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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불안정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골절 부위 정복 형태에 따른 

생역학적 분석 

 

 
후내측 결손을 동반한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서 과도한 

지연나사의 활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과 

원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을 겹치게 하는 골수강외 정복술이 

보고되었다. 골수강외 정복술에 대한 임상적 결과는 몇 차례 

보고되었으나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생역학적 연구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소전자와 대전자를 포함한 후내측 피질골의 분쇄가 

있는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AO/OTA classification 31-A2.2)에서 골절 

부위 정복 형태에 따른 생역학적 특성을 신선 냉동 사체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총 8쌍의 신선 냉동 사체의 대퇴골을 이용하여 절골술로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을 만든 후 생역학적 실험을 시행하였다. 각 쌍의 

대퇴골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골수강내 정복과 골수강외 정복 형태를 

유지하면서 금속정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이 시편들을 이용하여 

축성 압박 일회성 파괴 실험을 시행하였다. 초기 축성 강성(initial 

axial stiffness), 최대 실패 하중(maximum load to failure) 및 

고정실패까지 총 흡수 에너지(energy absorbed to failure)를 

비교하였으며, 고정실패 패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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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강외 정복은 골수강내 정복과 비교하여 평균 초기 축성 강성이 

27.3% 높았으며(p = 0.017), 최대 실패 하중과 고정실패까지 총 흡수 

에너지도 각각 44.9%, 89.6% 높았다(p = 0.012, p = 0.012, 

respectively). 고정실패 패턴은 골수강내 정복 8개 모두에서 근위 

골편의 활강과 함께 내반 변형(sliding + varus deformity)이 

관찰됐으며, 골수강외 정복에서는 외회전 후 활강 및 내반 

변형(external rotation + sliding + varus deformity) 3개, 내회전 후 

활강 및 내반 변형(internal rotation + sliding + varus deformity) 

3개, 수직으로 미끄러지는 양상(medial slippage)이 2개가 있었다. 

실험 중 전내측 피질골의 파절은 전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소전자와 대전자를 포함하여 후내측 피질골 결손을 동반된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AO/OTA classification 31-A2.2)에서 골수강외 

정복은 골수강내 정복과 비교하여 생역학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전내측 피질골은 후내측 피질골 결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지대가 될 수 있으며 골절 고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핵심되는 말: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 골수강외 정복, 골수강내 정복, 

생역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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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골절 부위 정복 형태에 따른 

생역학적 분석 

 

<지도교수 양 규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영 창 

 

 

Ⅰ. 서론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수술의 목적은 내고정을 시행하여 

빠른 거동을 가능케 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흔하게 

사용되는 내고정 기구로는 압박 고 나사(compression hip screw)와 

금속정(intramedullary nail)이 있으나,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의 

경우는 생역학적 장점을 고려하여 금속정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1,2. 

전자간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30%까지 높게 보고되어 있다3,4. 

특히 고정실패나 재수술 시에는 합병증과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에서 첫 수술 시 안정적인 고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정 기구나 수술 기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의 치료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수술 후 고정실패의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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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지연나사의 골두 천공(lag screw cut-out)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그러한 고정실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전 연구들에서는 tip-apex distance(TAD)와 

회전에 강한 수술 기구 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9-12. 

또한 골절부의 정복 형태(reduction pattern)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에서 해부학적 정복이 가장 좋은 생역학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13,14. 그러나 소전자와 대전자를 

포함한 후내측 피질골 분쇄가 있는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의 경우에는 

해부학적 정복을 얻는 것이 어렵고, 해부학적으로 정복되어도 보행 

중 지연나사 활강 시 후내측의 지지(buttress)가 없기 때문에 정복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위 및 원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anteromedial cortex)을 

이용하는 정복 형태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15-19. 

전내측 피질골의 정복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1) 근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 전체 혹은 부분이 원위 간부 골편의 골수강 

내에 위치하는 골수강내 정복(intramedullary reduction), 2) 두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의 모서리가 맞닿아 있는 해부학적 혹은 중립적 

정복(anatomical or neutral reduction), 3) 근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 전체 혹은 부분이 원위 간부 골편의 골수강 밖에 위치하는 

골수강외 정복(extramedullary reduction)이 있다.  

후내측 피질골 결손이 있는 전자간 골절에서 비관혈적 정복술로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은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이 골수강내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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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골수강외 정복 형태의 아형이다. 

이 중 골수강외 정복은 이론적으로 고정 후 근위 골편의 활강이 

진행될 때 근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이 원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과 조기에 골성 접촉하여 활강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도한 활강 및 내반 변형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정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ang et 

al.은 골수강외 정복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양성 내측 피질골 

지지(positive medial cortical support)로 정의 하였다18. 

골수강외 정복과 관련하여 우수한 임상적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다16-19. 그러나 골수강외 정복의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뒷받침해 줄 

생역학적 근거는 부재인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소전자와 대전자를 

포함한 후내측 피질골의 분쇄가 있는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AO/OTA 

classification 31-A2.2)에서 골절 부위 정복 형태에 따른 생역학적 

특성을 신선 냉동 사체를 사용하여 실험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소전자를 포함한 후내측 피질골의 분쇄가 있는 전자간 

골절에서 골수강내 정복과 골수강외 정복 형태에 따른 골-금속정 

복합체의 생역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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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표본 준비 

 

본 연구는 신선 냉동 사체 8구를 이용하여 실험을 계획하였다. 

사체의 제외 기준은 1) 이전에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경우, 2) 

이전에 고관절 수술을 시행 받았던 경우, 3) 육안적으로 대퇴골의 

결손이나 이상 소견이 보일 경우, 4)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이 보일 

경우로 하였다. 총 8구 사체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76.8 ± 10.1세 

(57-90) 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3구, 여성 5구였다. 사체는 -20°C의 

냉동 상태에서 실험 전일 오후부터 상온에서 녹였으며, 주변 근육, 

인대 및 관절막을 포함한 연부조직을 모두 박리한 후 대퇴골을 적출 

후 고유번호로 표지 하였다. 8쌍의 대퇴골 중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편은 없어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였다. 각각의 좌우 대퇴골을 두 

그룹(골수강내 정복과 골수강외 정복)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2. 골절 형태 

 

대퇴골의 대전자에서부터 소전자까지 후내측 결손이 있는 전자간 

골절(AO/OTA classification 31-A2.2)의 형태로 골절선을 표시한 후, 

절골도(osteotome)와 진동 톱(oscillating saw)을 이용하여 동일한 

골절선을 만들었다(그림 1). 생역학적 실험 시 금속틀에 대퇴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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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부를 고정하기 위해 대퇴 골두에서 25cm 하방에서 절골하였다. 

 

 

그림 1. 골절 형태 (좌측 대퇴골). A 전면. B 후면. 

 

3. 정복 및 기구 고정 

 

가. 골수강내 정복(intramedullary reduction) 

근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을 원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에 약간 

외측에 위치 시킨 후, 두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 두께의 약 절반 

정도를 접촉시킨 상태에서 고정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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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골수강내 정복(우측 대퇴골). 

 

나. 골수강외 정복(extramedullary reduction) 

근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을 원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에 약간 

내측에 위치 시킨 후, 두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 두께의 약 절반 

정도를 접촉시킨 상태에서 고정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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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골수강외 정복(좌측 대퇴골). 

 

정복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세 개의 K-wire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고정을 시행하였다.  

사용된 내고정 기구는 Intertrochanteric/subtrochanteric 

nail(Zimmer-Biomet, Warsaw, IN, USA) 이며 모두 130도 금속정과 

지연나사, sliding nail cap 및 한 개의 원위 교합 나사를 사용하였다. 

각 쌍을 이루는 대퇴골에서는 금속정의 두께와 지연나사의 길이를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기구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고정하였다. 

지연나사는 하방-중앙 위치(inferior-center position)에 

위치시켰으며, Calcar referenced TAD11는 25mm 미만으로 삽입하여 

고정하였다. 고정의 모든 과정은 C-arm 보조 하에 시행하였다. 고정 

후 결손된 후내측 피질골 부위에는 부드러운 찰흙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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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역학적 실험 

 

실험은 Instron 3366 모델(Instron, Norwood, MA, USA)를 이용하였다. 

대퇴골을 관상면에서 15도 내반으로, 시상면에서 수직 상태로 준비된 

표본을 자체 금속 틀에 고정하였다. 15에서 25도 내반 각도는 보행 

중 한발로 설 때(single-legged stance phase) 대퇴골 근위부가 

압박을 받는 각도와 유사하며 많은 생역학적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다11,20,21. 실험은 지면의 수직방향으로 10mm/min의 일정 

속도로 load cell을 하강시키면서 축성 압박력에 따른 변화를 보는 

일회성 하중-파괴 실험을 시행하였다. 실험 전 10N의 

전부하(preload)를 가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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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역학적 실험. 대퇴골을 관상면에서 15도 내반 위치로 

고정. 

 

고정실패가 발생 될 때까지의 load-displacement curve를 구하고 

최대 실패 하중(maximum load to failure)을 측정하였다. 고정실패는 

지연나사의 골두 천공, 금속정의 파절 및 대퇴골의 이차적인 골절, 

축성 전위(axial displacement)가 20mm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축성 전위는 실제에서 하지 단축을 의미하며, 20mm 

이상의 하지 단축은 임상적 실패임을 고려하여 실험의 고정실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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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22,23. 

골-금속정 복합체의 초기 축성 강성(initial axial stiffness)은 

load-displacement curve에서 축성 전위 5mm 내의 구간에서 가장 

직선에 가까운 부분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고정실패가 되는 

지점까지 load-displacement curve의 면적을 계산하여 총 흡수 

에너지량(energy absorbed to failure)을 구하였다. 그리고 근위 

골편의 움직이는 양상을 통하여 고정실패 형태를 확인하였다. 

 

5. 통계학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SPSS ver. 20(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표기된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두 

정복형태의 생역학적 특성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은 p 값 0.05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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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생역학적 특성 

평균 초기 축성 강성(mean initial axial stiffness)은 골수강외 

정복이 골수강내 정복보다 27.3%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7)(표 1, 그림 5). 고정실패 시점의 평균 최대 

하중(mean load to failure)과 평균 에너지량(mean energy absorbed to 

failure)은 골수강외 정복에서 각각 44.9%, 89.6%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2, p = 0.012)(표 1). 

고정실패까지 평균 축성 전위는 골수강내 정복 12.6(± 4.4) mm, 

골수강외 정복 15.8(± 3.9) mm이었다(p = 0.018)(표 1). 

 

표 1. 두 군의 생역학적 특성 비교 

골수강내 정복 골수강외 정복

초기 축성 강성 (N/mm)            332.0  ±      99.2            422.7  ±     126.8*

최대 실패 하중 (N)          1966.5  ±   1077.4          2848.7  ±   1057.3*

흡수 에너지량 (N*mm)        14751.0  ± 12383.2        27969.9  ± 15903.6*

축성 전위 (mm)              12.6  ±        4.4              15.8  ±        3.9*

표기된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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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초기 축성 강성(Initial axial stiffness). 골수강내 정복(IM 

reduction)과 골수강외 정복(EM reduction)에서 쌍을 이루는 대퇴골 

표본의 초기 축성 강성의 차이. 

 

2. 고정실패 패턴 

 

골수강내 정복의 고정실패의 주 기전은 모든 표본에서 활강과 함께 

내반 변형(sliding + varus deformity)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골수강외 정복에서는 외회전 후 활강 및 내반 변형(external 

rotation + sliding + varus deformity) 3개, 원위 간부 내측 피질골을 

타고 회전 없이 수직으로 미끄러지는 양상(medial slippage)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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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나머지 3개의 표본에서는 내회전되어 골수강내 정복으로 

전환되면서 활강 및 내반 변형(internal rotation + sliding + varus 

deformity)이 발생하였다(표 2). 

 

표 2. 고정실패의 주 기전 

고정 실패
골수강내 정복

(n=8)
골수강외 정복

(n=8)

골두 천공 7  (87.5%) 6  (75.0%)

축성 전위 > 20mm 1  (12.5%) 2  (25.0%)
 

 

골수강내 정복의 최종 고정실패는 지연나사의 골두 천공이 7개, 

축성 전위 20mm 이상 진행된 경우가 1개 있었으며 골수강외 정복은 

지연나사의 골두 천공이 6개, 축성 전위 20mm 이상 진행된 경우가 

2개 있었다(표 3). 대퇴골에서 고정실패가 될 때까지 전내측 

피질골의 파절은 전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표 3. 최종 고정실패 

주 기전
골수강내 정복

(n=8)
골수강외 정복

(n=8)

활강 및 내반 변형 8   (100%) 0    (0.0%)

외회전, 활강 및 내반 변형          0      (0%) 3  (37.5%)

내회전, 활강 및 내반 변형          0      (0%) 3  (37.5%)

내측 미끄러짐          0      (0%) 2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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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고령자에서 발생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금속정 고정의 

주요한 목적은 안정적 고정과 조기 보행을 통하여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는데 있다. 대퇴 간부 골절에서 안정적인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는, 긴장대 원칙(tension band principle)에 따라 내측 피질의 

접촉이 필수적이다. 이 원칙은 전자간 골절에서도 적용된다. 안정성 

전자간 골절에서 지연나사의 활강은 근위 및 원위 골편간의 골성 

접촉을 통하여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후내측 피질골 결손이 

있는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서는 후내측 피질골과 함께 

대퇴거(calcar femorale)가 소실되어 근위 골편의 활강 시에 후내측 

지지(posteromedial buttress)가 되지 않고, 해부학적 정복 형태가 

골수강내 정복 형태로 변하면서 때때로 과도한 활강과 내반 변형, 

고정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몇몇의 이전 

연구에서는 분쇄된 후내측 피질골을 대신하여 전내측 피질골을 

이용한 골성 접촉 및 안정성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15-19.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서 전내측 피질골의 접촉이 중요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후내측 피질골 분쇄가 동반한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서도 전방 피질골은 비교적 잘 보존된다는 

것이다. 후내측 피질골 분쇄가 있는 전자간 골절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후방 부는 주로 압박력이 작용하여 분쇄-복합 골절 

형태를 보이고, 동시에 전방 피질골은 장력이 작용하여 분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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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골절 형태를 보인다 15. 따라서 후내측 피질골은 분쇄되면서 

생역학적 결손이 발생되며, 전내측 피질골은 비교적 온전히 보전된다. 

두 번째는, 근위 대퇴골에서 전내측 부위의 피질골이 평균적으로 

가장 두껍고 강하며 보행 시 주로 전내측을 통하여 체중 부하가 

전달되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까지도 피질골의 두께와 골질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24. 따라서 전반적으로 약한 골질의 고령에서 주로 

발생되는 전자간 골절에서 전내측 피질골은 유용하다. 세 번째로, 

내측 지지대를 회복하는 것은 긴장대 원칙에 중요한 요소이다. 

금속정은 압박 고 나사와 같은 골수강외 고정 기구에 비하여 레버 

암이 짧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골절에서 내측 피질골의 접촉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골수강외 정복의 초기 축성 강성은 골수강내 

정복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근위부 골편의 활강 시 

전내측 피질골의 조기 골성 접촉에 의한 것이다. 또한 모든 표본에서 

고정실패가 될 때까지 전내측 피질골의 파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하여 전내측 피질골의 적절한 지지대 역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실패 시점의 최대 하중과 흡수 에너지량이 높게 나온 

것은, 초기 축성 강성의 유리한 결과가 고정실패까지 지속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고정실패가 되는 과정에서 골수강내 정복은 단순히 

활강 및 내반 변형이 일어나는 반면에 골수강외 정복에서는 초기 

전내측 피질골 접촉과 회전의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므로 그 수치가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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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골 분쇄가 있는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서 골수강외 정복은 빠른 

거동 및 재활에 유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고정실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골수강외 정복 8개 중 6개의 표본에서 축성 압박이 

진행됨에 따라 근위 골편의 회전 변형이 일어나고 지지대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3개의 표본은 외회전이 되었고, 3개의 

표본은 내회전이 되었다. 그리고 Teramoto et al.은 해부학적 혹은 

골수강외 형태로 정복된 금속정 고정 증례들 중 26.4%에서 골수강내 

정복 형태로 바뀐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였다25. 따라서 골수강외 

정복은 회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골수강외 정복에서는 전내측 피질골의 접촉면이 제한적이다. 

해부학적 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근위와 원위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은 

서로 점 대 점 형태로 접촉 하고 있어 그 부분의 상태에 따라 외회전 

혹은 내회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골수강외 정복 

시 근위 골편은 전내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만큼 후내측의 결손 

부위가 더욱 벌어지게 되어 회전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도된 골수강외 정복을 시행할 때는 하중 시 회전에 더 

저항할 수 있는 고정 기구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생역학적 실험의 특성 상 주변 관절막, 근육 등 연부조직을 모두 

제거한 상태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골절부의 비교적 낮은 

인성(toughness)이 골편의 회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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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하중-파괴 실험에서 지연나사의 골두 천공이 일어나기 

전까지 load cell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축성 전위 정도)는 

지연나사와 load cell 사이의 초기 간격과 지연나사의 총 활강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지연나사와 load cell 사이의 초기 간격은 

기구 고정 시 결정되는 요소이며 모두 동일한 간격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지연나사의 총 활강 거리가 적을수록 고정실패까지의 

축성 전위 정도는 줄어들게 된다. 본 연구와 같은 일회성 축성 하중 

시 지연나사의 총 활강 거리는 근위 골편과 금속정 사이의 초기 

간격과 하중 시 근위 골편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초기 간격이 작거나 근위 골편의 내반 변형이 초기에 발생하면 

지연나사의 총 활강 거리는 줄어들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정실패까지의 평균 축성 전위 정도가 골수강내 정복이 골수강외 

정복보다 더 작게 나온 것은 골수강내 정복이 골편과 금속정 사이의 

초기 간격이 작은 위치적 특성과 골수강내 정복에서 근위 골편의 

적절한 지지대가 없어 축성 압박 즉시 내반 변형이 발생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두 군의 관상면의 정렬을 비교해보면, 골수강외 정복은 해부학적 

혹은 다소 외반 정렬이 되는 반면, 골수강내 정복은 다소 내반 

정렬로 고정된다. 전자간 골절 고정에서 내반 형태보다 외반 형태가 

더욱 유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6,27. 관상면의 정렬을 보더라도 

골수강외 정복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정복 형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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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정복 형태와는 비교를 하지 않은 점이다. 실제로 후내측 

피질골 결손이 있는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에서 비관혈적 정복술로 

전내측 피질골의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은 매우 어려우며, 수술 후 

방사선 사진으로 해부학적 정복 여부를 평가하기조차 힘들다. 그리고 

해부학적 정복이라 판단된 경우에도 대부분은 해부학적 정렬이 된 

골수강내 정복 혹은 골수강외 정복의 아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적 정복을 제외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만 비교하였다. 

두 번째는, 근위 골편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회전 되거나 외회전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주기 부하 

실험(cyclic load test)을 통하여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지연나사의 골두천공이 되는 시점을 방사선 

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내측 피질골 결손을 동반한 전자간 

골절에서 전내측 피질골의 정복 형태에 따른 최초의 생역학적 

실험이며, 골수강외 정복의 우수한 생역학적 특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 부하 실험을 통하여 골수강외 정복에서 근위 골편의 회전, 

지연나사의 활강 및 근위 골편의 내반 변형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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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소전자 및 대전자를 포함한 후내측 피질골 결손을 동반한 불안정성 

전자간 골절(AO/OTA classification 31-A2.2)에서 골수강외 정복은 

골수강내 정복과 비교하여 생역학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비록 

골수강외 고정이 근위 골편의 회전에 취약할 수 있으나, 초기 축성 

강성과 최대 실패 부하, 고정실패까지의 흡수 에너지량에서 골수강내 

정복과 비교하여 높았다. 전내측 피질골은 후내측 피질골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지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골절 고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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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vent excessive sliding and fixation failures in unstable intertrochanteric 

(IT) fractures with posteromedial (PM) comminution, extramedullary (EM) 

reduction through overlapping of the anteromedial (AM) cortices of both 

proximal and distal fragments as a buttress has been introduced. However, there 

is no biomechanical evidence to support its clinical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iomechanical properties between intramedullary 

(IM) reduction and EM reduction in unstable IT fractures with PM 

comminution (AO/OTA classification 31-A2.2).  

Eight pairs of frozen human cadaveric femora were used, and the femora of 

each pair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IM reduction and EM reduction groups. 

A single axial load-destruction test was conducted after cephalomedullary 

nailing. Initial axial stiffness, maximum load to failure, and energy absorbed to 

failure were compared between the groups. Additionally, the mechanical failure 

pattern was identified. 

The mean initial axial stiffness in the EM reduction group was 27.3%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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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at in the IM reduction group (p = 0.017). Additionally, the mean 

maximum load to failure and mean energy absorbed to failure in the EM group 

were, respectively, 44.9% and 89.6% higher compared to the values in the IM 

reduction group (p = 0.012 and p = 0.012, respectively). In the IM reduction 

group, mechanical failure patterns were all sliding and varus deformity. In the 

EM reduction group, sliding and varus deformity after external rotation was 

noted in 3 specimens, sliding and varus deformity after internal rotation was 

noted in 3 specimens, and medial slippage was noted in 2 specimens. 

In unstable IT fractures with PM comminution, the biomechanical properties 

of EM reduction are superior to those of IM reduction. The AM cortex could be 

a proper buttress despite a comminuted PM cortex and could help enhance 

stability of bone-nail co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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