찰 중에 고관절의 심부

감염, 혈전증 또는 색전증, 대퇴골의 골절, 탈구 등의 합

병증은없었다. 

2. 방사선 결과

수술 후 고관절 전후 및 측방 방사선 사진상 비구컵 인

공 삽입물 만을 치환한 6례 모두에서 비구컵은 적절한 위

치에 삽입되었으며, 비구컵과 대퇴 스템 모두를 치환한 3

례에서 대퇴스템과 비구컵 역시 적절한 위치( o p t i m a l

p o s i t i o n )으로 삽입되었고, 비구컵의 이동이나 골반내 돌

출은 관찰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통원하여 검사한 고관

절 전후 및 측방 방사선 사진상 비구컵의 이동이나, 골용

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골의 내성장에 의한 점용접

(spot welding)은 수술 후 6 ~ 1 2개월에 관찰되었다. 대

퇴 스템의 5 mm이상의 의미있는 수직 침강은 없었고, 대

퇴 스템 주위의 방사선 투과성선은 추시 기간내에는 관찰

되지 않았다. 모든 예에서 추시 기간 중 시멘트의 분쇄,

내반 위치로의 변형이나 원위부로의 침식, 삽입물의 이완

이나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마모와 이에 동반된 골용해와

같은 방사선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전위된 대퇴 경부 골절을 입은 고령의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은 환자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거동시킴으로써 장기

간의 부동과 연관된 합병증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퇴골 경

부 골절에 대한 치료의 일차적 선택은 골절의 해부학적 정

복 및 견고한 금속 내고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무혈성괴

사, 불유합, 골절부 고정실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1 9 , 2 0 ). 이런 경우 골절이 순조롭게 치유되고 무혈성 괴사

또는 후기 분절 붕괴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결과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이 전

위가 심할 때, 골두하 골절 또는 골절선이 수직일 때, 또

는 후방 및 내측 부위에서 분쇄가 심하여 불안정한 때에는

골절의 정복이 어려우며 견고한 금속 내고정을 얻을 수 없

기 때문에 골절 부위가 붕괴되고 고정이 소실된다. 내고정

후 2년 동안에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합병증의 빈도는

2 0 ~ 4 3 %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들은 대부분

전신 상태가 불량하고 심각한 내과 질환을 앓고 있다. 양

극성 반치환술은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조기에 재활치

료가 가능하며 불유합이나 무혈성 괴사에 따른 이차수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7 , 1 2 , 1 8 ). 그러나 과거 단극성 반치환술은 비구연골의 마멸현

상과 이에 따른 비구컵의 상방전이와 동통이 문제가 되어

재치환술이 시행되었는데 P h i l l i p s1 8 )는 T h o m p s o n

p r o s t h e s i s를 사용한 예에서 7년 후 9 0 %이상에서 방사선

학적으로 비구연골의 마멸현상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1 9 7 4년 Bateman 등2 )과 G i l i b e r t y7 , 8 ) 에 의해 양극

성 반치환술이 소개된 이래 단극성 반치환술의 단점을 보

완할 것으로 여겨져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비구연골의 마멸 혹은 대퇴스템의 해리등으로 재치환

술이 시행되고 있다. Coleman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3 1례의 양극성 반치환술을 시행하고 전치환술로 재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2례는 감염, 1례는 골절, 1례는 인공

삽입물의 이상으로 전치환술로 전환을 하였다. 나머지 2 7

례중 1 7례( 6 3 % )에서 주변 조직에 폴리에틸렌 조각들이 관

찰되었다. 이 폴리에틸렌 조각들은 결국 골흡수와 스템의

이완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 0례

에서 수술장 소견 상 중등도와 고도의 비구 연골의 마멸이

관찰되었다. 비구 연골의 마멸은 특히 술후 5년 경과 시

그리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 ).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및 방사선적으로 실패소견을 보

여 재치환술을 시행한 경우가 5년 추시 관찰기간 동안 9 2

예 중 9예( 9 . 8 % )에서 있었으며 재치환술의 원인은 대퇴스

템의 해리나 골융해등의 문제보다는 비구측의 연골마멸이

직접적인 원인( 9예 중 6예)이 되었다. 특히 3예에서는 비

구연골마멸과 함께 지속적인 동통이 있어 비구컵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증상의 호전 및 기능의 회복이 있었다.

이는 과거 단극성 치환술에서 문제가 되었던 비구연골의

마멸현상이 양극성 반치환술에서도 역시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술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극운동이

감소하고 외극운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단극성 인공삽입

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1 4 , 1 7 , 2 1 ). 본 연

구에서 재치환술후 모든 예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지만 짧

은 추시 기간동안 고령에서(평균 7 2 . 5세) 비교적 높은 일

차수술의 실패율을 보였다. 이는 Lee 등1 5 )의 유사한 연령

군(평균7 5세)의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해 시행된 고관절 전

치환술의 실패율( 5년 생존률 9 5 % )보다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Lester 등1 6 )은 방사선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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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대퇴 경부 골절 환자에서 대퇴골두 표면적의 5 4 %

에서 이미 grade 2 혹은 3의 연골연화증이 진행된 것을

보고한 바 있으며 결론적으로 반치환술보다는 전치환술을

시행해야 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아직 고령 환자의 전이

성 대퇴 경부 골절 치료로서 고관절 반치환술과 전치환술

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결과로 견해를 달

리 하고 있다4 ).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고령의 연령군의

대퇴 경부골절에서 관절치환술을 시행함에 반치환술 혹은

전치환술의 선택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노령층에서 발생한 대퇴 경부골절에서 시행한 양극성 고

관절 반치환술의 실패로 전치환술로 전환술을 시행한 예를

분석하여 다음과같은 결론을얻었다.

1. 노령층에서 대퇴경부 골절로 반치환술을 시행한 뒤에

전치환술로 재치환한 원인은 주로 비구연골마멸이나 비구

컵 근위부 이동에 기인한 지속적인 동통이었으며, 전치환

술로의 전환을통하여 임상증상의 호전을얻을 수 있었다.

2. 노령층의 대퇴경부 골절에서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

이 장기간의 추시관찰시 비교적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

으므로, 대퇴경부 골절에서 일차적인 전치환술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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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in Bipolar Hemiarthroplasty for Femoral Neck Fracture in the Elderly

Ick-Hwan Yang, M.D., Seung-Yup Shin, M.D., Hyun-Chul Oh, M.D.*, Chang-Dong Han,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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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u r p o s e: We analyzed the cases which performed the conversion to total hip arthroplasty(THA) after bipolar

hemiarthroplasty for femoral neck fracture in the elderly.

Material and Method: A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on 92 patients, 65 years of age and older, who

sustained a femoral neck fracture and underwent bipolar hemiarthroplasty between March 1992 and February 1996.

Excluding the infection cases, 9 cases were performed conversion to THA due to clinical and radiological failure

within 5 years after hemiarthroplasty. The patients had a mean age of 72.5 years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The

causes of conversion to THA were acetabular cartilage erosion with intractable pain in 3 cases, proximal migration of

acetabular cup in 3 cases, radiographic failure of the femoral stem (cement fragmentation, varus tilt, distal migration

of the stem) in 2 cases and the wear of the polyethylene acetabular component and osteolysis in 1 case.

Result: Conversion to THA was performed at average 4 years 5 months after index operation (range, 2 years 10

month - 5 years). In 6 cases, acetabular cup was replaced. In 3 cases, acetabular cup and femoral stem were replaced.

During average 3 years follow-up, average Harris hip score was improved from 57.5 before surgery to 82.0 at the

time of the final follow-up. The result was checked as above fair in 88.9%. The clinical symptom was improved in all

patients and there were no clinical or radiological complications during that period. 

C o n c l u s i o n: We concluded that the main cause of conversion to THA after bipolar hemiarthroplasty was

acetabular erosion or proximal migration and on that cause, revision surgery was needed. After conversion to THA,

clinically satisfactory results were obtained in all cases.   

Key Words: Femoral Neck Fracture, Bipolar Hemiarthroplasty, Total hip arth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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