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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일선 의료 현장에서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내,외 학술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올해 5월에 예정되었던 2020년 대한

골절학회 제46차 학술대회는 7월 24일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코로나 확산이 호전되지 않아 정상적인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골절학회 회원들의 학문교류의 단절을 막고자 

이번 제 46차 대한골절학술대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시행됩니다.

대한골절학회는 외상 및 골절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지난 46년간 학문의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며 골절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46차 학술대회도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골

절학회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학회는 지난 5월에 신임 이근배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저는 전 회장으로서 학술 대회장의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차 대한골절학회 온라인 학술대회가 대학의 교수님들 뿐 아니라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스태프 선생님, 대학 및 수련 병원의 전공의 선생님, 수술실 및 외래에서 외상 환자를 진료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오종건 학술위원장님과 학술위원님들, 그리고

행사준비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총무 오형근 교수님 및 사무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제46차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 대회장   박  종  웅

INVITATION



A Room

08:55~09:00   Opening Ceremony    

09:00~09:40   Session 1. HIP I                                                                                              계명의대 민병우

1.  대퇴 전자간 골절에서 투명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골편간 전내측 피질골 변위 및 정복의 평가

    Evaluation of Displacement and Reduction of Anteromedial Cortex using Transparent Three-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in Trochanteric Fracture                                연세의대 양규현, 김준영, 변준우          5  

2.  대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3세대 감마정과 U-blade 3세대 감마정의 치료결과 비교

   Comparison of the U-blade Gamma3 nail and the Gamma3 nail in the treatment of Intertrochanteric Fracture

서울의료원, 고려의대1 류형곤, 최연택, 김상민1, 서재성          7  

3.  골수강내 금속정으로 고정한 불안정성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복합체 모델에서 블로킹 나사의 효과 - 유한 요소 분석 

Effect of Blocking screw on Bone-Nail Constructs in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Models fixed using a 

Cephalomedullary Nail - Finite Element Analysis -

한림의대,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1 유제현, 오석현1, 곽대경, 임정섭, 황지효, 이성재1          8  

4.  불안정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서 서로 다른 대퇴경간각을 갖는 두부골수형 대퇴골 골수정의 지연나사 위치

에 따른 기계적 영향: 생역학 실험

     Mechanical Effect of different position of lag screw with different Implant CCD angle after Fixation of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아주의대1,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2 송형근1, 이성재2, 김정택1, 오석현2          10  

5.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근위골수내정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 시 유관나사의 유용성

    Usefulness of cannulated Screw in internal fixation using proximal femur nail for Intertrochanter fracture

인제의대1, (주)아이키 기업부설연구소2 권용욱1, 서영채1, 유승진2          12   

Discussion    

    

09:40~10:20   Session 2. Tibia                                                                                             영남의대 손욱진

1.  근위경골 골절시 골수내정 고정에서 시상면상 삽입구의 위치 및 각도

      The Standard Starting Point and Entry Angle on sagittal plane for Tibia Intramedullary Nails Results in 

Malreduction of Proximal Tibial Fractures 

차의과학대, 한림의대1, Denver Health Medical Center2 변성은, 황지효1, Cyril Mauffrey2, Joshua Parry12          17

2.  슬개상부 접근법을 이용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 대퇴 슬개 관절에의 영향

    Suprapatella nailing : Effect on patellofemoral joint                                        조선의대 김바롬, 이광철          19

3.  경골 골절에 동반된 비골골절의 빈도 및 예후

    The prevalence and prognosis of fibular fracture associated ipsilateral tibia fracture

                       차의과학대, 경상의대1, 대구파티마병원2 변성은, 정구희1, 변영수2          20

4.  유도막 방법에서 위치에 따른 재건된 골 경화의 차이

    The discrepancy of consolidation in grafted bone regeneration in induced membrane technique

고려의대 김영하, 임익주, 사공승엽, 조재우, 오종건          21

5.  원위 경골 골절의 MIPO 술식에서 초음파 이용의 유용성  Efficacy of Ultrasonography for MIPO in distal tibia fractures       

                                                       충남의대 이기수, 강  찬, 김상범, 이정길, 전제형          23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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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30   Coffee break    

    

10:30~11:10   Best research paper                                                                                    고려의대 박종웅

1.  Immediate arthroscopy following ORIF for tibial plateau fractures provid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combined intra-articular pathologies                                                                   가톨릭의대 지종훈          27

2.  Perioperative antiplatelet in elderly patients aged over 70 years treated with proximal femur fracture: continue 

or discontinue?                                                                                                    한림의대 유제현          34

3. 고령 환자의 대퇴골 원위부 골절 수술 후 결과 및 불유합 위험 인자 분석                        한양의대 박기철          41

4.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골수강내 금속정 치료 후 발생한 비후성 불유합에서 금속정 교환술의 결과 

조선의대 이광철          49 

Discussion    

    

11:10~12:10   Symposium. Overcoming difficulties in complex intraarticular fractures of upper extremity 

  서울의대 이영호 

1. Fall down on both olecranon                                                                                 서울의대 김민범          57 

2. Consideration on fixation for fractures around elbow                                            순천향의대 김병성          58 

3. Proximal humeral fractures : fix or replace?                                                           울산의대 고경환          59 

Discussion    

12:10-13:00   Lunch    

    

13:00~14:10   Best paper award                                                                                    고려의대 오종건

1. 고관절 골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대응체계(Rapid Response System)활동의 현황 및 효용성 평가 

    Effectiveness of Rapid Response System in Patients with Hip fracture

서울의대1,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2 김진각1, 이영균1, 송인애2, 오탁규2, 구경회2          63  

2.  외상후 골수염 또는 감염성 불유합을 치료를 위한 Multi-staged Induced membrane technique의 감염 재발 결과 보고 

     Survival rate from the recurrence of infection in Multi-staged Induced Membrane Technique treating 

posttraumatic osteomyelitis or infected nonunion in lower limb

   고려의대1, 고려의대 성형외과2 조재우1, 임익주1, 사공승엽1, 최원석1, 김한주1, 손휘승1, 정성호2, 오종건1          65

3.  경장골-경천골 나사 삽입을 위한 골성 통로의 평가와 임상 적용: 고식적인 CT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3D 이중

평면 이미지의 비교 -가상의 경장골-경천골 고정의 컴퓨터적 분석- 

    Assessment of Osseous Corridor for Transiliac-Transsacral Screws and Clinical Applications: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CT images and 3D Biplanar Images of Computational Simulation -Computational 

analysis of virtual TITS fixation-                       가톨릭의대1, 부산의대2, 경상의대3 김영우1, 장재훈2, 정구희3          67 

4. 이상적 원위경비인대 나사못 고정술을 위한 근위 경비골 중첩 정도의 유용성: 3차원 시뮬레이션 연구 

     Implications of the overlapping degree between proximal fibula and tibia for placing the optimal syndesmotic 

screw: Three-dimensional simulation study 

조선의대1, 전남의대2, 경상의대3 이준영1, 임재환, 이근우2, 정구희3          69  



5. 관절조영술 하, 비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으로 치료한 원위 상완골 골단판 분리의 장기 추기 결과 

     Long-term outcomes of distal humeral epiphyseal separations treated via closed reduction and

    pinning under arthrogram                                                              충남의대 이상범, 차수민, 신현대           70

6. 한국형 내고정물 개발을 위한 대퇴골 형태분석

    Femur geometry analysis for development of implant for Korean

울산대학교 의과대학1, 울산의대2, 동서대학교3 정익재1, 최은정2, 이병국3, 김지완2         71 

7. 급성 말초신경 손상에서 에리쓰로포이에틴과 스테로이드 동시 투여가 신경의 재수초화 및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Erythropoietin and dexamethasone synergistically promote functional recovery and remyelination in acute 

peripheral nerve injury                                                          한양의대 허정민, 유주영, 박기철, 이정일          73

8. 대퇴골 비전형 골절의 수술적 치료 후 중기결과 및 합병증 발생 위험 인자 분석: 최소 3년 추시

      Midterm outcomes following the surgical treatment of atypical femur fractures with analyzing risk factors: 

Minimum 3 years follow-up                             한양의대1, 경북의대2, 영남의대3, 울산의대4, 대구파티마병원5 

정수영1, 이재호1, 김준국1, 오창욱2, 김준우2, 손욱진3, 김지완4, 조영호5, 황규태1, 박기철1          75 

Discussion     

14:10~15:10   Symposium.  What is the best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ure       영남의대 손욱진

1. Periprosthetic fracture (TKA)                                                                                 경북의대 김준우          79 

2. Periprosthetic fracture (THR)                                                                                한림의대 유제현          80

3 Periimplant fracture                                                                                                한양의대 황규태          81

Discussion     

    

15:10~16:10   Symposium. Pelvic ring injury : Decision making                                 고려의대 한승범

1. Lateral compression injury, when to fix                                                                  울산의대 김지완          85 

2. Option for posterior ring fixation                                                                            가천의대 윤용철          86 

3. Spino-pelvic dissociation                                                                                     부산의대 장재훈          87 

Discussion    

   

16:20-17:00   General meeting of members    



B Room

09:00~09:30   Session 1. Ankle I                                                                                              전남의대 이근배

1.  원위 경골의 type III 개방성 골절과 동반된 비골 원위 간부 골절에 대한 최소침습적금속판고정술 

     Distal third fibular fixation with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for the treatment of combined type III 

open distal tibia fractures          연세원주의대, 경상의대1, 국립중앙의료원2 손훈상, 정구희1, 정회정, 손민수2          93

2.  역행성 비복동맥피판술을 이용한 체중부하 족부의 재건 추시결과

    Reconstruction of weight-bearing heel with nonsensate reverse flow sural artery flaps: 1 to 15yr follow-up

고려의대 박지헌, 권영우, 강종우, 최인철, 박종웅          94

3.  발목의 단순 외과 골절에 대한 수술 직후 체중부하 보행은 안전한가? 

    Is immediate weight bearing safe for isolated lateral malleolus fracture after surgery?)

울산의대 최영락, 이호승, 이재형, 문성호          96

4.  Hawkins 분류 제 3형 거골 경부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in Hawkins Classification type III Talar Neck Fractures

조선의대 박형석, 이준영, 임재환          97

Discussion    

    

09:30~10:10   Session 2. HIP II                                                                                    인하의대 강준순

1.  대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U-blade를 이용한 감마정과 Zimmer natural nail(ZNN)의 치료 결과 비교 

 Comparison of the U-blade Gamma3 nail and the Zimmer natural nail(ZNN) in the treatment of     

Intertrochanteric Fracture)                                  서울의료원 , 고려의대1 류형곤, 노영주, 김상민1, 서재성          101

2.  대퇴 전자간 골절에서 도수 정복의 질에 따른 항회전 골수내정의 치료결과

      Treatment Outcome of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PFNA) According to Reduction Quality in 

Intertrochanteric Fracture                                                                          영남의대 박찬호, 손욱진          102

3.  TFNA 근위 대퇴골 골수정을 이용한 근위 대퇴골 골절의 치료 

    Treatment of proximal femur fracture with a new design nail (TFNA)  울산의대 윤재연, 문준기, 김지완          104

4.  근위 대퇴골 골절에서 경피적 대퇴-비구 고정핀을 이용한 cephalomedullary nailing

      Percutaneous acetabular anchoring pin-assisted cephalomedullary nailing for subtrochanteric and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s                                                 강원의대1, 고려의대2 김경환1, 윤영식1, 임익주2          106

5.  대퇴골 경부 골절의 유관 나사못 고정술 이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률 및 국소 괴사 병변이 인공관절 치환술 전환에 

미치는 영향. 술 후 MRI 평가 기반 다기관 연구 

     What is the Incidence of Focal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and Its Impact on Conversion Hip 

Arthroplasty After Screw Fixation of Femoral Neck Fractures? A Multicenter Study Based on Postoperative 

MRI Evaluation                                가톨릭의대 김승찬, 임영욱, 조우람, 이세원, 김용덕, 김용식, 권순용          107

Discussion   

    

10:10-10:2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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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1:00   Session 3. Pelvic-acetabulum I                                  고려의대 한승범

1.  제1, 제2 천추공을 통한 SAI 나사못 삽입술 및 임상적 적용의 유용성: 컴퓨터를 이용한 사체 연구

     Sacral alar iliac (SAI) screws insertion through the 1st and 2nd dorsal sacral foramen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application: A computational cadaveric simulation study

가톨릭의대1, 경상대학교 ICT 의료융합연구센터2,, 경상의대3 김영우1, 정구희2,3          111

2.  비구 골절에서 손가락 고리 (Finger hook) 기법을 이용한 하 비구 나사못 (infra-acetabular screw) 고정

   Infra-acetabular Screw Fixation with finger hook technique for Acetabular Fracture 

고려의대 임익주, 사공승엽, 조재우, 오종건          113

3.  후방 골반환 손상 치료에 있어 금속판 고정술과 장천골 나사못 고정술의 비교: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Plate vs. sacroiliac screw fixation in posterior pelvic ring fract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가천의대1, 울산의대2 김철호1, 김지완2          115

4.  소아에서의 골반환 손상: 중장기 추기 결과 

   Pediatric Pelvic Ring Fracture: Mid-to-Long term Follow-up of 17 patients                          

                                                           동국의대1, 울산의대2 윤재연1, 김정재2,, 김지완2          117

5.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 골절 환자에서 전복강 거즈압박술 시행 후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임상 결과 

      Clinical Results of Orthopedic Fixations in Hemodynamically Unstable Pelvic Fracture Patients Who Had 

Undergone Preperitoneal Pelvic Packing 

연세원주의대, 연세원주의대 외과1 정회정, 손훈상, 이진우, 장지영1          119

Discussion   

    

11:00~11:30   Session 4. Ankle II                                                                                 인제의대 정형진

1.  비골 골절 양상에 따른 Rüedi-Allgöwer 분류 3형 경골 천정 골절의 CT 분석

   CT Analysis of Rüedi-Allgöwer type III Pilon Fracture According to Fibular Fracture 

조선의대, 경상의대1 이준영, 박형석, 임재환, 김바롬, 정구희1          123

2.  불안정 족관절 골절에서 내과 골절 고정을 위한 단일 나사못 고정술과 이중 나사못 고정술의 치료 결과

    Comparison of Outcomes of Single Screw versus Double Screws Fixation for Medial Malleolar Fracture in   

    Unstable Ankle Fractures                                                               전남의대 김건우, 이건우, 이근배          125

3.  족관절 회전형 골절에서 회외 손상과 회내 손상에 따른 수술적 치료 결과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of Supination versus Pronation Injury in Rotational Ankle Fractures

 전남의대 이건우, 김건우, 이근배          126

4.  후과골절이 있는 발목골절 환자에서, 후과골절의 유형, 수술 후 관절 일치도 및 환자의 비만도가 중장기 추시 예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Fracture type, postoperative articular congruency and obesity of patients influenced on long to midterm 

    outcome of posterior malleolar fractures in ankle injury                      원광의대 이성현, 김건록, 김영태          127

Discussion    

    



11:30~12:10   Session 5. Hip III                                                                                서울의대 김희중

1.  Femur neck system (FNS)를 이용한 대퇴 경부 골절의 단기 치료 결과

   Short-term outcomes of femur neck fractures treated with Femur neck system (FNS) 

한양의대, 가톨릭의대1, 연세원주의대2 황규태, 김영우1, 정회정2          131

2. 비전위성 대퇴 경부 골절에서 Femoral Neck System을 이용한 고정술의 결과보고

    Femoral Neck System in Patients with non-displaced Femoral Neck Fracture

서울의대1, 순천향의대2, 영남의대3, 중앙의대4, 을지의대5, 아주의대6, 건국의대7, 참조은병원8, 광명성애병원9

이영균, 김진각1, 장병웅2, 박찬호3, 이승준1, 하용찬4, 김진우, 차용한5, 김정택6, 김태영7, 송지웅8, 이범석92          133

3.  외반 감입된 대퇴골 경부 골절의 골절 정복

    Significance of the fracture reduction in valgus impacted femur neck fracture 

인제의대 Hyoung-Keun Oh, Suk-Kyu Choo, Hyun-Ju Park, Seung-Ju Kim          135

4.  Garden I 및 II 대퇴 경부 골절에서 Fully threaded 후방 유관 나사못 사용의 대퇴경부 단축에 대한 효과 

    Posterior fully threaded positioning screw prevents femoral neck collapse in Garden I or II femoral neck fracture

고려의대 신균호, 홍석하, 한승범          137

5.  항회전 근위 대퇴 골수정을 이용한 대퇴골 하경부 골절치료에서 외반정복술의 유용성

     Effectiveness of Valgus Reduction in Basicervical Proximal Femoral Fractures Using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충북의대 손현철, 강상우, 양재영, 홍석현, 안민용, 전재현          139

Discussion    

    

12:10-13:00   Lunch    

    

13:00~13:40   Session 6. Geriatric                                                                                 한양의대 박기철

1.  고관절 골절 환자의 대퇴 신경 차단술은 수술 후 섬망을 감소 시키는가?

   Does femoral nerve block for hip fracture patients reduce postoperative delirium?

원광의대 권석현, 유현규, 이영창          143

2.  골다공증 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골밀도 검사 처방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무엇인가? 

    What factors affect bone mineral density test prescription in patients underwent surgery for osteoporotic fractures?

울산의대 박기봉, 정광환, 황일영, 박길영          145

3.  사지 골반의 중증도 지표가 중증 이상인 고령 골절의 임상적 특징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Fractures with above Serious Severity of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of 

Extremities or Pelvic Girdle                        울산의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1 박기봉, 전영지1, 정광환, 양두근          146

4.  고령 환자의 고관절과 상지 동반 골절: 유병율 및 임상적 의미

    Concomitant hip and upper extremity fracture in elderly patients: Prevalence and clinical implications           

부산의대 강석웅, 신원철, 문남훈, 서근택          148

5.  고령의 전자간 골절 환자에서 수술 방법(hemiarthroplasty vs internal fixation)에 따른 사망율에 대한 분석: 

    A Korean nationwide cohort study 

    The effect of surgery type (hemiarthroplasty vs internal fixation) on all-cause mortality in elderly patients with 

intertrochanteric fracture : A Korean nationwide cohort study

을지의대1, 을지의대 예방의학과2, 경상의대3 차용한1, 장석용2, 유준일3, 김갑중1, 김하용1, 최원식1          150

Discussion    



13:40~14:10   Session 7. Femur III                                                                                 연세의대 양규현

1.  한국인 대퇴 비전형 골절에서의 혈중 골표지자 수치 분석 

    Bone turnover markers of atypical femoral facture in Korean population

가천의대1, 좋은강안병원2, 울산의대3 김철호1, 장재석2, 김지완3          153

2.  대퇴골 비전형골절의 수술적 치료 결과에 대한 양기관 후향적 비교연구: 골절 치유 및 가골 형성에 대한 테리파라타

이드의 잠재적 효과 

     A retrospective bicenter comparative study of surgical outcomes of atypical femoral fracture: Potential effect 

of teriparatide on fracture healing and callus formation            부산의대 문남훈, 신원철, 장재훈, 김학상          155

3.  비정형 골절이 발생한 고령 환자에서 대퇴골 휨 정도의 3차원적 분석 및 임상적 적용을 위한 해부학적 특징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femoral bowing in the elderly patients with atypical fracture of femur anatomical  

    features for intramedullary nailing 

계명의대1, 경상대학교 ICT 의료융합연구센터2, 경상의대3 이경재1, 정세린2, 최주영2, 정구희23          157

4.  비전형 대퇴골 간부 골절에서 두부 골수형 근위교합 골수정이 필요한가? - 고식적 근위교합 골수정과의 전향적 비교

    Do we need nailing with cephalomedullary proximal locking in diaphyseal atypical femoral fractures?

    - A prospective comparison to nailing with conventional proximal locking screws

경북의대, 고려의대1 김준우, 오창욱, 박경현, 오종건1, 하성수, 김성민          159

Discussion   

    

14:10~14:50   Session 8. Elbow I                                                                                   전남의대 김명선

1.  분쇄상 주두 골절에서 관절내 골편의 고정을 위한 버팀목 k-강선 고정의 결과

    Outcomes of rafting embedded k-wire technique for intra-articular fragment fixation in comminuted olecranon fractures

연세원주의대, 고려의대1 손훈상, 조재우1          163

2.  흡수성 핀과 변형 긴장대 강선 고정을 통한 복잡 횡형 주두 골절의 치료

    Complex Transverse Fractures of the Olecranon Treated by Modified Tension Band Wiring using Ring Pins  

    after Absorbable Pin-mediated Fixation of the Articular-impacted Fragment  

서울의대 이영호, 김민범, 이승후, 최호성, 김경욱, 백구현          164

3.  요골 두 골절이 동반된 주관절의 주두 골절 탈구

    Olecranon Fracture-Dislocation of the Elbow with Radial Head Fracture

서울의대 이영호, 김민범, 이제호, 최호성, 김경욱, 백구현          166

4.  원위 상완골 골절의 치료에서 척골 신경의 단순 감압술

    In situ ulnar nerve decompression in the treatment of distal humerus fractures

인제의대 Hyoung-Keun Oh, Suk-Kyu Choo, Hyun-Ju Park, Jong-Hun Kim          167

5.  상완골 원위간부 골절에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고식적인 관혈적 금속판 고정술의 비교

    Minimal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versus Conventional Open Plating in Distal shaft fractures of Humerus

조선의대 차동혁, 이광철          168

Discussion 



14:50~15:20   Session 9. Distal radius I                                                                     서울의대 이영호

1.  감입된 관절내 골편을 가진 AO type C3 원위요골골절에서 후방 금속판 고정술과 제한된 후방 정복 및 전방 금속판 

고정술의 결과 비교

      Comparative study of two surgical methods (dorsal plating or volar plating with dorsal open reduction) for  

treatments of AO type C3 distal radius fracture with impacted intraarticular bone fragment

경희의대 이재훈, 백종훈, 정덕환          171

2.  원위요골의 관절내 분쇄 골절에서 volar rim plate의 임상적 결과

    Clinical results of a volar rim plate for the distal radius intra-articular comminuted fracture                    

Korea Univ. 권영우, 최인철, 박지헌, 박종웅          173

3.  원위 요골 시상면상 SH-II 골절에서 시행한 지지 금속판 고정

    Buttress plating for volar Barton fractures in children: Salter–Harris II distal radius fractures in sagittal plane           

충남의대 차수민, 신현대          175

4.  원위 요골 골절 환자에서 배측 분쇄를 판단하기 위한 X-ray 영상의 관찰간 신뢰도에 대한 연구

     Intra- and inter-rater reliabil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dorsal comminution using plain radiographs in patients 

    with distal radius fracture                                                      인제의대 이현일, 이시영, 박지수, 이재후          176

Discussion    

    

15:20~16:00   Session 10. Complication                                                                      고려의대 오종건

1.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내고정물 주위 감염 진단의 효용성 

    Usefulness of sonication in implant-related infection                                  울산의대 서재현, 김지완          181

2.  골반 및 하지 골절 환자에서 혈전 예방 약제 투여 후 증상이 동반된 정맥혈전색전증

    Symptomatic venous thromboembolism after chemoprophylaxis in patients with pelvic and lower-extremity fractures

 한양의대 이진규, 정수영, 최시훈, 박기철, 황규태          182

3.  장기 이식 환자의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급성 신손상의 발생률

    The incidence of acute kidney injury after hip fracture surgery in organ transplant recipients

울산의대1, 좋은강안병원2 문준기1, 장재석2, 김지완1          183

4.  투석환자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의 사망률과 위험 인자

    Mortality and its Risk Factors in Dialysis with Hip Fracture                                                                                                       

                                                                               Seoul National Univ.1, Eulji Univ.2, Chung-Ang Univ.3 

Young-Kyun Lee1, Jin-Woo Kim2, Gu-Min Jeong2, Yong-Han Cha2, Kyung-Hoi Koo1, Yong-Chan Ha3          184

5.  분율 메타분석을 이용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후 불유합 발생율

    Incidence of nonunion after surgery of distal femoral fractures using contemporary fixation devices: 

    A proportion meta-analysis                                                              인제의대 윤병호, 박인근, 성열보          185

Discussion   



C Room

09:00~09:40   Session 1. Knee                                                                                  경희의대 김강일

1.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인공 관절 주위 골절의 치료시 이중 금속판 고정술과 단일 금속판 고정술 비교 

     Comparison between dual plating and unilateral plating using locking plates for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가천의대 심재앙, 이병훈, 박지현, 권혁민          191

2.  대퇴골 간부 골절에 동반된 동측 슬관절 인대 손상의 선별검사로서 고정 후 마취하 투시 부하 검사

    Fluoroscopic stress test under anesthesia after fixation for knee ligamentous injury associated with ipsilateral 

    femoral shaft fracture                                                                차의과학대, 가천의대1 변성은, 심재앙1          193

3.  슬개골 골절의 AO/OTA 분류 및 치료방침 결정에 영상검사에 따른 관찰가간 신뢰도 변화

    The interobserver reliability of AO/OTA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imaging 

    modalities in patellar fracture              차의과학대, 영남의대1, 가천의대2, 울산의대3, 연세원주의대4, 충남의대5 

변성은, 손욱진1, 심재앙2, 김지완3, 손훈상4, 최원철, 이병훈2, 주용범5          195

4.  경골 고평부 골절에서측면 금속판 고정술의 임상적 결과 Clinical result of Rim plating in Tibial Plateau Fractures

고려의대 오종건, 조재우, 사공승엽, 임익주          197

5.  복합 경골 고평부 골절의 일부분으로써 내과 골절을 위한 이상적 고정물의 형태 선정: 유한 요소 분석

    Optimal Fixation construct for medial condylar fracture in the component of complex tibia plateau fracture;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연세원주의대1, 경상대학교 ICT 의료융합연구센터2, 경상의대3 손훈상1, 정세린2, 정구희2,3          198

Discussion    

09:40~10:20   Session 2. Femur I                                                                                            인제의대 주석규

1.  대퇴골 전자하부 불유합의 치료에서 부가적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의 역할

    The role of an augmentative plating in the subtrochanteric nonunion of the femur 

경북의대, 고려의대1 김준우, 오창욱, 박경현, 오종건1, 하성수, 김성민          203

2.  Decortication과 자가 골 이식을 이용한 위축성 전자하부 불유합의 치료

    Treatment of Atrophic Subtrochanteric Nonunion with Decortication and Autologous Bone Graft

대구파티마병원 변영수, 조영호, 유준혁          205

3.  정형외과 수술의사 및 기구 관리자 측면에서의 재사용 동력구동 장치와 일회용 동력 구동장치

    TERRA disposable handpiece)의 유용성 비교 (Comparison of the usefulness of the disposable power- driving  device   

    and single use driving device(Terra disposable handpiece) by orthopaedic surgeon and operating room  personnel 

계명의대1, 동아의대2, 경상대학교 ICT 의료융합연구센터3, 경상의대4 이경재1, 왕  립2, 박재은3, 정구희3,4          206

4.  5~12세 전자하 골절에서 대전자 견인 골단 또는 대퇴 경부 후방 피질골을 관통하여 시행한 티타늄 유연성 골수강내 고정 

Enhancing stability by penetrating the apophysis of greater trochanter or the posterior neck cortex during 

titanium elastic nailing of paediatric subtrochanteric femoral fractures in children aged 5-12 years

충남의대 이상범, 차수민, 신현대          208



5.  전위된 대퇴골 경부 골절과 동반된 대퇴골 간부골절의 Reverse 'Miss-A-Nail' 방법을 통한 재건 골수정 고정술 

Reverse‘Miss-A Nail’technique of reconstruction nailing in displaced femoral neck fracture combin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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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구골절에서 전위된 장사방면 판의 고정이 필요한가?

    Is it necessary to fix the displaced quadrilateral plate in acetabular fracture?

계명의대 민병우, 이경재, 김범수, 엄상현, 이인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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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comparison between extensile lateral and sinus tarsi approaches for Snaders 

    type 2 calcaneal fracture                                                                                   영남의대 박철현, 박정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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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rary pinning as a damage control surgery for staged treatment of severely displaced calcaneus fracture:        

surgical technique and case series      경북의대, 고려의대1 박경현, 오창욱, 김준우, 하성수, 김성민, 오종건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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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clinical outcomes of fixed-angle versus variable-angle locking compression plate 

for the treatment of Lisfranc injuries                                      고려의대 박영환, 최정우, 최기원, 김학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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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전자간 골절에서 투명 3차원 컴퓨터
단층 촬 을 이용한 골편간 전내측

피질골 변위 및 정복의 평가
Evaluation of Displacement and Reduction
of Anteromedial Cortex using Transparent
Three-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in Trochanteric Fracture

연세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김준 , 변변준준우우, 양규현

서 론

퇴 전자간 골절에 한 골수정 내고정 수술시 전후방 및 측방 상을 통해 골절 정복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기저부

(basicervical)는 피질골이 원통형인 경부가 직사각형인 전자부로 이행되는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골절편의 변위 및

정복 상태는 단순 촬 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Watson 등은 저에너지 손상으로 인한 퇴 경

부-기저부 골절 치료시, 실패한 6례에서 전후방 및 측방 상에서는 해부학적 정복 또는 해부학적 정복에 가까운 정복

(nearly anatomical reduction)이라 판단하 다고 보고하 다. 이것은 전후방 및 측방 상만으론 정확한 정복을 평가하

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에는 전자간 골절 내고정시 전내측 피질골 지지 (anteromedial cortex buttress) 복원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촬 각 (projection)을 찾고자 3차원 CT 상을 이용하여 추척하

다.

상및방법

8례의 고관절 3D 이미지를 이용하여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 다. 퇴골 골절의 평가를 위하여 촬 한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3차원으로 퇴골 상을 합성하 다. 수술 중 촬 할 수 있는 투시경 이

미지와 응하는 투명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 수술실에서 투시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360도 회전해가면서(10도 간

격) 상에 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다. 골편의 전내측 피질골의 정복 상태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각도를

선택하도록 하 다.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정형외과 전문의 4인에 의해 평가되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후면 및

측면 상 촬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유용한 촬 각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 투명 3차원 단층 촬 합성

상과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불투명 3차원 합성 상에서도 전내측 피질골의 정복 상태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 촬 각도를 수집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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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환자가 골절 테이블에 앙와위로 누워있다고 가정한다면, 투시경 팔의 수평 촬 상태를 0도 기준하 을 때(전후면은 90

도) 약 140-150도 사선각에서 퇴 전내측 피질골의 전위와 정복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이러한 촬 을‘ 퇴 전자 사면 촬 (trochanter oblique view)’이라 명명하 으며,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 수술을 하는

동안 투시경을 통해 골편의 정복 상태를 평가할 때에는 이 각도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 자간전부 골절, 전내측 피질골 지지 ,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

2020 한골절학회 제46차 학술 회

6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3세 감마정과
U-blade 3세 감마정의 치료결과 비교

Comparison of the U-blade Gamma3 nail and the Gamma3
nail in the treatment of Intertrochanteric Fracture

서울의료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류류형형곤곤, 최연택, 김상민1, 서재성

서 론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3세 감마정과 U-blade 3세 감마정의 치료결과를 임상적, 방사선학적, 합병증 및

수술 전후 예후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다.

상및방법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3세 감마정과 U-blade 3세 감마정의 치료결과를 임상적, 방사선학적, 합병증 및

수술 전후 예후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나사의 골두내 고정위치, 골절부 정복의 안정성 여부 등의 술기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

다. 지연나사의 활강 정도는 U-blade감마정에서 그 정도가 더 유의하게 적었으며(4.75 mm vs. 3.60 mm)(p=0.025), 골유

합 확인 시기의 평균값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P=0.053). 지연나사의 퇴 골두 천공은 감마정은 6예, U-blade감마정

은 3예가 있었고(P=0.18), 그 외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전후 두 군간의 활동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두 군

간 차이는 없었으며, 수술 후 활동능력의 변화 정도도 두 군간 다르지 않았다(P=0.75).

결 론

U-blade감마정이 기존 3세 감마정에 비하여 임상적 측면과 방사선학측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못했다. 따라서 퇴 전자간 골절 치료에 있어 U-blade 감마정의 사용은 유의미한 장점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 전자간 골절, 3세 감마정, U-blade 감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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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강내 금속정으로 고정한 불안정성 퇴골 전자간부
골절 복합체 모델에서 블로킹 나사의 효과

- 유한 요소 분석 -
Effect of Blocking screw on Bone-Nail Constructs in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Models fixed
using a Cephalomedullary Nail - Finite Element Analysis -

한림 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인제 학교 의용공학과1, 한림 강남 성심병원 정형외과2

유제현, 오석현1, 곽곽 경경, 임정섭, 황지효2, 이성재1

서 론

불안정성 퇴골 전자간부 골절은 조기 보행을 위해 견고한 고정을 요하는 골절이다. 수술적 치료로 골수강내 금속정이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골다공증 노인 환자에서 퇴골 직경(canal diameter)이 큰 경우 퇴골과 금속정 직경 사이에 불

일치(mismatching)가 흔히 나타나며, 일반 단 금속정(standard short cephalomedullary nail)을 사용 시 이로 인한 고정력

저하로 내고정물의 파절이나 불유합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성 퇴골 전자간부 골절

(AO/OTA 31 A3-3)에서 다양한 퇴골 직경과 블로킹 나사의 사용 유무에 따라 금속정 및 피질골에 발생하는 응력과 미

세 움직임을 유한 요소 모델로 분석해보고, 블로킹 나사의 유용성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삼차원 유한 요소 모델은 CT를 기반으로 골다공증성 퇴골을 재현하 고, 하운스 필드값으로 피질골 및 해면골의 골

도와 탄성 계수를 재현하 다. 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으로는 감마3 단 금속정(길이 170 mm, 직경 12 mm)이 사용되었

다. 3가지의 다른 퇴골 직경(14 mm, 16 mm, 18 mm)에 하여 각각 블로킹 나사를 사용한 모델과 사용하지 않은 모델

을 재현하여 총 6가지 유한 요소 모델을 재현하 다. 부하 조건은 외전근력을 고려하여 퇴 골두에 체중의 약 3배의 하

중을 수직선에서 약 20도 기울여 부하하 다. 금속정 및 피질골 주위의 응력을 측정한 후 항복 강도(yield strength)와 비

교하 고, 퇴골과 금속정 사이의 미세 움직임(micro-motion)을 골간단부와 골간부 경계 부위에서 측정하 다.

결 과

금속정의 최 응력은 퇴골 직경 및 블로킹 나사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지연 나사와 금속정 결합부에서 측정되었으

며, 퇴골 직경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골간단부와 골간부 경계부에서의 미세 움직임도 퇴골 직경이 증가하여 금

속정 직경과의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세개의 다른 퇴골 직경의 모델에서 모두 블로킹 나사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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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응력과 미세 움직임이 낮게 측정되었다. 블로킹 나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골 직경이 14

mm에서 16, 18 mm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최 응력은 9.8%, 15.8%, 미세 움직임은 17.8%, 56.6% 증가하 으나, 블로킹

나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최 응력은 7.9%, 9.9%, 미세 움직임은 6.9%, 21.8% 증가하 다.

결 론

불안정성 퇴골 전자간부 골절에서 금속정 고정시 퇴골 직경이 커 퇴골과 금속정 직경사이의 불일치가 클수록 금

속정에서의 최 응력과 퇴골과 금속정 사이의 미세 움직임은 증가하 으며, 블로킹 나사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안정적

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퇴골과 금속정 직경사이의 불일치가 클수록 블로킹 나사(blocking screw)의 추가 삽입

은 이러한 문제로 인한 고정 실패 및 불유합의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Cephalomedullary nail, Blocking screw,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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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 퇴골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서 서로 다른
퇴경간각을 갖는 두부골수형 퇴골 골수정의

지연나사 위치에 따른 기계적 향: 생역학 실험
Mechanical Effect of different position of lag screw
with different Implant CCD angle after Fixation of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아주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¹, 인제 학교 의용공학부²

송송형형근근¹, 이성재², 김정택¹, 오석현²

서 론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를 위해 골수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이 일반적이며, 체중 부하 축과 골수정 축간의 거리가 짧아

보다 적은 모멘트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골수정과 지연나사가 개발되고 있지만, 적절한 골수정의 퇴

경견각과 지연나사의 위치에 해 비교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퇴 경견

각과 지연나사의 위치에 따른 생체역학적 평가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한 퇴 경견각과 지연 나사의 위치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본 연구에서는 Synbone사의 인조골 모델(Model LD2022, Synbone AG,, Switzeralnd)을 사용하여 2 mm gap을 가지는

A2.2 퇴 전자부 골절을 일정하게 재현하 다. 이후 125。및 130。의 퇴 경견각을 가지는 골수정에 지연나사를 퇴골

두의 중심부 또는 하단부에 위치시켜 총 4가지 형태에 한 모델을 제작하 다. 125。 퇴경견각에 지연나사를 중심부 또

는 하단부에 위치시킨 경우를 type I, II로 설정하 으며, 130。 퇴경견각을 가지는 모델을 지연나사의 중심부, 하단부 위

치에 따라 III, IV로 설정하 다. 모든 생역학실험은 mechanical testing machine (MTS 858, MTS system Corp., USA)을

이용하 으며, 각 type별 4회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수직 압축 하중은 예비 하중(100 N, 20 N/min), 동적 하중(75-750 N,

10,000 cycles, 2 Hz), 정적 하중(10 mm/min)의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을 통해 수직으로 10 mm 변형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failure load를 분석하 으며, load-displacement curve를 획득하여 stiffness를 도출하 다. 또한, 실험 전후

X-ray 촬 을 통한 지연나사의 sliding을 측정하 다. 퇴골두의 X (Rotation), Y (Varus collapse), Z (Retroversion col-

lapse)축 회전변화 측정을 위해 퇴골두에 marker를 부착 후 Microscribe M (Revware Inc., USA)을 이용하여 3차원 좌

표를 도출하 다. 도출된 3차원 좌표는 회전 행렬과 Bryant angle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One-way ANOVA (IBM SPSS 23.0, IBM Corp., USA)을 이용하여 4가지 type에 한 차이검정을 유의수준 p<0.05로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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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정적 압축 실험의 결과로 type II가 1350±64 N (type I=1312±100 N, type III=1316±98 N, type IV=1327±92 N)으로

가장 높은 failure load 값과 stiffness 188±15 N/mm (type I=170±3 N/mm, type III=173±2 N/mm, type IV=183±7

N/mm)를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 전후 X-ray 촬 을 통한 지연나사의 sliding은 type II가 0.54±0.11 mm (type I=0.64±

0.11 mm, type III=0.62±0.11 mm, type IV=0.56±0.07 mm)로 가장 낮은 sliding을 보 다. 그러나 X, Y, Z축 회전변화

의 경우 type II에서 각 1.72±0.09。, 2.25±0.27。, 0.58±0.21。(type I=1.42±0.19。; 1.94±0.41。; 0.51±0.12。, type

III=1.33±0.17。; 1.94±0.25。; 0.49±0.15。, type IV=1.66±0.18。; 1.97±0.44。; 0.58±0.14。)로 가장 높은 변화를 보 다.

모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25。 퇴 경견각을 가지며 지연나사가 하단부에 위치하는 경우 다른 type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지연나사가 하단부에 위치할 경우 지연나사가 퇴골두 하단부의 높은 피질골 두께

와 골 도로 인해 중심부에 시술되었을 때 보다 부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전변화의 경

우 지연나사가 하단부에 위치할 경우 최 약 30% 높은 회전변화를 보 다. 따라서, 추후 회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

법에 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퇴 전자간 골절, 지연 나사, 생역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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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근위골수내정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 시 유관나사의 유용성

Usefulness of cannulated Screw in internal fixation using
proximal femur nail for Intertrochanter fracture

인제 학교 의과 학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주식회사 아이키 기업부설연구소2

권권용용욱욱1, 서 채1, 유승진2

서 론

퇴골 전자간 골절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년층의 활동 증가로 고령환자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에 한 치료는 골절

의 양상, 환자의 나이, 골 도, 발병 전 운동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퇴골 전자간 골절에 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정복방법, 내고정기구의 선택 및 수술법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퇴 골편의 회전에 의

한 불유합 등으로 인하여 고정 실패의 문제점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근위골수내정, 근

위골수내정 시술 후 추가적인 유관나사 삽입 시술법에 해서 비교 분석하고 새로이 개발된 유관나사와 근위골수내정을

고정시킬 수 있는 시술기기와 생체역학적 시험을 통하여 도출된 정량적 구조적안정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퇴골 전자

간 골절치료의 결과 향상에 해서 토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1. 임상 case분석

2014년 8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퇴골 전자간 골절로 입원한 환자 중 내고정막 (Type 1), 내고정막 에 유관나사

를 추가로 삽입(Type 2)하여 골절치료를 진행한 환자들을 상으로 분석하 다 171명의 환자 중 Type 1이 68명, Type 2

가 103명이었다. 환자들의 고정실패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

2. 생체역학적 시험 시편 제작

퇴골전자간 골절 치료 후 내고정물의 정량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총 18개의 퇴 인조골에 기계조각기를 이용하여 회

전 변형에 가장 취약한 A0 A1.1 퇴전자간 골절을 일정하게 재현 후 근위골수내정(Type 1), 근위골수내정+유관나사

(Type 2), 근위골수내정과 유관나사 일체형 제품(Type 3, ikey nail)을 이용하여 각각 6편씩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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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리학적 하중조건

만능시험기(MTS 858 Bionix test system, MTS system co., USA)를 이용하여 예비(100 N, 20 N/min), 동적(75-750 N,

10,000 cycles, 2 Hz), 정적(10 mm/min) 하중 순으로 실험을 진행하 으며, 동적 실험에서 골 경화(bone consolidation)

가 발생되는 시기인 시술 후 6주를 가정하여 10,000 cycles를 인가하 고 빠른 보행(fast walking)을 고려하여 하중속도는

2 Hz를 적용하 다.

4. 생체역학적 시험 분석방법

근위 골편의 회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퇴골두의 전방에 지름 1 mm의 3개의 표지자(marker)를 표시하 다. 3차

원 좌표측정기(MicroScribe MX, Revware Systems, Inc., USA)를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도출하 다. 도출된 3차원 좌표

를 회전 행렬과 Bryant angle을 사용하여 퇴 근위 골편의 상 적 회전 변화(x, y 및 z 축)를 측정하 다. 고정 실패 하중

은 시편이 장비의 하중 축을 따라 15 mm 변형이 발생되었을 때 측정하 다.

결 과

임상 case 분석 시 고정 실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생체역학적 실험을 통하여 근위 골편 회전 및 고정실패 하중 측정

시 근위골수내정과 유관나사가 일체형(Type 3, ikey nail)가 근위골수내정(Type 1), 근위골수내정+유관나사(Type 2), 

비 가장 적은 회전과 높은 항복하중으로 안정성을 보 으며 Type 2, Type 1 순으로 높은 결과를 보 다.

결 론

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고정 실패의 원인인 근위 골편의 회전을 최소화와 초기 고정력 향상을 위해서는 근위골수내정

에 유관나사를 추가로 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근위골수내정과 유관나사가 일체형 제품을 사용하 을 때 가장 많은 하

중을 버팀으로써 퇴골 전자간 골절 치료법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실험 결과와 임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된 골절 형태를 가진 환자에게 근위골수내정과 유관나사가 일체형 제품을 이용한 내고정술 후

임상 결과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전자간 골절, 근위 골편 회전, 초기 고정력, 근위골수내정, 유관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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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경골 골절시 골수내정 고정에서 시상면상
삽입구의 위치 및 각도

The Standard Starting Point and Entry Angle on
sagittal plane for Tibia Intramedullary Nails Results

in Malreduction of Proximal Tibial Fractures

차의과 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한림 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enver Health Medical Center2

변변성성은은, 황지효1, Cyril Mauffrey2, Joshua Parry1,2

서 론

근위 경골 골절에서 골수내정 고정술 시 부정유합 발생이 흔하여 삽입구 선정 및 삽입각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관상면

상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많으나, 시상면상의 삽입구 및 삽입 각도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saw

bone model을 이용하여 근위 경골 골절에서 골수내정 고정 시 적절한 시상면상의 삽입구 및 삽입각도를 확인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Saw bone을 이용하여 AO/OTA분류 41A2의 근위 경골 관절외 골절 모델을 만들었다. 해부학적 정복을 위한 삽입점 및

각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골수내정을 먼저 원위 골편에 고정 한 다음 근위 골편을 원위 골편과 골수내정 위로 정복하

다(Group 1). 다음으로 관절내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표준 시작점에서, 최적의 진입 각도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권장 삽입 각도(경골 간부 전방 피질골에 평행하게 삽입, Group 2)와 경골조면 높이의 경골 시상면상 중심을 향한 삽입

각도(Group 3)로 골수 내정을 삽입하 다. 삽입 후 시상면상에서의 골절 틈(fracture gap)과 전위(translation) 정도를 측

정하 다.

결 과

Group 1에서 삽입구의 위치는 경골극의 전방, 관절내에 형성이 되었으며, 골수내정은 경골의 전방 피질골과 평행하

다. 표준시작점에서 경골 전방피질골과 평행하게 삽입한 group 2의 경우 각형성 및 골절틈이 거의없었으나, group 3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큰 전위소견이 관찰되었다(Table 1). 표준시작점에서 경골조면 높이에서 경골의 중심방향으로 삽입한

group 3의 경우 group 2에 비해 전방각형성 및 골절틈이 컸으나 전위가 작았고, 골절틈과 전위를 합친 값이 group 2에 비

해 유의하게 작았다(Table 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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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근위 경골 골절 모델에서 관절 내 구조에 손상을주는 삽입점에서 해부학적 정복이 가능하 다. 표준 시작점을 사용할

때 기존에 권고되던 각도보다 좀 더 후방으로 향하여 골수내정을 삽입하 을 때 변형이 적었다. 근위 경골 골절의 골수내

정 고정 시 표준 시작점에서 해부학 적 정복이 어려우므로, 수술자는 porvisional plating 등 보조적 정복 방법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야 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근위 경골 골절, 골수내정 고정술, 삽입구, 삽입점, 삽입각도, 시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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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상부 접근법을 이용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퇴 슬개 관절에의 향

Suprapatella nailing: Effect on patellofemoral joint

조선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 교실

김김바바롬롬, 이광철

서 론

경골 근위부 골절에서 슬개상부 접근법을 이용한 금속정 고정술은 무릎의 굴곡 없이 금속정을 삽입함으로써 골절의 정

복을 용이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속정 삽입을 위한 기구 조작시 퇴-슬

개 관절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고 확공이나 금속정 삽입시 발생하는 골편 등으로 인해 슬관절내 활액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슬개상부 접근법을 이용한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 후 관절경을 통해 퇴-슬개 관절의 변화를 관찰하

고 이러한 변화가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관찰하 다.

상및방법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골 근위 간부 골절로 슬개상부 접근법을 이용하여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하

고 1년 이상 추시 가능하 던 10예를 상으로 하 다. 금속정 삽입 후 삽입구를 통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 다. 관절경

검사상 퇴-슬개 관절의 연골 변화는 ICRS (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 G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분류하

다. 단순 방사선 추시상 퇴-슬개 관절의 변화를 관찰하 고 임상적으로는 patella gliding test를 통한 통증 정도를 VAS

score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결 과

퇴골의 경우 ICRS grade I은 0예, II는 7예, III는 3예 고, 슬개골의 경우 I은 2예, II는 8예 다. 전예에서 Grade I 이

상의 관절 연골 손상 관찰되었다. 방사선 추시상 퇴-슬개 관절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적 평가상 술 후 6개월째

평균 VAS 점수는 2 (0-4)점이었다.

결 론

경골 근위부 골절에 해 슬개상부 접근법을 통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시 퇴-슬개 관절 연골의 손상은 피할 수 없

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슬개골의 연골 손상보다는 퇴골의 연골 손상이 더 심한 양상을 보 다. 하지만 이러한 관절 연

골 손상의 임상적 의의는 크지 않으며 방사선학적인 퇴-슬개 관절염의 발생에도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슬개상부 접근법,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퇴-슬개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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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골절에 동반된 비골골절의 빈도 및 예후
The prevalence and prognosis of fibular fracture

associated ipsilateral tibia fracture

차의과 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경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1, 구 파티마병원 정형외과2

변변성성은은, 정구희1, 변 수2

서 론

본 연구는 경골 간부 골절에 동반된 비골 골절의 빈도 및 그 예후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고평부 골절과 족관절부 골절을 제외한 167례의 경골 골절 중 술 후 6개월까지 추시가 되지 않은 환자, 골성숙이 완료

되지 않은 환자, 재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 등 30례를 제외한 총 137례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검사에 하여 후향적 분석

을 하 다.

결 과

비골 골절은 경골 골절 137례 중 123례(89.8%)에서 확인되었다. 골절의 위치는 비골 경부골절 및 근위 1/3 간부 골절

각 26례, 중앙 1/3 간부 골절 22례, 원위 1/3 간부 골절 31례, 비골 원위부 골절 12례, 그리고, 분절 골절 6례로 확인되었

다. 31례에서 경골 골절 고정 시 비골골절 고정을 시행하 으며, 1례의 중앙 1/3 간부 골절 외 모두 원위 간부 및 원위부

골절 (분절골절 포함)에 고정이 시행되었다. 분절골절 포함하여 비골 원위 간부 및 원위부에 골절이 있는 경우는 48례

다. 비골의 불유합은 3례(2.4%)에서 확인되었으며, 2례는 비골의 원위 1/3지점에 있는 골절에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으

며, 1례는 심한 분절골절로 경골내고정 후 비고골 골편 사이에 골절틈(gap)이 생긴 경우 다.

결 론

경골 골절에 동반된 비골 골절에서 원위 1/3 지점에 비골 골절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고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분절 골

절의 경우 경골 골절 고정 후에도 정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비골 골절, 경골 골절, 불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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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막 방법에서 위치에 따른 재건된 골 경화의 차이
The discrepancy of consolidation in grafted bone

regeneration in induced membrane technique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김김 하하, 임익주, 사공승엽, 조재우, 오종건

서 론

The reconstruction of critical sized bone defects in long bones is often a major challenge in limb salvage. Among

the various procedures, the induced membrane technique has evolved as mainstay for bone reconstruction in critical

bone defect. We’ve noticed that the grafted bone had different bony density according to location in horizontal plane

of tibia during regeneration. Thus, we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discrepancy of consolidation by anatomical

location in horizontal pla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one density of grafted bone according to hori-

zontal location in induced membrane technique for critical sized segmental defects of tibia.

상및방법

This study is a single-center, and retrospective cohort study from March 2014 to February 2018. Patients with tibial

segmental bone defect of at least 2.5 centimeters which were treated with induced membrane technique were

screened. We excluded patients with wedge shaped body defect, significant comorbidities and insufficient clinical fol-

low up. Total 19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cohort.

Bone density was measured using Hounsfield unit (HU) in CT scans. For selection of same area in all CT scans by

each patient, registration based on 3D model was performed. After registration process, segmentation between bone

and implant was conducted using region growing and edge based active contour method based on HU. In bone

region, areas of tibia and fibula were extracted and that of tibia was segmented into longitudinal three areas divided

by the horizontal plane with equal central angle of 120 degrees based on the line connecting tibia and fibula (T-F

line). We defined segment anterior to the T-F line as anterolateral (AL), posterior as posterior (P), and opposite as

anteromedial (AM) and calculate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dispersion of HU in each divided region. To

investigate the average values of each segment,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one way ANOVA) were performed.

Repeated measures ANOVA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difference value during study period. The level of signifi-

cance for all alaysis was se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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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9 patients (14 males, 5 females) were enrolled and the average patient age was 43.1 years (range, 17-74). All

defects were segmental with an average size of 8.5 cm. At immediate postoperative CT scans, HU of AM (313 HU)

was lower than AL (353 vs 313 HU, P=0.035) and P (365 vs 313, P=0.005). At twelve months, HU of AM (689 HU) was

lower than AL (788 vs 689 HU, P=0.002) and the other comparisons didn’t present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average

density of grafted bone increased over time regardless location.

결 론

In induced membrane technique, bone density was relatively low in anteromedial on immediately postoperative CT

scans, and this low density lasts until one year follow up.

색색인인 단단어어: induced membrane technique, bon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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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경골 골절의 MIPO 술식에서 초음파 이용의 유용성
Efficacy of Ultrasonography for MIPO in distal tibia fractures

충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이기기수수, 강 찬, 김상범, 이정길, 전제형

서 론

Restoration of normal anatomic alignment is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MIPO) for tibia fra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usefulness of ultrasonography of MIPO in tibia

fractures.

상및방법

Of the tibia fracture patients were admitt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who plan to MIPO surgery were

enrolled. We measured maximum angular formation in posteromedial and anterior edge of tibia using ultrasonogra-

phy (US). And then, we measured maximum angular formation using mobile C-arm images after closed reduction in

operating room. The accuracy was measured and compared using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3D-CT).

결 과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uracy between C-arm and US. However, the use of C-arm during surgery

was reduced by using US. By using US, we could determine that the reduction is adequate without the lateral and

oblique C-arm images.

결 론

The use of US is useful in reduction for tibia fracture. It seems that US is effective for confirmation of reduction state

and considered safe and non-invasive because it can reduce the radiation exposure by using C-arm.

색색인인 단단어어: Tibia, MIPO, Ultrasonography, Radia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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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ing difficulties in com-
plex intraarticular fractures of

upper extremity
[ 서울의 이 호 ]

Symposium (11:10~12:10)





Fall down on both olecranon

서울의

김김 민민 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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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n fixation for
fractures arou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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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l humeral fractures: fix or replace?

울산의

고고 경경 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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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환자를 상으로 한 신속 응체계
(Rapid Response System)활동의

현 황 및 효용성 평가
Effectiveness of Rapid Response System in

Patients with Hip fracture

서울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 학교병원 정형외과1,
서울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과학교실 분당서울 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2

김김진진각각1, 이 균1, 송인애2, 오탁규2, 구경회1

서 론

고관절 골절로 내원하는 노인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내과적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심폐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술 전 후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환자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입원 중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술과 마취방법이 발전하면서 내과 질환의 이환율이 개선되기도 하 으나, 여전히 고관절 골절 환자의 사망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한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나 환자의 심각한 급성상태를 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상태가 좋지

않은 일반 병실의 환자들에게 조기 처치를 시행하여 불가역적 악화를 막는 다학제적 팀 접근방식(Rapid response sys-

tem, RRS)이 보급되기 시작하 다. 아직까지 고관절 골절 환자의 RRS 효과에 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어 RRS 임상적

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고관절 주위 골절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를 상으로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를 시

행하 다. 고관절 주위 골절은 퇴경부골절, 전자간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포함하 다. 병동이나 중환자실

로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외래 경과관찰 하거나 타병원으로 전원 한 경우는 제외하 다. 입원 중 중환자실 입실여부,

예기치 못한 중환자실의 입실율과 입실원인, 입원 중 사망 여부 등을 분석하 고, RRS를 도입한 2012년 전과 후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 다.

결 과

연구 상은 총 2819명으로 RRS도입 전이 1491명(53%), 도입 후가 1328명(47%)이었고, 평균연령은 76.91세 다. 그중

남성이 812명(28.8%), 여성이 2007명(71.2%) 다. 퇴경부골절이 1350례(47.9%) 전자간골절이 1469례(52.1%) 다. 중

환자실 입실은 전체 139명에게서 이루어졌으며, RRS 도입 전이 51건, 도입 후에 88건 이루어졌다. 이 중 수술 후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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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급성질환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각각 32건, 20건이었다. RRS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중환자실 입실률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예기치 못한 입실률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고관절골절 환자의 중

환자실 입실 이유는 순환기내과 문제가 가장 많았고(86례, 62.3%), 호흡기내과 문제가 그 뒤를 따랐다(42례, 30.4%). RRS

의 도입으로 재원 기간은 24.78일에서 15.39일로 감소하 다(p=0.00).

결 론

고령에서 호발하는 고관절골절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출혈이 야기되어 생리적 적응반응이 느린 노인 환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동반된 내과적 질환들 또한 마취와 수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RRS의 도입은 내과적 질환의

이환을 줄이지는 않으나, 환자의 컨디션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빠른 처치를 할 수 있다. 이는 환자가 불가역적인 상태

에 빠지는 것을 막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Rapid Response System, Hip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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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골수염 또는 감염성 불유합을 치료를 위한
Multi-staged Induced membrane technique의

감염 재발 결과 보고
Survival rate from the recurrence of infection in Multi-staged

Induced Membrane Technique treating posttraumatic
osteomyelitis or infected nonunion in lower limb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성형외과학교실2

조조재재우우1, 임익주1, 사공승엽1, 최원석1, 김한주1, 손휘승1, 정성호2, 오종건1

서 론

Though induced membrane technique was introduced to address critical bone defects of infected nonunion or post-

traumatic osteomyelitis, there has been still limited clinical evidence with long term results of large case se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cess the survival rate from the recurrence of infection (ROI) of Multi-staged Induced

Membrane Technique for treating critical-sized bone defects in lower limb which were resulted from infected

nonunion or posttraumatic osteomyelitis.

상및방법

Two hundred thirty-five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infected nonunion or posttraumatic osteomyelitis by

clinical and radiological findings were treated with Multi-staged Induced membrane technique from 2013. Radical

debridement with antibiotic-loaded PMMA spacer insertion with temporary stabilization was the first step in staged

reconstruction. Conversion to internal fixation was the second stage. Soft tissue reconstruction was performed simul-

taneously at the first or second stage if needed. Bone grafting at defect was the final stage. Proceeding to the next

stage was decided by previous post debridement culture results and clinical findings. Repetitive debridement was per-

formed if there was a positive post debridement culture result or apparent sustained sign of infection. There were 126

critical bone defects at long bone of lower limb with more than 12 months follow up after bone grafting. The survival

rate from the ROI was analyzed as a primary outcome. The variables which might be correlated with ROI were inves-

tigated as a secondar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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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There were 40 femurs and 86 tibias. The average duration of infection before engaging the protocol was 71.4

months. 2.7 times of debridement was performed before bone grafting. The average follow up was 45.5 months (12-

135). There were 31 cases of recurrence of infection after bone grafting. The primary survival rate from the ROI of

multistage induced membrane technique was 75.4% (95/126). The average time of ROI was postoperative 17.7

months after bone grafting (range 1-47).

결 론

This is the largest study to date evaluating the induced membrane technique for treating posttraumatic osteomyelitis

or infected nonunion with critical bone defect in the femur and tibia. Our results indicate that Multi-staged Induced

Membrane Technique has a comparable survival rate from recurrence of infection treating critical-sized bone defect in

lower limb which was resulted from infected nonunion or posttraumatic osteomyelitis.

색색인인 단단어어: Induced membrane technique, bone grafting, recurrence of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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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골-경천골 나사 삽입을 위한 골성 통로의 평가와
임상 적용: 고식적인 CT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3D 이중평면 이미지의 비교
-가상의 경장골-경천골 고정의 컴퓨터적 분석-

Assessment of Osseous Corridor for Transiliac-Transsacral
Screws and Clinical Applications: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CT images and
3D Biplanar Images of Computational Simulation
-Computational analysis of virtual TITS fixation-

가톨릭 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1, 부산 학교병원 정형외과2, 경상 학교 창원병원3

김김 우우1, 장재훈2, 정구희3

서 론

제1천추제와 제2천추제를 관통하는 7.0 mm 크기의 경장골-경천골(Transiliac-transsacral, TITS) 나사 삽입을 위한 골성

통로를 분석하고 고식적인 전산화단층촬 상을 이용하여 술전 계획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3차원 모델로 재건하기 위해 사체 82구의 고식적인 전산화단층촬 상을 Mimics� 프로그램에 입력하 다. 3D 센서

를 이용하여 7.0 mm 크기의 나사를 실제 크기로 3D 모델로 재구성하여 Mim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1 TITS 나사와 S2

TITS 나사를 가상으로 삽입하 다. 3차원 이중평면 CT 상과 고식적인 CT 상을 이용하여 나사의 피질골 침범을 평가

하 다. TITS 나사 주위의 골성통로 넓이는 축상면에서 측정하여 AxWS1과 AxWS2로 정의하 다.

결 과

S2에서는 피질골 침범이 없었지만 S1 TITS 나사의 피질골 침범은 20개의 모델에서 관찰되었다. 그중, 3D 이중평면

상에서 14개의 모델이 확인되었으며(impossible model), 오직 CT 축상면 상에서 20개의 모델이 확인되었다(CT-viola-

tion model). AxWS1은 impossible model에서 7 mm보다 작았으며 CT-violation model에서는 9 mm보다 작았다.

AxWS2는 AxWS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R 0.-450, p<0.01). AxWS2를 이용한 CT-violation model을 찾기 위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분석에 의하면 AxWS2의 cut-off value는 13.32 mm 다(sensitivity 0.70, speci-

ficity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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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AxWS1이 9 mm 이상일 때 피질골 침범없이 S1 TITS 나사를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다. 또한, AxWS2가 AxWS1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면, AxWS2는 S1 TITS 나사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예측인자로 사용될 수 있

으며 약 13 mm 이하일 때 안전한 고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0 한골절학회 제46차 학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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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원위경비인 나사못 고정술을 위한 근위 경비골
중첩 정도의 유용성: 3차원 시뮬레이션 연구

Implications of the overlapping degree between proximal
fibula and tibia for placing the optimal syndesmotic screw:

Three-dimensional simulation study

조선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전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2,
경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3

이준 1, 임임재재환환1, 이근우2, 정구희3

서 론

To determine the optimal direction of syndesmotic screw and consistent landmark for practical application by ana-

lyzing three-dimensional (3D) modeling and virtual implantation

상및방법

A total of 104 cadaveric lower leg (50 males and 54 females, average height of 160.6±7.1 cm) were used to recon-

struct the 3D model by using the Mimics� software. The cylinder (∅3.5 mm/Length 100 mm) was optimally implanted

for simulating the syndesmotic screw fixation. Tibial proximal cylinder which was tangent to the posterior tibial

condyles was traced and the angle between two cylinders were measured as the tibial torsion. After placing the opti-

mal syndesmotic cylinder parallel to the ground, the overlapping degree between proximal fibula and tibia was

assessed for making the practical and consistent landmark.

결 과

The tibial torsion angle was an average of 37.5。±7.1.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height

(p=0.181) and sex (p=0.153). When placing the optimal syndesmotic cylinder was placed parallel to the ground, the

proximal fibula was not overlapped with tibia. In this view, the proximal tibiofibular joint and articulating surface was

clearly identified.

결 론

The ideal syndesmotic screw could be consistently placed in parallel to the ground by internally rotating the tibia to

the non-overlapping point between proximal tibia and fibula.

색색인인 단단어어: 원위경비인 손상, 나사못, 3차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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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조 술 하, 비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으로 치료한
원위 상완골 골단판 분리의 장기 추기 결과

Long-term outcomes of distal humeral epiphyseal separations
treated via closed reduction and pinning under arthrogram

충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이상상범범, 차수민, 신현

서 론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longterm radiological and clinical outcomes of the distal humeral epiphy-

seal separations (DHESs) treated by arthrogram-assisted closed pinning, retrospec- tively.

상및방법

Among patients surgically treated from February 20 0 0 to March 2010, 12 patients followed-up for at least 7 years

were investigated. After careful inspection of initial simple radiographs, we performed intraoperative arthrogram for

all children, confirmed DHES status, and concluded with closed reduction and pinning. At the final follow-up, the

radiological and clinical outcomes were evaluated.

결 과

The mean age at injury was 23.5 months, and four patients were male (42%). The mean age at final follow-up of 12

children/adolescents was 11.6 years.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9.7 years (116.2 months). The dominant arm

was injured in seven children. Two, seven, and three children were of the modified DeLee classifications A, B, and C,

respectively. At the final follow-up, the mean humeral lengths of the injured and contralateral (normal) sides were

24.00 cm and 24.1 cm, thu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32). The final carrying angles were 10.75。, with significant-

ly different with contralateral side (13.67。, P=0.011). However, final shaft-condylar angles were not different

(P=0.207). There was no finding of avascular necrosis around trochlear area in all patients. The mean MEPS was satis-

factory and the flexion/extension range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normal side (P=0.317, 0.083).

결 론

K-wire fixation via the arthrogram is useful when treating DHES, as it enhances anatomical reduction and minimizes

later risk of cubitus varus. The clinical outcomes in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satisfactory in most

cases; however, longer follow-up of adolescents with cubitus varus is required.

2020 한골절학회 제46차 학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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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내고정물 개발을 위한 퇴골 형태분석
Femur geometry analysis for development of implant for Korean

울산 학교 의과 학1, 울산 학교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2, 동서 학교3

정익재1, 최은정2, 이병국2, 김김지지완완2

서 론

Intramedullary nailing has been popularly applied for the femoral shaft fractures. However, there have been report-

ed the mismatch problems between nail system and femur geometry including narrow medullary canal at the sub-

trochanteric area especially in young adults and severe femoral bowing in elderly. The current study aimed to analyze

the femur geometry in Korean for development of implant design with 3 dimensional (3D) skeletonization.

상및방법

We acquired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of both femur reviewed in a single center from 2015 to 2017. Total

1400 participants were enroll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subgroups according to age (decades) and gender. These

images are used to produce three-dimensional (3D) samplings of anatomy elements for the human femur with the use

of reconstruction and parametrization from such datasets. The process of skeletonization was to obtain the compact

representation of the femur. With the skeletonization, we obtained the geometry parameter and all parameters are

compar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결 과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ere 54.4 years (range 20-89 years) and the number of each gender was exactly

same. The femur length was 424.3±28.6 mm (range, 324.3-539.8 mm) and the femur shaft length was 381.7±26.7

mm (range 288.5-472.2 mm), both of them were longer in male (p<0.001). The rate of less than 300 mm of femur

length was 0.3% in both gender, and the rate of more than 440 mm was 0.1% and 4% in female and male. The mini-

mum diameter of the medullary canal was 8.9±2.0 mm (range, 2.54-19.9 mm). The ROC was 906.9±189.4 mm

(range, 450.4-1810.9 mm) The rate of the minimum diameter less than 8 mm and 7 mm was 31.5% and 15.5%, respec-

tively. The rate of ROC with less than 800 mm and 700 mm was 28.5% and 11.5%, respectively.

결 론

This geometry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mismatch problem between the current nail and the medullary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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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5.5% and the ROC of the Korean femur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current nail systems (1,000-1,500 mm). The

result indicates potential mismatch problem in clinical cases and the problem can be resolved with newly designed

nail system .with Korean version.

색색인인 단단어어: Femur, geometry, mismatch, 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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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말초신경 손상에서 에리쓰로포이에틴과 스테로이드
동시 투여가 신경의 재수초화 및 기능 회복에 미치는 향

Erythropoietin and dexamethasone synergistically
promote functional recovery and remyelination

in acute peripheral nerve injury

한양 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허허정정민민, 유주 , 박기철, 이정일

서 론

골절 환자에서 급성 말초신경 손상은 동반 손상 이나 의인성(iatrogenic)으로 발생된다. 이런 환자에서 성공적인 골유합

을 얻었더라도 손상된 말초신경에 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 을 경우 중 한 장애가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에도 불

구하고 기능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급성 말초신경 손상에서 에리쓰로포이에틴과 스테로이드

의 동시 투여를 통한 회복 촉진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마우스를 조군 및 3개의 약제 처치군으로 총 4군으로 나누고, 좌골신경에 동일한 압궤 손상 (crush injury)을 가하

다. 조군 (Saline)은 생리식염수를 복강 내 주사하고 에리쓰로포이에틴(Mircera, Roche, Basel, Switzerland) 투여군

(Epo)은 2주 마다 1번 투여하 으며 스테로이드 투여군(Dexa)은 2주간 매일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투여하

다. 동시 투여군(Epo+Dexa)은 에리쓰로포이에틴과 덱사메타손을 함께 투여하 다. 손상 후 정기적으로 보행 검사를 시

행하여 좌골신경 기능 지수(Sciatic Functional Index)를 측정하고, 28일째 좌골신경 및 전경골근을 채취하 다. 채취한

좌골신경 전체를 Neurofilament heavy chain (ab4680; Abcam, Cambridge, UK) 및 P-zero Myelin protein (ab31851;

Abcam, Cambridge, UK) 항체를 일차 항체로, 형광 항체(Alexa Fluor 488, Alexa Fluor 594)를 이차 항체로 이용하여 면

역 형광 염색(immunofluorescence staining) 시행 하고 신경 전체를 슬라이드에 올린 후(whole mounting) 공초첨 현미

경(Leica TCS SP5)으로 이미지를 촬 하 다. 촬 된 형광 이미지를 Leica Application Suite X software를 이용하여 압궤

손상 부위로부터 일정 거리에서의 축색(axon)의 개수 및 미엘린(myelin)의 광 도(optical density)를 측정하 다. 채취한

전경골근은 횡절단(cross section)하여 슬라이드에 올리고 H&E 염색 시행 후 광학현미경으로 이미지를 촬 하 다. 촬

된 이미지를 Image J software를 이용하여 근섬유 횡단면적(cross sectional area) 및 최소 페렛직경(minimal Feret’s

diameter)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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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모든 마우스에서 손상 후 다음 날 좌골신경 기능은 완전 손상되었으며, 손상 후 28일 째까지 좌골신경 기능 지수는 서서

히 회복하 다. 28일째 좌골신경 기능 지수는 약제 처치군이 조군에 비해 더 유의하게 높았으며 (saline: -21.1±3.9,

Epo: -10.9±2.5, Dexa: -10.4±2.7, Epo+Dexa: -3.9±2.7), 동시 투여군에서는 손상 후 3일, 7일, 14일 째에도 조군에

비해 더 유의하게 높았다. 좌골신경 조직 염색 사진 분석 상 손상 부위로부터 원위 500, 1000, 1500 μm 거리에서의 축색

개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500μm 및 1000 μm 거리에서 측정한 미엘린의 광 도는 동시 투여 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전경골건 조직 염색 사진 분석 상 근섬유 횡단면적(saline: 11054±399 μm2, Epo+Dexa: 17754±2476 μm2)

및 최소 페렛직경(saline: 98±2 μm, Epo+Dexa: 121±8 μm)도 동시 투여 군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결 론

에리쓰로포이에틴 및 스테로이드 동시 투여는 상조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마우스 좌골신경의 급성 압궤손상에서

신경의 재수초화를 촉진하고 근육의 위축을 줄여주며, 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 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말초 신경 손상, 기능 회복, 에리쓰로포이에틴,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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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골 비전형 골절의 수술적 치료 후 중기결과 및
합병증 발생 위험 인자 분석; 최소 3년 추시

Midterm outcomes following the surgical treatment of
atypical femur fractures with analyzing risk factors;

Minimum 3 years follow-up

한양 학교 의과 학 구리병원 정형외과1, 경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2,
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3,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4,

구 파티마병원 정형외과5

정수 1, 이재호1, 김김준준국국1, 오창욱2, 김준우2, 손욱진3, 김지완4, 조 호5, 황규태1, 박기철1

목 적

알려진 바와 같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약제로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특히, 아시아 인종에서 비전형 퇴골 골절(Atypical femoral fracture)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비전형 퇴골 골절의 재발, 합병증 및 이의 향 인자에 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형 퇴골 골절의 중기 추시를 통해 치료 결과 및 위험 인자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0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개의 병원에서 퇴골 비전형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305례의 환자를 상

으로 하 다. 제외 기준에 따라 총 147례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후향적으로 수술기록을 포함한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을 검토하여 상의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기저질환,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유무 및 그

기간, 테리파라티드 사용 유무 및 그 기간, 전조증상 유무, 골절 부위, 금속 내고정물 종류, 반 측 퇴골 비전형 골절 유

무, 퇴골 만곡 각, 내고정물 주위 골절 유무, 지연유합, 불유합 및 1년 이내 사망 등을 조사하 으며, 이에 한 향 인

자에 해 단인자, 다인자 분석을 시행하 다.

결 과

모든 환자들은 최소 3년이상추시 하 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70.22±32.61개월(36-191)이었다. 여성이 146례(99.3%)으

로 부분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71.62±8.24세(48-89), 평균 체질량지수는 22.83±3.09 kg/m2(16.82-34.24)로 확인되었

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총 115례(78.2%)에서 사용하 고 수상 전 평균 52.43±45.48개월(범위 1-204) 사용하 으며, 비

스포스포네이트 외의 다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는 없었다. 전조증상은 53례(36.1%)에서 발생하 다.

골절 부위는 전자하부 골절이 52례(35.4%), 간부 골절이 95례(64.6%)로 확인되었다. 수술은 각각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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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133례(90.5%),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14례(9.5%) 으며, 수술 후 평균 23.64±13.23주(7-85)에 골유합이 완료되

었다. 1년 이내 사망은 총 3례(2.0%)에서 발생하 다. 지연유합은 총 41례(27.9%), 불유합은 총 13례(8.8%)에서 발생하

고, 단인자분석에서 높은 체질량지수에서 불유합이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 다(p=0.014). 반 측의 비전형 퇴골 골절은

총 79례(53.7%)에서 확인되었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이 유의하게 반 측 비전형 퇴

골 골절의 발생 가능성을 높 다(odds ratio 2.84, 95% 신뢰구간 1.185-6.783, p=0.019). 내고정물 주위 골절은 총 13례

(8.8%)에서 발생하 으며 금속판으로 수술 한 경우와(odds ratio6.12, 95% 신뢰구간 1.320-28.343, p=0.021) 수술 후 전

외측 만곡 등급이 큰 경우(odds ratio1.90, 95% 신뢰구간 1.018-3.546, p=0.044) 내고정물 주위 골절이 유의하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비전형 퇴골 골절에서 높은 체질량지수가 불유합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사용

은 반 측 비전형 퇴골 골절의 위험 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전외측 만곡의 등급이 높을수록 내고정물 주위

골절이 유의하게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고정물 종류와 전장 고정에 따른 내고정물 주위 골절과의 관계에 해서

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비전형 퇴골 골절, 불유합, 내고정물 주위 골절, 반 측 골절, 비스포스포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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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best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ure

[ 남의 손욱진 ]

Symposium (14:10~15:10)





Periprosthetic fracture (TKA)

경북의

김김 준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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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rosthetic fracture (THR)

한림의

유유 제제 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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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implant fracture

한양의

황황 규규 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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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vic ring injury
Decision making

[ 고려의 한승범 ]

Symposium (15:10~16:10)





Lateral compression injury, when to fix

울산의

김김 지지 완완

85

Symposium. Pelvic ring injury: Decision making



Option for posterior ring fixation

가천의

윤윤 용용 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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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o-pelvic dissociation

부산의

장장 재재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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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oom





Ankle I
[ 전남의 이근배 ]

Session 1





원위 경골의 type III 개방성 골절과 동반된 비골 원위
간부 골절에 한 최소침습적금속판고정술

Distal third fibular fixation with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for the treatment of combined

type III open distal tibia fractures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경상 학교 의과 학 창원 경상 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국립중앙의료원2

손손훈훈상상, 정구희1, 정회정, 손민수2

서 론

원위 경골의 type III 개방성 골절에 동반된 동일한 높이의 비골 골절의 치료는 연부조직의 문제 및 관련된 합병증의 문

제, 고정 유무 및 방법에 한 논란이 있다. Type III 개방성 원위 경골 골절에 동반된 비골 원위 간부 골절에 해 최소침

습적금속판고정술을 시행하고, 이에 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치료 결과를 분석하 다.

상및방법

2012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1례의 type III 개방성 원위 경골 골절에 동반된 원위 비골 간부 골절[4F2A(c) and

4F2B(c)]을 상으로 하 다. 개방성 원위 경골 골절에 해 외고정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동반된 원위 비골 간부 골절에

해 최소침습적금속판고정술을 시행하 다. Lower Extremity Functional Scale (LEFS), the proportional length differ-

ence of the fibula, the talocrural angle, 비골의 골유합 시기 및 골유합률, 수술 시간, 합병증 등을 분석하 다.

결 과

전 례에서 비골 골절은 골유합 얻었으며, 평균 골유합 기간은 20.7±6.3주 다(range, 16-35). 평균 Proportional length

difference는 0.492±0.732% 으며, talocrural angle은 평균 79.11±2.4%, 평균 LEFS는 74.0±3.70이었다. 비골 골절의

감염 및 의인성 천부비골신경 손상은 없었다.

결 론

Type III 개방성 원위 경골 골절에 해 외고정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동반된 원위 비골 간부 골절에 해 최소침습적금

속판고정술을 시행하 으며, 비교적 만족스러운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부조직과 관련된 여러가

지 문제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방성 원위 경골 골절에 동반된 원위 비골 간부 골절에 한 최소침습적금속판고정술

은 고식적 수술법의 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93

Session 1. Ankle I



역행성 비복동맥피판술을 이용한
체중부하 족부의 재건 추시결과

Reconstruction of weight-bearing heel with nonsensate
reverse flow sural artery flaps: 1 to 15 yr follow-up

고려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박박지지헌헌, 권 우, 강종우, 최인철, 박종웅

서 론

Sensory restoration of weight-bearing heel coverage has been an important concern in reconstructive surgery.

However, essentiality of sensate procedure has controversy. This study was to evaluate patient outcome after weight

bearing heel coverage by nonsensate reverse flow sural artery flap.

상및방법

Consecutive patients underwent reconstruction surgery weight bearing surface of the heel with reverse flow sural

artery flap by two surgeons from 2004 to 2018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All surgery were performed without

sensate procedure. The patient experience of the pressure sore on the flap area and ability to use normal footwear

were investigated. Light touch, pinprick, Semmes-Weinstein test (SWT) and two-point discrimination test were

assessed at minimum one year postoperatively, along with postoperative wound complications.

결 과

This study cohort consisted of 23 patients with flap surgery involved weight bearing surface of the heel. All the

flaps healed uneventfully without major complications. Mean size of the flap was 64.1cm2 (range, 20 to 169 cm2).

Mean follow-up period was 2.9 years (range, 1 to 15 years). All returned daily living activity and 19 (83%) patients are

able to use normal footwear. Of the 11 patients who had available measurement record, all responded pinprick test

and 8 (73%) showed light touch sense. Mean SWT value was 4.50 (range, 3.61 to 6.65). Two-point discrimination

were not observed in all patients. Four patient had marginal wound problem during flap adaptation which sponta-

neously healed without further procedure. No ulceration on flap site were observed during follow-up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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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This study suggest that patients who underwent nonsensate sural artery flap for reconstruction of the heel could

expect to maintain property for stable weight bearing without pressure sore.

색색인인 단단어어: Reverse flow sural artery flap, heel reconstruction, nonsensate flap, weight bearing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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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의 단순 외과 골절에 한
수술 직후 체중부하 보행은 안전한가?

Is immediate weight bearing safe for
isolated lateral malleolus fracture after surgery?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최 락, 이호승, 이재형, 문문성성호호

서 론

발목 외과 골절은 매우 흔한 골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수술 이후 적합한 재활 운동 치료에 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체중 부하 보행을 허용하는 시점에 해서는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발목 외과 골

절에 해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직후 부터 체중부하를 허용한 군과 수술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후 체중부하를 허

용한 군을 비교하여 결과와 예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개방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91명의 환자를 상으로 수술직후 체중부하를 허용한 환자 50명과 수술후 4주 이후

부터 체중부하를 허용한 41명의 환자로 나누어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 다. 수술 직후 체중부하를 허용한 환자들은 통증

에 따라 tolerable weight bearing을 하 고, 수술후 4주 이후부터 체중부하를 허용한 환자들은 목발 보행 등을 통해 수술

부위로 체중 부하를 제한하 다. 두 군 모두 수술 직후부터 발목 관절 회복 운동은 시행하 다. 방사선학적 평가와 임상적

결과를 두 군에서 비교하 다.

결 과

방사선학적 지표와 합병증 등에서 두 군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수술 직후 부터 체중 부하

를 허용한 군에서 술후 4주부터 체중부하를 허용한 군과 비교하 을 때 재원일수와 직업으로의 복귀시기가 각각 5.7일과

8.0일, 6.0개월과 8.0개월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결 론

두 군간에 방사선학적 결과와 합병증 발생에서 차이는 없었으나 수술직후 부터 체중 부하를 허용한 군에서 재원일수의

단축과 직업으로의 복귀시기가 앞당겨지는 장점을 확인하 다. 결론적으로 해부학적 정복과 고정이 잘된 발목의 단순 외

과 골절에서 수술 직후부터 시행하는 체중부하 보행은 안전하고 추천할 만한 재활운동이 될 수 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발목 골절, 외과 골절, 재활운동, 체중부하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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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ins 분류 제 3형 거골 경부 골절에 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in
Hawkins Classification type III Talar Neck Fractures

조선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박형석, 이준 , 임임재재환환

서 론

Hawkins 분류 제 3형 거골 경부 골절에 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후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Hawkins 분류 제 3형 거골 경부 골절에 하여 수술적 처치 후 최소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던 11례를 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 다. 환자군의 평균 나이는 35.9세(16-65) 고 남자가 10명, 여자가 1

명이었다. 개방성 골절은 3례 고, 수상 후 평균 7.5시간(3-15)에 수술을 시행하 다. 전례에서 전내측 접근법을 시행하

고 내과 골절을 동반한 7례를 제외한 3례에서 내과 절골술을 시행하 고 나머지 1례에서는 절골술 없이 해부학적 정복이

가능하 으며, 8례에서 골절 신연기를 이용하여 정복시 도움을 얻었다. 2례는 유관나사, 9례는 미니 잠김 금속판을 이용

한 내고정을 시행하 다. 평균 추시 기간은 24.6개월(12-42)이었다. 모든 환자군에서 술후 12-16주에 MRI를 시행하 다.

임상적 결과는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ale로 측정하 고 방사선학적

결과는 단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 다. 발목 관절 운동 범위 및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 다.

결 과

전례에서 완전한 골유합이 이루어졌으며, 유합기간은 평균 12.3주(10-16주) 고 불유합 및 내반부정 유합은 없었다. 최

종 추시시 AOFAS 점수는 평균 87점(77-97점)이었고 환자군 중 72.7% (8/11)는 일상 생활 복귀가 가능하 다. 부분 무혈

성 괴사(10-60%)는 8례 발생하 고 족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은 3례 발생하 다. 후경골 신경의 자극 증상이 5례, 부전강

직이 5례 발생하 다.

결 론

Hawkins 분류 제3형 거골 골절은 수상 이후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 및 견

고한 내고정을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Talus, neck fracture, Hawkins classification type III, Operative treatment

97

Session 1. Ankle I





HIP II
[ 인하의 강준순 ]

Session 2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U-blade를 이용한
감마정과 Zimmer natural nail (ZNN)의 치료 결과 비교

Comparison of the U-blade Gamma3 nail and the Zimmer
natural nail (ZNN) in the treatment of Intertrochanteric Fracture

서울의료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구로병원1

류류형형곤곤, 노 주, 김상민1, 서재성

서 론

전자간 골절의 치료에 있어 U-blade 3세 감마정과 Zimmer natural nail (ZNN)의 치료 결과를 임상적, 방사선학적, 합

병증 및 수술 전후 예후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다.

상및방법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퇴 전자간 골절로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남, 여 환자군 89예(감마정 50예, ZNN

39예)를 상으로 하 다. 그 중 선택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군에서 Propensity scoring matching (PSM)을 통해서 각

각 39예를 상으로 하 다. 수술시간과 출혈량 및 수술 전후 Koval score, 수술 후 HHS 평가를 하 고 방사선학적으로

는 단순 방사선 촬 에서 수술 후 정복상태, 지연나사의 퇴골두 천공, TAD, 지연나사의 활강거리, 골유합 기간을 비교

분석 하 다.

결 과

임상적으로 평가한 수술시간(P=0.942)과 출혈량(P=0.141) Koval score 변화(P=0.495), HSS (P=0.490) 는 두 군간의 차

이가 없었다. 방사선학적으로 평가한 지연나사의 TAD는 감마정이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났고(P=0.042) 나머지 변수들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지연나사의 퇴 골두 관통은 ZNN은 없었고, 감마정에서 1예가 관찰되었다. 수술 전후 두 군간

의 활동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두 군간 차이는 없었으며, 수술 후 활동능력의 변화 정도도 두군간 다르지 않았다.

결 론

감마정과 ZNN 두 골수정 모두 임상적 측면과 방사선학측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따

라서 퇴 전자간 골절 치료에 있어 감마정과 ZMN 모두 좋은 옵션이될 수 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 전자간 골절, U-blade 감마정, Zimmer natural 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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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전자간 골절에서 도수 정복의 질에 따른
항회전 골수내정의 치료결과

Treatment Outcome of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PFNA)
According to Reduction Quality in Intertrochanteric Fracture

남 학교 병원 정형외과교실

박박찬찬호호, 손욱진

서 론

골수내정 고정술은 퇴전자간 골절 치료 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특히 골다공증이 심한고령의 환자에서 근위

골편을 고정하는 blade나 lag screw는 근위 골편이 회전 및 내전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

로 지속적으로 기구가 발전되었으며 synthes 사의 blade형의 골수내정(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PFNA,

Synthes, Swiss)은 골손실이 적으면서 회전변형에 저항하도록 발전되었다.

고령의 환자에서 퇴 전자간 골절은 많은 문헌에서 골수내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심한 골다공증 및 적

절하지 않은 도수 정복으로 인해 치료 실패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특이 최근 intramedullary reduction이 되는 경우 쉽게

내전변형이 발생하여 치료 실패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PFNA를 사용하여 고정한 고령의

퇴 전자간 골절의 정복 정도를 확인하여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4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5세 이상의 퇴골 전자간 골절로 PFNA를 사용하여 치료 받은 환자를 연구에 포함시

켰다. 저에너지 손상으로 발생한 골절만 포함시켰으며, 고에너지 손상, 재수술, 전자하골절, 비전형 골절은 제외하 다. 6

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한 환자 93명(94례)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중 남성이 22명, 여성이 71명이었으며 수술 받을 당시

의 평균 연령은 77.9세(55-95세), 평균 추시 기간은 18.1개월(6-56개월)이었다.

2명의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Tip-apex distance (TAD)를 측정하 으며, blade의 미끄러짐의 정도를 측정하

다. 또한 전후면 사진과 측면 사진 모두에서 정복의 정도를 평가하 으며 해부학적, 골수외측(extramedullar), 골수내

측(intramedullary)로 구분하 다. 전후면 사진이나 외측 사진 둘 중에 하나라도 골수내측 정복이 된 경우는 골수내측으

로 판단하 다. SPSS 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 다.

결 과

94례 중 12례(12.8%)에서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하 으며, 4례에서는 골수내정 교체 및 재고정술을 통해 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8례(8.5%)에서는 치료 실패가 발생하 다. 이중 불유합을 3례는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았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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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cut-through 및 cut-out이 발생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 다. 정복의 정도는 해부학적 정복이 24례 으

며, blade는 평균 1.5 mm 외측으로 미끄러짐을 보 다. 이 중 한례에서만 blade 교체를 술 후 6개월 째 시행한 뒤 유합을

얻었다. 골수외 측 정복이 된 26례에서의 평균 blade의 미끄러짐은 3.2 mm 보 다. 2례에서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하 으

며, 한 례에서 blade 교체를 통해 유합을 얻었고 나머지 한 례에서 재고정을 시행하 으나 퇴골두 괴사증이 발생하여

재고정 7개월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 다. 44례에서 골수내측 정복을 보 으며, 평균 blade 미끄러짐은 6.2 mm로

다은 두군에 비해 유의하게 미끄러짐의 정도가 컸다 9례의 기계적 합병증이 골수내측 정복된 군에서 발생하 으며 4례에

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서 TAD는 평균 20.1 mm로 측정되었다.

결 론

PFNA는 많은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리 연구에서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좋은결과를

나타내지만, 결국 적절한 정복이 되지 않는 경우 치료 실패가 나타냄을 보 다. 특히 골수내측으로 정복되는 경우 미끄러

짐이 많이 일어나고 기계적 합병증이 잘 일어나므로 전후면 사진 및 측면 사진 모두에서 골수내측 정복이 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겠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Intertrochanteric fracture,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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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NA 근위 퇴골 골수정을 이용한
근위 퇴골 골절의 치료

Treatment of proximal femur fracture with
a new design nail (TFNA)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윤윤재재연연, 문준기, 김지완

서 론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al result and implant safety of newly developed TFNA (Trochanteric fixation Nail

Advanced) fixation implant.

상및방법

The patients who were surgically treated with TFNA device due to proximal femoral fracture from Dec. 2018 and

Mar. 2019 were enrolled. All operations were done by a single surgeon (JYK) at the same institution. Patients with

pathological fractures and reoperation were excluded. Patient’s age, gender,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BMI),

bone mineral density (BMD) and accompanying disease using Charlson comorbidity index were examined.

The AO/OTA classification was used for the femoral proximal fracture classification. Total operation time and the

position of the tip of a proximal screw (tip-apex distance, TAD) was investigated. We also evaluated the time when

patients were able to use wheel-chair and start to walk with assist devices. The number of days of the hospital stay

was investigated as well. Clinical results, including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examined. For functional

improvement, EuroQol-5 Dimension (EQ-5D) and gait ability using Koval score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surgery. Radiological evaluations include time to bone union, non-union or need for any secondary surgery and fail-

ure of the implant.

결 과

A total of 26 patients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using TFNA during the period of the survey. The mean age was

71.2 (Range: 24-95) and there were 9 male and 17 female patients. The mean Body Mass Index (BMI) was 22.4, the

mean CCI was 5.4 and the mean Koval grade before fracture was 2.1. BMD was performed in the patients aged more

than 50 years old, average T-scorew was -3.2 and the proportion of less than -2.5 was 73.7%. Fracture classification

included 4 cases of AO/OTA 31.A1, 10 cases of A2, 6 cases of A3 and 6 cases of atypical femoral fractures classifi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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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 The mean operating time was 53.3 minutes (range, 27-115). Short femoral nails (170, 200, 235 mm) were used in

19 cases and long femoral nails with a length of more than 300 mm were used in 9 cases. There were 9 cases of

screw type and 17 cases of blade type for cephalomedullary fixation. The mean TAD was 19.4 mm (range, 6.3-29.3

mm) and the number of the TAD>25 mm was 2 cases. The mean hospital stay was 8.9 days. Time to use a wheelchair

and start ambulation was 2.2 days, 2.7 days respectively. There were no earl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uch as

postoperative infection, deep vein thrombosis, pulmonary embolism, or in-hospital death. There were 1 case of

pneumonia. The Koval score at the postoperative 6 months was 2.9. EQ-5D increased from 0.05 to 0.54 after 3

months of surgery, and 0.72 at the postoperative 6 months. Bone union was observed in all cases and the mean

union time was 12.7 weeks. No patients required additional surgery and there was no case of implant failure.

결 론

A new intramedullary nail system, TFNA showed excellent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proximal femur fractures.

색색인인 단단어어: Hip, hip fracture, 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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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 퇴골 골절에서 경피적 퇴-비구 고정핀을
이용한 cephalomedullary nailing

Percutaneous acetabular anchoring pin-assisted
cephalomedullary nailing for subtrochanteric and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s

강원 학교 의학전문 학원 정형외과학교실1,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2

김김경경환환1, 윤 식1, 임익주2

서 론

근위 퇴골 골절에서 cephlomedullary nailing을 시행할 때 적절한 정복과 금속정 삽입 지점은 성공적인 결과에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변형력이나 골절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정복 및 삽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경피적 퇴-비구 고정핀을 이용한 cephalomedullary nailing 술기를 소개하고 임상 사례를 통하여 술 후 정복 상태를

분석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퇴골 전자간 골절이나 전자하 골절로 cephalomedullary nailing을 시행한 총 116례

(전자간 골절 108례, 전자하 골절 8례) 중 경피적 퇴-비구 고정핀을 이용한 15례를 분석하 다. 도수 정복 및 퇴골 측

에서의 미세침습적 경피적 정복 술기를 2차례까지 시도하 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복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 경피적

퇴-비구 고정핀을 이용하 다. 경피적 퇴-비구 고정핀을 이용하여 근위 골편을 정복 상태에서 견고하게 고정한 상태

에서 골수정을 삽입 및 고정하 다. 술 후 정복 상태는 수술 직후 촬 한 단순방사선사진을 통하여 평가하 다. 퇴 경부

와 간부 사이의 각도를 평가하 고 추가로 전자간 골절에서는 골절부의 전내측 피질골의 정복 상태, 전자하 골절에서는

골절 부위 각형성을 평가하 다.

결 과

15례 중 10례(남자 4, 여자 6)는 전자간 골절이었고, 5례(남자 1, 여자 4)는 전자하 골절이었다. 평균 나이는 73.2세(24-

94) 다. 수술 후 단순방사선사진에서 전자간 및 전자하 골절 모두에서 퇴 경부와 간부 사이의 각도는 반 편과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29 and 0.229). 전자간 골절에서 전후 및 측면 사진 모두에서 전내측 피질골이 원

위 골편 안쪽으로 감입되는 형태의 정복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전자하 골절에서 전자 외측으로부터 골수정이 삽입된

사례는 없었으며 내반 정복된 사례는 없었다. 수술 중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의 급성 합병증은 없었다.

결 론

근위 퇴골 골절에서 경피적 퇴-비구 고정핀을 이용한 cephalomedullary nailing은 적절한 정복 및 정렬 상태를 얻

을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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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골 경부 골절의 유관 나사못 고정술 이후
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률 및 국소 괴사 병변이

인공관절 치환술 전환에 미치는 향.
술 후 MRI 평가 기반 다기관 연구

What is the Incidence of Focal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and Its Impact on Conversion Hip

Arthroplasty After Screw Fixation of Femoral Neck Fractures?
A Multicenter Study Based on Postoperative MRI Evaluation.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은평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김김승승찬찬, 임 욱1, 조우람1, 이세원2, 김용덕, 김용식1, 권순용

서 론

퇴골 경부 골절의 내고정술 이후 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과 이차적인 골두 함몰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전 연구들

은 단순 방사선 사진을 기반으로 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과 그 예후를 평가하 으며, 술 후 자기공명 상을 평가한 연

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우리는 술 후 자기공명 상의 후향적 다기관 분석을 통해 퇴골 경부 골절의 유관 나사못 고정술

이후 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율과 괴사 발생이 인공관절 치환술 전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본 연구는 2001년과 2017년 사이 3개 기관에서 퇴골 경부 골절에 해 비관혈적 정복 및 유관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한 195명의 환자를 포함하 다. 모든 환자들은 나사못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술 다음날에, 나사못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

술 후 2-3년 사이에 자기공명 상 검사를 시행하 으며, 술 후 최소 2년 이상 추시하 다. 전체 코호트 중, 남자가 79명

(41%), 여자가 116명(5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8세(12세-88세) 다.

결 과

평균 7.2년 추시 결과, 단순 방사선 검사 상 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30명에서 발생한 반면(15.4%), 자기공명 상 검사

상 63명에서 발생하 다(32.3%). 술 후 퇴골두 괴사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18.9개월(1개월-121개월)이었으며, 인공

관절 치환술 전환율은 10.3% 다(전치환술 15례, 반치환술 5례).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괴사 병변이 진단되지 않았으

나 자기공명 상 검사에서는 진단된 33명 중, 모든 퇴골두 괴사는 작은 국소 병변이었으며(<15%), 마지막 추시까지 골

두 함몰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단순 방사선 검사와 자기공명 상 검사 모두에서 괴사 병변이 진단된 30명 중 2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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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67%) 진행된 골두 함몰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되었다. 195명 중, 재수술 시행은 나사못 제거와 불유합 원인이

각각 43.6%와 5.1% 다.

결 론

퇴골 경부 골절의 유관 나사못 고정술 이후 자기공명 상 평가 결과, 기존 문헌 결과보다 높은 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률을 보 으나 자기공명 상에서 진단된 작은 국소 병변은 골두 함몰 및 인공관절 치환술로의 전환과는 관련이 없었

다. 이러한 결과는 나사못 고정술을 고려하는 퇴골 경부골절 환자와의 상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두 무혈성 괴사, 퇴골 경부 골절, 유관 나사못 고정술, 골두 함몰, 인공관절 치환술 전환, 자기공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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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vic-acetabulum I
[ 고려의 한승범 ]

Session 3





제1, 제2 천추공을 통한 SAI 나사못 삽입술 및
임상적 적용의 유용성: 컴퓨터를 이용한 사체 연구
Sacral alar iliac (SAI) screws insertion through the 1st

and 2nd dorsal sacral foramen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application: A computational cadaveric simulation study

카톨릭 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경상 학교 ICT의료융합연구센터2,
경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3

김 우1, 정정구구희희2,3

서 론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inserting sacral alar iliac (SAI) screws through the 1st and 2nd dorsal sacral foramen by

virtually placing two 8.5-mm-sized screws (S1AI and S2AI) and to identify the practical landmarks for a fluoroscopical-

ly guided procedure.

상및방법

Eighty-two cadaveric pelvises (42 male and 40 female) underwent continuous 1.0 mm slice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The CT images were imported into the Mimics� software to reconstruct a 3D model of the pelvis. The 8.5-

mm-sized pedicle screw was processed in a 3D model at its actual size and ideally placed as an SAI screw through a

transforaminal insertion technique with the Mimics� software. If the screw length was shorter than 65 mm, the pelvis

was assigned as an impossible model. For identifying the practical landmarks, we assessed the cortical violation along

the screw path and the relationship with adjacent structures.

결 과

There was no cortical violation around the sacral nerve root canal and the ideal SAI screw trajectory was directed to

the anteroinfeior iliac spine (AIIS). The average length of an S1AI screw was 105.3 mm (range 71.5-115 mm, SD=9.7)

and of an S2AI screw, 90.3 mm (range 47.5-115 mm, SD=22.26). Fifteen models were assigned as impossible models,

for the single reason of insufficient length (range 47.5-62.4 mm, SD=4.41) and all had the iliac groove. In 25 models

with the iliac groove, the S2AI screw should be directed more outward to avoid cortical perforation around the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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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The transforaminal S1AI and S2AI screw insertion could be applied without a cortical perforation and SAI screws

were directed to the AIIS for reaching the maximal intraosseous length.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S2AI screw fixa-

tion preoperatively, the iliac groove has to be examined because it can be the reason for insufficient length and corti-

cal perforation.

색색인인 단단어어: pelvis, Sacro alar iliac screw fixation, three-dimensional modeling, virtual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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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골절에서 손가락 고리(Finger hook) 기법을 이용한
하 비구 나사못(infra-acetabular screw) 고정

Infra-acetabular Screw Fixation with
finger hook technique for Acetabular Fracture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Eiicc JJuu LLiimm, Seung-Yeob Sakong, Jae-Woo Cho, Jong-Keon Oh

서 론

The management of fractures involving the acetabulum is complex and requires specialized technique and infra-

acetabular screw is known as resulting in accurate buttressing and maintenance of the reduction. However, a misdi-

rected or improperly placed screw during acetabular fixation can result in hazardous complications like penetration of

the hip joint.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new infra-acetabular screw placement technique and its preliminary clini-

cal application.

상및방법

The technique used for the infra-acetabular screw placement is called the “Hook Technique”. In this technique, the

index finger is hooked in obturator canal in such a way that the ulnar border of the distal phalanx of the index finger

is placed in the obturator groove. Furthermore, the ulnar border of the middle phalanx of the index finger is placed

on the quadrilateral plate. The screw is put from the ileum into the ischium and through the tear drop. The screw is

directed downward, forward and slight medially. It is necessary to feel the vibrations by the hook technique as

described and to accurately guide the direction of the drill and the screw. Intraoperative fluoroscopic images are used

to finally evaluate the precision of reduction and the position of the screws and the plate. The position of the screw is

confirmed by the outlet view of the pelvi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data of 33 patients who underwent infra-

acetabular screw fixation using this new technique between January 2015 and December 2019. Articular penetration

was identified through postoperative CT scans. Malposition out of the bone was also measured.

결 과

The mean age of the study population was 52.8 years (Range: 27-90). Five penetrations (5/33, 15%) were identified

in CT scans. Four penetrations were in cotyloid fossa without presenting any symptoms and didn’t need additional

surgery. One penetration was close to femoral head and required additional surgery to change screw. Three asym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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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c malposition out of the bone (3/33, 9%) were identified in CT scans and didn’t require additional surgery.

결 론

The infra-acetabular screw as described in this study is a available technique to be practiced in the acetabular frac-

ture plating.

색색인인 단단어어: acetabular fracture, infraacetabular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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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골반환 손상 치료에 있어 금속판 고정술과 장천골
나사못 고정술의 비교: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Plate vs. sacroiliac screw fixation in posterior pelvic
ring fract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가천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울산의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2

김김철철호호1, 김지완2

서 론

For the fixation of posterior pelvic ring disruption in unstable pelvic bone injuries, the choice of plate or sacroiliac

(SI) screw remains controversial. The aim of thi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s to compare the clinical result

and complications between both two fixation methods.

상및방법

MEDLINE, Embase, and the Cochrane Library were systematically searched for the studies comparing the plate and

SI screw fixation in posterior pelvic ring injuries, which published up to December 24, 2019. We compared the intra-

operative and postoperative variables including complications and clinical results.

결 과

Eleven studies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and 9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with 460 patients, compris-

ing 202 patients who underwent plate fixation and 258 patients who underwent SI screw. Intraoperatively, the inci-

sion length and mean blood loss were larger in plate group compared than SI screw group (SMD 7.29, 95% CI, 3.18-

11.40, P<0.001, and SMD 5.09, 95% CI, 2.08-8.09, P<0.001, respectively), and the X-ray exposure was more frequent

in SI screw group than plate group (SMD -5.96, 95% CI, -7.95--3.97, P<0.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eration time and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between two groups (SMD -1.42, 95% CI, -3.90-1.05, P=0.26, and OR

0.92, 95% CI, 0.05-18.60, P=0.96, respectively). The hospital stay was longer in plate group than SI screw group (SMD

2.21, 95% CI, 1.74-2.68, P<0.001). As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eurological complication, postoperative infection rate and nonunion rate between groups (OR 1.62, 95% CI, 0.20-

13.21, P=0.65, OR 2.10, 95% CI, 0.74-5.94, P=0.16, and OR 1.12, 95% CI, 0.26-4.87, P=0.88, respectively), but the

implant loosening rate was higher in SI screw group compared than plate group (OR 0.18, 95% CI, 0.04-0.87, P=0.03).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of revision surgery (OR 0.23, 95% CI, 0.02-2.14, P=0.20). The total excellent r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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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operative Majeed functional score and Matta score were higher in SI screw group compared than plate group (OR

0.43, 95% CI, 0.20-0.91, P=0.03 and OR 0.24, 95% CI, 0.08-0.74, P=0.01, respectively).

결 론

There were some pros and cons between both plate and SI screw fixation techniques in various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surgical/clinical parameters, and implant loosening was more frequent following SI screw fixation com-

pared to plate especially on postoperative complications. Functional and radiological scores were favored the SI

screw fixation compared to plate fixation.

색색인인 단단어어: plate, sacroiliac screw, iliosacral screw, posterior pelvic ring disruption, pelvis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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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의 골반환 손상: 중장기 추기 결과
Pediatric Pelvic Ring Fracture:

Mid-to-Long term Follow-up of 17 patients

동국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울산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2

윤윤재재연연1, 김정재2, 김지완2

서 론

소아 골반 골절은 상 적으로 드문 질환으로, 골절 양상과 치료법 등이 성인과 다르고 예후 역시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으나, 불안정 골반 골절에서의 높은 불유합 및 중장기적 이환 등으로 인해 수술

적 치료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기관에서 경험하 던 소아 골반 골절 환자들을 임상적 특징과 중장기 추시 상

방사선학적 변화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0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불안정 골반 골절을 진단받은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를 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 다. 최소 추시 기간인 5년을 만족하는 총 17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임상적으로

는 환자의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사고기전 및 외상 중등도, 동반 손상, 신경학적 결손 여부, 재원 일수 및 기타 합병증에

해 조사하 으며, 방사선학적으로는 골반 골절의 양상 및 분류, 성장판 개존 여부, 외상 및 수술 전후 골반 형태의 변화

에 해 분석하 다.

결 과

성별은 남자는 6명, 여자는 11명으로, 평균 나이는 12.6세(5-18세), 평균 외래 추시 기간은 66.2개월(63-195개월)이었

다. 사고 기전으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8례로 가장 흔하 으며, 내원 당시 평균 Modified Injury Severity Score, Revised

Trauma Score, Glasgow Coma Scale은 각각 26.8, 11.6, 14.4점이었다. 1명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추가적인 골절, 신경

학적 결손 혹은 장기 손상 등이 확인되었다. 수술은 총 12명의 환자에서 시행하 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5명의 환자

를 포함한 평균 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8.5일, 병실 재원 기간은 재활기간을 포함해 44.5일이었다.

소아 골반 골절 분류 체계인 Torode and Zieg 분류 상으로 17명의 환자 모두 불안정 골절인 4형 골절에 해당하 다. 골

반 형태의 변화에 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천장관절의 골절 혹은 탈구가 동반된 15명의 환자 모두 최종 추시에서 유합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부분은 골반 비 칭 및 장골, 천골의 상방 및 후방 전위의 정도가

감소하 다. 하지만, 수상 당시 2 cm 이상의 치골 결합의 분리가 관찰되었던 3명 모두 이개 정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골

반 비 칭이 악화되었고, 외래 관찰 시 치골 결합부의 불편감을 호소하 다. 한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에서의 골

반 변형은 추시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5명의 환자 중 3명의 환자가 골반의 뒤틀림 및 통증, 양반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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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호소하 다.

결 론

소아에서의 불안정 골반 골절의 보존적 치료 시 골유합에도 불구하고 골반 변형은 잘 호전되지 않으며, 치골 결합의 분

리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기존의 변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편, 소아 골반 골절의 경우

부분 동반 손상이 동반되므로, 이에 한 적극적인 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pediatric pelvic fracture, pelvic fracture, pediatric fracture, pelvic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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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 골절 환자에서
전복강 거즈압박술 시행 후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임상 결과
Clinical Results of Orthopedic Fixations in

Hemodynamically Unstable Pelvic Fracture Patients
Who Had Undergone Preperitoneal Pelvic Packing

연세 하교 원주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외과학교실1

정정회회정정, 손훈상, 이진우, 장지 1

서 론

골반골 골절은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그로 인한 사망률은 5-34%로 매우 높게 알려져 있다. 최근 혈역학적으

로 불안정한 골반골 골절 환자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전복강 거즈압박술이 소개되었고 점차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복강 거즈압박술을 시행한 후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임상 결과에 해서는 보고된 바

가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에 저자들은 전복강 거즈압박을 시행한 후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임상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4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본원 Level I trauma center를 내원한 환자 중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 골절 환

자 91명 중 전복강 거즈압박을 시행한 61명을 상으로 하 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함은 정질액 2L 또는 농축 적혈구 2

유닛을 주입하고도 수축기 혈압이 90 mmHg 미만으로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하 다. 전복강 거즈압박을 시행한 61명의

환자 중 14명이 급성기에 사망하 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24명이었다.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23명의 환

자 중 3명은 1년 추시 기간 이내에 사망하 으며 2명은 뇌손상, 2명은 척수 신경 손상으로 임상 결과를 평가할 수 없었다.

1년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했던 16명이 연구 상이 되었다. 임상 결과는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의 Majeed score를

측정하 다.

결 과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91명의 환자 중 출혈에 의한 사망은 23명으로 사망률은 25%이다. 16명의 정형외과 수술을 시

행한 환자 중 남자 12명, 여자 4명이었으며, 환자의 평균 나이는 57.6±11.4세(32-78세) 다. 골반환 손상 13례, 비구 골절

1례, 복합 손상 2례 다. 개방성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1례 있었다. 내원 당시 초기 수축기 혈압은 94.3±27.3 mmHg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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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mmHg), 초기 2시간 이내 최저혈압은 73.7±7.9 mmHg (52-86 mmHg), 초기 lactate 값은 4.8±2.2 mmol/L (2.1-

11.14 mmol/L), Injury Severity Score는 36.6±6.7 (25-50)이었다. Majeed score의 3개월, 6개월, 12개월의 평균값은 각각

29.2±10.4, 57.4±13.3, 79.6±11.9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임상 결과의 호전이 있었다. 전례에서 치료를 마친 후

수술 부위 감염은 없었다.

결 론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 골절 환자에서 전복강 거즈압박술은 흔히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다. 이후에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임상적 결과는 유의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염의 합병증도 한 예도 발견되지 않

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라 하겠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골반골 골절, 비구 골절, 전복강 거즈압박술, Majee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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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le II
[ 인제의 정형진 ]

Session 4





비골 골절 양상에 따른 Rüedi-Allgöwer 분류
3형 경골 천정 골절의 CT 분석

CT Analysis of Rüedi-Allgöwer type III Pilon
Fracture According to Fibular Fracture

조선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교실, 경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교실1

이준 , 박형석, 임재환, 김김바바롬롬, 정구희1

서 론

Rüedi-Allgöwer 분류 3형 경골 천정 골절에서 비골 골절 양상에 따른 원위관절면의 분쇄성 양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확정적 내고정술을 위한 치료적 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상및방법

200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골 천정 골절 환자 130례 중 Rüedi-Allgöwer 분류 3형에 해당하는 63례를 상으로

하 으며,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 비골 손상을 신연형 16예, 압박형 25예, 그리고 정상형 22예로 분류하 다. 컴퓨터 단

층촬 의 축상면에서 원위 관절면의 1 cm 상방에서 분쇄성 양상을 평가하 고 6구획(1:Anterior, 2:Posterior, 3:Medial,

4:Anterolateral, 5:Posterolateral, 6:Die-punch)으로 분류하여 산점도를 제작하 다. 방사선학적 분석은 정형외과 의사 3

명에 의해 각 2회씩 분석하 으며, 통계학적인 검정은 독립된 3개의 군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적인 방법인 Kruskall

Wallis test를 이용하 고, 관찰자간 및 관찰자내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결 과

신연형에서, Die-punch 8례, Anterior 4례, Anterolateral 2례, Medial 1례, Posterolateral 1례에서 분쇄가 관찰되었고,

압박형에서는 Die-punch 12례, Anterolateral 11례, Posterior 2례, 그리고 정상형에서는 Die-punch 14례, Anterolateral 5

례, Anterior 3례에서 분쇄가 확인되었다. Die-punch를 제외하고 보면 압박형 및 정상형에서는 Anterolateral 형태가 첫번

째로 많았으며, 신연형에서는 Anterior 형태가 첫번째로 많았고 Anterolateral 형태가 그 뒤를 이었다. 관찰자 간 및 관찰

자 내 CT 분석에 있어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은 0.852 측정되었다. 비골 손상 형태에 따른 분쇄성 형

태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05), 산점도 상에서 압박형 및 정상형에서 신연형에 비해 상 적으로

Anterolateral 부위에 분쇄 위치가 모이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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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경골 천정 골절에서 동반된 비골 손상이 압박형 및 정상형일 경우 신연형에 비해 분쇄가 관절면의 전외측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단순반사선학적인 검사에서 비골 골절의 양상을 파악하여 경골 천정 골절의 양상을 유추하는데 도움

이 될수 있어 술전 계획 및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Tibia, Tibia pilon fracture, fibular fracture, scatt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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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족관절 골절에서 내과 골절 고정을 위한 단일
나사못 고정술과 이중 나사못 고정술의 치료 결과

Comparison of Outcomes of Single Screw versus
Double Screws Fixation for Medial Malleolar Fracture

in Unstable Ankle Fractures

전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김김건건우우, 이건우, 이근배

서 론

불안정 족관절 골절에서 내과 골절은 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이용한다. 현재까지 여러가지 내고정술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골편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단일 나사못을 고정술로도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과 골절에 한 단일 나사못과

이중 나사못 고정술의 임상 결과에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족관절 내과 골절에 하여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 던 92례(단일 나사못

고정술 37례, 이중 나사못 고정술 55례)를 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다. 평균 추시 기간은 단일 나사 고정군에서 37개월

(범위, 12-50), 이중 나사 고정군에서 40개월(범위, 12-54) 이었다. 임상적 평가는 최종 추시상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FAOS), 족관절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 으며, 관절면 불일치 및 골절 불유합 및 부정유합, 국소 창상감염 등의 합

병증에 해 평가하 다.

결 과

최종 추시상 평균 FAOS는 단일 나사못 고정군에서 75.3점, 이중 나사못 고정군에서 74.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족관절 관절 운동범위는 단일 나사못 고정군에서 족배굴곡 16도 및 족저굴곡 35도, 이중 나사못 고정군에서 족배

굴곡 15도 및 족저굴곡 36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합병증으로는 불유합이 단일 나사 고정군에서 1례 보고되었

다. 두 군 모두에서 국소 창상감염, 술 후 정복의 소실 및 심부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결 론

불안정 족관절 골절에서 내과 골절의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후 임상 결과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내과 골절에 한 단일 나사못 고정술은 이중 나사못 고정술과 비교하여 유사한 임상적 결과를 보이는 효과적인 골

절 고정법으로 생각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족관절, 내과 골절, 단일 나사못, 이중 나사못

125

Session 4. Ankle II



족관절 회전형 골절에서 회외 손상과 회내 손상에
따른 수술적 치료 결과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of Supination versus
Pronation Injury in Rotational Ankle Fractures

전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이건건우우, 김건우, 이근배

서 론

족관절 골절에서 회전형 골절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 중 회내(pronation) 손상형은 회외(supination) 손상에

비해 고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형태의 골절에 한 수술적 치료의 결과 및 합병증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외-외회전형(SER) 골절과 회내-외회전형(PER) 골절의 수술적 치료 후 임상적

결과 및 합병증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회외형 골절과 회내형 골절 4단계 손상 환자 중 에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최소 12개월 이상 추시 가

능하 던 88례(회외형 52례, 회내형 36례)를 상으로 하 다. 평균 나이는 회외형 34세, 회내형 36세 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회외형 62개월(범위, 12-80), 회내형 57개월(범위, 12-75)이었다. 임상적 평가는 최종 추시상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FAOS) 및 족관절 관절 운동범위(ROM), 관절면 불일치 및 원위 경비인 결합 부정정복, 합병증 등에

하여 평가하 다.

결 과

최종 추시상 평균 FAOS는 회외형 군에서 74.5점, 회내형 군에서 72.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추시상

족관절 관절 운동범위는 회외형 군에서 족배굴곡 14도, 족저굴곡 34도, 회내형 군에서 족배굴곡 15도, 족저굴곡 30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절면 불일치와 원위 경비인 결합 부정정복은 회내형 군에서 각 1례씩 보고되었다. 두

군 모두에서 국소 창상감염, 불유합, 술 후 정복의 소실 및 심부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결 론

족관절 회전형 골절의 4단계 골절에서 회외형과 회내형의 수술적 치료 후 임상결과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회내형 골절의 경우 관절면 부정정복과 원위경비인 결합 부정정복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에

한 주의가 필요하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족관절 골절, 회외, 회내,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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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과골절이 있는 발목골절 환자에서, 후과골절의 유형,
수술 후 관절 일치도 및 환자의 비만도가 중장기
추시 예후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Fracture type, postoperative articular congruency and
obesity of patients influenced on long to midterm outcome

of posterior malleolar fractures in ankle injury.

원광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성현, 김건록, 김김 태태

서 론

On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outcome of posterior malleolar (PM) fractures is the development of osteoarthri-

tis.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fragment size of PM and postoperative articular congruency were influenced on

generative ankle arthritis. Haraguchi et al. classify PM fractures according to pathoanatomy of injury. However, there

was no study to investigate possible risk factors including the type of PM fracture for degenerative arthritis in ankle

fractures including P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for degenerative arthritis in ankle

fractures including PM. We hypothesized that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arthritis could be identified from patient

demographic and the extent of the pathologic condition associated with fractures.

상및방법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review between 2004 and 2015 of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operation

with ankle fractures and available at minimum 5 years of follow up. The exclusion criteria included diabetic neuropa-

thy, skeletal immaturity, tibial pilon fractures, polytrauma, open fracture. Patients were sorted into 2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rthritis change more than grade 2 at last follow up. Furthermore, the statistical analysis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cluded the significance of various risk factors including age at surgery, sex, diabetes,

smoking, body mass index (BMI), dominant side, time interval between the trauma and surgery, type of PM fracture,

PM fragment size and postoperative joint congruency, The functional outcomes were assessed with the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F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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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A total 332 patients with mean follow up of 8.2±2.4 years met the study inclusion criteria and underwent analysis.

The overall rate of posttraumatic arthritic change was 31.3% (non-arthritis group: 228 patients, arthritis group: 104). It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BMI (p=0.021; adjusted odds ratio, OR, ≥30, 7.23), Mason classification type 3 PM

fracture (p=0.031, adjusted OR 4.23), >25% of articular surface of PM, and postoperative articular incongruence

(p=0.029, adjusted OR 5.13). The other variables were not foun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The mean scores in the

group with arthriti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group without arthritis (p=0.001)

결 론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articular congruency should be considered during surgery along with meticulous

attention to anatomic reduction of large fragment posterior malleolar fracture, especially in ob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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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김희중 ]

Session 5





퇴 경부 골절 환자에서 Femur neck system과
유관 나사 고정 후 단기 추시 결과 비교

Comparative short-term outcomes of Femur neck
system (FNS) and cannulated screw fixation in

patients with femoral neck fracture

한양 학교병원 정형외과, 가톨릭 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1,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정형외과2

황황규규태태, 김 우1, 정회정2

서 론

퇴 경부 골절은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조기에 정확한 정복과 고정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경부 골절

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정 방법을 선택해야한다는 보고들도 있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에 새롭게 소개된

Femur neck system (Depuy synthes, FNS)을 이용한 퇴 경부 골절 환자의 단기 치료 결과를 기존의 유관 나사(cannu-

lated screw) 고정 결과와 비교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FNS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퇴 경부 골절 환자 40명과 2014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유관 나사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65명을 상으로 비교하 으며 수술은 3개의 기관에서 시행되었다. 각 군

은 남자 19/28명, 여자 21/3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8.7/55.9세이었다. Garden 분류 I형 18/22예, II형 6/18예, III형

10/16예, IV형 6/9예 으며, Pauwels 분류 I형 7/13예, II형 21/35예, III형 12/17예이었고 환자 요인 및 골절 분류에 따른

각 군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술 후 단순 방사선 상을 확인하 고 FNS로 수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는 술 후 정복

의 정확성과 삽입물의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화 단층 촬 을 시행하 다. 정복의 소실, 금속 실패, 재수술 시행 등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골절 형태 및 위치, 정복 상태(Garden 정렬 지수, Lowell 기준), 퇴 경부의 골편 여부, 삽

입물의 위치, 간부 고정 나사 또는 유관 나사의 개수 등을 분석하 다.

결 과

FNS를 이용한 환자 40명 중 36예(90%)와 유관 나사 고정을 시행한 65명 중 54예(83%)는 조기 실패없이 골절 유합을 얻

었으며 평균 유합 기간은 각각 3.6/3.7개월 이었다. 고정 기구 차이에 따른 조기 실패 관련 위험 인자 분석에 한 통계학

적 유의성은 없었다. FNS 고정 후 조기 실패는 4예(10%) 발생하 고 정복 소실 3예와 과도한 활강과 잠임 나사 파손이 1

예이었다. 실패군의 골절 형태는 각각 Garden III형 2예, IV형 2예 으며, Pauwels II형 1예, III형 3예이었다. 술 후 정복

상태 평가에서 Lowell 기준이 불량한 경우가 3예이었다. 통계학적 분석에서 FNS 고정 후 조기 실패는 Garden 분류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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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복 상태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퇴 경부 골절에서 FNS를 이용한 단기 추시 결과는 유관 나사 고정 결과와 유사하며 Garden 분류 III/IV형인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복을 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더 많은 증례에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 경부 골절, 위험 요인, 단기 결과, Femur neck system (FNS), 유관 나사(cannulated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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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위성 퇴 경부 골절에서 Femoral Neck
System을 이용한 고정술의 결과보고

Femoral Neck System in Patients with
non-displaced Femoral Neck Fracture

서울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순천향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2,
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3, 중앙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4,

을지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5, 아주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6,
건국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7, 참조은병원 정형외과8, 광명성애병원 정형외과9

이 균, 김진각1, 장장병병웅웅2, 박찬호3, 이승준1, 하용찬4,

김진우, 차용한5, 김정택6, 김태 7, 송지웅8, 이범석9

서 론

퇴 경부 골절은 내고정술 후 높은 불유합과 퇴골두 괴사의 발생빈도로 인해 치료 실패율이 높은 골절이다. 전통적

으로 퇴 경부 골절은 다발성 유관 나사(cannulated screw)를 사용한 내고정술로 치료하 다.

최근, 퇴 경부 골절에서 각 안정성과 수술적 술기의 최소 침습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Femoral neck system

(FNS)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유관나사처럼 골절부위를 고정하면서도, 수직 안정성을 얻기 위해 고정각 금속판이 연결되어

있는 내고정물로 퇴 경부 골절의 치료를 위한 고정 기구이다. 현재까지 비전위성 퇴 경부 골절에서 FNS를 이용한 내

고정술의 임상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전위성 퇴 경부 골절에서 femoral neck system을 이

용한 고정술의 단기 추시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다.

상및방법

11개의 기관에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퇴 경부 골절에서 femoral neck system (FNS)를 이용한 내고정술

을 시행한 81명 중 6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 던 49명을 상으로 하 다. 19세 이상, 퇴 경부의 비전위성 골절, 사회

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인 환자가 선정기준이었다. 평균 나이는 69.2세, 남자가 15명, 여자가 34명이었다. 평균 BMI는

21.6이었다.

FNS를 이용한 내고정술의 수술 시간, 출혈량, 수혈여부 등의 수술 정보와 함께 고정의 실패, 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

의 합병증을 평가하 다. 또한, 이로 인한 재수술 여부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하 다.

결 과

49명의 환자 중 전위성 골절이 14명, 비전위성 퇴 경부 골절 환자가 35명이었다. FNS를 이용한 내고정술의 평균 수술

시간은 43분, 출혈량 48.3 cc, 수혈율 5.7%이었다. 6개월 추시에서 2명의 환자에서 고정의 실패가 발생하 고 퇴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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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 괴사가 생긴 경우는 없었다. 그 외 감염, 혈관 및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증례는 없었다.

결 론

FNS 는 수술 시간이 짧고 비침습적이며, 비전위성 퇴 경부 골절의 단기 추시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 다. 앞으로 더

신뢰도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집단을 상으로 한 장기 추시 결과가 필요하며, 다발성 유관나사와 같은 기존의 수

술 술식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Femoral neck fractures, Osteosynthesis, Femur ne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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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반 감입된 퇴골 경부 골절의 골절 정복
Significance of the fracture reduction in
valgus impacted femur neck fracture

인제 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Hyoung-Keun Oh, Suk-Kyu Choo, Hyun-Ju Park, SSeeuunngg--JJuu KKiimm

서 론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the fracture reduction and report the reduction technique in the

treatment of valgus impacted femur neck fracture using cannulated screw fixation.

상및방법

A single-center retrospective study in patients with valgus impacted femur neck fracture managed by cannulated

screw fixation was performed to compare radiological outcomes in the groups with and without fracture reduction

from May 2015 to October 2019. Fracture reduction was carried out in 12 patients (Group A) with lateral traction of

proximal femur shaft by using Schanz pin placed on the trochanteric ridge. The reduced femur neck fractures were

stabilized by one partial treaded screw in inferior neck to compress the fracture site and two full threaded screws in

superior neck to prevent further collapse after fracture reduction. In situ fracture fixation on fracture table was per-

formed in 22 patients (Group B).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outcomes, we measured center-trochanteric offset

(CTO) from center of femoral head to the tip of greater trochanter and center-trochanteric distance (CTD) that refers

to the perpendicular line drawn to the femoral shaft axis between two parallel lines that pass through the center of

the femoral head and the tip of the greater trochanter.

결 과

The average follow period was 16.1 months (5-53 months) and the mean age of group A was 49.8 years old and

group B was 67.7 years old (p=0.001). All fractures were united except 1 case of varus malunion in group B. There

was no case of avascular necrosis of femoral head at last follow up. The mean CTO at last follow up in group A was

36.5±6.7 mm and 31.2±6.7 mm in group B (p=0.03). The mean CTD at last follow up in group A was 8.7±4 mm

and 6.7±4.5 mm in group B (p=0.21).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of CTO between uninjured limb and last fol-

low up in group A (p=0.24), but there was significant shortening of CTO in group B (p=0.001). There was no statisti-

cal difference of CTD between uninjured limb and last follow up in group A (p=0.46), but there was significant short-

ening of CTD in group B (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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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Fracture reduction of valgus impacted femur neck fracture in screw osteosynthesis can restore femoral offset and

leg length, which may be beneficial to regain normal limb function. The reduction technique by lateral traction using

Schanz pin is simple and effective surgical technique preventing fracture collapse when combined with full threaded

screw fixation.

색색인인 단단어어: femur neck, valgus impacted fracture, fracture reduction, screw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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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I 및 II 퇴 경부 골절에서 Fully threaded
후방 유관 나사못 사용의 퇴경부 단축에 한 효과
Posterior fully threaded positioning screw prevents femoral

neck collapse in Garden I or II femoral neck fracture

고려 학교 의과 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신신균균호호, 홍석하, 한승범

서 론

Osteosynthesis is recommended for Garden I and II femoral neck fracture treatment using parallel partially threaded

cannulated screws. Postoperatively, excessive femoral neck shortening (FNS) and posterior tilt of the femoral neck

(PTFN) are frequently encountered and correlated with impaired quality of life and clinical outcomes. We hypothe-

sized that stabilization by parallel partially threaded cannulated screws replacing a posterior partially threaded screw

with a fully threaded positioning screw would improve fracture healing without further FNS and PTFN in femoral

neck fractures.

상및방법

We retrospectively reviewed Garden I and II femoral neck fractures treated by in situ fixation using parallel cannu-

lated screws at our institution between January 2010 and November 2018.

Cases were divided according to utilization of posterior fully threaded screws: patients with partially threaded

screws were included in Group C and those with posterior fully threaded screws were included in Group P.

Intergroup comparison was performed based on radiographic measurements assessing the shortening in two vectors

(horizontal and vertical axes), FNS, and subsequent PTFN.

결 과

No significant intergroup difference was found in demographics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except in the follow-up

duration. Mean FNS and shortening in both vectors were significantly smaller in Group P than in Group C (FNS, 5.02

±1.31 vs. 8.84±3.48 mm, p<0.001; horizontal axis, 4.07±1.06 vs. 6.18±2.77 mm, p<0.001; and vertical axis, 2.55±

1.68 vs. 5.74 ±3.41 mm, p<0.001).

Mean subsequent PTFN was significantly smaller in Group P (2.21±2.99 vs. 7.56±6.20 mm, p<0.001). Significantly

smaller number of patients in Group P had moderate (5-10 mm) or severe (>10 mm) FNS and moderate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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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s) or severe (>10 degrees) subsequent PTFN.

결 론

Parallel cannulated screws replacing a posterior partially threaded screw with a fully threaded positioning screw as

a length- and angle-stable construct for Garden I or II femoral neck fracture fixation can prevent femoral neck col-

lapse in both the coronal and axial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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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회전 근위 퇴 골수정을 이용한 퇴골 하경부
골절치료에서 외반정복술의 유용성

Effectiveness of Valgus Reduction in Basicervical Proximal
Femoral Fractures Using 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충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손현철, 강상우, 양재 , 홍석현, 안민용, 전전재재현현

서 론

이 연구는 퇴골 하경부 골절환자에서 외전정복을 한 후에 항회전 근위 퇴 골수정을 이용해 치료하 고 추적관찰을

하면서 방사선적, 임상적 결과와 협병증의 발생여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상및방법

연구 상은 충북 학교병원에서 2013년 5월 부터 2018년 2월 동안 퇴골 하경부 골절이 발생한 뒤 외반정복술 후 항

회전 근위 퇴 골수정을 이용해 치료를 받았던 경우로 최소 1년 이상의 추적 관찰이 가능한 40케이스를 상으로 하

다. 평균 추시기간은 15.7개월이었고, 평균 연령 72.7세(34세-93세) 고, 남자가 12명, 여자가 27명이 다. 환자 한 명은

양쪽 퇴골 하경부 골절로 양측 수술을 진행하 다.

결 과

이 연구에서 퇴 경간각, 수술 직후의 첨단-정점 거리, 퇴 골두 내 나선 검의 위치(Cleveland index), 수술 전 후의 보

행능력의 차이(Koval의 분류), 합병증을 이용해 분석하 다.40사례 중 40사례가 만족할 만한 정복 상태를 이루었

다.(p<0.05) 골유합은 술 후 평균 15.3주에 얻었고 40사례 중 39사례가 특별한 합병증 없이 골유합을 이루었고, 나머지 1

사례는 불유합으로 재수술을 시행하 다. 합병증 없이 골유합을 이룬 40사례 중 35사례가 수상 전의 보행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결 론

항회전 근위 퇴 골수정을 이용한 외전정복이 퇴골 하경부 골절환자에서 방사선적,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39

Session 5. Hip III





Geriatric
[ 한양의 박기철 ]

Session 6





고관절 골절 환자의 퇴 신경 차단술은
수술 후 섬망을 감소 시키는가?

Does femoral nerve block for hip fracture patients
reduce postoperative delirium?

원광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권석현, 유유현현규규, 이 창

서 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관절 골절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심한 통증과 외상으로 인한 섬망의 높은 발생률은 수술 전 후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탁월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는 것은 섬망을 예방하고 활동 및 재활을 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조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말초 신경 차단술은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섬망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고령 환자의 고관절 수술 전 퇴

신경 차단술이 섬망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조사 하 다.

상및방법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48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연구하

다. 섬망과 퇴 신경 차단술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MMSE 검사에는 15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했다. 치매 및 파

킨슨병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A군에서 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A군,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을 B군

으로 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섬망은 confusion assessment method (CAM)으로 진단하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

고, 통계적인 분석은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다.

결 과

제외 기준을 적용하 을 때 총 241명의 환자가 연구 상 환자에 포함되었다. 이 중 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는

165명이었고, 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76명이었다. 이 중 섬망이 나타났던 환자는 각각 18명(10.9%), 21명(27.6%)이었다.

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게서 수술 후 VAS 점수는 더 높은 점수를 보 으며 자가 통증 조절 장치(PCA)

에 사용된 마약성 진통제의 양 또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의 정맥 투여는 두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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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퇴 신경 차단술은 자가 통증 조절 장치(PCA) 단독 사용에 비해 수술 후 섬망의 발생률이 낮았다. 환자의 수술 후 합병

증과 혈액학적 상태의 연관성을 배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수술 후 섬망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통증

조절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고관절 골절, 섬망, 퇴 신경 차단술, 자가 통증 조절 장치(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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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골 도 검사
처방에 향을 주는 인자는 무엇인가

What factors affect bone mineral density test prescription
in patients underwent surgery for osteoporotic fractures?

울산 학교 의과 학 울산 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박박기기봉봉, 정광환, 황일 , 박길

서 론

골다공증 골절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정형외과 의사는 골절의 진단과 수술뿐 아니라, 이차 골절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 집도의가 개입한다면, 환자의 치료가 개선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골다공증의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도 낮은 비율로 이루어

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수술 집도의에 의한 골 도 검사 처방에 향을 주는 인자

를 알아보고, 정형외과 집도의의 골 도 검사 처방과 이후의 치료 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상및방법

본 연구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골다공증 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 으며, 50세 이하

이거나 골절 발생 이전에 의미 있는 골 도 검사를 받은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전체 586명의 환자(남성 131명, 여

성 455명)가 포함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71.5세(범위, 55-99세) 다. 상 환자 중 139명(23.7%)에서 골다공증 골절 수술

후에 골 도 검사가 진행되었다. 저자들은 골 도 검사 처방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환자 관련 및 집도의 관련 요

인으로 나누어 정했다. 성별과 나이는 환자 관련 요인으로 정하고, 나이에 관련해서는 골 도 검사 보험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추가 분석하 다. 집도의 관련 요인은 집도의가 골다공증과 관련된 국내 학회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집

도의의 골다공증에 한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통계학적 분석은 카이-스퀘어 분석을 사용하 으며, 0.05를 유의

수준으로 보았다.

결 과

여성 환자에서 골 도 검사 처방에 한 오즈비가 2.9(범위, 1.6-5.1, p=0.000)이었다.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

도 검사 처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p=0.023), 환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오즈비가 1.6(범위, 1.0-2.5,

p=0.035)이었다. 골다공증 관련 학회에 가입한 집도의의 경우 오즈비는 3.7(범위, 2.5-5.6, p=0.000)이었다.

결 론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골 도 검사 처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집도의의 골다공증에 한 관심도인 것으로 보

이며, 환자 요인 중에서는 여성 성별과 65세 이상의 연령 가 골 도 검사 처방에 향을 주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골다공증, 골절, 집도의, 골 도 검사,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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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골반의 중증도 지표가 중증 이상인
고령 골절의 임상적 특징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Fractures with
above Serious Severity of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of Extremities or Pelvic Girdle

울산 학교의과 학울산 학교병원정형외과학교실, 울산 학교의과 학울산 학교병원가정의학과교실1

박박기기봉봉, 전 지1, 정광환, 양두근

서 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및 여가 생활 증가로 이어져 노인 교통 사고나 외상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 변화에 견디는 생리학적 예비 능력 감소, 기존의 만성 질환 동반 등으로 노인 외상

환자는 젊은 성인 외상에 비해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나타내며, 외상의 중등도에 따라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

다. 이에 저자들은 응급 센터로 내원한 외상 환자 중 사지 골반의 중증도 지표가 중증 이상인 환자를 상으로 노인군과

비노인군의 손상 척도의 정도, 수술 양상, 재원 기간 및 사망률에서의 차이 유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3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단일 의료기관의 응급 센터를 방문한 만 19세 이상의 환자이면서 외상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정보가 확인 가능한 외상 환자 1,920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사지골반의 단순 손상 척도(Abbreviated

Injury Scale, AIS)가 중증 이상(3점 이상)인 환자 122명을 상으로 하 으며, 이들은 모두 골반 또는 사지에서 한 개 이

상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상 환자 중 65세 이상을 노인군, 19-64세를 비노인군으로 구분하여 두 군 간의 사지골반의 단

순 손상 척도(AIS), 손상 중증 점수(Injury Severity Score, ISS), 수술 여부, 수술 횟수, 재원기간, 재원 기간 내 사망률을 비

교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p<0.05인 경우 통계적 의의를 부여하 다.

결 과

노인군은 67명(평균 나이 79.8세), 비노인군은 55명(평균 나이 47.1세)이었다. 사지골반의 AIS는 양군 모두 3.1로 차이

가 없었다(p=0.41). ISS는 노인군이 9.6으로 비노인군 11.3보다 작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p=0.02) 중증 손상을 의미하는 ISS>15인 환자는 노인군 6.0%, 비노인군 10.9%에서 확인되었다.

두 군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비율은 노인군 89.6% 고 비노인군은 96.4% 다. 수술 횟수는 노인군 1.3회, 비노인군 2.2

회로 통계학적으로 비노인군에서 수술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2회 이상 수술 받은 환자는 각각 23.3%,

54.7%로 비노인군에서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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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기간은 노인군에서 40.5일을 보여 비노인군(44.5일)보다 짧았으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p=0.64). 재원 기간 내

사망자는 노인군 5명, 비노인군 1명으로 사망률은 노인군(7.5%)이 비노인군(1.8%)보다 높았으나 연령에 따른 사망률에

는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154)

결 론

응급 센터로 내원한 외상 환자 중 사지 골반의 중증도 지표가 중증 이상인 환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군의 사지골반

AIS는 비노인군 비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군의 ISS는 비노인군 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두 군간의 수술 횟

수는 비노인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2회 이상 수술 받은 환자 비율은 노인군 비 2배 이상 컸다. 재원 기간 및 연

령에 따른 사망률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노인군의 사망률이 비노인군의 사망률보다 4배 높았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고령 골절, 중증도 지표, 수술,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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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의 고관절과 상지 동반 골절:
유병율 및 임상적 의미

Concomitant hip and upper extremity fracture in
elderly patients: Prevalence and clinical implications

부산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양산부산 학병원 정형외과1,
부산 학교 의화 학 정형외과학교실, 부산 학교병원 정형외과2

강석웅1, 신신원원철철1, 문남훈2, 서근택1

서 론

Hip fracture and upper extremity fracture are most important age-related fracture. However, there have been few

reports about the analysis of prevalence or risk factors with concomitant hip and upper extremity fracture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prevalence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concomitant hip and upper extremity fractures in

elderly.

상및방법

We evaluate 1018 patients aged >65 years who were surgically treated for femoral neck or intertrochanteric frac-

tures between March 2008 and December 2018. 35 patients (3.4%) with a hip fracture combined upper extremity frac-

ture. All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isolated hip fracture and the concomitant fracture. We analyzed these

patients’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bone mineral density (BMD), body mass index (BMI),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injury mechanism, and length of hospital stay.

결 과

The most common site of upper extremity fracture was distal radius fracture of 15 patients (42.8%), followed by

proximal humeral fracture of 8 (22.8%). Concomitant fractures occurred on the same side in 30 patients (85.7%). The

mean age of patients with a concomitant fracture was younger than that of patients with an isolated hip fracture

(p<0.05). Mean preinjury MMSE-K was 22.7 in isolated hip fracture and 25.6 in concomitant fracture patients (p<0.05).

Mean length of hospital sta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p<0.05). According to fracture

site of hip, there was no statistically different prevalence of upper extremity fracture in femoral intertrochanteric frac-

ture compared to the neck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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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We found a 3.4% prevalence of concomitant hip and upper extremity fractures. It was found that the younger the

age with preserved cognitive ability in elderly patients with a hip fracture, the higher the prevalence of upper extrem-

ity fractur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patients with a concomitant fracture have a longer hospi-

tal stay and difficulty in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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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전자간 골절 환자에서 수술 방법(hemiarthroplasty
vs internal fixation)에 따른 사망율에 한 분석:

A Korean nationwide cohort study
The effect of surgery type (hemiarthroplasty vs internal
fixation) on all-cause mortality in elderly patients with

intertrochanteric fracture: A Korean nationwide cohort study

을지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 교실, 전을지 학병원1, 을지 학교 의과 학 예방의학교실2,
경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3

차차용용한한1, 장석용2, 유준일3, 김갑중1, 김하용1, 최원식1

서 론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urgical methods on mortality and the relative risk of patients

who underwent internal fixation (IF) or hemiarthroplasty (HA) after being diagnosed as a intertrochanteric fracture

over 65 years old in a Korean nationwide cohort with a single insurance medical system.

상및방법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enior cohort (NHIS-Senior, NHIS-2018-2-111) was used in this

study.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incident hip fracture patients were the following: (1) first-time admission to acute care

hospitals (index admission) with intertrochanteric fracture (ICD-10 S721), (2) three years of hip fracture-free period,

(3) recipients of typical surgeries including IF, HA, (4) age between 65 and 99.

결 과

A total of 7,223 patients were enrolled in the cohort. There were 1662 patients (23%) in the HA group and 5561

patients (77%) in the IF group. Mortality rates of the IF group and HA group were 13.46 and 17.94 cases per 100 per-

son-years, respectively. In the multivariable-adjuste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he HA group had 1.22 times

more hazard of all-cause mortality than IF group (aHR 1.22, 95% CI 1.13-1.32). In subgroup analysis, aged 65-79 and

female patients showed a prominent association between surgery type and mortality (aHR 1.52, 95% CI 1.29-1.79).

결 론

In patients with intertrochanter fracture over 65 years, 1.22-fold mortality rate was observed when HA was per-

formed compared to that of IF, and the difference in mortality was particularly prominent within 1-year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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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ur III
[ 연세의 양규현 ]

Session 7





한국인 퇴 비전형 골절에서의 혈중 골표지자 수치 분석
Bone turnover markers of atypical femoral facture

in Korean population

가천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좋은강안병원2, 울산의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3

김김철철호호1, 장재석2, 김지완3

서 론

Recently there were number of studies which investigated atypical femoral fractures (AFF) with their relationships

of bisphosphonate (BP) therapy or other cause of AFF such as bone metabolism. However, there was very lack of

studies which evaluated the bone turnover markers (BTM) especially in AFF patients.

상및방법

From March 2009 to December 2019, we retrospectively collected the data of consecutive patients who diagnosed

AFF from the two hospital. The diagnosis of AFF was applied by ASBMR criteria. We excluded the patient who did

not performed the BTM in admission period or incomplete medical record (i.e. medication history especially of BP).

We collected demographic data of each patients, and reviewed the medication history of BP, the fracture site (sub-

trochanter level or femoral shaft level), and BTMs; the dose of serum Ca, P, 25 (OH) vitamin-D (vit-D), parathyroid

hormone (PTH), C-Telopeptide (CTX, normal range 0.556±1.008 ng/mL), and osteocalcin (OC, normal range 15-46

ng/mL).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each variable.

결 과

The 66 patients included study (66 women; age, 49 to 90 years). Of 66 patients, 41 patients underwent bisphospho-

nate therapy, and 25 did not. The mean CTX was significantly lower in BP used group compared than BP non-used

group (0.28 ng/mL and 0.39 ng/mL, respectively; P=0.043), but the other BTMs including serum Ca (8.43 mg/dL and

8.40 mg/dL, respectively), P (3.45 mg/dL and 3.49 mg/dL, respectively), vit-D (29.3 ng/mL and 29.1 ng/mL, respec-

tively), PTH (47.3 pg/mL and 39.6 pg/mL, respectively), and OC (9.02 ng/mL and 7.54 ng/mL, respectively) showed

no differences between BP used group and BP non-used group.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racture site and BTM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all BTMs which investigated; serum Ca (8.23 mg/dL in subtrochanter level and

8.57 mg/dL in femur shaft level, respectively), P (3.41 mg/dL and 3.50 mg/dL, respectively), vit-D (29.2 ng/mL and

29.3 ng/mL, respectively), PTH (43.13 pg/mL and 45.33 pg/mL, respectively), CTX (0.31 ng/mL and 0.34 ng/mL,

respectively), and OC (7.12 ng/mL and 9.41 ng/mL, respectively). We could not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BP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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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racture site (P=0.610).

결 론

Serum CTX was suppressed in BP used group compared to BP non-used group. However, there were no differ-

ences of BTM levels following the fracture pattern.

색색인인 단단어어: bone turnover marker, bisphosphonate, atypical femoral fracture, fracture sit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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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골 비전형골절의 수술적 치료 결과에 한
양기관 후향적 비교연구: 골절 치유 및 가골 형성에

한 테리파라타이드의 잠재적 효과
A retrospective bicenter comparative study of surgical

outcomes of atypical femoral fracture: Potential effect of
teriparatide on fracture healing and callus formation

부산 학교의과 학정형외과학교실부산 학교병원1, 부산 학교의과 학정형외과학교실양산부산 병원2

문문남남훈훈1, 신원철2, 장재훈1, 김학상1

서 론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ssess the radiologic effect of teriparatide on fracture healing, includ-

ing union rate, union time, and callus formation, by quantitative measurements using serial follow-up X-ray imaging

examinations in patients with complete atypical femoral fractures (AFFs) treated using closed intramedullary nailing.

상및방법

From January 2010 to October 2017, 58 consecutive patients with complete AFF who were treated with

intramedullary nailing at two institutions were enrolled.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ose who received

teriparatide therapy (group A) and those who did not (group B). Teriparatide (Forsteo�; Eli Lily Co., Indianapolis, IN,

USA) at a once-daily 20μg dose was prescribed as continuous treatment of osteoporosis or with the expectation of

better bone healing. Surgical outcomes, including union rate, union time, modified radiologic union score (mRUS),

and callus formation at 3, 6, and 12 months postoperatively, were asses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eriparatide on

fracture healing. Quantitative measurement of callus form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region of interest (ROI) tool

in the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

결 과

Non-union was not observed in group A, whereas two patients had non-union in group B. Union time was 18.3±

4.8 (range, 12-28) weeks in group A and 23.6±9.5 (range, 12-64) weeks in group B and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group A than group B (p=0.010). The average mRUSs during periods A (3-4 months postoperatively), B (6-8 months

postoperatively), and C (12-14 months postoperatively) were 10.0, 13.9, and 15.9 in group A, and 8.7, 12.0, and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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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roup B, respectively. The average mRUSs during periods A and B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27 and 0.011,

respectively). The medial, posterior, and total callus areas during periods A and B were also significantly greater in

group A than in group B. No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union rate between the two groups (p=0.492).

결 론

Teriparatide may improve callus formation and shorten union time in patients with complete diaphyseal AFF who

underwent closed intramedullary nailing.

색색인인 단단어어: Atypical femoral fracture, callus formation, fracture healing, teriparatide

2020 한골절학회 제46차 학술 회

156



비정형 골절이 발생한 고령 환자에서 퇴골 휨 정도의
3차원적 분석 및 임상적 적용을 위한 해부학적 특징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femoral bowing in
the elderly patients with atypical fracture of

femur anatomical features for intramedullary nailing

계명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경상 학교 ICT의료융합 연구센터2,
경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 교실3

이경재1, 정세린2, 최주 2, 정정구구희희2,3

서 론

비정형 골절이 발생한 퇴골의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표준적 치료 지침으로 알려져 있는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위

한 해부학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비정형 골절로 양측 퇴골의 전장에 한 컴퓨터 단층 촬 이 시행된 환자 들에서 반 측 퇴골의 기형 및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50예의 반 측 정상 퇴골을 상으로 하 고 평균나이는 73.6세 으며 전 예에서 여자 다. 컴퓨터 단층

촬 상을 Mimics� 프로그램으로 골수강이 포함된 3차원 퇴골 모델을 만들어 형태학적 특징을 분석하 으며 전외측

휨 정도의 측정 및 비교를 위하여 전자부 첨부에서 원위 과간 절흔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선과 골수 강 및 내외측 피질골

과의 상호 위치적 관계를 3차원적으로 비교하 다. 퇴골 간부의 변화 정도 측정을 위한기준점으로 젊은 성인(21세)의

컴퓨터 단층 촬 데이터를 통해 젊은 성인 퇴골 모델을 제작하 다.

결 과

퇴골의 내회전을 통한 전경각을 없앤 전후면 방사선 상에서 가장 저명한 퇴골 간부의 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21예의 퇴골에서 관상면상 외측 휨이 관찰되었고 24예에서 내측 휨이 관찰되었다. 젊은 성인 퇴골과 비교하

을 전 예에서는 전방 만곡각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근위 간부의 후방 만곡이 증가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었다. 퇴

골 간부의 전외측 휨 증가는 외측 및 후방 피질골 두께의 변화와 함께 발생하면서 골수강에서는 외측 휨이 관찰되지 않고

일직선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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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고령 퇴골 간부에서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15도 내회전된 전후면 방사선 상이 보다 적합하 다. 퇴골

전외측 휨의 증가는 피질골 두께에서의 변화로 인해 부분 발생하면서 골수강의 형태는 일직선의 형태를 나타내어 향

후 골수강내 금속정도 내외측 각을 줄이는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비정형 골절,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3차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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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퇴골 간부 골절에서 재건형 골수정이
필요한가? - 고식적 골수정과의 전향적 비교

Is a reconstruction nailing required in the diaphyseal
atypical femoral fractures? - A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with a conventional nailing

경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김김준준우우, 오창욱, 박경현, 오종건1, 하성수, 김성민

서 론

퇴골 간부 골절의 골수정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시 근위부에는 교합나사를 수평 혹은 사선 방향으로 고정하는 표준 교

합의 골수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비전형 퇴 골절에서는 퇴 근위부의 취약성 골절의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 금속정(reconstruction nail)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그 장점에 해 알려진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

는 퇴골 간부에 발생한 비전형 골절을 고식적 근위교합 골수정(conventional nail: CN)과 재건형 근위교합 골수정

(reconstruction nail: RN)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그 결과를 전향적으로 비교하 다.

상및방법

골수정 고정술로 치료하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던 퇴골 간부의 비전형 골절이 있는 여성환자 49예를 상으로

하 다. CN군은 25예로 평균 연령은 71.1세 고 15예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 병력이 있었으며 완전 골절이 12

예, 불완전 골절이 13예 있었다. RN군은 24예로 평균 73.9세, 18예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 과거력이 있었으며

완전골절이 17예, 불완전 골절이 7예 있었다. 두 군 간의 골절의 유합율, 유합시간, 합병증에 해 비교 평가하 다.

결 과

골절의 유합은 RN군에서 24예 모두에서 술후 평균 19.3주에(범위, 12-44주) 유합을 얻었고, CN군에서는 25예 중 23예

에서(92%) 술후 평균 16주에(범위, 10-34주) 유합을 얻었다(불유합 2예). CN군에서 근위 교합나사의 원위부에서 내고정

물 주위 골절이 3예(완전골절 1예, 불완전골절 2예) 발생하 으며, 지연성 퇴 경부골절이 2예(술후 5년, 술후 9년)에서

발생하 다. 합병증은 모두 CN군에서 총 7예 발병하여, RN군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32, Student’s t-test).

결 론

퇴골 간부의 비전형 골절의 치료로 재건 골수정의 사용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 고 내고정물 주위 골절, 취약성

퇴 경부 골절 및 불유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비전형 퇴골 골절, 고식적 골수정, 재건 골수정, 근위 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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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ow I
[ 전남의 김명선 ]

Session 8





분쇄상 주두 골절에서 관절내 골편의 고정을
위한 버팀목 k-강선 고정의 결과

Outcomes of rafting embedded k-wire technique for intra-articular
fragment fixation in comminuted olecranon fractures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손손훈훈상상, 조재우1

서 론

주두 골절에서 관절내 골편의 분쇄가 심한 경우 완전한 해부학적 정복 및 견고한 고정을 통한 기능의 회복은 중요한 요

소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두 골절에 한 여러가지 수술 방법 중 tension band wiring이나 bridging plate는 자칫 관절면

의 단축이나 joint incongruity를 유발할 수 있다. 저자들은 관절내 골편에 한 버팀목 k-강선 고정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분쇄상 주두 골절의 임상적 및 상의학적 치료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버팀목k-강선 고정술을 시행한 22명의 관절내 분쇄상 주두 골절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골유합 시간, 버팀목 k-강선

의 개수, 관절내 분쇄 골편의 개수, 관절면의 정복 정도, 주관절 운동 범위, Mayo Elbow Performance Score (MEPS), 합

병증 등을 분석하 다.

결 과

전 예에서 골유합 얻었으며, 평균 관절내 골편 수는 2.2±0.8개, 버팀목 k-강선 수는 평균 3.0±1.3이었다. 최종 추시 시

의 주관절 운동 범위는 굴곡 구축 5.3。±4.5, 후속 굴곡 130.5。±9.6 으며, 평균 MEPS는 97.3 (range, 75-100)이었다. 두

명의 환자에서 이소성 골화염이 확인되었으며, 7례에서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 다.

결 론

분쇄상 주두 골절에서 관절면의 해부학적 정복 및 안정적인 고정은 주관절의 조기 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임을

고려할 때, 분쇄상 주두 골절에서 관절내 골편의 고정을 위한 버팀목 k-강선을 이용한 고정술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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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핀과 변형 긴장 강선 고정을 통한
복잡 횡형 주두 골절의 치료

Complex Transverse Fractures of the Olecranon Treated
by Modified Tension Band Wiring using Ring Pins

after Absorbable Pin-mediated Fixation of
the Articular-impacted Fragment

서울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 호, 김민범, 이승후, 최최호호성성, 김경욱, 백구현

서 론

단순 횡형 주두 골절의 치료에서는 긴장 강선 고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두 절흔 관절면이 부분

함몰된 골절편이 동반된 Schatzker B형‘복잡 횡형’주두 골절의 경우, 원위 상완골 관절면의 압박력에 항하는 주두 전

방 관절면 지지부의 상실로 인해 긴장 강선 고정이 잘 시행되었어도 이차적인 정복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긴장

강선 고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절 골절편을 안정적으로 정복하여 단순 횡형 주두 골절형태로 변환시키는 과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 횡형 주두 골절의 수술적 치료로서 흡수성 핀을 이용하여 주두 관절면 골절편

을 정복한 후 긴장 강선 고정을 시행하는 방법과 그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주두 관절면 골절편을 동반한 복잡 횡형 주두 골절로 본원에내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26명을 상으로 하 다. 주두 관절면 골절편을 흡수성 핀을 이용하여 근위 주두 돌기 또는 척골 원위부 골절

부 골절면에 고정하여 단순 횡형 골절 형태로 전환하 고, 동반된 골 결손 부위는 자가 장골 골이식으로 보충하 다. 이후

고리 강선을 이용한 변형 긴장 강선 방법으로 골절을 고정하 다. 최종 추시 수술 결과에 해 Mayo Elbow

Performance Score (MEPS)를 이용한 환자의 기능적 평가와 주관절 굴곡-신전 운동 범위를 측정하고, 주두 골절의 유합

및 관절면의 조화,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한 방사선학적 평가를 시행하 다.

결 과

26명 환자들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6개월(최소 13개월)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골 유합을 얻었으며 평균 유합기간은

약 6주 다. 최종 추시에서 환자들의 평균 주관절 굴곡과 신전 운동 범위는 각각 평균 132도, 4도 다. 긴장 강선 고정

삽입물의 이동은 없었다. 술 후 1년째 평균 MEPS 점수는 94점이었으며, 26명 중 25명의 환자(96%)가 우수 또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관절 골절편의 침강이 관찰되는 경우는 2례 있었으나, 관절염 소견은 없었으며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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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없었다.

결 론

주두 관절면 골절편이 존재하는 복잡 횡형 주두 골절을 치료할 때, 흡수성 핀을 이용하여 관절면골절편을 정복하면 단

순 횡형 주두 골절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후 단순 횡형 주두 골절에 준하여 변형 긴장 강선 고정 방법을 적용하면 원위

상완골의 압박력으로 인한 골절 정복의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저자들은 만족할 만한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복잡 횡형 주두 골절을 치료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absorbable pin, complex transverse fracture, olecranon fracture, tension band w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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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 두 골절이 동반된 주관절의 주두 골절 탈구
Olecranon Fracture-Dislocation of the Elbow

with Radial Head Fracture

서울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 호, 김민범, 이제호, 최호성, 김김경경욱욱, 백구현

서 론

주관절의 주두 골절 탈구는 3가지 손상 기전에 따라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후외측 회전 손상(posterolateral rotatory

injury)이 주된 기전이며, 최근 알려진 내반 및 후내측 회전 손상(posteromedial rotatory injury)과 전완부가 전방으로 탈

구되는 주두 통과 전방 골절-탈구(trans-olecranon anterior fracture-dislocation) 유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골 두 골

절이 동반된 주관절 주두 골절 탈구에서 요골 두 골절에 한 수술적 접근법 및 작은 잠금 금속판(min LCP plate)을 이용

한 고정술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요골 두 골절이 동반된 주관절의 주두 골절 탈구로 본원 내원한 15명의 환자를 분석하 다. 손

상기전에 따라 후외측 손상 환자가 10명, 내반 및 후내측 회전 손상 환자가 3명, 주두 통과 전방 골절-탈구 환자가 2명이

었다. 종적 후방 절개를 통하여 주관절을 후방 탈구 시켜 요골두에 한 내고정술 시행하 으며, 필요시 척골 근위부 관절

내 골편들을 고정하기 위해 작은 잠금 금속판을 이용하 다.

결 과

모든 환자에서 골유합 얻었으며, 무혈성 괴사 또는 불안정성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관절 운동 범위는 주관절 굴곡-신전

115도(범위, 90-135), 굴곡 구축 12도(범위, 0-30), 전완부의 회외-회내전 130도(범위, 90-155) 다. 평균 MEPI (Mayo

elbow performance index score) 91점(범위, 80-95)로 좋은 결과를 보 다. 1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회내전의 제한 발생

하 고, 이에 해 술 후 13개월에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 후 회내전 운동범위 회복하 다.

결 론

요골 두 골절이 동반된 주관절의 주두 골절 탈구 환자에서 전완부를 후방 탈구시킴으로써 요골 두를 노출시킬 수 있다.

척골 근위부의 작은 관절내 골편들은 작은 금속판을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골유합을 유도하는 좋은

치료법이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주관절의 주두 골절 탈구, 요골 두, 작은 잠금 금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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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상완골 골절의 치료에서 척골 신경의 단순 감압술
In situ ulnar nerve decompression in the treatment

of distal humerus fractures

인제 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Hyoung-Keun Oh, Suk-Kyu Choo, HHyyuunn--JJuu PPaarrkk, Jong-Hun Kim

서 론

원위 상완골 골절에 한 이중 금속판 내고정술 과정 중 척골신경의 단순 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 후 척골신경

병증의 발생 빈도와 임상 경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0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원위 상완골 골절로 직각 이중 금속판을 시행한 환자 중 척골신경의 제자리 감압술을

시행한 36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수술 전 척골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 개방성 골절, 척골 주두 골절이 동반된 환자

등은 제외하 다. 전례에서 금속판 내고정 과정 중 척골신경의 단순 감압술만 시행하 으며, 해부학적 잠김압박금속판

(DHP, Synthes)을 사용하 다. 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64세(22-86세)로 남자 10명, 여자 26명이었다. AO 골절 분류 상

A형 17명, C형 19명이었으며, C형 골절 중 14명에서 주두절골술을 시행하 다. 수술 후 척골신경병증은 McGowan stage

를 이용하여 신경병증의 정도를 평가하 으며, 신경 손상의 회복 시기 등을 조사하 다.

결 과

전체 36명의 환자 중 수술 후 척골신경병증은 7명(19.4%)에서 발생하 다. 수술 후 척골신경병증 환자 모두 McGowan

stage I의 손상으로 제4, 5 수지의 저린감만 호소하 으며, 근력 소실은 동반되지 않았다. 7명에서 발생한 척골신경병증

중 6명(85%)은 수술 후 수일에서 4개월내에 신경 증상 회복을 보 으나, 1명(15%)의 환자는 1년 이상 저린감이 지속되어

금속제거술 시 척골신경 감압술을 시행하 다. 환자의 나이, 성별, 골절 분류, 주두절골술의 유무와 수술 후 척골신경병증

의 발생과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 론

원위 상완골 골절에 한 이중 금속판 내고정 과정에서 척골신경의 전방 이전술 없이 단순 감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척골신경병증의 빈도는 높지 않으나, 척골신경의 세심한 박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원위 상완골 골절, 척골신경병증, 단순 감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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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골 원위간부 골절에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과
고식적인 관혈적 금속판 고정술의 비교

Minimal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versus Conventional
Open Plating in Distal shaft fractures of Humerus

조선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차차동동혁혁, 이광철

서 론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의 경우 원위 골편의 독특한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해 적절한 고정이 쉽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원

위부 고정에 적합한 금속판을 사용하여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MIPO)를 시행하고 이를 관혈적 정복술을 이용한 고

식적인 금속판 고정술(OPEN)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상완골 원위 간부 단순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29예를 상으로 하 으며 MIPO

군은 14예, OPEN군은 15예 다. 수술시간, 출혈량, 방사선 노출시간, 골유합 시기와 각형성 등을 조사하 다. 최종 추시

상 견관절, 주관절의 임상적 결과와 합병증을 조사하 다.

결 과

MIPO군과 OPEN군에서 수술시간은 각각 평균 65±23분, 90±20분(p=0.007), 출혈량은 120±67 ml, 200±48 ml

(p=0.003), 방사선 노출시간은 140±28초, 10±5초로(p=0.000)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전 예에서 골유합 소견 보 고

골유합 시기, 각형성, 임상적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합병증은 MIPO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OPEN군에

서는 의인성 요골신경 불완전 마비가 1예 있었다.

결 론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에서 원위부에 적절한 고정을 할 수 있는 금속판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은 안정적

인 고정력과 연부조직 손상의 최소화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 으며 고식적 금속판 고정술과 동등한 결과를 보 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관혈적 금속판 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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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l radius I
[ 서울의 이 호 ]

Session 9





감입된 관절내 골편을 가진 AO type C3
원위요골골절에서 후방 금속판 고정술과 제한된
후방 정복 및 전방 금속판 고정술의 결과 비교

Comparative study of two surgical methods
(dorsal plating or volar plating with dorsal open reduction)

for treatments of AO type C3 distal radius fracture
with impacted intraarticular bone fragment

강동경희 병원, 경희 병원1

이이재재훈훈, 백종훈1, 정덕환1

서 론

Impacted intraarticular bone fragment를 가진 AO type C3 원위요골골절의 치료 방법은 후방접근 및 후방 고정술과 관

절경적 정복 및 전방금속판 고정술, 관절경적 정복 및 외고정술이 있다. 이 중 관절경적 정복은 learning time과 수술 시간

이 길고 기술적으로 어렵다. 후방 접근 및 후방고정술은 관절을 직접 확인하고 정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전건을

자극하여 내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들은 후방 접근 및 후방고정술과 관절경적 정복의 단점을 극

복하고자 후방 접근 및 정복 후 전방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 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감입된 관절내 골편을 가진 C3 원위

요골골절의 치료에 후방금속판 고정술과 후방접근 및 정복 후 전방금속판 고정술의 기능적 결과와 합병증을 비교하는 것

이다.

상및방법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입된 관절내 골편을 가진 AO type C3 원위요골골절에 하여 후방금속판 고정을 시행한 환

자 22명과 후방 정복 및 전방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 20명이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모든 환자는 6개월 이상 추

시가 가능하 다. 임상적 평가는 관절운동범위, 파악력, Quick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ore, Mayo

wrist score로 평가하 다. 합병증은 내고정물 제거율, 건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증상, 외상성 관절염, 감염 등을

확인하 다.

결 과

관절운동 범위는 신전, 회전, 요사위, 척사위에서 두 군의 차이는 없었으나 손목관절 굴곡에서는 후방고정술 군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파악력, DASH, Mayo wrist score는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6개월에 불편감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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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정물 제거는 후방고정술 군이 15명(63%), 전방고정술 군이 7명(35%)에서 이루어졌다. 이외 합병증의 차이는 없었다.

결 론

감입된 관절내 골편을 가진 C3 원위요골골절의 치료로 후방 고정술과 후방 정복 및 전방 고정술은 유사한 임상적 결과

를 보 으나 후방 정복 및 전방금속판 고정술이 더 나은 손목관절의 굴곡 운동을 보 다. 또한 수술 후 6개월에 내고정물

의 제거 빈도가 낮아 수술 후 조기 내고정물과 관련된 합병증은 전방고정술 군에서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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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요골의 관절내 분쇄 골절에서 volar rim plate의
임상적 결과

Clinical results of a volar rim plate for the distal radius
intra-articular comminuted fractur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Medicine Anam Hospital, Seoul, Korea1,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Medicine Guro Hospital, Seoul, Korea2

권권 우우1, 최인철1, 박지헌2, 박종웅1

서 론

The ORIF using a locking plate and screw fixation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treatment trend of the distal radius

intra-articular comminuted fracture, and now represents the gold standard of it. However, certain fracture patterns,

such as intra-articular comminuted fractures involving the volar rim of the distal radius are very difficult to be stabi-

lized with the conventional plate and screw system. However, many of them showed the inability to securely fix and

maintain reduced marginal, small, and comminuted fragments as ligament avulsions and intra-articular compression

inju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linical results of distal radius intra-articular comminuted fractures

involving the volar rim fixed with the Distal Radius Volar Rim Plates.

상및방법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evaluations were performed for 11 patients who had ORIF using distal radius volar rim

plates for the distal radius intra-articular comminuted fractures involving the volar rim. The mean follow-up after the

operation was an average 11.3 months. Pre-operative fracture classification was done by AO classification and the size

of the volar rim fragment was measured. Clinical results were evaluated at the last follow-up using subjective ques-

tionnaires of VAS, MMWS and quick DASH scores. The objec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measuring range of

motion of the injured wrist and grip strength measured. For the radiological evaluation were measured at final follow up.

결 과

According to the AO classification, 4 patients were type 23-B3, 7 patients were type 23-C3. The size of rim fragment

was an average 10.3±2.3 (A)×17.1±4.0 (B)×9.3±1.7 (C) mm (Fig. 1). At final follow-up, volar tilt, radial inclina-

tion, and radial length averaged 10.2。, 21.1。, and 11.3 mm , respectively. At final follow-up, clinical outcomes were

good or excellent based on the MMWS and quick DASH scores. Of 11 patients, 8 patients healed with full r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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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and 3 patients had some deficits in range of motion. Complications related to the volar rim plates were not

observed. Union was achieved in all cases within 6 weeks.

결 론

The volar rim fragment in intra-articular distal radius comminuted fracture is very important part of it due to its

functional role maintaining the radio-carpal kinematics. Many important volar radiocarpal ligaments originate from the

volar rim of the distal radius. Fixation failure or unstable fixation may result an intra-articular incongruity, volar or

dorsal subluxation of the carpus, and distal radioulnar instability. Many augmented fixation methods had been sug-

gested including a small additional plate fixation, K-wires, suture, or mini screws. In this study, a specially designed

low-profile volar rim plate is indicated when the rim fragment distal to the watershed line exists. This type of special

plate provides an adequate and sufficient stability through the effective fixation for volar rim fragment in comminuted

distal radius fracture with satisfactory clinical results.

색색인인 단단어어: distal radius fracture, volar rim fracture, volar rim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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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요골 시상면상 SH-II 골절에서 시행한
지지 금속판 고정

Buttress plating for volar Barton fractures in children:
Salter-Harris II distal radius fractures in sagittal plane

충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차차수수민민, 신현

서 론

We observed an unusual type of volar Barton fracture in the pediatric age and performed open reduction and inter-

nal fixation of the fragment, using the buttress plate in consecutive children. We report the radiological and clinical

outcomes after follow-up for at least 3 years.

상및방법

From March 2008 to September 2014, nine consecutive children were treated by buttress plating. Their mean age at

the time of injury was 13.1 years. All of the fractures were metaphyseal fractures in the coronal plane and typical

Salter-Harris II fractures in the sagittal plane. After accurate reduction of the fragment, a cortical screw was inserted in

the proximal area until the maximum compressive force against the fragment was obtained. Then, one or two locking

screws were added adjacent to the initial cortical screw. No screw was fixed in the distal fragment. All evaluations

were done at least 3 years postoperatively with a mean follow-up of 48.8 months.

결 과

At final follow-up, the radial inclinations, volar tiltings, and ulnar variances were 23.2。±1.78。(98.7% of contralater-

al side), 9.4。±2.12。(98.4% of contralateral side), and ?1.56±0.88 mm (93% of contralateral side), respectively. All

radiological parameters of the distal radiu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alateral values.

The flexion-extension arc was 140.56。±5.27。, and the pronation-supination arc was 165.00。±8.29。. The grip

strength was 26.67±5.56 kg. All clinical outcomes except the flexion-extension arc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nor-

mal sid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결 론

A volar Barton type injury can occur in the pediatric age involving the physis, and the buttress plating that is used in

adults is also a useful treatment method. Howev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this injury, and it was difficult to com-

pare treatment outcomes with other methods. Because of the rarity of the injury, a larger, multicenter prospective com-

parative study is required to further explore appropriate treatment options, long-term outcomes, and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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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요골 골절 환자에서 배측 분쇄를 판단하기 위한
X-ray 상의 관찰간 신뢰도에 한 연구

Intra- and inter-rater reliabil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dorsal comminution using plain radiographs in

patients with distal radius fracture

인제 학교 의과 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이이현현일일, 이시 , 박지수, 이재후

서 론

Dorsal comminution is a major predictive factor for the late instability in closely reduced distal radius fracture.

However, the reliability of the identification of dorsal comminution in plain radiograph has not been well known. We

performed intra- and inter-rater reliability analysis for dorsal comminution using plain radiographs in patients with

distal radius fracture.

상및방법

We analyzed 40 patients with distal radius fracture. Four different raters examined plain posterior-anterior and later-

al wrist radiograph obtained at the arrival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after performing closed reduction. One

rater examined same images twice with 2 month interval. Raters examined the presence of dorsal comminution with

three different definitions. Firstly, dorsal comminution was identified by raters’subjective criteria (dorsal comminu-

tion subjective, DCs). Raters also examined dorsal comminution using pre-existing definition made by reference arti-

cles (dorsal comminution definition 1 [DC1] and dorsal comminution definition 2 [DC2]). Other radiological risk fac-

tors for instability were also examined such as intra-articular fracture, ulnar fracture, and the presence of volar hook.

Reliabilities among 4 raters were measured by Fleiss’s Kappa. Intra-rater reliability was measured by Cohen’s Kappa.

결 과

Intra-rater reliability of DCs, DC1, and DC2 was 0.609, 0.356, and 0.737, respectively. Intra-rater reliability of intra-

articular fracture, ulnar fracture, and the presence of volar hook was 0.49, 0.773, and 0.746, respectivley. Inter-rater

reliability of DCs, DC1, and DC2 was 0.306, 0.265 and 0.175, respectively. Inter-rater reliability of intra-articular frac-

ture, ulnar fracture, and the presence of volar hook was 0.219, 0.508, 0.206, respectively. Most reliability results for

dorsal comminution showed “fair”reliability but inter-rater reliability of DC2 showed “poor”result. Among oth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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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ulnar fracture showed “moderate”inter- and intra-rater reliability. Intra-rater reliability was superior compared

to inter-rater reliability.

결 론

Measurement of dorsal comminution showed “fair”or “moderate”intra-rater reliability but “slight”or “fair”inter-

rater reliability. More proper definition for dorsal communion should be developed for the better reliability in the

near future.

색색인인 단단어어: wrist, distal radius fracture, plain radiograph, dorsal commin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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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ion
[ 고려의 오종건 ]

Session 10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내고정물 주위
감염 진단의 효용성

Usefulness of sonication in implant-related infection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서재재현현, 김지완

서 론

정형외과 역에서 내고정물 주변의 감염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확한 미생물학적 진단과 이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내고정물 제거물의 초음파 파쇄법

을 이용한 배양검사가 일반 조직배양검사에 비해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임상결과에 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자 하 다.

상및방법

본원에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내고정물 주변 감염이 의심되어 내고정물 제거를 시행하면서 초음파 파쇄

법을 이용한 배양검사 및 일반 조직배양검사를 시행했던 37명 환자의 41예의 수술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수술 전 항

생제 사용여부, 나이, 금속물의 종류, 배양검사 결과 이후 항생제 변경 유무, 수술부위 잔존 금속물 유무, 감염의 재발 유

무를 확인하 다.

결 과

41예의 내고정물 제거 및 변연 절제술 중 수술 전 감염이 의심 및 진단되어 배양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20예 고, 21예

는 임상적으로 수술 전 감염이 의심되지 않았으나 잠재적인 감염의 배제를 위해 시행되었다. 임상적으로 수술 전 감염이

아니었던 21예에서는 모두 배양검사 음성이 확인되었다. 감염으로 진단된 20예 중 금속 배양검사는 90.0%에서, 일반 조

직배양검사는 85.0%에서 균이 동정되었고, 두 검사 중 하나라도 양성을 보인 경우는 95.0% 다. 나머지 1예에서는 술 전

배농동이 있었으나 두 검사 모두에서 균은 음성이었다. 배양검사 양성이 던 19예 중 금속물 초음파 파쇄법에서만 양성

을 보인 경우는 2예(10.5%) 다. 금속배양검사가 음성이면서 일반 조직배양검사가 양성인 경우는 1예(5.3%) 다.

배양검사 양성 내고정물 주위 감염 19예 중 12예에서 배양검사 결과 이후 항생제 변경이 있다. 항생제 변경의 2예는 일

반 조직배양검사를 근거로, 2예는 금속물 배양검사를 근거로, 8예는 두 배양검사 결과가 동일하여 두 검사 모두를 근거로

하 다. MRSE가 금속물 검사에서만 동정된 2건에서는 일반조직배양검사에서는 각각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MSSE로만 최종 동정결과가 나와서 항생제 변경에 금속물 배양검사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감염의 원인 균주는 CoNS

가 13예로 가장 흔했다. 전체 환자 중 수술 후 감염의 재발로 다시 수술한 환자는 1명(2.7%)이었다.

결 론

내고정물 초음파 파쇄법을 이용한 금속 배양검사는 기존의 일반 미생물 배양검사가 함께시행될 때 내고정물 주위 감염

을 진단율을 높일 수 있었고 항생제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감염, 내고정물 주변 감염, 균막, 초음파 파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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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및 하지 골절 환자에서 예방적 화학 요법 후
발생한 유증상 정맥혈전색전증

Perioperative symptomatic venous thromboembolism
after immediate chemoprophylaxis in patients with

pelvic and lower-extremity fractures

한양 학교 병원 정형외과, 한양 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1

이진규, 구자욱, 정수 , 최시훈, 박기철1, 황황규규태태

서 론

골반 및 하지 골절 환자에서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 예방을 위한 약물 투여 후 증상이 있는

VTE의 발생 빈도 및 위험 인자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2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골반 및 하지 골절로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혈전 예방 약제를 사용하 던 363명을

상으로 하 다. 환자들은 뇌, 흉부, 복부 등에 출혈 위험이 없는 경우, 입원시부터 저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을 투여받았다. 입원 중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상으로 multi-

detector CT angiography를 시행하여 VTE를 진단하 다.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 고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Charlson comorbidity index, 성별, 체질량지수, 골절 위치 등을 분석하 다.

결 과

총 363명의 환자 중 증상이 있는 VTE는 12.4% (45예)에서 진단되었고 이중, 폐색전증은 5.2% (19예)에서 진단되었다.

발생 위험 인자 분석에서 Charlson comorbidity index가 높은 경우(p=0.037)와 초기 외고정술을 시행하 던 경우

(p=0.007)에 VTE 발생이 의미있게 많았으며 VTE가 진단된 환자 중 남성(p=0.017), 슬관절 근위부에 골절이 있는 경우

(p=0.035)에 폐색전증 발생에 통계학적 유의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외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에서 예방적 약물 투여 후에도 정맥혈전색전증의 빈도는 낮지 않았으며 정맥혈전색전증과 폐

색전증의 위험 인자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하지 골절,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예방적 화학 요법,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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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 환자의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급성 신손상의 발생률

The incidence of acute kidney injury after
hip fracture surgery in organ transplant recipients

울산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좋은강안병원 정형외과2

문문준준기기1, 장재석2, 김지완1

서 론

Acute kidney injury (AKI) is a frequent and serious complication after hip fracture surgery in elderly patients.
Transplanted kidneys are known to be susceptible to all forms of AKI seen in native organs. However, the relation-
ship between transplanted organs and AKI after hip fracture surgery has never been investigated. We aimed to inves-
tigate the incidence of AKI and the effect of transplanted organs on AKI incidence after hip fracture surgery.

상및방법

In this single center, retrospective cohort study, the medical records of 794 elderly patients (>65 years) who under-
went hip fracture surgery between January 2010 and December 2018 were reviewed. Mean follow-up duration was
2.5 (1.1-4.5) years. AKI was defined according to the Acute Kidney Injury Network (AKIN) criteria. Among 794
patients, Twenty-three patients underwent kidney transplantation (KT) and 20 patients underwent liver transplanta-
tion (LT) prior to hip fracture surgery. Steroids and immunosuppressants were maintained at perioperative period
with dose adjustment according to wound problem. The use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was avoided in
organ transplant recipients. The incidence of AKI and the requirement of dialysis were investigated.

결 과

Among 794 patients, AKI occurred in 76 patients (9.6%) and the mean duration of serum creatinine restoration was
4.04 days (1-14). AKI developed in 9 patients (39.1%) in the KT group, 3 patients (15%) in the LT group, and 64
patients (8.5%) in the non-transplantation group. The incidence of AKI in the KT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transplantation group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cidence of AKI between LT group and
non-transplantation group (p=0.407). Severe AKI requiring dialysis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KT group com-
pared to non-transplantation group (17.4% vs. 0.9%, p=0.001). No patient required dialysis in the LT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duration of serum creatinine restoration between three groups (p=0.645)

결 론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AKI was 39.1%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nd 15%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Our findings show transplanted kidneys are more vulnerable to AKI after hip fracture surgery.

색색인인 단단어어: acute kidney injury, hip fracture, kidney transplantation,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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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의 사망률과 위험 인자
Mortality and its Risk Factors in Dialysis with Hip Fractur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1,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Nowon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Seoul, Korea2,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3,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chool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4

Young-Kyun Lee, M.D.1, Jin-Woo Kim, M.D.2, GGuu--MMiinn JJeeoonngg,, MM..DD..2,

Yong-Han Cha, M.D.3, Kyung-Hoi Koo, M.D.1, Yong-Chan Ha, M.D.4

서 론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1) mortality with a minimum of 2-years follow-up, 2) risk factors for mortal-

ity, and 3) clinical and functional outcomes after surgical interventions in dialysis patients with hip fractures at the lat-

est follow up.

상및방법

Between June 2004 and December 2017, 122 dialysis patients (129 hips) with hip (femoral neck and intertrochanteric)

fractures who were followed up for at least 2 years after surgery were included in this retrospective study. Cumulative

mortality using the Kaplan-Meier method and risk factors for mortality using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 were estimated. As functional outcome, ambulatory ability was assessed before injury and at the latest follow-up.

결 과

Twenty patients (22 hips) were lost to follow-up. The mean age at the time of surgery was 72.5 years (range 41-96

years). Mortality rates were 29.4% (30 of 102 patients) at 1 year and 37.3% (38 of 102 patients) at 2 years. Both gen-

ders had elevate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t 2-year post-fracture compared to that a 1-year post fracture.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OR, 1.371; 95% CI, 1.021-1.843; P=0.036)

and interval time to operation (OR, 1.043; 95% CI, 1.002-1.086; P=0.039)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isk of

mortality. Of 77

결 론

This study showed that hip fractures resulted in high mortality in patients with dialysis. Risk factors for mortality in

dialysis patients with hip fracture were ASA and time interval to operation. And, dialysis with hip fractures have lower

rate of maintaining pre-injury ambulatory ability.

색색인인 단단어어: Dialysis, Mortality, Risk factor, Osteoporosis, Hip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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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 메타분석을 이용한 퇴골 원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후 불유합 발생율

Incidence of nonunion after surgery of distal femoral
fractures using contemporary fixation devices:

A proportion meta - analysis

인제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서울백병원, 인제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상계백병원1

윤윤병병호호, 박인근, 성열보1

서 론

Nonunion is the most frequent cause of reoperation and is associated with high morbidity after distal femur fracture

(DFF). We examined the rates of nonunion requiring reoperation after fixation for DFF using a locking compression

plate (LCP) or retrograde intramedullary nail (RIMN).

상및방법

We included 4 studies comparing LCP and RIMN and 38 single cohort studies reporting LCP or RIMN. In total, 2,156

femurs were included and 166 non- unions were detected. We conducted a pair-wise meta-analysis (with a fixed-

effects model) on the 4 comparative studies and a proportional meta-analysis on the 38 articles to estimate the

nonunion rate. We performed sensitivity analysis by comparing studies using LCP with less invasive surgical systems

(LISS) with those that used RIMN.

결 과

The pair-wise meta-analysis showed a similar nonunion rate between the groups (odds ratio: 1.02; 95% confidence

interval (CI): 0.94-1.11, p=0.633). According to proportional meta-analysis, the pooled prevalence of nonunion was

5% (95% CI, 4-7) totally, 6% (95% CI, 4-8) in the LCP group, and 4% (95% CI, 2-6) in the RIMN group (heterogeneity:

p=0.105).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union rate. The pooled prevalence of

nonunion was 4% (95% CI, 3-5); it was 4% [95% confidence interval (CI), 3-6] in the LCP group and 4% (95% CI, 2-6)

in the RIMN group (heterogeneity: p=0.941).

결 론

Approximately 5% of patients who underwent LCP or RIMN fixation developed nonunion. Therefore, LCP and

RIMN are effective DFF techniques and mastering one of them is essential.

색색인인 단단어어: distal femoral fracture, locking compression plate, intramedullary nail,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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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인공 관절 주위 골절의 치료시
이중 금속판 고정술과 단일 금속판 고정술 비교

Comparison between dual plating and unilateral plating
using locking plates for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가천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심심재재앙앙, 이병훈, 박지현, 권혁민

서 론

Periprosthetic fracture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has is a difficulty to achieve a enough fixation due to under-

lying osteoporosis and difficulty to fix with long screw because of the femoral component. Therefore, complications

such as nonunion and malunion have been reported. This study was aimed to compare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between two groups of patients who have undergone operations of unilateral fixation or bilateral fixation

using dual locking plates for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상및방법

32 patients (32 knee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patients with periprosthetic fracture around femoral compo-

nent undergone internal fixation from Jan. 2006 to Dec. 2018. Two groups of the 13 patients with unilateral fixation

(Uni group) and 5 patients with bilateral fixation using dual locking plates (Dual group) were compared.

Radiographical follow-ups were done at postoperative 1, 3months and 1 year follow-ups. At each follow-up, lateral

distal femoral angle (LDFA) were measured and evaluated the incidence of mal- and non-union. Clinical outcomes of

knee function score and range of motion were evaluated at postoperative 1 year.

결 과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demographics (age, sex, BMI) between two groups wo groups. (average

age; 72.2 years in Uni group vs. 70.4 years in Dual group, sex ratio; 1:12 vs. 0:5, average BMI; 23.5 vs. 24.7). All

patients in both groups acquired bone union at postoperative 1-year follow-up. In Dual group, there was one case

with locking screw breakage. While, there were 3 patients with screw breakages and screw loosening in Uni group.

The average union time were postoperative 11.1 weeks in Uni group and 11.8 weeks in Dual group (p=0.38). Lateral

distal femoral angle (LDFA) measured at each follow-ups (1, 3, and 12 month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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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93.8。in Uni group, while, in Dua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92.2。� 92.3。� 9 1.9。.

However, clinical outcomes including KSFS (p=0.07) and ROM (p=0.10)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t postoperative 1-year follow-up.

결 론

Bilateral fixation showed no varus angulation on contrary to unilateral fixation with a little varus angulation for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ractur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refore it has to be considered as effective method

to decrease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cluding malunion screw loosening with providing stronger fixation.

색색인인 단단어어: knee, total knee arthroplasty, periprosthetic fractures, dual plate, unilatera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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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골 간부 골절에 동반된 동측 슬관절 인 손상의
선별검사로서 고정 후 마취하 투시 부하 검사
Fluoroscopic stress test under anesthesia after

fixation for knee ligamentous injury associated with
ipsilateral femoral shaft fracture

차의과 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가천 학교 의과 학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변변성성은은, 심재앙1

서 론

퇴골 간부 골절에 동반된 동측 슬관절 인 손상은 퇴골 골절로 인한 통증과 변형으로 인해 조기에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퇴골 간부 골절과 동반된 동측 슬관절 인 손상을 진단하기 위해 퇴골 고정 직후 마취하 부

하 투시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상및방법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퇴골 간부 골절로 내고정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59례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이중 골성숙이 완료되지 않은 환자, 동측 슬관절 주위 골절이 있어 부하검사를 시행하기에 부적절한 환자, 골다공증성 골

절 등 저에너지 손상 환자를 제외한 38명의 마취하 부하 투시검사가 시행된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이중 남자는

26명, 여자는 1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7.6세(16-71) 다. 부하검사는 수술장에서 퇴골 간부의 내고정이 시행된 직후

마취된 상태에서 전후방, 내반/외반 부하를 주면서 시행하 다.

인구학적 정보 및 손상 기전, AO/OTA분류 등 골절에 한 정보를 분석하 다.

결 과

38명 중 8명의 환자가 마취하 부하 투시검사에서 인 손상 소견을 나타내었다. 이중 MRI를 시행한 5명 중 4명에서 부

하검사와 MRI에서 같은 인 손상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4명 중 2명은 후방십자인 및 내측 측부인 재건술을 시행하

으며, 1명은 외측 측부인 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 으며, 1명은 후방십자인 손상이 있었으나 65세 환자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다.

30명의 부하 투시 검사 정상 소견 환자 중 7명에서 MRI가 시행되었고, 이중 5명은 정상 소견을 보 으나, 2명에서는 측

부 인 의 부분 파열 손상이 확인되었다. 측부인 파열에 해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다. 부하 검사 정상 소견을 보

인 환자 중 슬관절 인 손상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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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퇴골 간부 골절에서 동반된 동측 슬관절 인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마취하 부하 투시 검사는 MRI 등 고비용 검사 전

시행할 수 있는 유용한 선별 검사이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간부 골절, 슬관절 인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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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골 골절의 AO/OTA 분류 및 치료방침 결정에
상검사에 따른 관찰가간 신뢰도 변화

The interobserver reliability of AO/OTA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imaging modalities in patellar fracture

차의과학 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남 학교 병원 정형외과1,
가천 학교 길병원 정형외과2, 울산 학교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3,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정형외과4, 충남 학교병원 정형외과5

변변성성은은, 손욱진1, 심재앙2, 김지완3, 손훈상4, 최원철, 이병훈2, 주용범5

서 론

We investigated whether interobserver reliabilities of AO/OTA classification of patellar fracture and treatment rec-

ommendations change with the imaging modality applied, including plain radiograph and two- and three-dimension-

al (2-D and 3-D) computed tomography (CT).

상및방법

Seven experienced orthopaedic specialists and 4 orthopaedic residents independently reviewed the radiographs of

50 patellar fractures. Each observer completed a survey to classify the fractures according to the AO/OTA classification

and to select treatment strategies among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closed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The survey also includes question selecting fixation methods for patellar fracture.

Initially,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only plain radiographs, with 2-D CT images introduced 3 weeks later and 3-

D CT images 6 weeks later. Fleiss Kappa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interobserver reliability.

결 과

The overall interobserver reliability of the AO/OTA classifications was moderate with all three imaging modalities.

The kappa coefficient of the AO/OTA classification among residents was improved from fair (κ=0.316) with plain

radiographs to moderate with 2-D (κ=0.454) and 3-D CT (κ=0.538). The overall interobserver agreements of the

treatment strategies was also moderate with all three imaging modalities. In both residents and specialists, the kappa

coefficient of treatment strategies was highest with plain radiographs (κ=0.654 and 560, respectively), while it was

lowest with 2-D CT (κ=0.575 and 0.372, respectively). Regarding fixation methods, the overall interobserver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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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 was poor with plain radiographs and 2-D CT (κ=0.185 and 189, respectively), fair with 3-D CT (κ=0.254). In

residents, the kappa coefficient of fixation methods was improved from poor (κ=0.039) with plain radiographs to fair

with 2-D (κ=0.218) and 3-D CT (κ=0.304).

결 론

The interobserver reliability of AO/OTA classification in patellar fracture showed moderate agreement. Use of 3-D

CT images improved the interobserver reliabilities of patellar fractur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recommendations.

Residents may benefit more from using 2-D and 3-D CT images than specialists.

색색인인 단단어어: AO/OTA classification, patellar fracture, interobserver reliability,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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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고평부 골절에서측면 금속판 고정술의 임상적 결과
Clinical result of Rim plating in Tibial Plateau Fractures

고려 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교실

오종건, 조재우, 사사공공승승엽엽, 임익주

서 론

경골 고평부 골절의 치료에 있어, 해부학적 형상에 잘 맞는 모양의 잠김 금속판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판

의 위치 이상이 쉽게 일어나고, 나사못이 관절면과 일치하지 않게 위치가 되어 추가적인 지지를 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 다. 수평적 측면 금속판 고정법은 복잡 경골 고평부 골절에서, 큰 washer로써의 기능을 하는 금속 고정물을 이용한

수술법으로 부각이 되었다. 우리는 복잡 경골 고평부 골절에서 2.7 mm Variable angle (VA) LCP 또는 3.5 Low profile

Reconstruction plate를 이용한 측면 금속판 고정 수술의 임상적 결과를 기술하려고 한다.

상및방법

2013년 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59명의 경골 고평부 골절 환자가 측면 금속판 고정술로 치료되었다. 20명의 여성 환

자와 39명의 남성 환자가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57세(29-89세) 다. 골절은 AO-OTA분류 (B: 35례 C: 24례)과 Schatzker

분류 (I: 6례, II: 29례, III: 19례, V: 3례, VI: 2례)에 따라 분류가 되어졌다. 전외측 측면 금속판 고정에는 전외측 접근법이,

후외측 측면 금속판 고정에는 확장된 전외측 접근법이 사용이 되었다. 우리는 가측 경골 고평부의 모양에 맞게 2.7 VA

LCP 또는 3.5 Low profile Reconstruction plate를 contour 하 다. 경골 고평부 골절은 측면 금소판만으로 고정을 하거

나, 골간단 지지 금속판으로 보강을 하거나, 추가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 다. 이 술기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

여, 우리는 수술 중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합병증, 골유합율을 추시 관찰하 으며, 기능적 평가를 시행하 다.

결 과

측면 금속판의 고정 부위는 전외측 10례, 가측 22례, 후외측 27례이다. 고정 방식은 측면 금속판 단독 고정 9례, 측면 금

속판과 추가적 나사못의 고정 12례, 측면 금속판과 지지 금속판 고정 38례가 있었다. 관절면의 정복은 수술 후 CT를 통하

여 평가하 으며, 해부학적 정복 40례, 불완전 정복(<2 mm) 16례, 불량 정복(>2 mm) 3례가 있었다. 추시 관찰 기간 동안

에는 정복의 유실이 관찰되지 않았다. 회복된 평균 내측 경골 근위부 각도는 87.1。(정상측 86.3。), 평균 후방 경골 근위부

각도는 76.8。(건측 77.3。)로 측정이 되었다. 평균 추시 관찰 기간은 14개월이었다. 골유합은 모든 증례에서 수술 후 약 3

개월째 일어났다. 기능적 결과는 Lysholm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되었으며, 수술 전 평균 100점, 수술후는 평균 89.3점으로

나왔다. 완전 운동 범위 회복은 33명의 환자에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환자의 슬관절의 굴곡은 평균 120.3。까지 회복이

되었다.

결 론

2.7 mm VA LCP 또는 3.5 Low profile Reconstruction plate를 이용한 측면 금속판 고정 술식은 복잡 경골 고평부 골절

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안 또한 보강법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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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경골 고평부 골절의 일부분으로써 내과 골절을
위한 이상적 고정물의 형태 선정: 유한 요소 분석
Optimal Fixation construct for medial condylar fracture
in the component of complex tibia plateau fracture;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1, 경상 학교 ICT의료융합 연구센터2, 경상 학교 의과 학3

손훈상1, 정세린2, 정정구구희희2,3

서 론

유한 요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Schatzker 제 4형, 5형, 6형에서 동반될 수 있는 근위 경골 내과 골절에서 외과 고정물

을 고려한 이상적 고정 방법의 선정을 위한 구조적 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경골 전자 모델(composite bones of SAWBONES�)과 T-모양의 내측 근위 경골 금속판(LCP Medial Proximal Tibial

Plate� 4.5/5.0, DePuy Synthes)을 이용하여 1.0 mm 크기의 tetrahedral mesh을 가진 3차원 모델로 제작하 으며 골절 형

태는 단독 내측과 골절과 외과 포함 내측과 골절의 두가지로 하 다. 비교를 위한 고정물 형식은 1) 골절 원위 2개 나사

못, 2) 골절 원위 3개 나사못, 3) 골절 원위 3개 나사못+근위 1개 나사못) 4) 골절 원위 3개+근위 3개 나사못, 5) 골절 원위

3개+근위 3개+평행 3개 나사못의 형태로 제작하 으며 편측 다리 부하를 가상하여 800 N의 축성 힘 60%를 내과에, 40%

를 외과에 부하 하 고 경골 원위부 관절면은 고정시켰다. 나사못은 반 측 피질골을 3 mm 통과시켰으며 금속판과 결합

된 잠김 고정형태로 가상하 고, 골절 근위 나사못은 행 나사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골절선을 침범하지 않기 위하여 30

mm의 길이로 설정하 다. 경골과 금속판에서 Equivalent von Mises Stress (EVMS) 및 전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구조적

강도를 비교하 다.

결 과

골절 형태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한 패턴이 측정되었으며 골절면에 한 부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전체 모델에서 측정

되었다. 골절 윈위 3개 및 근위 1나사못이 고정되는 모델에서 뼈에 한 EVMS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금속판에 한 EVMS

도 현저히 증가되었다. 금속판에 한 분석에서는 골절하 나사못이 고정된 경우에는 제일 하단의 나사못 주위 금속판 구

멍에서 최 의 EVMS가 측정되었으나, 4개 이상의 모델부터는 수직부에서 수평부로 이행되는 부위로 변경되었다. 4개의

나사못 모델에서 추가적인 나사못 고정은 EVMS의 감소를 위한 효과는 경미하 고 전위 정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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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근위 경골 내과 골절에서는 골절 원위 3개 및 근위 1개의 나사못이 고정되는 형태가 최소한의 안정적 고정물로 판단되

며 외측 금속판을 통한 나사못과의 충돌 혹은 평행나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짧은 길이의 골절 근위 나사못도 안정적

구조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근위 경골, 경골 고평부 골절, 고정물 형태, 유한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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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ur I
[ 인제의 주석규 ]

Session 2





퇴골 전자하부 불유합의 치료에서 부가적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의 역할
The role of an augmentative plating in

the subtrochanteric nonunion of the femur

경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김김준준우우, 오창욱, 박경현, 오종건1, 하성수, 김성민

서 론

폐쇄성 골수정 고정술을 시행하여 골절부의 생물학적 환경을 보존한 경우에도 응력이 집중되는 역학적 특성 때문에

퇴골 전자하부 골절의 골수정 고정술 후 불유합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이지만, 전자하부 불유합은 협부 불유합

과 달리 골수정 교체술만으로는 적절한 고정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보다 강력한 고정력을 위하여 칼날 금속판(blade

plate)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연부조직 박리가 필요하고 조기 체중부하가 어려운 등의 단점이 있다. 골수정 고

정 후 발생한 불유합을 부가적인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로 치료하고 그 결과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14예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남자가 10예, 여자가 4예 있었다. 평균 연령은 56.6세이었다(범위, 23-73세). 수상의

원인은 교통사고가 6예, 추락이 5예, 낙상이 1예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한 비전형 퇴골 골절 환자가 2예 있

었으며, 전예에서 최초 수술 시 모두 골수정을 시행하 다. 술후 평균 44.6주(범위, 24-150주)에 불유합 수술을 시행하

으며 비후성 불유합(hypertrophic nonunion)이 8예, 저 양성 불유합(oligotrophic nonunion)이 6예 있었다. 비후성 불

유합의 경우에는 부가적인 금속판 고정술만 시행하 고, 저 양성 불유합의 경우에는 골수정 교체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경우에 따라 같이 시행하 다. 사용한 금속판은 Narrow LCP (locking compression plate, DePuy-Synthes�, Warsaw, IN,

USA)로 근위 퇴골의 형상에 맞게 윤곽성형(contouring)을 한 후 최소 침습적 방법을 통해 고정하 다. 전예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 다(범위, 12-61개월).

결 과

14예 중 13예(92.9%)에서 술후 평균 19.2주(범위, 12-28주)에 골유합을 얻었다. 저 양성 불유합 1예에서는 골수정 교

체술 및 골이식술과 금속판 추가 고정술 후에도 유합이 되지않아 술후 11개월째 자가골 이식술을 추가로 시행하고 유합

을 얻었다. 2예에서 금속판 고정부 주위의 연부조직 자극이 있었으나 다른 주요 합병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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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골수정 고정 후 발생한 퇴골 전자하부 불유합에서 부가적인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은 비교적 술기가 쉽고 높은 유

합률과 낮은 합병증을 보이며 조기 체중부하가 가능하여 치료의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전자하부 골절, 불유합,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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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tication과 자가 골 이식을 이용한
위축성 전자하부 불유합의 치료

Treatment of Atrophic Subtrochanteric Nonunion
with Decortication and Autologous Bone Graft

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변 수, 조 호, 유유준준혁혁

서 론

전자하부 골절은 초기 치료 시 근위부 골편의 심한 전위로 인해 만족스런 정복을 얻기가 어렵고,전자부와 달리 피질골

이 풍부하여 불유합 발생 빈도가 다른 하지 장관골 골절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중 적절한 정복을 얻지

못할 경우 골절의 정복을 위해 골절부를 개방하는 경우 혈행 장애로 인해 가골 형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 위축성 불유합의

발생이 우려된다. 저자들은 위축성 전자하부 골절 불유합에 해 Decortication과 자가 골 이식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해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08년 이후 위축성 전자하부 불유합에 해 Decortication과 자가 골 이식을 이용하여 치료한 10명에 해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기본적인 인구학적 조사를 하 고, 최초 수술 시 사용한 내고정물의 종류 및 파손 여부, 재수술 시 사용한 내

고정물, 수술 시간, 수혈량, 골유합 시기 및 수술 후 합병증에 하여 알아보았다.

결 과

최초 수술 시 사용된 내고정물은 금속정이 9예, 금속판이 1예 다. 금속물이 파손된 환자는 4예 다. 재수술 시 모든

환자에서 최초 사용된 내고정물을 모두 제거하 으며 금속판을 이용하여 재고정술을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서 후상장

골극에서 자가 해면골을 채취하 으며, 골수강내 골결손이 심한 3명의 환자에서는 동측에서 자가 비골도 채취하 다. 모

든 환자에서 골절부에 decortication을 시행하 다. 수술 시 모든 환자에서 골절부을 노출 후 세균 배양을 시행하 고 감

염이 확인된 예는 없었다. 평균 수술 시간은 172분(120-240분), 평균 수혈량은 2.7 pint (1-5 pint) 다. 모든 환자에서 골

유합을 얻었고, 평균 골유합 기간은 4.5개월(4-5개월)이었다. 7명의 환자들은 1회 수술로 골유합을 얻었으나 3명의 환자

들에서는 추가적인 1회의 수술을 요하 다.

결 론

Decortication과 자가 골 이식을 이용한 위축성 전자하부 불유합의 치료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전자하부, 불유합, 자가골 이식, Decor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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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수술의사 및 기구 관리자 측면에서의
재사용 동력구동 장치와 일회용 동력 구동장치

(TERRA disposable handpiece)의 유용성 비교
Comparison of the usefulness of the disposable power-

driving device and single use driving device
(Terra disposable handpiece) by orthopaedic surgeon

and operating room personnel

계명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동아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2,
경상 학교 ICT의료융합연구센터3, 경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4

이경재1, 왕 립2, 박재은3, 정정구구희희3,4

서 론

소독 및 보관과 관련된 문제점(공간차지, 수술장 인력 부상 위험, 소독 비용 등)을 해결하고 재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감

염 및 오염의 위험을 없애고자 3차원 프린팅 기술에 의한 일회용 동력 구동장치(TERRA Disposable Handpiece)를 이용

하여 절골술, 천공술 및 확공술과 같은 골성 조직을 시행한 후 수술자 및 수술장 인력의 사용경험에 한 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에 해 평가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의과 학교 부속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근무하고 임상시험에 동의한 183명(정형외과 의사 36명, 수술장 인력 150명)을

상으로 하 으며, 3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83명, 4-6년은 64명, 7-9년은 21명, 10 이상은 18명이었다. 동력 구동장치 사

용횟수는 주당 3회 이하 118명, 4-6회는 33명, 7-9회는 6명, 10회 이상은 29명이었다. 재사용 동력 구동장치 및 일회용 동

력 구동장치의 안전성, 조작성, 효율성, 만족성을 공통적으로 설문 조사하 으며, 보관성 및 비용성 조사는 수술장 인력

들에서만 시행하 다. Likert 7점 척도로 환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하 다.

결 과

재사용 구동장치의 안전성은 5.2±1.0, 조작성, 5.2±0.8, 효율성, 5.2±1.0, 만족성, 5.3±0.9으로 측정되어 전체적인 평

가는 5.2±0.8이었다. 일회용 구동장치의 안전성은 5.6±0.8, 조작성, 5.5±0.8, 효율성 5.7±0.8, 만족성, 5.8±0.7로 측정

되었으며 전체적인 평가는 5.6±0.7이었다. 전세 사용군에서의 재사용 및 일회용에 따른 각 항목의 차이는 모두 p<0.05로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의사군에서는 모두 p>0.05로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나, 수술장 인력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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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p<0.05로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결 론

재사용 구동장치와 일회용 구동장치의 임상적 사용을 위한 평가에서 의사군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적으로 기구 준비, 세척 및 보관을 시행하는 수술장 인력군에서는 일회용 구동장치가 보다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는 점을 감안하 을 때 향 후 일회용 구동장치는 기존의 재사용 구동장치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수술, 정형외과, 동력 구동장치, 3차원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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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세 전자하 골절에서 전자 견인 골단
또는 퇴 경부 후방 피질골을 관통하여 시행한

티타늄 유연성 골수강내 고정
Enhancing stability by penetrating the apophysis of

greater trochanter or the posterior neck cortex during
titanium elastic nailing of paediatric subtrochanteric

femoral fractures in children aged 5-12 years

충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이상상범범, 차수민, 신현

서 론

We modified the traditional titanium elastic nail (TEN) technique to increase stability, by involving the apophysis of

the greater trochanter (GT) and the femoral neck cortex. We report the clinical/radiological outcomes after at least 5

years of follow-up.

상및방법

We prospectively included 17 children aged 5-12 years diagnosed with subtrochanteric femoral fractures between

January 2004 and December 2013. Radiological evaluations of bony union, malunion, and limb-length discrepancies

(LLDs) were performed at the final follow-up. Clinical outcomes, as revealed by the Flynn scoring system, and the

range of hip motion were also recorded.

결 과

The mean patient age was 8.4±2.0 years. Twelve patients presented with length-stable fractures and the others

with unstable fractures. Bony union was evident at a mean of 4.5 months postoperatively. Radiologically, malunion

>5。was evident in three patients, but all angles were <10。at the final follow-up. LLDs >1 cm were evident in five

patients, but all were <2 cm at the final follow-up. Thirteen patients showed excellent outcomes and 4 had satisfacto-

ry outcomes. Complications were apparent in only two patients; both showed only temporary discomfort caused by

prominent nails. The range of hip motion was satisfactory in all cases; no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alateral hip

was apparent. Finally, the radiological/ clinical outcomes did not differ by the fracture stability or pattern.

결 론

We penetrated the apophysis of the GT and the femoral neck cortex with TENs to further stabilise subtrochanteric

femoral fractures. This was a simple procedure that enhanced pati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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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된 퇴골 경부 골절과 동반된 퇴골 간부골절의
Reverse ‘Miss-A-Nail’방법을 통한 재건 골수정 고정술

Reverse ‘Miss-A Nail’technique of reconstruction
nailing in displaced femoral neck fracture combined

with femoral shaft fracture

경북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고려 학교 의과 학 고려 학교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2

오창욱1, 김준우2, 박경현1, 김성민1, 하하성성수수1, 오종건2

서 론

재건 골수정 고정술은 동측 퇴골 경부 및 간부의 동시골절을 하나의 내고정물로 고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법이지

만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퇴골 간부 골절에 해 골수정을 고정한 뒤 전

위된 경부 골절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퇴골두 골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위된 퇴 경부 골절을 정복하고 잠정적으로 고정한 후 재건 금속정을 이용해 퇴골 간부 및 경부 골절을 동시

에 고정하여 치료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동측의 전위된 퇴골 경부 골절 및 간부 골절을 가진 환자 10예를 상으로 하 다. 전예에서 남자 고 평균 나이는

46.5세, 수상의 원인은 교통사고가 8예, 낙상이 2예이었다. 퇴 경부 골절은 AO 분류상 31-B2.2가 1예, 31-B2.3이 9예이

었고 Pauwel 분류상 type 2가 1예, type 3가 9예이었다. 손상 통제수술(damage control surgery)을 먼저 시행한 경우가 3

예 있었으며, 확정적 내고정술은 수상 후 평균 3.8일(범위, 0-9일)째 시행하 다. 전위된 경부 골절을 퇴골 종축견인 및

내회전으로 도수정복을 시도하 고, 도수정복만으로 만족할 만한 정복을 얻지 못한 경우 collinear clamp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해부학적 정복을 시도하 다. 이후 2~3개의 Steinmann pin을 퇴 골수강의 전방에 잠정적으로 고정하여 정복

을 유지하고, 골수정을 Steinmann pin의 후방으로 통과시켜 간부 골절에 한 고정을 시행하 다. 골수정의 근위부 교합

은 재건모드로 시행하여 퇴골 경부 골절을 고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유관 나사못 고정을 골절선에 수직방향으로

시행하 다.

결 과

1예의 퇴골 간부골절의 불유합을 제외하고 전예에서 경부 및 간부골절은 각각 술후 17.3주 및 25.3주에 유합되었다.

전예에서 퇴골 경부는 해부학적 정복을 얻었고, 퇴골 간부 또한 해부학적 정렬을 얻었다. Friedman and Wyman의

기준에 따른 기능적 결과는 8예에서 우수, 1예의 양호 및 1예의 불량이 있었으며, 이는 골소실이 동반된 경골 골절 및 골

반골절에 의한 신경손상이 원인이었다.

결 론

전위된 퇴 경부 골절을 정복 및 잠정적 고정 후 재건 골수정 고정술로 퇴골 경부 및 간부 동시골절을 성공적으로 치

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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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ur II
[ 경북의 오창욱 ]

Session 3





다발성 골절과 중증 외상 환자에서의
퇴골 간부 골절의 유합률 분석

Bone union Analysis of Femoral Shaft Fractures in
Patients with Multiple Fractures and Severe injury

가천 학교 의과 학 외상외과학교실, 아주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교실1

윤윤용용철철, 송형근1

서 론

성인에서 발생한 퇴골 간부 골절은 고에너지성 골절로 부분 추가적인 골절이 있거나, 두부, 흉부, 복부 등의 손상이

동반된다. 이에 한 수술적 치료로서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 합병증이 적다고 알려진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하

지만 여전히 높은 불유합률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인(20-65세)에서 발생한 퇴골 간부 골절에 하여 추가 골절 및

중증 손상에 따른 골유합에 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퇴골 간부 골절(AO 32 type)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로 치료하여 최소 1년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했던 178명(남자 145, 여자 33명, 평균 나이 39.5세)을 상으로 퇴골 간부 단독 골절(A 그룹), ISS

(injury severity score) 15점 이하며, 퇴골 간부 골절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하지 골절이 동반된 그룹(B 그룹), ISS 16

점 이상인 퇴골 간부 골절(C 그룹)을 나누어 골유합률을 분석하 다.

결 과

조사기간내 A 그룹은 29명, B 그룹은 54명, C 그룹은 95명이었다. 손상기전으로교통사고가 121명, 추락 35명, 압궤 손

상 22명이었다. 각 그룹의 나이, 성별, 신체비만지수, 흡연 여부, 개방성 골절에 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불유합은 A

그룹은 2명(6.8%). B 그룹은 6명(11.1%), C 그룹은 11명(11.6%)이 발생하 으며, 비후성 불유합 13명, 위축성 불유합 6명

이었다. 또한 C 그룹내에서 ISS 16점 이상이나 정형외과적으로 퇴골 단독 골절만 있는 환자는 14명이었으며, 모두 골유

합을 이루었다. 이에 한 통계적 분석으로 하지의 동반 골절이 중증 외상 환자에서 퇴 간부 골절의 유합률에 보다 유의

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퇴골 간부 골절의 치료에서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할때 하지의 동반골절이 있는 경우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인지하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간부 골절, 다발성 골절, 중증 외상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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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토니켓 사용은 퇴골 원위부 골절의
잠김 금속판 고정술 시 출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Does the Use of Disposable Tourniquet help reduce
Bleeding in the Internal Fixation with Locking Plate

for Distal Femoral Fractures?

울산 학교 의과 학 울산 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좋은삼선병원 정형외과1

박박기기봉봉, 진홍기1, 양두근, 정희윤

서 론

퇴골 원위부 골절에서 기존의 토니켓을 사용하고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토니켓에 가려서 근위 나사 부위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토니켓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피부 절개 후 수술 시야

의 확보에 제한이 있고,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일회용 토니켓의 경우, 근위 퇴부

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상 적으로 작기 때문에 수술 중 출혈을 예방하는 동시에 근위 나사 부위로의 접근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퇴골 원위부 골절에 해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회용 토니켓의 사용이 일반적

인 토니켓의 사용 또는 토니켓의 미사용과 비교하여 수술 중 출혈량이나 수술 후 전체 출혈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퇴골 원위부 골절로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30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30명은 일회용 토니켓 사용 군(10명, 1군), 일반적인 토니켓 사용 군(10명, 2군), 토니켓 미 사용 군(10명, 3군)으로 분류

하 다. 모든 환자는 잠김 압박 금속판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분석 항목으로는 나이, 성별,

술 전 혈색소, 술 후 3일차 혈색소 수치, 술 전후 혈색소 수치의 변화량, 술 중 수혈량, 술 후 3일까지의 전체 수혈량, 전체

수혈량으로 보정된 혈색소 변화량, 수술 중 출혈량, 배액관으로 수집된 출혈량, 전체 출혈량을 포함하 다. 통계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각 군 사이의 결과치를 비교하고,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하 다(p=0.05).

결 과

각 군의 평균 나이는 74.9세, 71.4세, 70세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나(p=0.676), 성별 분포는 1군이 남성 1명, 여성 9

명으로 2군과 3군의 여성 7명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술 후 3일차 혈색소 수치는 1군 10.92 dL, 2군 9.62 dL,

3군 10.41 dL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유의 확률이 0.018이었으며, 1군이 2군보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 다

(p=0.014). 하지만, 술 전 혈색소 수치 및 술 전후 혈색소 수치의 변화량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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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4). 수술 중 수혈량과 술 후 3일까지의 전체 수혈량, 전체 수혈량으로 보정된 혈색소 변화량에서는 각 군 사이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82, 0.815, 0.636). 수술 중 출혈량은 1군 365 ml, 2군 412.8 ml, 3군 508.2 ml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0.04를 보 으며, 1군의 수술 중 출혈량이 2군과 3군의 수술 중 출혈량에 비하여 각각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정도로 낮았다(p=0.462, 0.003). 하지만, 배액관으로 수집된 출혈량과 전체 출혈량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p=0.557, 0.766).

결 론

퇴골 원위부 골절 수술에서 일회용 토니켓을 사용한 환자군은 일반적인 토니켓을 사용한 환자군이나 토니켓을 사용

하지 않은 환자군과 비교하여 술 후 3일차 혈색소 수치가 높게 관찰되었으나 술 전후 혈색소 수치의 변화량이나 전체 수

혈량으로 보정된 혈색소 변화량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배액관으로 수집된 출혈량과 전체 출혈량에서는 각 군 사이에 차

이가 없었으나, 수술 중 출혈량은 일반적인 토니켓 사용군 또는 토니켓 미사용군과 비교하여 일회용 토니켓을 사용한 환

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원위부 골절,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토니켓, 출혈량, 혈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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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성 비전형 퇴골절의 양상을 갖는 내 고정술 시행
후 발생한 금속물 주위 골절

Peri-implant fracture after internal fixation featuring
secondary atypical femur fracture

경북 학교 의과 학 경북 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2

김김성성민민1, 오창욱1, 김준우1, 박경현1, 하성수1, 오종건2

서 론

비전형 퇴골절은 주로 퇴전자하부 또는 간부에서 발생한 신생골절로 발생하며, 현재 그의 예방 및 치료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최근, 고령의 환자에서 퇴 인공삽입물 주위 또는 내고정 주위 골절의 보고가 증가되고 있으며, 비스포스포네

이트 제재의 치료 등을 근거로 하는 비전형 골절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는, 퇴골 골절이 있었던 환

자에서 비전형 퇴골절의 양상을 보이는 2차성 골절을 가진 환자들을 분석하여, 전형적인 비전형 골절과 유사성을 확인

하고, 발생 기전이나 임상적 치료에 한 의의를 알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 주위에 저에너지 손상에 의한 퇴골절이 발생한 총 11명의 환자(모두

여성)들을 상으로 하 다. 최초 수상 및 수술 시 나이는 평균 67.5 (58-80)세이었고, 금속물 주위 골절이 발생한 나이는

평균 73.9 (61-84)세이었으며, 금속물 주위 골절이 발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은 6.4 (1.8-16)년이었다. 사용된 금속물은 골

수정이 5예(전향적 골수정 3예, 후향적 골수정 1예, 근위 퇴 골수정 1예)이었고, 금속판이 6예(원위 퇴골 금속판 4예,

압박금속판 2예)이었다.

결 과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재를 사용한 환자는 5명이었고, 치료 기간은 평균 6 (3-12)년이었다. 퇴골

의 전외측 휨(anterolateral bowing)이 있는 경우가 9예, 없는 경우가 2예 있었다. 발생한 골절의 양상은 완전골절 2예, 불

완전골절 10예 있었으며, 골절부의 위치는 전자하부가 5예, 간부가 6예이었다. 골수정 주위골절은 5예 모두 전자하부에서

발생하 으며, 그 중 4예는 근위 교합나사가 고정된 장소이었다. 금속판 주위 골절은 모두 간부에서 발생하 으며, 6예

모두에서 퇴골의 증가된 전외측 휨이 있었다. 골수정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6예는 모두 유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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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퇴골 골절에 한 수술적 치료 후에 발생하는 내고정물 주위골절은 비전형 퇴골절의 양상과 발생위치가 유사하게

일어날수 있다. 금속판의 고정은 전외측 휨이 있는 퇴골 간부에서, 골수정의 고정은 전자하부에서의 교합나사못 위치

에서 골절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2차성 비전형 퇴골절, 퇴 금속물 주위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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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전자하 골절에서의 피질골 반응에 따른
골수강내 금속정의 수술 결과

Surgical Outcomes of Intramedullary nailing in Atypical
Subtrochanteric Fractures depend on Cortical Reaction

제주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김김세세일일, 노 호, 강기문, 김희중, 남광우

서 론

Surgery for atypical subtrochanteric fractures has been intramedullary nailing used, but many complications have

been repor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sults of surgic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endosteal

thickening of lateral cortex in atypical subtrochanteric fractures.

상및방법

From March 2012 to October 2014, enrolled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atypical subtrochanteric fractures and

treated with intramedullary nailing. The evaluation variables are demographic data, plain radiographic data and use

period of bisphosphonates.

결 과

A total of 27 patients were classified as 8 patients (group I) without endosteal cortex thickening and 19 patients

(Group II) with endosteal cortex thickening.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mographic data between two groups.

Varus reduction (13% vs. 79%, p=0.001), nonunion (0% vs. 47%, p=0.017), delayed union (0% vs 37%, p=0.003) and

union time (5.5 vs 8.3 months, p<0.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결 론

The endosteal thickening of lateral cortex in atypical subtrochanteric fractures was identified as the major factors

that interfere the reduction of the fracture and delay the bone union. It is important to remove the endosteal cortex

thickening and obtain anatomical reduction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surgical results.

색색인인 단단어어: Femur, Atypical subtrochanteric fracture, intramedullary nail, endosteal cortex thickening, varus reduction,

non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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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퇴골 골절 환자에서 외측 퇴만곡
측정방법의 신뢰도 비교

Reliability of Measuring Lateral Bowing Angle of
the Femur in Patients with Atypical Femur Fractures

서울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1, 순천향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2

이 균1, 염지웅1, 장장병병웅웅2, 노재휘2, 서유성2, 구경회1

서 론

외측 퇴만곡은 퇴골의 외측부에 높은 장력을 유발하는 요소이며, 비전형 퇴골 골절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외측 퇴만곡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 측정 방법 사이에 측정자 간

의 합치점을 찾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측 퇴만곡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의 신뢰도

을 분석하여 연구자 사이의 최상의 신뢰성을 갖춘 방법을 증명하는 것이다.

상및방법

2013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전형 퇴골 골절로 진단된 118명의 환자 중 퇴골 전장 단순 방사선 사진이 있는

환자 85명(87 퇴골) 을 상으로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상 환자의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인 3명의 측정자가 5가지의 방법(Sasaki, Morin, Jang, Kim and Yau 방법)으로 각각 퇴만곡을 측정하 다. 각 방법의

관찰자 내 및 관찰자 간 신뢰도는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또한 5가

지 방법의 측정값의 평균을 각각 구하여 퇴만곡을 과소, 과 평가하게 되는 방법에 해 평가하 다.

결 과

모든 방법은 관찰자 내, 관찰자 간 ICC가 0.8 이상으로 좋은 신뢰도를 보 다. 그 중 Yau 방법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 다 (관찰자 내 ICC=0.944, 95% CI, 0.904-0.966, 관찰자 간 ICC=0.980, 95% CI, 0.971-0.986). 그리고, Kim의 방법에

서는 퇴만곡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 다.

결 론

외측 퇴만곡을 측정하는 5가지의 모든 방법들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 다. 우리는 측정 방법 중에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고 신뢰도 및 재현가능성이 높은 Yau의 방법을 추천하는 바이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femoral bowing, atypical femoral fracture, geometry, reliability, intra- and inter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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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Stoppa 도달법을 통해 Quadrilateral
surface plate를 사용한 비구 골절 환자의 치료
Fixation of Acetabular Fractures using Quadrilateral
Surface Plate through Modified Stoppa Approach

한림 성심병원 정형외과, 한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1

유제현, 곽곽 경경, 박지훈, 황지효1

서 론

비구 골절 환자의 치료에 재건 금속판(reconstruction plate)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장사방면(quadrilateral surface)을

포함한 분쇄상 골절의 경우 재건 금속판과 지연 나사만으로는 해부학적 정복과 충분한 고정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

다. Quadrilateral surface (QLS) plate� (Stryker, Mahwah, USA)는 장사방면에 지지 금속판(buttress plate)으로 작용하여

골유합을 얻을 수 있는 새롭게 개발된 금속판이다. Modified Stoppa 접근법은 골반골 및 비구 골절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전방 도달법으로, 장사방면을 포함한 비구 골절에서 기존의 장서혜 도달법(ilioinguinal approach)보

다 유용한 도달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Modified Stoppa 도달법을 통해 QLS 금속판으로 골절 정복 및 고정하는 술기를 소

개하고, 이를 통해 수술한 비구 골절 환자들의 단기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상및방법

비구 골절 환자 중 modified Stoppa 도달법을 통해 QLS 금속판을 사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15명의 환자 중 6개

월 이상 외래 추시 가능한 1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모든 환자는 modified Stoppa 도달법을 통해 골절 부위의 반

편에서 내측 및 상방으로 전위된 골절을 QLS 금속판과 두 개의 pusher를 이용하여 정복하면서 동시에 금속판을 고정하

다. 성별, 나이, 입원 후 수술까지의 기간, 수술 시간, 출혈량 및 수혈량을 조사하 다. 술 전 3-D CT와 술 후 방사선 사

진을 분석하여 골절 분류, 정복 정도를 조사하 으며 최종 추시 시까지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 다.

결 과

총 10명(여자 2, 남자 8명) 환자의 평균 나이는 56.9세, 입원 후 수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5일이었으며, 최소 추시 기간은

6개월이었다. 비구 골절의 분류는 양주(both column) 골절이 8예(80.0%), 전방 골주 및 반횡 후방(anterior column and

posterior hemitransverse) 골절이 2예 다. 평균 수술 시간은108분, 평균 출혈량 및 수혈량은 873.3 mL, 787.7 mL이었다.

Matta 분류에 따른 정복 정도는 해부학적 정복이 8예, 불완전한 정복이 2예 다. 술 후 평균 14주에 골유합을 얻었고, 감

염이나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수술 후 6개월 째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로 전환한 환자가 1예, 술 후 2개월 째 고

관절 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가 1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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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Modified Stoppa 도달법을 통한 QLS 금속판 고정은, 장서혜 도달법을 통한 재건 금속판 고정에 비해 수술 시간 단축 및

출혈량 감소와 함께 골절의 정복과 고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추 후 좀 더 많은 환자를 상으로

한 장기 추시 결과가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Modified stoppa approach, acetabular fracture, Quadrilateral surfac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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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bones 모형에서 비구 횡 골절 정복의 시뮬레이션
Simulation for Reduction of Transverse Acetabular Fractures

in Sawbones Models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enver Health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CO, USA1,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Anyang2,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Korea3

Seongeun Byun, M.D., Ph.D., Cyril Mauffrey, M.D., FACS, FRCS1,

Jehyun Yoo, M.D., Ph.D.2, Changwon Park, M.D.3, JJiihhyyoo HHwwaanngg,, MM..DD..,, PPhh..DD..

서 론

The transversely oriented fracture lines are very difficult to reduce during operations, even after clear exposure of

the fracture site, in acetabular frac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quality of reduction between the dif-

ferent subtypes (transtectal, juxtatectal, and infratectal) of transverse fractures. This study also determined the proper

type of clamps to use and the proper zone for achieving accurate reductions in Sawbones models.

상및방법

Six fractures in 3 different subtypes of transverse fractures were artificially created. Ten different reduction clamps

were applied for reduction of the fractures. Twelve holes around the fracture were drilled for the maintenance of the

clamps. The fracture displacements were measured at the extra-articular area and the intra-articular joint portion. The

pictures of the intra-articular fracture displacements were taken by a camera and these were uploaded and analyzed

by the TraumaCad� computer program (Brainlab).

결 과

The reduction quality was poor in order of transtectal, juxtatectal and infratectal. The intraarticular opening was

more prominent in the transtectal subtype. The safe zone, when giving consideration of the neurovascular bundles,

was a quadrilateral surface of the ilium. Drill holes are useful for maintenance of the reduction clamps. Reduction

clamps with points (Weber clamp) were the best for maintenance and accurate reduction. Regarding the concerns of

placement of clamps, the middle to posterior combination was the best. The upper hole among the posterior holes in

the ilium was the most likely to well reduce the intra-articular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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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Transtectal was the more complicated subtype in the aspect of reduction quality. The Weber type reduction clamp

was the best for reduction by centrally located holes in the quadrilateral surface and posteriorly located iliac holes in

transverse acetabular fractures. The upper hole, among the posterior holes in the ilium, was the best for reduction of

the fracture displacements in the intraarticular portion of acetabulum.

색색인인 단단어어: ransverse acetabular fracture, Reduction clamp, Sawb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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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골절에서 전위된 장사방면 판의 고정이 필요한가?
Is it necessary to fix the displaced quadrilateral plate

in acetabular fracture?

계명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민병우, 이경재, 김김범범수수, 엄상현, 이인규

서 론

골반골의 장사방면 판의 골절은 비구골절의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한다. 어떤 저자들은 지주의 정복과 안정화를 통해 간

접적으로 장사방면 판의 정복 및 고정이 가능하다고 하 으나 지주보다 내측으로 전위되어 유리된 장사방면 판의 정복과

고정은 쉽지 않다. 이러한 비구의 내측 벽의 회복에 실패하면 술 후 결과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비구 골절

의 전위된 장사방면 판의 고정에 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인 비구 골절에서의 전위된 장사방면 판

을 직접 정복 후 고정하는 방법에 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및방법

2000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비구 골절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수술적 치료로 내고정을 시행한 환자들 중 장사

방면 판의 10 mm 이상의 전위를 보인 58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48명의 환자들은 장사방면 판을 정복 후 상치골

금속판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내고정을 시행하 고, 10명의 환자들은 전위된 장사방면 판을 정복한 후 스프링 금속판

혹은 하치골 금속판으로 직접 고정을 하 다. 두 그룹간 마타 스코어를 이용한 외상후 관절염의 정도를 통해 고관절의 생

존율을 궁극적으로 비교하 다. 이외에 두 그룹간 술 후 방사선적 정복 정도, 퇴골두의 내측 전위 정도, 그리고 기타 합

병증들을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두 그룹 간의 비교에 있어, 전위된 장사방면 판의 간접적인 고정을 시행했던 48명의 환자 중 15명(31.2%)과 직접적인

고정을 시행했던 10명의 환자 중 1명(10.0%)이 마타 스코어상 외상후 관절염이 진단되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 다(p<0.001). 그리고 간접적인 고정을 시행했던 그룹의 6명는 외상후 관절염으로 인하여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

을 시행하 다. 술 후 방사선적 정복 정도는 직접적인 고정을 시행했던 그룹에서 10명 중 10명 모두 3 mm 이내의 정복을

달성한 결과에 비해 간접적인 고정을 하 던 그룹에서는 48명 중 8명(16.7%)에서 불량한 정복 정도를 보 다(p<0.001).

그리고 퇴골두의 내측 전위는 직접 고정을 시행한 그룹에서는 0.5 mm 는데 비하여, 간접 고정을 시행한 그룹에서는 4

mm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결 론

비구 골절에 있어 전위된 장사방면 판의 내고정에 있어 간접적으로 고정한 환자에 비하여, 지지 금속판 방법을 이용한

직접 고정을 시행한 환자에서 관절면의 정복 정도의 개선되었으며, 이환된 고관절의 생존률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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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의료 기관에서 시행된 Tile C 골반환 골절의
후방 고정에 있어 금속판 고정술과 나사못 고정술의 비교

Comparison between percutaneous posterior plate
and sacroiliac screw fixation for posterior fixation in

Tile C pelvic bone fracture: a single-center experience

가천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삼송서울정형외과의원2, 울산의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3

김김철철호호1, 김정재2, 김지완3

서 론

For the treatment posterior pelvic ring injury in unstable pelvic bone fracture, although both the plate and sacroiliac

(SI) screw are the most commonly selected modalities, there is a lack of structured studies which compared them.

상및방법

Between November 2007 and January 2018, 71 patients who treated either posterior plate or percutaneous SI screw

in Tile C pelvic bone fracture were enrolled the study (9 patients with posterior plate and 62 patients with SI screw

fixation). We only included the patients who underwent anterior fixation. As an intraoperative parameter, we evaluat-

ed the volume of blood loss and operation time. Also, we compared the hospital stay on both groups and to evaluate

postoperative clinical indicators, we compared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uch as nerve injury, ves-

sel injury, postoperative infection, implant loosening and other complications.

결 과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mean blood loss (153 ml in plate group and 43.5ml in SI screw group, respectively,

P=0.095), and operation time (137 minute and 95.9 minute, respectively, P=0.114) between both two groups. The

mean hospital stay was 31.7 days in plate group and 23.3 days in SI screw grou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P=0.194). There were 3 case of nerve injury, all of them was seen in SI screw group, not in plate group (P=n.a.). No

postoperative vessel injury was seen. The surgical site infection was more frequent in plate group compared to SI

screw group, 2 in plate and 1 in SI screw group (P=0.041). There was no implant loosening in plate group, but 4 cases

of screw loosening in SI screw fixation group (P=n.a.). There was 1 delayed union in plate group, and 1 in SI screw

group (P=0.239), but all cases were achieved bone union at final follow-up. Deep vein thrombosis (DVT) was found

on 1 patient in plate group, and in SI screw group, 1 of DVT and 1 pulmonary thromboembolism we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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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In this study, we could not find any statistical differences of peri- and postoperative clinical indicators between the

two techniques except the postoperative surgical site infection rate. All of implant loosening were seen in SI screw

grou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of incidence between two groups. Both of posterior plating and SI screw

fixation are promising technique for treatment tile C pelvic bone fracture.

색색인인 단단어어: plate, screw, unstable pelvic bone fractur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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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강선 지지 ’를 이용한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 외벽 돌출의 정복

Blocking K-wire(s) for Lateral Bursting Wall Reduction
In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충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이정정길길, 강 찬, 황득수, 김상범, 이기수, 정형진

서 론

종골 외벽 K-강선 지지 고정술을 이용하여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을 치료하 을 때 종골 외벽 방출의 정복 효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임상적, 상학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방출성 골절로 인해 종골 체부의 돌출이 심한 환자로 K-강선으로 지지 (blocking K-

wire)가 필요했던 12명(12예, A군)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또한, 같은 기간 K-강선 지지 를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들

중 나이, 성별, BMI, Sanders type을 기준으로 1:3의 비율로 환자를 선정(36예, B군)하여 지지 를 사용한 환자들과 임상

적, 상학적 결과를 비교하 다. 종골 체부의 정복 정도에 해 평가하기 위해 관절내 골절이 심한 Sanders type IV 환자

는 제외하 다. 임상적 결과는 수술 후 2년 외래에서 미국족부족관절학회의 족관절-후족부 수치(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ale)와 골절 전과 비교해서 수술 후 2년에 운동능력의 정도를 측정하

다. 상학적 결과는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전산화 단층촬 에서 B?hler각, Gissan각, 종골의 높이, 종골의 관절면과 체

부의 폭, 그리고 종골 후관절면의 함몰 정도를 측정하 다. 수술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도 조사하 다.

결 과

AOFAS Ankle-Hindfoot Scale과 운동 능력은 A군과 B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족부 외측에서의 통증은 B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상학적 결과는 B?hler각, Gissan각, 종골의 높이, 그리고 종골 후관절면의 폭과 함몰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종골 체부의 폭은 A군이 B군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0.05).수술 후 피부의 괴사와 연부

조직의 감염은 없었다.

결 론

전위된 관절 내 종골 골절에 하여 저자들이 사용한 Extended sinus tarsi approach 및 금속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은

우수한 임상적, 상학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K-강선 지지 를 사용하여 방출성 골절의 정복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Calcaneal bursting fracture, Extended sinus tarsi approach, K-wire blocking, Pin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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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er 2형 종골 골절에서 광범위 외측 접근법과
족근동 접근법의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comparison between
extensile lateral and sinus tarsi approaches for

Snaders type 2 calcaneal fracture

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박박철철현현, 박정진

서 론

광범위 외측 접근법은 관절 내 종골 골절에 해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광범위한 절개로 인한 창

상의 문제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즉근동 접근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해 골절의 정복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족근동 접근법은 이론적으로 관절면 분쇄가 심하지 않은 Sander 2형

종골에 가정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최근 관절 내 종골 골절에 해서 광범위 외측 접근법과 족근동 접근법의 비교에

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있지만 Sanders 2형 종골 골절을 상으로한 두 접근법의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는 발표

된 바가 없다. 저자는 Sanders 2형 종골 골절에서 족근동 접근법이 광범위 외측 접근법에 비해 창상의 문제가 적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Sanders 2형 종골 골절에 한 두 접근법의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를 시행하 고, 그 결

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3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Sanders 2형 종골 골절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를 진행하 다. 전체 환자를 block randomization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광범위 외측 접근법(ELA군)과 족근동 접근법

(STA군) 중 선택하여 수술을 시행하 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각 군당 32예의 필요한 샘플수를 구하 다. 두 군의 기준 자

료(baseline data) 중 수상 후 수술까지 걸린 시간은 ELA군에서 컸으나 나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평가 변수(primary endpoint)로 창상의 합병증의 발생을 평가하 고, 이차 평가 변수(secondary

endpoint)는 VAS, AOFAS 점수, SF-36, 거골하 관절의 운동 범위, Böhler 각과 종골 너비(calcaneal width), 수술 후 CT에

서의 관절면의 정복, 수술시간을 평가하 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비골신경 손상과 감염의 발생을 평가하 다. VAS와

AOFAS 점수는 수술 후 6개월과 12개월에 평가하 고, SF-36은 수술 후 12개월에 평가하 다. Böhler 각과 종골 너비는

수술 전과 후에 평가하 고, 수술 후의 정복 정도를 건측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수술 직후 CT를 촬 하여 후방 관절면

의 정복의 정도를 excellent, good, fair, poor로 나누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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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일차 평가 변수인 창상의 합병증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S와 AOFAS 점수는 6개월에는 STA군에서 ELA

군보다 유의하게 좋았지만, 수술 후 12개월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12개월에 평가한 SF-36 또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거골하 관절의 운동은 STA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STA군에서 ELA군에 비해 유의하게 수술 시간이 짧았다.

수술 후 비골 신경 손상과 감염의 발생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전 Böhler angle과 calcaneal width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건측과 비교한 수술 후 Böhler 각의 정복

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종골 너비의 정복은 ELA군에서 STA군에 비해 유의한 호전을 보 다. 수술

후 촬 한 CT에서 후방 관절면의 정복에서 good 이상을 보이는 비율을 비교하 을 때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Sanders 2형 종골 골절에서 수술 후 창상 합병증의 발생은 광범위 외측 접근법과 족근동 접근법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수술 후 6개월의 단기 임상적 결과는 족근동 접근법에서 유의하게 좋았으며, 수술 시간 또한 족근동 접근법에서 유

의하게 짧았다. 종골 너비의 회복은 광범위 외측 접근법에서 유의하게 좋았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Calcaneus, Sanders type 2 fracture, Extended lateral approach, Sinus tarsi approach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

ment (MSIT) (No. 2018R1C1B503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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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가 심한 종골 골절에서 손상제어 수술로써
일시적 핀고정을 이용한 단계적 치료법

Temporary pinning as a damage control surgery for
staged treatment of severely displaced calcaneus fracture:

surgical technique and case series

경북 학교 의학 학 경북 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 학교 의과 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박박경경현현, 오창욱, 김준우, 하성수, 김성민, 오종건1

서 론

전위가 심한 종골 골절에서 수상 직후 수술시 정복은 용이하나, 연부조직 합병증이 높아 일반적으로 연부조직이 충분히

안정화 되길 기다린 후 수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골편이 전위된 상태로 오랜 기간이 지나면 골절 정복이 어렵고, 연부조

직이 구축된 상태에서 골절 정복시 절개부위 긴장이 증가하여 수술 후 상처 벌어짐 등 연부조직 합병증 위험이 높다. 본

연구는 전위가 심한 종골 골절에서 일시적 핀 고정을 통한 손상제어 수술(damage control surgery) 후 단계적인 최종 정

복 고정술로 전환하는 새로운 술기를 시행하 고, 방사선학적 및 기능적 결과를 평가 하 다.

상및방법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위가 심한 종골 골절 17예를 상으로 하 으며, 평균나이는 36세이었다(평균 추시 18.6개

월). 모든 증례에서 수상 후 1일이내 경피적 핀고정을 통한 손상 제어술을 시행하 으며, 연부조직이 안정화되고 피부 주

름(wrinkle sign)이 확인된 후 이차적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 다. 방사선학적 평가는 골유합 및 방사선학

적 지표 (Bohler’angle, Gissane angle, calcaneus facet height, foot height, heel varus, and heel width) 를 평가 하

고, 이는 술전, 손상제어 수술 후, 그리고 최종 추시로 비교하 다. 기능적 평가는 AOFAS-hindfoot score로 평가 하 다.

결 과

Sander’s 분류상 2형이 7예(2A: 1, 2B: 2, 2C: 4), 3형이 3예(3AC: 1, 3BC: 2), 그리고 4형이 7예이었으며, Essex-Lopresi

분류상 Tongue형 10예, Joint-depression형 7예이었다. 손상제어 수술 후 이차적 수술까지 기간은 평균 19.3일이었으며,

최종 수술시 14예는 Extended-lateral 접근법, 3예는 Sinus tarsi 접근법을 통한 정복술이 시행 되었다. 17예 중 16예(94%)에

서 평균 13.9주에 방사선학적 유합을 얻었으며, 1예에서 불유합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필요하 다. Bohler’angle은 -20.6。,

22.7。, 30.7。로 Gissane angle은 101.5。, 107.8。, 110.4。로 calcaneus facet height는 32.7 mm, 44. mm3, 49.4 mm로 foot

heignt은 67.2 mm, 72.6 mm, 73.6 mm으로 heel varus는 13.4。, 1.9。, 2.7。그리고 heel width는 52.5 mm, 43.9 mm,

37.7 mm로 모든 지표가 호전을 보 다. 모든 예에서 수술 후 연부 조직 합병증은 없었다. 최종 추시시 평균 AOFAS 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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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 점수는 89이었다.

결 론

골절 전위가 심한 종골 골절에서 일시적 핀고정을 이용한 손상제어 수술은 종골 형태를 회복시키고, 연부 조직의 손상

을 줄이며, 이는 최종 수술 후 창상과 연관된 합병증을 줄일 것으로 생각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calcaneus fracture, damage control surgery, pinning

237

Session 5. Foot



리스프랑 관절 손상의 치료에서 고정 각도 잠김 압박
금속판과 가변 각도 잠김 압박 금속판의 임상적 결과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clinical outcomes of
fixed-angle versus variable-angle locking compression

plate for the treatment of Lisfranc injuries

고려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박 환, 최최정정우우, 최기원, 김학준

서 론

Fixed-angle locking compression plate (LCP) and variable-angle LCP are utilized for internal fixation of Lisfranc

injuries. However, studies regarding the difference of clinical outcomes of these two plates are limited.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postoperative outcomes between these two plate types in Lisfranc injuries.

상및방법

A total of 45 consecutive patients (22 patients with fixed-angle LCP and 23 patients with variable-angle LCP) who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for Lisfranc injury were reviewed for this retrospective study. The Foot Function Index

(FFI), numerical rating scale (NRS) for pain, development of complications, operative time, and patient satisfaction for

current activity were compared.

결 과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FI and NRS for pain at three months and 12 months following surgery.

Postoperative complication rate was similar between two groups. Patients with variable-angle LCP had an 18 min

shorter mean length of operation (p=0.040). Patient satisfaction for current activity was not differ between two

groups.

결 론

The use of variable-angle LCP for treatment of Lisfranc injuries did not show superiority in functional outcomes,

pain, complication rates, or patient satisfaction to fixed-angle LCP, but operative time was shorter with variable-angle

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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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er
[ 이화의 신상진 ]

Session 6





급성 견봉 쇄골 관절 탈구에서 갈고리 금속판 고정법
시행 시 오구 쇄골 인 봉합 여부에 한 비교 연구

Comparison between hook plate fixation with
and without coracoclavicular ligament suture
for acute acromioclavicular joint dislocations

단국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서중배, 함함희희정정, 유재성

서 론

The conventional AO hook locking compression plate (LCP) (Synthes, Solothurn, Switzerland) has only three holes

for lateral fragments; therefore it is not suitable for use during the fixation of small comminuted fragments in some

cases. Recently, a novel hybrid hook LCP (TDM, Seoul, Korea) was develope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Here, we

evaluated the clinical and radiologic outcomes of a novel hybrid hook LCP for Neer type V distal clavicle fractures

compared to the outcomes of a conventional AO hook plate.

상및방법

Seventy-eight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hook LCP fixation for Neer type V distal clavicle fractures were

include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the conventional AO hook LCP group and the novel hybrid hook

LCP group. For clinical assessments, the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ASES) score, Korean shoulder score

(KSS), and Constant score were recorded. The percentage modified coracoclavicular distance (MCCD%) was used for

the evaluation of fracture reduction. Typical reported complications, such as secondary dislocation, implant failure or

loosening, peri-implant fracture, acromion osteolysis, postoperative acromioclavicular joint arthrosis, non-union, or

delayed union, were also analyzed.

결 과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clinical outcomes (ASES, KSS, and Constant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Bone union was achieved in a significantly shorter period in the hybrid hook LCP group (13.6±2.0 weeks) than in

the AO hook LCP group (17.5±4.8 weeks, p<0.001). Consequently, the time to implant removal was also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hybrid hook LCP group (4.0±0.5 months) than in the AO hook LCP group (5.4±1.1 months, p<0.001).

The MCC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reatment group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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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the complication rate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hybrid hook LCP fixation resulted in a

lower prevalence of hook-related complications.

결 론

The hybrid hook LCP fixation showed satisfactory clinical and radiologic outcomes in comparison with the AO

hook LCP fixation. The hybrid hook LCP is useful for multiple screw fixation of inferior comminuted fragments in

Neer type V distal clavicle fractures. The bone union was significantly shorter; thus, the time to implant removal was

also significantly shorter.

색색인인 단단어어: Distal clavicle fracture; Neer type V; Coracoclavicular distance; Clavicular hook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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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간부 골절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의 유용성

Usefulness of 3D Printing in Treating Clavicle
Mid-Shaft Fractures using MIPO technique

고려 학교 의과 학 안암병원 정형외과

서서 근근, 박건우, 박형준, 정웅교

서 론

Recently,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MIPO) has been widely used and shown to be very effective,

especially in long bone comminuted fractures. Few literatures introduced the technique of MIPO for mid-clavicle frac-

tures and reported satisfactory outcome, but the evidence of its efficacy compared to MIPO using 3D printing is very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linical and radiographical outcomes of MIPO using 3D printing in

comminuted mid-clavicular fractures with those who managed with conventional technique.

상및방법

twenty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of mid-clavicular comminuted fractures were analyzed retrospec-

tively. Ten patients were treated with conventional MIPO technique; ten patients were treated with MIPO using 3D

printing of the mirror imaged of the unaffected clavicle. Radiographical evaluation included maintenance of reduction

measure as maintaining the S-shaped curvature of the clavicle on follow-up radiographs and clavicular length differ-

ence measured as proportional length difference with the unaffected side. In addition, mean operation times were

compared.

결 과

All clavicles maintained their post-operative reduction status. One patient in the MIPO 3D printing group showed

screw pull out at postoperative 3 months, but no reduction loss was observed on follow up radiographs. Significant

shorter operation time was required in 3D printing group than the conventional MIPO group. (55 VS 75 min).

결 론

MIPO alone and MIPO using 3D printing are both effective treatment option in mid-clavicular comminuted frac-

tures. MIPO using 3D printing may be a better alternative than MIPO along because of shorter operation time,

although the functional and radiographical outcomes were not different.

색색인인 단단어어: clavicle, fracture, MIPO,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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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 상완골 골절에서 잠김 금속판과 내측 지지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의 임상적, 상의학적 결과

Clinical and Radiographic Outcome of Proximal Humerus
Fracture treated by Locking Plate with Medial Support Screw

전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김명선, 우우성성환환, 주상돈

서 론

불안정 근위 상완골 골절에서 상완 거(calcar)의 정복 및 지지는 내측 구조물의 안정성 유지 및 골유합에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한 근위 상완골 골절에서 Philos 잠금 금속판 및 내측 지지 나사못(medial support

screw)을 사용한 수술적 처치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상및방법

2008년 11월부터 2018년 12월사이에 근위 상완골 골절에서 시행한 113례의 관혈적 정복술에 해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상완골 내측 수술적 처치에는 연골하골까지 고정된 적어도 1개의 내측 지지 나사못과 함께 긴장 봉합 기법(ten-

sion band suture technique)이 사용되었다. 골절의 상의학적 분류는 Neer의 분류법, 상완 거의 분쇄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고, 술 후 임상적 및 상의학적 평가기준으로는 각각 Neer의 기능적 평가 방법과 경간각을 이용한 Paavolainen의 방

법을 사용했다. 또한 골절 관련 합병증과 내측 지지 나사못의 개갯수, 골절의 양상, 상완 거의 분쇄 여부와의 관련성을 조

사했다.

결 과

환자의 평균 나이는 64.4세(19-91세) 고, 평균 추시 기간은 23.9개월(2-118)개월이었다. 총 113례의 수술에서 합병증

은 6례(5.3%)에서 발생했다. 내측 지지 나사못의 개수(1또는 2개)에 따른 합병증의 빈도를 비교했을 때 합병증 전체 수

(p=0.11), 나사못의 돌출(p=0.35), (p=0.35), 불유합(p=0.59)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합병증의 빈도는 수술 전 내측 거의 분쇄(p=0.006), 골절의 아형(p=0.01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Neer의 기능적 평가 방법에 따라 우수 또는 만족스러움으로 평가한 자는 총 113례 중 82례 고, 93례에서

Paavolainen의 방법에 따라 경간각을 측정했을 때 양호한 상의학적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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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불안정 근위 상완골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잠김 금속판 및 긴장 봉합 기법을 이용한 내고정술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내측 지지 나사못을 사용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술 전 상완 거의 분쇄 여부 및 골절의 아형은 불유

합 또는 정복 소실과 같은 골절 관련 합병증의 중요한 예후 인자로 여겨진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상완골 골절, 내측 지지 나사못, 상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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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r 분류 IIB 외측 쇄골 골절의 수술 중 잠김 금속판과
봉합 버튼을 이용한 오구쇄골 안정화 기법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locking plate osteosynthesis
versus coracoclavicular stabilization using a suture button

device for Neer type IIB lateral clavicle fractures

계명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조철현, 김김범범수수, 김두한, 백청신

서 론

전위된 외측 쇄골 골절 중 Neer 분류 IIB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해 최선의 치료에 해서는 명확히 정립된 바가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기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 잠김 금속판을 이용한 수술 기법과 봉합 버튼을 이용한 오구쇄골 안정

화 기법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0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Neer 분류 IIB의 외측 쇄골 골절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17명은 잠김 금속판을 이

용한 내고정술을 사용하 고, 29명은 봉합 버튼을 이용한 쇄골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 다. 잠김 금속판을 사용한 17명의

환자는 모두 3.5 mm 상부 외측 쇄골 잠김 금속판(Acumed, Hillsboro,OR) 을 사용하 고, 29명의 쇄골 안정화 기법을 사

용한 환자는 TightRope 시스템(Arthrex, Naples, FL, USA)을 사용하 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23.7개월이었다. 방사선

학적 결과는 연속적인 단순 방사선 촬 을 통해 측정하 고, 임상적인 결과는 UCLA score,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ASES) score와 subjective shoulder value (SSV)를 이용하 다. 술 중 그리고 술 후의 합병증을 분석하

다.

결 과

총 26명의 환자중 43명(91.3%)의 골유합 소견을 보 고, 평균 유합 기간은 6개월이었다. 잠김금속판을 사용한 17명

(100%)의 환자 모두는 골유합 소견을 보 으나, 쇄골안정화 기법을 사용한 29명의 환자중 25명(86.2%)의 환자가 골유합

을 얻었다. 이 두 치료 기법의 골유합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쇄골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 으

나 골유합을 얻지 못한 4명의 환자는 임상적인 증상이 없어 재수술을 거부하여 현재 경과관찰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견관절의 강직은 잠김금속판을 사용한 1명과 쇄골 안정화 기법을 사용한 3명에서 발생하 고, 특수 재활을 이용하여 현

재 회복되었다. 임상적 결과에서는 두 치료 기법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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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전위된 외측 IIB 쇄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 TightRope 시스템을 이용한 쇄골 안정화 기법은 잠김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에 비해 높은 불유합 소견을 보 지만 두가지의 치료법 모두 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 다. 두가지의

치료 기법 모두 상기 골절을 치료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외측 쇄골, 골절, 잠김 금속판, 오구쇄골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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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 동작 중 발생한 상완골 간부 골절
Thrower’s fracture: Humerus shaft fracture caused

by forceful throwing a ball

차의과학 ,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한한동동훈훈, 김고탁, 한수홍

서 론

상완골 간부 골절은 다수의 경우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직접적 충격에 의해 발생되지만 스포츠 활동 중의 간접적인

손상에 기인하기도 하는데, 흔하진 않지만 야구나 팔씨름 등의 운동 중 순간적 외력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야구의 투구 동작에서 발생한 상완골 간부 골절 환자들을 상으로 골절의 특성 및 임상적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보

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단일 병원에서 치료가 시행된 총 7례의 환자를 상으로 분석하 으며 전례에서 남자 고 평균 나이는 38.4세, 평균 추

시 기간은 14개월이었다. 상 분석으로 골절의 위치 및 양상, 임상적으로는 동반 손상, 치료 방법 및 결과, 합병증 등을

조사하 다.

결 과

방사선 사진 상 전례에서 모두 나선상 골절 형태를 보 고 이 중 2례는 나비형 골편을 가지고 있었으며 골절의 위치는 5

례에서 중앙 간부, 2례에서는 원위 간부 다. 수상 당시 1차 요골 신경 마비를 보인 경우가 2례 있었으나 수술 소견 상 신

경의 연속성은 유지되어 있었고 추시 중 근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치료는 전례에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

행하 고 추시 방사선 사진 상 전례에서 골유합이 이루어졌다. 임상적으로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으며 최종 추시 시

DASH score는 4.1로 일상 생활에 별 지장을 호소하지 않았다.

결 론

투구 동작 중 발생한 상완골 간부 골절은 수상기전과 일치하게 나선상 골절 형태를 보 으며, 1차 요골 신경 마비는 비

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이외 치료 방법이나 결과에서 다른 수상 기전과 특별한 차이를 없었지만 의미있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례에 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Humerus shaft fracture, thr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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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st & hand
[ 차의과 한수홍 ]

Session 7





원위 요골 골절 이후 수장측 금속판 제거:
10년 간의 후향적 연구

Volar locking plate removal after distal radius fracture:
a 10-year retrospective study

인제 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차의과학 학교.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2

이이준준구구1, 백유진2, 이 훈2, 한수홍2

서 론

The implant removal rate after volar locking plate (VLP) fixation in patients with distal radius fracture varies but rea-

sons for removal and associated patient characteristics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This study aimed to compar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underwent VLP with and without subsequent implant removal. Secondly, reasons for

removal, clinical outcomes, and complications were identified.

상및방법

In this retrospective study, patient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1, 2008, and December 31, 2017.

We proceeded to only include cases of VLP fixation, excluding other treatment modalities.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two groups representing those who underwent implant removal and those who

retained the implant. We collected data on patient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side of fractured arm, comor-

bidities, and the AO Foundation and Orthopedic Trauma Association (AO/OTA) classification of the DRF. 

In the analysis of patients with implant removal, medical charts and radiograms were reviewed. When possible, the

patient was contacted by phone and further follow-up was conducted. We investigated (1) insurance coverage, (2)

reason for implant removal, (3) clinical outcomes, and (4) post-removal complications.

결 과

Among the 806 patients who underwent VLP fixation for DRF, 252 patients (31.3%) underwent implant removal.

The mean age was 50.8±14.0 years, 94 patients were male (35.3%) and 158 were female (62.7%). The average inter-

val of implant removal from initial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RIF) was 12.1±9.2 months (range, 1-170

months). The mean operation time for implant removal was 28.8±9.9 minutes. The average hospital stay was 2.2±

1.9 days and the average medical cost per patient was 616.6 USD (range, 0-1594 USD) from admission to discharge.

When comparing patient characteristics between removal and retention groups, patients who underwent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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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were younger and had fewer cases of diabetes and hypertension. The main reason for implant removal was

routine removal amounting to 72% of the cases. The patient satisfaction score improved from 4.1 to 4.4 after implant

removal. In total, 93% of the patients in the removal group answered that they would choose implant removal again if

they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ere were no major complications reported, but several minor complications were

reported for 10%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removal.

결 론

our results are inconclusive regarding the necessity of implant removal after VLP fixation in patients with a DRF.

Patients who underwent implant removal reported good functional outcomes and VLP removal was not associated

with significant complications. Prospective comparative studies with long follow-up observation between retention

and removal are required in the future.

색색인인 단단어어: Distal radius, fracture, volar locking plate, implant removal, co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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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 이하의 원위 요골 골절 환자에서 금속판 고정술
이후 발생되는 만성 원위 요척골 관절의 불안정성: 관절
경적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봉합술 후 단기 임상결과.

Symptomatic Distal Radio-Ulnar Joint Instability
Following Plate Fixation for Distal Radius Fractures in

patients aged 60 year or under:
Minimum 1-year 6months Outcomes of Arthroscopic

Foveal Repair of the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가톨릭관동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김김지지섭섭, 신성철, 박 창

서 론

Clinical significance and treatment strategies of chronic distal radioulnar joint (DRUJ) instability after distal radial

fractures (DRFs) are controversial.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chronic DRUJ insta-

bility following plate fixation for DRFs, and to report outcomes of arthroscopic foveal repair of the triangular fibrocar-

tilage complex (TFCC) in symptomatic patients.

상및방법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7, 204 consecutive patients aged 60 year or under who underwent plate fixa-

tion for DRF were included in this retrospective study. The presence of ulnar wrist pain and DRUJ instability (ballotte-

ment test) were evaluated at every 2 months postoperatively and arthroscopic treatment was performed in patients

with persistent ulnar wrist pain and DRUJ instability more than 6 months.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for

pain, grip strength, range of motion, the modified Mayo wrist score, the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DASH) score, and the Patient-rated wrist evaluation (PRWE) scores were evaluated at minimum 1-year postoperative-

ly (range, 14 to 70 months).

결 과

The mean age at the time of injury was 48.1 years (range, 20-60 years) and 112 of 204 patients were female

(54.9%).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30.2 months (range, 14-70 months). The incidence of ulnar wrist pa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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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J instability was decreased gradually with time after surgery until 6 months, but maintained after then (60 patients

at 2 months, 38 patients at 6 months and 34 patients at 12 months). A total of 34 patients (16.6%) had persistent ulnar

wrist pain and DRUJ instability after plate fixation for DRFs and 17 patients (8.3%) underwent arthroscopic treatment

and 2 patients underwent open treatment after arthroscopy. The mean follow-up period of the patients who under-

went arthroscopic foveal repair was 23.9 months (range, 18 to 36 months). No patient had DRUJ instability at follow-

up postoperatively. At the 1-year follow-up, all scoring parameters (VAS, MMWS, DASH. and PRWE) and grip

strength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arthroscopic foveal repair as compared with preoperative values (P<.001).

결 론

We recommend careful examination of DRUJ instability with regular follow-up in patients who underwent plate fix-

ation for DRFs. In patients with persistent symptom more than 6 months, arthroscopic foveal repair of the TFCC for

stabilizing DRUJ is successful treatment option with decreasing ulnar side pain and improving clinical and functional

outcomes.

색색인인 단단어어: Chronic DRUJ instability, distal radial fracture, T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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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 원위부 골절의 요골 수장측 경사 회복에 있어
요골에 한 유두골의 상 적 위치의 중요성

The significance of the relative position of capitate to radius
to restore the volar tilt angle in distal radius fractures

가톨릭 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서현현석석, 이주엽

서 론

요골 원위부 골절에 있어 요골 수장측 경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방사선학적 지표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요골

원위부 골절 정복 시 요골 수장측 경사의 회복을 수술 중에 적절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저자들은 요골 수장측 경사 회

복 여부를 수술 중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골에 한 유두골의 상 적 위치 측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9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요골 원위부 골절에 하여 수장측 잠김 금속판(volar locking plate)을 이용한 내고

정술을 받은 환자들 중 40명(여자 33명, 남자 7명)을 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 다. 환자들은 수장측 잠김 금속판

지렛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수상일로부터 1주 이내에 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완관절 단순 방사선 측

면 상에서 요골 수장측 경사 및 요골에 한 유두골의 상 적 위치를 측정하 으며, 두 방사선적 지표의 통계적 관련성

을 분석하 다.

결 과

요골 수장측 경사는 요골에 한 유두골의 상 적 위치와 통계적 관련성이 유의하게 입증되었다.(Pearson 상관계수

=0.887, p<0.01) 또한 두 방사선적 지표에 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y=-9.42+0.21x (y는 요골 수장측 경사, x는 요골에

한 유두골의 상 적 위치)의 회귀식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결정계수는 0.786이었다.(p<0.001)

결 론

본 연구는 요골 수장측 경사와 요골에 한 유두골의 상 적 위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으며, 유두골이 요골의 수장측

방향으로 전위될수록 수장측 경사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요골 원위부 골절의 정복 시 유두골의 시상면적 위치를 파악함

으로써 요골 수장측 경사의 회복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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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성 추지에서 신전 제한 핀 고정술과 수건 겸자를
이용한 변형된 신전 제한 핀 고정술의 비교

Extension block pinning versus percutaneous reduction
with towel clip and modified extension block pinning

for treatment of mallet fractures

강동경희 병원, 경희 병원1

이재훈, 백백종종훈훈1, 정덕환1

서 론

골성 추지의 치료로 신전 제한 핀 고정술(extension block pinning)을 시행한 경우(A군)와 수건 겸자를 이용한 경피적

골편의 정복 후 골편의 직접 고정 및 신전 제한 핀 고정술(변형된 신전 제한 핀 고정술)로 골성 추지를 치료한 경우(B군)

사이의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2008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골성 추지로 수술한 환자 중 6개월 이상 추시 가능하 던 69명의 환자에 해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 다. A군이 34예, B군이 35예이었으며 수술 전, 후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원위 지간 관절의 아탈구, 골

절면의 침범 정도, 골절부의 간격(gap), 관절면의 층형성(step-off)을 측정하 다. 수술후 6주째와 최종 추시시 골절부의

간격, 층형성, 전위, 불유합 유무, 관절면의 불일치 여부를 평가하 다. 임상적 결과는 Crawford 분류법(Crawford rating

system)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수술 직후 골절부의 평균 간격은 A군이 0.2 mm, B군이 0.17 mm이었고 관절면의 층형성은 A군이 0.16 mm, B군이

0.009 mm로 B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해부학적 정복을 얻을 수 있었다. A군에서는 골편의 전위는 34예 중 5예서 발

생하 으며, 골편의 전위가 있었던 5예 중 2예에서 불유합 및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 다. B군에서는 골편의 전위는 한

예도 없었다. B군은 35예 전 예에서 골유합을 얻었다. 운동범위는 A군에서 신전 소실(extension leg) 평균 4.15도(범위, 0-

15), B군은 신전 지연이 1.57도(범위 0-10)로 B군이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 다. 만성 골성 추지는 A군에서는 3예 있었

으며 최종 추시시 골편의 전위는 1예에서 있었으며 최종 불유합 소견을 보 다. B군에서 8예 있었으며 모두 해부학적 정

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최종 추시시 골절편의 전위는 없었다. Crawford의 분류법에 의한 결과는 A군 34예에서 16예은 우

수(excellent), 12예는 양호(good), 6예는 보통(fair)의 결과를 얻었다. B군 35예 중 20예은 우수, 12예는 양호, 3예는 보통

의 결과를 얻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 론

골성 추지에서 수건 겸자를 이용한 골편의 정복은 골편의 해부학적 정복을 용이하게 하며, 변형된 신전 제한 핀 고정술

은 골편의 견고한 해부학적 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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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박종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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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후외측 주관절 탈구에서 Common extensor
complex가 주관절 안정성에 한 결정 인자:

MRI를 이용한 비교 연구
Common extensor complex is a predictor to determine
the stability in simple posterolateral elbow dislocation:

analysis of MR images of stable versus unstable dislocation

계명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교실

조철현, 김김두두한한, 김범수, 최정훈

서 론

Simple posterolateral elbow dislocations (SPLED) may be treated nonoperatively by closed reduction, following by

controlled mobilization. But, the extent of soft tissue injuries might have an effect on the choice of treatment, rehabili-

tation, and prognos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soft tissue injury through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in patients who had unstable SPLED with those who stable dislocation.

상및방법

Thirty elbow MRIs with SPLED (operative group; n=15, non-operative group; n=15) were randomly reviewed by

two experienced musculoskeletal radiologists. Soft tissue injury of the following structures was classified into intact,

partial tear, complete tear: medial collateral ligament complex (MCLC), common flexor complex (CFC), lateral collat-

eral ligament complex (LCLC), common extensor complex (CEC), anterior capsule, and posterior capsule. Three

months later, the same assessment was repeated to evaluate intraobserver reliability. Fleiss k values were calculated

to estimate the inter- and intraobserver reliability.

결 과

Inter- and intraobserver reliability of the structures was as follows; MCLC (0.627 and 0.862), CFC (0.550 and 0.682),

LCLC (0.781 and 0.781), CEC (0.481 and 0.860), anterior capsule (0.125 and 0.887), posterior capsule (0.147 and

0.774). CEC injury ha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operative group (4 partial tear and 11 complete tear) and

non-operative group (11 partial tear and 4 complete tear) (p=0.028).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

groups in terms of MCLC, CFC, LCLC, anterior capsule, and posterior capsule (p>0.05).

결 론

We found moderate to substantial inter-observer reliability and substantial to perfect intra-observer reliability for

medial and lateral complex in SPLED. Based on MRI findings, degree of CEC injury can be a predictor to determine

the stability and the choice of treatment for S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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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돌기 골절을 동반한 주관절의 위험 3중주에서
구상돌기 골절의 고정이 항상 필요한가?

Does the coronoid fracture accompanied by terrible triad
injuries of the elbow always need to be fixe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South Korea

Yeong-Seub Ahn, MD, Seong-Hwan Woo, MD, Yong-Jin Park, MD, Myung-Sun Kim, MD, PhD

Background

The “terrible triad”of the elbow is a complex injury that can lead to pain, stiffness, and posttraumatic arthritis if not

appropriately treated. Most of these injuries are treated by surgically to restore early elbow stability and to recover

mobilities of the joint. However, ideal treatment of whether the fixation of the coronoid process fractures is needed or

not is still debated. Therefore, we aimed to provide an opinion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fix a

coronoid fracture accompanied by a terrible triad injuries.

Methods

Between April 2011 and December 2018, total 19 consecutive patients were treated for acute terrible triad injuries.

Among them,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and have at least one year of outpatient follow-up record

were included to evaluate the postoperative functional and radiological outcomes. Therefore, total 15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Determining fixation or not of coronoid fracture had decided using both preoperative height loss evaluation of

coronoid process using compupted tomographic study and intraoperative stability test. On CT evaluation, if the height

loss of coronoid process excedeeded 50% of the total height, internal fixation was performed. However, in cases of

the below of 50% height loss, intraoperative stability test after radial head and lateral ulnar complex ligament recon-

struction was performed to determining whether or not of fixation of coronoid process. Among 15 patients, 7 patients

underwent the fixation of coronoid fractures and other 8 patients were treated coronoid fracture conservely.

At the final follow up, the range of mo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elbow were evaluated between two groups. In

addition, clinical evalu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Mayo Elbow Performance Score (MEPS) and the modified

Morrey’s rating system between two groups. The height loss of fractured coronoid process was evaluated using pre-

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scan, and comparative study of height loss of coronoid between the fixation and

non fixation group was performed.

2020 한골절학회 제46차 학술 회

260



Results

Postoperatively, in all cases, the dynamic and static stability of the joints were maintained until the final follow up

period. At the final follow up, the mean MEPS of the group with coronoid process fixation was 97.14 (85.00 to

100.00). According to the MEPS scale, there were 6 cases of excellent, and 1 case of good. Mean socre evaluated by

Modified Broberg and Morrey score was 93.75 (83.00 to 100.00) and there were 4 cases of excellent, 3 cases of good

scale. The mean MEPS in the group without coronoid process fixation was 97.50 (85.00 to 100.00), and MEPS scale

showed the 7 cases of excellent and 1 case of good score. In modified Morrey’s rating system on non fixation group,

mean score was 95.06 (85.00 to 100.00), and there were 7 cases of excellent, 1 case of good scale. Mean arc motion

of flexion-extension and forearm roation of fixed group was 122.14 and 153.57 respectively, and non-fixed group was

125.63 and 159.38, respectively. On comparative study of these two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

ference in clinical score and scale and range of motion. On radiographic evaluation using peroperatvie computed

tomography, the mean height loss of fixation group was 54.22%, however, that of non fixation group was 39.35%. In

addition, non-fixation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lower height loss of coronoid process compared to fixation

group.

Conclusion

In terrible triad injury, coronoid fracture with a height loss of less than 50% may be successfully managed without

fixation if intraoperative stability under fluoroscopy was achieved after the radial head and LUCL we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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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 bone 을 통한 요골근위간부 골절에서
고정방법에 따른 bending strength의 비교

Comparison of bending strength between plate fixation,
Steinmann pin fixation, and cannulated compression screw

fixation group for proximal radius shaft fractures in Sawbones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엄재웅, 오오진진록록

서 론

우리는 요골 근위 간부 골절에서 세가지 고정 방법을 시행하 으며, 이후 골절 부위에 bending force를 가하고 strength

를 측정하 다.; Steinmann pin, plate and screws fixation, and intramedullary cannulated compression screw fixation

상및방법

총 21개의 요골 saw bone 근위부 끝에서 saw를 이용하여 6.5cm 원위부에 횡형골절(AO/OTA 2R2A3a)를 제작하고 정

복 후 3가지 고정방법으로 각 7개씩 고정을 하 다.

Plate (Ulna osteotomy plate, large, 8 hole, thickness 2.5 mm; Jeil medical, Korea) self-tapping cortical screws

(Outer diameter 2.5 mm; Jeil medical), Arix cannulated compression screw (Diameter 6.0 mm, length 135 mm Jeil

medical), two Steinmann pin (Diameter 3.6 mm Solco biomedical, Korea), INSTRON E3000을 이용하여 bending force

를 가하여, load displacement curve를 구하 다.

결 과

요골 근위 간부 골절을 3개의 방법으로 고정한 이후에 구한 평균 bending strength은 Plate and screws 677.4 N (range,

511.3 to 823.0 N), Steinmann pin 828.9 N (range, 810.0 to 837.7 N), Cannulated compression screw 1018.1 N (range,

933.5 to 1086.2 N)이 으며, 세가지 고정방법의 평균 bending strength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value<0.001) 두군씩

각각 비교를 하 을 때, Steinmann pin과 plate and screw (P values<0.01) / Steinmann pin과 cannulated compression

screws (P values 0.005) / cannulated compression screw와 plate and screw (P values 0.005)로 고정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20 한골절학회 제46차 학술 회

262



결 론

요골 근위 간부 골절에서 Steinmann pin, cannulated compression screw으로 고정하는 것이 plate and screw으로 고

정하는 만큼의 강한 bending strength가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우리는 요골 근위 간부 골절에 있어 Steinmann pin,

cannulated compression screw fixation이 plate and screws fixation의 좋은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bending strength, saw bone, radius proximal shaft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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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포스포네이트와 연관된 비정형
척골 골절에 한 재수술

Revision osteosynthesis after primary treatment of atypical
ulnar fractures associated with bisphosphonate usage

충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차차수수민민, 신현

서 론

We performed revision surgeries to treat nonunion of bisphosphonate-associated ulnar fractures that had originally

been treated, after misdiagnosis, using the typical open reduction/internal fixation.

상및방법

Of nine cases of ulnar nonunion initially treated at other institutions, we performed revision surgeries on four that

met our inclusion/exclusion criteria. All previous implants were removed; the areas of nonunion were resected, and

strut bone grafts were inserted and fixed with locking plates. Radiological assessments were performed monthly for 3

months after surgery and then every 3 months for 1 year.

결 과

All patients were female, with a mean age of 71.8 years. All patients had been taking bisphosphonate for a mean of

7.2 years. The primary fixation methods used at other institutions were intra-medullary nailing (n=1) and placement

of 3.5-mm locking plates (n=3). In one patient (patient 1), the contralateral (right) ulna developed a new fracture at 1

month after revision surgery on the left ulna. Another patient (patient 3) exhibited an incomplete fracture in the con-

tralateral (right) ulna. All four patients exhibited hip fractures (bilateral in three). All revisions resulted in final union

at a mean of 4.8 months postoperatively.

결 론

Based on our findings, we recommend that all patients under long-term bisphosphonate treatment be screened for

atypical fractures of the forearm, especially in the ulna. Also, the treatment for these fract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atient’s compromised normal bone metabolism, including bone resorption, remodeling, and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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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외 상완골 간부 원위부 골절에서
전외측 단독 접근법에 의한 수술 결과

Isolated anterolateral approach for extra-arthricular
distal shaft humerus fractreus

건양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진웅, 이이석석원원

서 론

상완골 간부 골절은 모든 골절 환자에서 3%정도에 해당되는 골절이고 그중에 20-30%정도가 상완골 간부 원위부 관절

외 골절에 해당된다. 상완골 간부 원위부 골절시에는 골절선이 주관절과 가깝고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로 금속판을 변형

(molding)하여 고정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점이 있고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원위부 골절편에 최소한 6개의 피질 고정점을

포함하여 고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여러 문헌상에서 금속판을 고정하기 수월하고 원위부 골편에 나사 고정을

위해 시야확보가 유리한 후방접근법을 권유하고 있지만 수술 중 요골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좀 더 익숙

한 전외측 단독 접근법을 통해 요골신경 노출 없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이용하여 치료의 임상적 결과에

해서 연구하 다.

상및방법

2010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상완골 간부 원위부 관절외 골절에 해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39명이었다. 그

중에 후방접근법을 이용한 환자 3명, 이전 타병원에서 수술 후 불유합으로 본원에서 수술한 환자 1명, Dual plate를 이용

한 환자 1명, 수술 후 추시기간이 1년 이내인 환자 5명을 제외하 고 29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모든 수술을 전

외측 단독 접근법으로 LCP plate를 이용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 다. 수술 결과는 Range of

motion of the elbow joint, MEPS (Mayo Elbow performance scorew)로 평가하 다. 그리고 수술 후 불유합, 요골신경

손상, 금속판에 의한 자극증상이 있는지에 해 평가하 다.

결 과

29명의 환자중 남자 17명, 여자 12명, 우측 20명, 좌측 9명이었다. 교통사고로 수상한 환자 10명, 팔씨름 중 발생한 환

자 6명, 단순 낙상 등의 기타 외상 13명이었다. AO/OTA 뷴류상 12A1 6명 12A2 1명 12A3 2명 12B2 18명 12B3 2명이었

다. 수상 직후 촬 된 X-ray 상 주두와로부터 골절선까지의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와 가장 먼 지점까지 거리는 각

각 평균 29.2 mm, 104.71 mm 이었으며 원위부 골편에 박힌 나사는 가장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 사이에 박힌 수는 3.34개

고, 원위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사이에 박힌 나사 개수는 1.38개로 원위부 골절편에 피질 고정점 수는 평균 6.1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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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후 수술 까지 걸린시간은 평균 3.83일, 수술 시간은 평균 118.24분이었다. 수술 후 Range of motion of the elbow

joint 평균 2.24-135.17도 고 MEPS 평균 93.34점이었다. 수술 후 금속내 고정물 제거술까지 시행한 환자수는 13명이었고

제거술 시행 전 신전 제한 평균 1.92도, 굴곡 제한 평균 128.46도, MEPS는 평균 87.08점, 제거술 시행 후에는 신전 제한

평균 0.77도, 굴곡 제한 평균 139.62도, MEPS는 평균 93.46점이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불유합이 일어난 환자는 2명이

었고 요골신경 손상을 호소하거나 금속판에 의한 자극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결 론

전외측단독 접근법을 통해 원위부 골편의 고정을 위해 평균 6.1개의 피질고정점을 고정하 고 이는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6개 이상의 피질고정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충족하 다. 원위부 골편에 충분한 고정이 필요하여 시야확보를 위해

전외측 절개 후 견인을 하 지만 수술 후 요골 신경 발생이 없었다. 따라서 상완골 간부 원위부 관절외 골절시 전외측 단독

접근법을 통해서도 충분한 원위부 골편 고정이 가능하고 요골 신경 손상을 주지않아 권장할만한 접근법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상완골 간부 원위부 골절 전외측접근법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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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l radius II
[ 가톨릭의 송석환 ]

Session 9





원위요골 골절후 발생한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의 위험인자 분석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ary Ulnar Impaction
Syndrome after Distal Radius Fracture

고려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강강종종우우, 박지헌, 최인철, 박종웅

서 론

원위 요골 골절(distal radius fracture)의 치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골의 단축(Radial shortening) 유합은 척골 변

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차성 척골 양성 변위는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술후

원위 요골 골절의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major prognostic factor)이다. 이에 저자들은 원위 요골 골절의 내고정술 후 발

생한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의 위험 인자를 분석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4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본원에 내고정술을 시행한 원위 요골 골절 환자 312명를 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

행하 다. 환자는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한 군(N=23) 및 이차성 척골 충돌 중후군이 발생하지 않은 군(N=289)

으로 나누어 임상적 및 방사선 학적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하 으며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독

립 인자(나이, 골질, 골절의 분류, 술전 척골 변위, 수술 직후 척골 변위, 원위 요골의 중간주(intermediate column)에 삽

입된 나사못의 수 및 길이, 사용된 내고정물의 종류, 술 후 재활의 시작 시기) 하여 회귀 분석을 통해 평가 하 다. 통계

학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판단하 다.

결 과

통계학적으로 양 군간 나이, 성별, 골절 분류, 우세수 여부, 척골 경상 돌기의 골절 여부에 차이가 없었다. 양군의 방사

선 학적 치료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주관적인 통증 정도 및 임상적 치료 결과는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았던 군에서 더 양호한 결과를 보 다. 원위 요골 골절의 외고정술 후 발생한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의 발생에는 골

질, 술 후 척골 변위, 골절의 양상, 원위 요골의 중간주에 삽입된 나사못의 길이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원위 요골 골절의 내고정술 이후 발생한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은 원위 요골 골절의 주관적인 통증 정도 및 임상적 결

과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며 이러한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은 골질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원위 요골의 중간주에 분쇄

를 동반한 골절인 경우, 원위 요골의 중간주의 골절이 불충분하게 정복되거나 충분히 고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 더 잘 발생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radius, ulnar impaction,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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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원위 요골 개방성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for
high energy open fracture of distal radius

차의과 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조조원원민민, 정경훈, 한수홍

서 론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원위 요골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 개방성 창상이 임상결과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성

골절과 비교하여 그 결과 차이를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원위 요골 골절에 해 단일기관에서 한 명의 수술자에 의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이 시행된 환자들의 의무 기록, 방사

선 사진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전례가 AO 분류법 C3에 해당되었고, 그 중 18례가 개방성 골절, 207례가 폐쇄성 골절

이었다. 개방성 골절 연구 상 중 남자는 7례, 여자는 9례로 평균 63세, 평균 추시 기간은 15개월이었고, 폐쇄성 골절 연

구 상 중 남자는 67례, 여자는 140례, 평균 56세, 평균 추시 기간은 13개월이었다. 다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개방성 연

부 조직 손상 외에 주요 혈관, 신경, 건파열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하 다. 분석은 방사선 사진과 임상 결과에서의 합병증,

기능적 평가로 최종 추시 시 관절의 운동 범위와 Mayo Modified Wrist Score (MMWS)를 시행하 다.

결 과

최종 추시 방사선 사진 상 전례에서 골유합을 보여주었고, 관절염, 골수염 등의 합병증을 보인 예는 없었다. 관절 운동

범위는 개방성 골절군의 경우 평균 굴곡 58.18도, 신전 66.36도, 척측 굴곡 25.38도, 요측 굴곡 17.31도를 보 고, 폐쇄적

골절군은 굴곡 64.48도, 신전 64.78도, 척측 굴곡 24.38도, 요측 굴곡 15.00도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능적 평가

로 MMWS에서도 개방성 골절군 평균 80.00점, 폐쇄적 골절군 평균 84.23점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value=0.1257). 개방성 골절군의 경우 초기 단기간 표재성 감염이 5예 있었으나 항생제 및 창상 치료로 호전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방성 AO C3 원위 요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폐쇄성 골절과 의미 있는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개방성 손상이 있더라도 외고정술보다는 골절에 해 보다 정확하고 견고한 고정이 가능한 내고

정술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원위 요골 개방성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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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손상에 의한 원위 요골 골절의
분석 및 다른 손상 과의 비교 연구

Differences in patient and injury characteristics between
sports- and non-sports related distal radius fractures

인제 학교 의과 학, 서울 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차의과학 학교 의과 학원,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2

이이준준구구1, 하청수2, 조성민2, 한수홍2

서 론

The incidence of distal radius fractures (DRFs) is increasing as the number of people in recreational or sporting

activities rises, due to a combination of increased leisure time and greater public awareness of the health-related ben-

efits of sports. Despite the increases in sports-related distal radius fractures (SR-DRFs), there are limited studi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and recove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specific to SR-

DRF treated with conservative or operative management.

상및방법

Methods Retrospective review was carried out between January 2010 and December 2017. Overall, 1706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nalysis. Among them, 317 patients were injured during sports activity (18.6%) and 1389

were injured during non-sports activity (81.4%). Demographic data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The

type of sports was investigated in SR-DRF. Also, we compared surgically treated DRF patients to describe differences

in patient characteristics, fracture characteristics,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결 과

The mean age of patients with SR-DRFs was significantly younger (28 vs 52 years). The proportion of men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SR-DRF group compared to NSR-DRF group (62.8 vs 33.8%). We identified 27 kinds of sports

associated with DRFs and the 5 sports topping the list associated were soccer (22.7%), cycling (17.7%), snowboarding

(11.0%), ice skating (9.1%), and mountain hiking (9.1%).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rms of the treatment method.

However, SR-DRF group had higher proportion of AO/OTA type A fracture (32.6 vs 13.7%), and NSR-DRF group had

higher proportion of type C fracture (79.5 vs 64.2%).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cept higher implant removal rate in SR-D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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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Patients with SR-DRF were significantly younger and had higher proportion of men. Proportion of AO/OTA type A

was higher in SR-DRF group and proportion of AO/OTA type C was higher in NSR-DRF group. Proportion of surgical

treatment was similar in two groups. Given the growing population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y worldwide, SR-

DRFs are predicted to increase and further study is required.

색색인인 단단어어: Distal radius fracture, Sports, Characteristics, Co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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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에서 외고정술에서
내고정술로의 전환

Conversion of external fixation to internal fixation
in distal radius fracture with severe comminution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엄엄재재웅웅, 오진록

서 론

분쇄골절이 심한 불안정한 요골 원위부 골절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접근하기에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이다. 이 경우 외

고정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외고정술은 작은 절개부위, 빠른 움직임의 회복, 복합 분쇄골절에서도 적용가능, 연조직 손

상 동반 시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이에 우리는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에서 외고정술에서 내고정술로 전환한

환자들의 결과를 확인해보려 한다.

상및방법

2013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로 외고정술에서 내고정술로의 전환을 시행한 환자는 총 18명으

로 2명의 정형외과의사가 수술을 시행하 다. 18명 중 10명은 남자 으며 8명은 여자 다. 나이는 평균 63.5 으며 수상

일로부터 외고정술까지의 시간은 평균 2.7일, 외고정술에서 내고정술로 전환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1.1일이었다.

AO/OTA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하 을때 18명 중 1명은 type B2, 1명은 type B3, 2명은 type C1, 6명은 type C2, 8명

은 type C3 다. 11명은 연조직 손상을 동반한 개방골절이었다. 내고정의 방법은 금속판을 이용한 나사고정술로 시행하

다.

결 과

엑스레이상에서 골유합의 소견이 관찰된 것을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았고 핀 주위 감염, 부정유합이나 불유합이 발생한

것을 결과가 나쁜 것으로 판정하 다. 18명 중 15명이 엑스레이상 골유합 소견이 관찰되었고 2명은 부정유합 혹은 고정부

전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며 1명은 핀 주위 감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 론

이는 외고정술에서 내고정술로 전환술을 시행하 던 환자들을 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로 심한 분쇄골절에서 이 방법

은 실행 가능한 수술방법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물론 샘플 규모가 작고 단일기관 연구이며 기능적 결과(통증, RO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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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반 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은 존재한다. 기능적 결과를 넣지 않은 이유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재활이 불가능한 환

자군들이 많았기 때문이며 다발성 외상이 없었고 때에 맞는 재활을 치료 받은 환자의 경우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보인 환자 역시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에 종합적으로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에서 외고정술에서 내고정술로의 전환은 전환

되는 시간 사이에 작은 골 조각들이 서로 붙어가면서 추후 내고정시 쉽게 정복 및 고정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External fixation, internal fixation, conversion, distal radius, commin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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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혈 환자에서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
-근위 퇴정과 압박 고나사의 비교-

Treatment of intertrochanter fracture in patients
without transfusion like Jehovah’s Witnesses
-comparison between proximal femoral nail

and compression hip screw-

순천향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부천병원)

박박신신형형, 임수재

서 론

무수혈 환자군을 상으로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로 근위 퇴정을 사용한 경우와 압박 고나사를 사용한 경우를 혈역

학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본원에서 퇴골 전자간 골절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무수혈 환자 30예를

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 하 으며 12예는 압박 고나사를 이용하 고 18예는 근위 퇴정을 이용하여 치료하 으며 결

과 평가는 출혈량, 수술시간, 술전과 술후 혈색소 수치의 차이, 술후 합병증, 그리고 Harris hip score를 이용한 임상적 결

과를 가지고 비교하 다.

결 과

평균 출혈량은 압박 고나사로 고정한 경우와 근위 퇴정을 이용하여 고정한 경우 각각 743cc, 643cc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수술 시간은 각각 64분, 42분으로 측정되었고 술전과 술후 혈색소 수치 차이는 3.2와 1.7로 측정되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술 후 합병증을 보인 예는 두 경우 모두에서 없었으며 Harris hip score는 두군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무수혈 환자군을 상으로 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의 방법으로 압박 고나사보다 근위 퇴정을 사용하는 것이 혈역학

적인 면에서 더 안전한 결과를 보 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 전자간 골절, 무수혈 환자, 근위 퇴 골수정, 압박 고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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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적 다발성 천공술로 치료한 유소년 수 선수의
상완골 소두 전방부에 발생한 박리성 골연골염

-증례 보고-
Osteochondritis Dissecans at Anterior Capitellum in

a Juvenile Swimmer Treated by Arthroscopic Multiple Drilling 
-A Case Report-

전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안안 섭섭, 우성환, 주상돈, 박용진, 김명선

서 론

박리성 골연골염은 주로 관절의 골단 부위에서 특발성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 슬관절 부위의 박리성 골연골

염에 한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슬관절 부위 뿐만 아닌 족관절의 거골부위, 주상골, 퇴골의 골단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십 의 주관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상완골의 소두 부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두에 발생하는 박리성

골연골 병변은 전방에 치우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린 운동선수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원에 내원한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십 수 선수의 소두의 전방부위에 발생한 박리성 골연골염의 치료 및

그 결과에 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11세의 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자 환아가 우측 주관절의 통증을 동반한 관절 움직임 제한으로 내원하 다. 관절

의 운동범위는 약 굴곡 5도 상태에서 130도의 관절 범위를 보이고 있었고, 완전 신전에 제한 소견이 있었으며, 회외전 및

회내전은 약 90도로 측정되었다. X-ray 검사 상 소두 골단 부위의 골음 감소 소견이 보여, 추가적인 mri 검사를 시행하

으며, mri 상 8.5×7.5 mm 크기의 골연골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에 해 관절경을 이용한 미세 천공술을 시행하 다.

이 후, 술 후 3개월째 2nd look 관절경을 시행하 으며, 천공술을 시행받은 골연골 병변의 상태를 확인하 다.

결 과

술 후 3개월 X-ray 상에서 소두 골단 부위의 골음 이 이전 X-ray 에 비해 호전된 소견 보이고 있었으나, 관절경을 통해

확인한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받은 골연골 병변의 부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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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일반적으로 주두에 발생한 골연골 병변에 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경우의 재활과정을 살펴보면, 약 2-3주간의 보

호기간 이후 관절 움직임을 조금씩 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약 3개월 부터는 저항에 반하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투수와 같은 운동 선수의 경우 던지는 움직임을 약 5개월부터 시작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단순 변연절제술 및 천공술 또는 미세절골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관혈적인 변연부 절제술 및 이식술을 시행받은 경우에

비해 2달 가량 운동활동으로의 복귀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소두에 발생한 환아에 한 본원의 수술 및 수술 후 3개월의 상 및 관절경적 소견을 고

려할 때, 술 후 3개월째의 축성 부하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박리성 골연골염, 소두, 수 선수,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다발성 천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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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의 퇴골 전자 단독 골절의
보존적 치료술의 결과

The result of conservative treatment of isolated geriatric
greater trochanter fracture

서울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서울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이이승승준준, 윤강섭

서 론

고관절 전자 골절은 흔히 전자간 부위로 불완전 골절이 침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완전 골절에 하여

문헌상에서는 전자간 침범이 1/2를 넘을 경우 예방적 고정술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에 한 학문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저자들은 고관절 전자 골절에 한 보존적 치료의 결과를 고찰하여 예방적 고정술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확

인해 보고자 한다.

상및방법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 퇴골 전자 골절로 진단된 환자 중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술 시행후 6개월이상 추시가 된 환자 40명, 41례의 골절을 상으로 하 다. 평균 연령은 78.4세 으며

여성이 26명, 남성은 15명이었다. 평균 추시는 27.2개월 이었다. 전자간 골절로의 침범을 CT, MR, 및 SPECT로 평가하

으며 전자 골절의 양상 및 전자 골절의 유합, 2차성 전자간 골절의 발생, 추가적인 고관절 골절의 발생에 하여 평가

하 다.

결 과

골절 양상에서 10례는 전위가 방사선 상상에서 없었으며 31례에서 평균 4.7mm의 전위가 있었다. 26례에서는 CT상

에서 평균 52.5%, 6례에서는 MR상에서 평균 55.5%의 전자 침범이 관찰되었으며 14례의 SPECT상에서는 9레에서 소전

자 부위로의 침범위 관찰되었다. 불유합은 11례에서 관찰되었으며 초기 전위에서 유합군과 불유합군은 유의한 차의를 보

다. 동일부위의 전자간 골절은 1례에서 수상후 5개월째 낙상으로 발생하 으며 3례에서는 반 측 부위의 전자간 골절

이 각각 수상후 6주, 7개월, 42개월째에 발생하 다.

결 론

고령의 전자골절은 초기에 다양한 골절 양상 및 다양한 정도의 전자간 침범이 관찰되었다. 보존적 치료 후 2차적인

전자간 골절 전위의 빈도는 드물었지만 비교적 높은 불유합율이 관찰되었다. 전자간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전자 골절

에서 예방적 고정술은 제한된 경우에 추천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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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퇴골절 환자에서 술 후
골 도 검사 불일치도의 변화

Changes in discordance of bone mineral density
in patients with atypical femoral fractures

계명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이경재, 민병우, 김범수, 엄엄상상현현, 손혁준

서 론

비전형 퇴골절 환자는 부분 골다공증으로 인해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력이 있으며, 건측 퇴골의 골절 예

방 등을 위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는 여전히 WHO 분류 상 골다공증으로

진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골 도 검사값의 불일치도 변화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비

전형 퇴골절 환자에서 술 후 골 도 검사값의 변화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비전형 퇴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던 환자 45명

중 척추 및 퇴골 모두에 2번 이상의 골 도 검사를 시행하 던 24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모두 여자 환자 으며,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71.5세(54-83세), BMI는 평균 22.0 kg/m2 (16.8-26.1 kg/m2),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기간은 평균

52.2개월(0-120개월)이었다. 골 도 검사는 평균 3.3회(2-5회) 시행되었다. 각 골 도 검사 사이에 사용된 약제(PTH,

Anti-resorptive drug, 중단)에 따른 골 도 검사의 변화를 분석하 다.

결 과

골절 당시 시행된 골 도 검사에서 WHO 분류 상 골다공증 19명, 골감소증 4명, 정상 1명이었으나, 퇴 및 척추 검사

가 일치하는 경우는 5명, minor discordance 16명, major discordance 3명으로 퇴 및 척추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았다. 두번째 검사에서도 골다공증 17명, 골감소증 5명, 정상 1명 순이었으나, 두 부위의 분류가 일치하는 경우가 12

명, minor discordance 10명, major discordance 2명으로 퇴 및 척추 분류가 일치하는 환자가 50%로 증가하 다. 이러

한 변화는 이 후 검사에서도 지속되어 두 부위의 분류가 일치하는 빈도가 각각 50%, 60%, 40%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anti-resorptive drug 사용 유무에 따른 골다공증 분류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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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비전형 퇴골절 환자에서 퇴 및 척추 부위의 골 도 검사 불일치는 술 후 골다공증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골 도 검사 불일치는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더

많은 증례 및 전향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비전형 퇴골절, 골 도 검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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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hook과 슬개건 주위 외측 관절 내 절개술을
병합한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의 정복 기술

Bone hook reduction technique combined with lateral
parapatellar arthrotomy for periprosthetic distal femoral

fracture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A technical note

남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손욱진, 김김기기범범

서 론

Periprosthetic distal femoral fractures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TKA) are technically demanding due to

poor bone stock, preexisting component and bone cement. These may make fracture reduction and fixation difficult,

and even lead to nonunion or malunion. Particularly, in distally extended fractures, the gastrocnemius muscles can

cause extension of distal fragment, and the hamstrings and quadriceps can cause shortening.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regarding the reduction of the distal fragment. Standard reduction forceps, Schantz pins or K-wires

can be used to restore the rotation and sagittal alignment of the distal fragment. However, the morbidities associated

with previously reported techniques, particularly in osteoporotic geriatric patients, remain a major concern.

Therefore, the authors attempted to use a bone hook as a reduction tool for periprosthetic distal femoral fracture fol-

lowing TKA. In the present report, we sought to introduce this technique with case illustrations.

상및방법

The patient is placed in the supine position on the radiolucent operating table with a sterile bump or towel under

the ipsilateral distal thigh. Through a lateral parapatellar arthrotomy, the vastus lateralis fascia is dissected from the

muscle belly that allows for mobilization of the muscles anteromedially. With direct visualization of the posterior

angulated distal fragment, bone hook is placed on the anterior flange of the femoral component. The hook is then

elevated to correct the posterior angulation and shortening of the distal fragment. The coronal and sagittal alignment

of the distal segment to the femoral shaft are check under the fluoroscopic images. After confirming the reduction sta-

tus of fractured fragments, internal fixation is performed using an anatomically pre-contoured lateral locked plate.

Once the overall length and sagittal plane alignment is restored, the plate can be inserted via the previous articular

approach. The plate should be centered on the femur using anteroposterior and lateral fluoroscopy, and then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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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A total of 28 patients underwent internal fixation using a bone hook reduction technique combined with lateral

parapatellar arthrotomy for the treatment of periprosthetic distal femoral fracture following TKA. The average age at

operation was 70.9 years (range, 62-83 years), and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17.5 months (range, 12-48.5

months). Fractures were divided into the Su type I (13/28, 46.4%), type II (11/28, 39.3%), and type III (4/28, 14.3%).

Radiologically, all the patients acquired bone union without any evidence of malunion or implant failure. Moreover,

clinical scor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t the latest follow-up (p<0.001).

결 론

Bone hook reduction technique combined with lateral parapatellar arthrotomy would be a simple and effective

method to maintain the coronal and sagittal alignment of periprosthetic distal femoral fractures.

색색인인 단단어어: Total knee arthroplasty, Periprosthetic distal femoral fracture, Reduction technique, Bone hook, Lateral

parapatellar arthr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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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골 원위 골절에서 탄소 섬유 강화판 고정 후 가골형성
Early Callus Formation with Carbon Fiber Composite Plates

in Distal Femur Fractures

차의과 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한림 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1,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enver Health Medical Center2

변변성성은은, 황지효1, Cyril Mauffrey2, Joshua Parry2

서 론

원위 퇴골 골절, 특히 분쇄 골절의 경우 bridging plating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불유합 및 지연유합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탄소 섬유 강화 폴리 에테르 에테르 케톤(CFR-PEEK) 복합 판의 경우 기존의 금속판에 비해 탄성계수를 뼈

와 더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 골절의 내고정 후 가골 형성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골유합에 유리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원위 퇴골 골절에서 CFR-PEEK 복합 판 고정 후 가골형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환자- 조군 연구로 시험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CFR-PEEK 복합 판을 이용하여 고정한

10례의 퇴골 원위골절이며, 조군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tainless steel 금속판을 이용하여 고정한 21례의

퇴골 원위골절로 하 다. 가골 형성은 3명의 정형 외과 외상 전문가가 modified radiologic union scale in tibia

(mRUST)를 이용하여 수술 후 3개월 및 6개월에 평가하 다. 또한, 방사선적으로 술 후 정렬변화, 내고정 실패, 골절분류

를 평가하 으며, 의무기록을 통하여 인구학적 자료, 개방성 골절, 흡연, 당뇨병 및 재수술 시행 여부를 조사하 다.

결 과

수술 후 3 개월에 평가한 mRUST는 CFR-PEEK 복합 판을 이용하여 수술받은 경우 9.0(범위, 6.3-12.3)으로 6.9(범위,

4.3-11.7)의 값을 보인 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보 다(p=0.015). 술후 6 개월의 mRUST는 양군

에서 각각 11.4(범위, 7.7-16.0)와 10.5(범위, 6.0-15.7)로 CFR-PEEK 복합 판을 이용한 환자들에서 역시 더 큰 값을 보 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 골절 정렬 변화는 양군에서 각 1례 으며,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의 경우 CFR-

PEEK 복합 판을 이용한 환자들의 경우 0례, 조군의 경우 3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48 and 0.296)

결 론

퇴골 원위 골절에서 CFR-PEEK 복합 판을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 기존의 stainless steel 금속판과 비교하여 술 후 3개

월에 더 많은 가골 형성을 보 다. 그러나 술 후 6개월에는 양 군 사이에 가골 형성, 골유합, 정렬 변형, 그리고, 재수술에

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퇴골 원위 골절, 탄소 섬유 강화 판, CFR-P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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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tzker 2형 경골 근위부 골절과
동반한 슬관절 후외방 단독 손상

- 증례 보고 -
Concurrent Posterolateral Corner Injury Associated
with a Schatzker Type 2 Tibial Plateau Fracture

- A Case Report -

삼육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하성식, 심재천, 정정충충원원, 정홍준, 남태석

서 론

후외방 구조물(posterolateral corner) 손상은 전체 무릎 손상의 16%를 차지한다. 후외방 구조물 손상은 경골 근위 골절

시 자주 나타나지만, 후외방 구조물 단독 손상만은 흔치 않으며 특히 다른 구조물 손상 없이 Schatzker type 2 경골 근위

골절과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흔지 않다. 저자들은 Schatzker 2형 경골 근위부 골절과 동반된 후외방 구조물만 손상된 증

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및방법

한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 다. 단순 방사선 사진과 컴퓨터 단층촬 에서 경골 근위 외

측의 분리 함몰 골절 소견을 보 으며, 주로는 전외측으로 함몰된 골절 양상과 비골두의 견열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다. 자

기공명 상에서 십자인 , 내측부 인 , 반월상 연골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소견에서 골절에 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 다. 술후 6개월째, 환자는 계단 보행 시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을 호소하여 MRI 재판독상 후

외방 구조물 손상을 발견하 다. 술후 11개월째 후외방 인 재건술 및 금속 제거술을 시행하 다.

결 과

후외방 구조물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경골 근위부 골절과 동반되지만 후방십자 인 혹은 다발성 인 손상이 더 잘 동반

된다. 경골 근위 골절, 특히 Schatzker type 2에서는 후외방 구조물만 손상되는 경우는 흔지 않다. 또한 동측의 골 구조물

의 손상과 연부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후외방 구조물만 손상의 진단이 지연 될수 있고

이로인하여 무릎의 불안정성, 만성통증, 사고후 관절염이 동반될수 있다.

결 론

전방 손상을 포함하는 근위 경골 손상시 후방의 연부조직 손상에 하여 같이 고려해 봐야 하며, 경골 손상의 치료 계획

수립시 3차원적으로 골절 및 골절외 연부조직에 한 치료도 고려되어야한다.

색색인인 단단어어: 경골 골절, 지연 진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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