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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대퇴골 비전형 골절의 3차원적인 형태 분석  
및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위한 임상적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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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contralateral femur without an atypical 

fracture by constructing a three-dimensional model with an actual size medullary canal. 

Materials and Methods: Lateral and anterior bowing of the shaft were measured for 21 models, and 

the shape of the medullary canal was analyzed. To eliminate the projection error, the anteroposterior 

(AP) femur was rotated internally to the extent that the centerline of the head and neck, which is the 

ideal position of cephalomedullary nail screw, was neutral, and the lateral femur matched the medial 

and lateral condyle exactly. 

Results: The lateral bowing and anterior bowing was an average of 5.5° (range, 2.8°-10.7°; standard 

deviation [SD], 2.4°) and 13.1° (range, 6.2°-21.4°; SD, 3.2°), respectively. In the area where lateral 

bowing increased, the lateral cortex became thicker, and the medullary canal was straightened. On the 

lateral femur, the anterior angl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diameter of curvature averaged 

1,370.2 mm (range, 896-1,996 mm; SD, 249.5 mm).

Conclusion: Even if the anterolateral bowing increases in the atypical femur, the medullary canal tends 

to be straightened in the AP direction. So, it might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to the modification of 

an intramedullary nail to increase the conformity.

Key Words: Femur, Atypical fracture, Three-dimensional modeling, Anterolateral bowing, Intramedul-

lary nail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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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 대상자에서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은 낙상에 의한 골

다공증성 골절이 대부분이나 지난 20년간 비스포네이트 계

열 약물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주요 약물로 사용되면서 관

련된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 많이 발생하면서 정형외과적 측

면에서 주요 관심사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3) 대퇴골 비

전형 골절은 대부분 전자하부 및 간부에서 발생하게 되며 일

반적인 골절처럼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이 표준적 치료로 

알려져 있으며 널리 시행되고 있다.3,4) 

대퇴골 비전형 골절에서 실제적인 부분은 형태학적 변화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 외측 휨의 정도를 확인하여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에 미치는 영향을 술 전에 확인하는 것이나 

임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단순 방사선 및 컴퓨터 단

층촬영 영상을 통해 휨의 여부 및 골수강의 넓이를 확인하는 

방법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Park 등5)은 단순 방사선 전

후면 영상에서 대전자부 첨부 및 대퇴골 활차의 중심을 지나

는 선을 골수강의 중심과 비교함으로써 휨 등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단순 방사선을 이용한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사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자세에

서의 촬영일 것이다. 그러나 휨 정도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5-8)

은 이미 촬영된 영상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사 오차

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측정 및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

로 저자들은 판단하였다. 

최근 컴퓨터 영상 기술이 발달되면서 임상 해부학과 접목

되어 유용한 정보가 보고되고 있으며, 근위 대퇴골에서도 여

러 보고를 통해 추가적인 시사점들이 보고되고 있다.9,10) 이에 

저자들은 3차원 모델링 및 가상 고정술과 자유 회전이 가능

한 컴퓨터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반대측 대퇴골(비전형 대퇴골)을 이용하여 골

수강이 포함된 실제 크기의 3차원 모델을 제작하여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전 외측 휨의 평가를 통해 표준적 치

료로 여겨지고 있는 cephalomedullary nail (CMN) 고정술

에 유용한 해부학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

인(GNUCH 2019-06-04)을 받은 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되었다.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양측 대퇴골 전체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 시행된 21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72.8세(범위 59-84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7.91세)이고 전 예에서 여자였다. CT 영상을 PACS (pic-

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파일 형태로 추출하였으며, Mimics® 프로그램(Materialise 

Interactive Medical Image Control System; Materialise, 

Antwerp, Belgium)에 추출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질골 및 골

수강이 구별된 3차원 대퇴골 모델을 실제 크기로 제작하였

다. 골절의 위치는 대퇴골 전후방 영상을 이용하여 소전자부 

직하에서 대퇴골과의 직상부까지의 길이를 간부로 정의하여 

삼등분하여 세 부위(근위, 중간, 원위부)로 나누었고(Fig. 1)11) 

추가적으로 전자하부 및 비전자하부로도 구분하였다. 

대퇴골 간부의 전 외측 휨 정도는 Mimics® 프로그램의 측

정기구들을 이용하였으며, 먼저 기준이 되는 대전자부 첨부

와 대퇴골 활차의 중심을 지나는 선(첨부선)을 실시간으로 동

기화되어 움직이는 프로그램상의 4개 창(전후면, 측면, 축면 

및 3D 영상)을 이용하여 세부 조정 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3

차원적으로 위치시켰다. 간부의 휨 등급은 CMN 나사의 이

상적 위치인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될 정도로 대퇴골을 내

회전시킨 후 촬영된 전후면 영상(대퇴골 전후면 영상)에서 첨

P

M

D

Fig. 1. The fracture location was classified into three parts (i.e., proxi-
mal [P], middle [M], and distal [D]) to trisect the femoral diaphysis from 
just distal to the lesser trochanter to just proximal to the supracondylar 
flare.



 3D Analysis of Atypical Fracture of Femur

Yong Uk Kwon, et al.

    89

부선과 골수강 중심 및 내측 피질과의 관계를 통해 측정하였

으며, 정도는 1도(골수강의 중심을 지나는 경우), 2도(골수강

의 내측을 지나지만 내측 피질골과 접촉되지 않는 경우), 3도

(내측 피질골을 지나는 경우), 4도(내측 피질골보다 내측에 위

치하는 경우)로 구별하였다(Fig. 2).5) 전 외측 휨의 각도 측정

을 위해 정의된 간부의 근위 및 원위 말단에서 3차원적 위치 

동기화를 통해 골수강을 이분하는 60 mm 길이의 선들(근위 

및 원위 이분선)을 위치시킨 후 두 선의 길이 확장을 통해 측

정된 교각을 이용하였다. 회전에 의한 투사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측 및 외측 대퇴골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측면 영

상을 이용하여 전방 휨을 측정하였고, 정의된 대퇴 전후면 영

상에서 외측 휨을 측정하였다(Fig. 3). 

골수강내 금속정과 피질골의 충돌 정도를 예상하기 위해 

이상적 삽입구 및 말단부를 포함하는 첨부선과 이분선들과 

이루는 각을 근위 및 원위 전방각 그리고 근위 및 원위 외측

각으로 각각 정의하여 측정하였다(Fig. 3).8) 삼각측정법에 의

해 180°에서 근위 및 원위각의 합을 뺀 각도를 금속정을 위

한 첨부선 기준 전방 휨 및 외측 휨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퇴골의 전 외측 휨에 따른 골수강의 형태학적 변화를 측면 

및 전후면에서 측정하였으며, 골수강의 휨 정도는 세 점을 통

해 만들어지는 원이 골수강과 최대한 일치되게 한 후 그 곡률 

직경을 통해 평가하였다(Fig. 4).12) 전 외측 휨과 골절 위치와

의 상관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ver. 25.0 

A B C

Fig. 2. To analyze the morphological features, (A) a line through the 
tip of the great trochanter and a condylar center (tip line) was made 
using a three-dimensional method and (B) compared with the young 
adult femur. (C) Lines of 60 mm perpendicular to the proximal and 
distal shaft were drawn and verified in th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projection.

a

b

c

d

Fig. 3. The proximal (a) and distal angles (b) between the tip line and 
shaft lines were measured in th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projec-
tion (c, d) and then, minus the sum of the proximal and distal angles at 
180°, which was defined as the anterior bowing and lateral bowing.

1058.75 mm

1058.75 mm

Fig. 4. The diameter of curvature of the 
posterior surface of the medullary canal 
was measured to assess the anterior 
bowing.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2, April 2020

90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이 사용되었으

며, p값이 0.05 이하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

가하였다. 

결    과

골절 위치는 근위부 9예, 중간부 9예, 원위부 3예였고 전

자하부가 9예, 간부가 12예였으며 전 외측 휨 등급은 3도는 3

예, 2도는 13예, 1도는 5예였다. 대퇴골 간부의 외측 휨은 평

균 5.5° (범위 2.8°-10.7°, SD 2.4°)였고, 전방 휨은 평균 13.1° 

(범위 6.2°-21.4°, SD 3.2°)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외측 휨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4.6° (범위 3.3°-6.0°, SD 1.0°),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6.0° (범위 2.8°-10.7°, SD 1.1°), 원위부 골절

에서 평균 6.8° (범위 4.9°-8.7°, SD 1.1°)였고, 전자하부 골절

에서는 평균 4.6° (범위 3.3°-6.0°, SD 1.0°)이고 간부 골절에

서는 평균 6.2° (범위 2.8°-10.7°, SD 2.9°)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전방 휨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11.9° (범위 8.5°-14.6°, 

SD 2.0°),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13.6° (범위 6.2°-18.3°, SD 

1.1°),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15.3° (범위 11.8°-21.4°, SD 

3.1°)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균 11.9° (범위 8.5°-14.6°, 

SD 2.0°)이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14.0° (범위 6.2°-21.4°, 

SD 3.8°)였다. 골절 위치의 전자하부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 

외측 휨은 관련이 있었으나(p=0.004) 전방 휨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309).

첨부선 기준 근위 외측각은 평균 3.7° (범위 0.9°-8.6°, SD 

1.7°)이고, 원위 외측각은 평균 1.9° (범위 0°-4.5°, SD 1.4°)로 

측정되어 첨부선 기준 외측 휨은 평균 5.6° (범위 2.8°-10.6°, 

SD 2.4°)였다. 근위 전방각은 평균 6.9° (범위 2.7°-10.9°, SD 

2.1°)이고, 원위 전방각은 6.2° (범위 2.6°-10.6°, SD 2.0°)로 측

정되어 첨부선 기준 전방 휨은 평균 13.1° (범위 6.2°-21.5°, SD 

3.3°)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첨부선 기준 외측 휨은 근위부 골

절에서 평균 4.4° (범위 3.4°-5.3°, SD 0.52°),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6.0° (범위 3.2°-10.2°, SD 3.0°),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7.3° (범위 5.2°-10.0°, SD 2.5°)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

균 4.4° (범위 3.4°-5.3°, SD 0.52°)이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6.3° (범위 3.2°-10.2°, SD 2.8°)였다. 골절 위치에 따른 첨부선 

기준 전방 휨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11.9° (범위 8.6°-14.5°, 

SD 1.9°), 중간부 골절에서 평균 13.7° (범위 6.2°-18.6°, SD 

3.5°),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15.1° (범위 11.0°-21.5°, SD 5.6°)

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균 11.9° (범위 8.5°-14.5°, SD 

1.9°)이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14.0° (범위 6.2°-21.5°, SD 

3.9°)였다. 골절 위치의 전자하부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 첨부

선 기준 외측 휨은 관련이 있었으나(p<0.001), 전방 휨은 관련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205).

골수강의 3차원적 분석에서는 외측 휨이 증가된 부위에서

는 피질골이 두꺼워지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후면상의 골수

강 형태는 직선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곡률 직경 측정은 불

가능하였다. 그러나 측면상에서는 골수강의 전방각이 현저하

게 증가되었으며 후면에 대한 곡률 직경은 평균 1,370.2 mm 

(범위 896-1,996 mm, SD 249.5 mm)였다(Fig. 5). 골절 위치

에 따른 골수강의 곡률 직경은 근위부 골절에서 평균 1,307.9 

mm (범위 998.3-1,576.2 mm, SD 61.6 mm), 중간부 골절

에서 평균 1,329.0 mm (범위 895.5-1,996.7 mm, SD 110.7 

mm), 원위부 골절에서 평균 1,239.9 mm (범위 1,103.7-

1,456.4 mm, SD 109.4 mm)였고,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평

균 1,307.9 mm (범위 998.3-1,576.2 mm, SD 184.8 mm)이

고 간부 골절에서는 평균 1,306.7 mm (범위 895.5-1,996.7 

mm, SD 297.2 mm)였다. 골절 위치의 전자하부 여부에 따른 

골수강의 곡률 직경의 차이는 관련이 없었다(p=0.221).

고    찰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

령 대상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퇴골 골절은 내고정물 고정

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형

A B

Fig. 5. Despite the increased anterolateral bowing, (A) the medullary 
canal of the atypical femur tended to be straightened on the antero-
posterior projection, and the anterior bowing was increased markedly. 
(B) By comparison, the femur of a 21-year-old adult male showed me-
dial bowing of 2.9° in the femoral shaft.



 3D Analysis of Atypical Fracture of Femur

Yong Uk Kwon, et al.

    91

외과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대상자 골

절에서 대퇴골 비전형 골절은 형태학적 특징으로 인해 내고

정물과의 부정합 및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13,14) Schilcher15)의 후향적 분석 연구에서 합병

증으로써 내고정물 주위 골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대퇴

골의 전장을 고정할 수 있는 CMN의 사용이 적당하다고 하

였다. 이에 저자들은 비전형 대퇴골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한 

실제 크기의 3차원 모델로 제작하여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함

으로써 CMN 고정술에 유용한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비전형 대퇴골에서의 

변화를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었다. 1) 전 외측 휨의 증가

는 피질골 두께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골수강의 변화는 다른 

형태를 취하였다. 골수강에서는 전후면 방향에서는 일직선화 

되고 측면에서는 전방각이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2) 

대퇴골 비전형 골절을 위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

함에 있어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고정물 선정이나 술 

전 굽힘 시 내외측 각은 줄이고 전방 곡률을 늘리는 방법으

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16) 

대퇴골 비전형 골절에서 전자하부 골절에서는 그렇지 않

으나 간부 골절에서는 전 외측 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미 널

리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에서도 골절 부위가 원위부로 내려

갈수록 전 외측 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골절 

위치의 삼등분 분류에서는 표본 수의 제한으로 인해 통계 분

석을 통한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전자하부(9예) 및 간

부 골절(12예)로 이분하였을 경우에는 전방 휨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 외측 휨에서 유의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휨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분선들 

위치 설정에 있어서 단순 방사선을 이용할 경우 전후면 및 측

면 영상에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내

외측 피질골 이분선이 아닌 골수강의 이분선을 Mimics® 프

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동기화 방법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한 

개의 근위 및 원위 이분선에 대해 전후면 및 측면 영상을 통

해 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

구와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기술된 것처럼 골수강의 형

태는 내외측 각도가 감소되면서 전방각은 증가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전방 휨과 외

측 휨은 서로 비례하고 두 지표 각각 간부 골절에서 전자하부

보다 더 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5). 그리고 골수강

의 곡률 반경 측정에서도 Thiesen 등18)은 아시안 대퇴골에서 

평균 899±210 mm (범위 457-1,639 mm)로, Buford 등12)은 

1,478 mm (범위 1,085-2,410 mm)로 보고하여 저자들의 곡

률 직경인 평균 1,370.2 mm (범위 896-1,996 mm, SD 249.5 

mm)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측정방법 및 위치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Thiesen 등18)에 의한 방법은 3차원 대퇴골 모델의 내부에 기

준점을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통한 재현에서 오차

가 많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Buford 등12)은 골수강

의 전방면에 대한 곡률 반경을 측정하여 골수강의 후방면을 

기준으로 곡률 직경을 측정한 저자들의 방법과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저자들의 골수강 곡률 직경 측정방법에 대한 타당

성 검정 및 반복측정에 의한 측정 오류 및 상관계수를 평가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차원적 동기화 방법으로 측정된 구별화된 외측 휨과 전

방 휨은 상관분석에서 관련이 없었으며(p>0.005), 전 외측 휨

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전체적인 상관분석에서도 인과 관계

가 없다는 점은 포함된 표본수가 적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

지 원인들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저자들은 분석하였다. 1) 

근위 대퇴골의 외측 피질골 두께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분

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단순 방사선에서의 측정과는 달

리 골수강의 형태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3) 투사 오류 제거

를 위한 3차원적 위치 조정 및 측정을 시행함으로 인해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사 

오류를 제거하고 골수강의 형태에 따른 CMN과의 정합도

를 예측하기 위해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되도록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외측 휨 등급 및 각도를 측정하였다. 전체적으

로 외측 휨은 증가되어 있지만 경미하여 직선화된 1도가 5예, 

내측 피질골을 접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2도가 13예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전형 대퇴골과 비교를 위

해 제작된 젊은 성인(21세 남자) 모델에서는 내측 휨이 4.3°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1도의 직선형도 많은 외

측 휨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차원 

비전형 대퇴골 모델의 자유 회전을 통해 투사 오류로 인한 골

수강의 외측 휨의 변화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두경부 나사의 이상적 위치인 중심선이 중립이 되

도록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촬영된 전후면 영상에서 외측 

휨에 따른 금속정과의 부정합 정도를 확인하는 술 전 측정이 

시행되면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6).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에서의 기능적 정복은 적절한 삽

입구 선정 및 금속정과 대퇴골 사이의 이상적 정합도에 의해 

결정된다.10,19,20) 대전자부 첨부에서 삽입되면서 정합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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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킨 해부학적 대퇴골 금속정은 내측 휨이 5.0° 이상이라

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일반적인 고정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비전형 대퇴골과의 부정합으로 인해 기능적 정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골절, 골절 간격의 발생 및 부정 

정렬과 합병증은 불가피하다(Fig. 7).5,8,11,14) 본 연구에서는 첨

부선 기준 외측 휨은 평균 5.6° (범위 2.8°-10.6°, SD 2.4°)로 

측정되어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외측 휨 극복을 위해 적절한 임플란트 선정과 금속정 원

위부를 골간단부의 외측에 위치시키는 방법, 삽입구의 위치

를 변경시키는 방법과 같은 변형된 수술적 수기가 필요하게 

된다.5,16,21) 이를 위해 최근 Park 등5)은 금속정을 90° 외 회전

시켜서 정합도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전 외측 휨

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방법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

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전형 골절에서 대퇴골두 및 경부를 포

함하지 않는 기존의 골수강내 금속정은 내고정물 주위의 추

가적인 골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15) 이에 저자들은 비전형 대퇴

골에서 저명한 전 외측 휨이 동반되었을지라도 골수강의 형

Fig. 6. According to the degree of femur 
ro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p line and the center of the medullary 
canal was different. Thus, the projection 
error might be preoperatively assessed in 
the preoperative planning.

A B DC

Fig. 7. Because the atypical femur showed increased anterolateral bowing compared with a normal young adult (A, B), the conventional intramed-
ullary nailing of a 70-year-old female showed several problems, such as iatrogenic fracture, straightening of the femur, and lower limb malalign-
ment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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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전후면상의 직선화 및 측면상의 전방 굴곡이 증가된다

는 특징을 감안하여 기존에 알려진 금속정들의 컴퓨터를 이

용한 가상 고정술을 시행하여 정합도를 확인하였다(Fig. 8). 

결과적으로 Park 등5)에 의한 회전방법은 전 외측 휨을 극복

할 수 있으나 전방 휨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내외측 각도가 없는 직선형의 cannu-

lated femoral nail (CFN, diameter 10 mm; Synthes, Ober-

dorf, Switzerland)을 가상 고정하였을 경우에서 다른 금속정

에 비해 가장 정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그러므로 대퇴골두의 고정이 가능한 해부학적 골수강내 금

속정의 사용 시 내외측 각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정합도를 

늘리고 대퇴골 전장 부위를 고정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술 전에 조정되어야 할 내외측 각도는 CMN 나

사의 이상적 위치인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되도록 대퇴골

을 내회전하여 정확하게 촬영된 전후면 영상에서 첨부선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이 투사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며 추가적인 도구나 프로그램 없이 수술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첨부선 

기준 근위 외측각은 평균 3.7° (범위 0.9°-8.6°, SD 1.7°)이고, 

원위 외측각은 평균 1.9° (범위 0°-4.5°, SD 1.4°)임을 감안하

였을 때 근위부에서 금속정의 내외측 각도 조절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저자들의 3차원적 재현 연구는 비전형 

대퇴골에서 골수강의 변화를 포함한 형태학적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으나 근본적인 여러 제한점이 있게 된다. 실제 비전

형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측 대퇴골을 사용하였다는 점

에서 다소 기술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변

수들 측정 및 금속정 위치 조정이 진행되었으므로 오류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드문 골절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충분한 수

의 비전형 대퇴골을 모을 수가 없어 만곡이 크지 않은 전자

하부와 만곡이 큰 간부 골절을 대퇴골 비전형 골절이라는 하

나의 카테고리로 분석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시키고 임상에서의 실제 적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비

전형 대퇴골의 전 외측 휨의 특징 및 골수강의 형태학적 변화

를 3차원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수강내 금속정의 정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재

현함으로써 향후 임상적 적용 시 술 전 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저자들은 예

상한다. 향후 보다 많은 비전형 대퇴골의 모델링 및 재현술에 

근거한 결과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금속

정의 정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임상적으로 시행하여 

기존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과의 비교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비전형 대퇴골에서는 골수강의 직선화 및 전방각 증가의 

특징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골수강내 금속정 고

정술을 시행할 경우 내외측 각을 줄이고 전방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정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CMN 나사의 이상적 위치인 두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A B C

Fig. 8. Computation simulations of intra-
medullary nailing, including the conven-
tional technique (A), rotational technique 
(B), and cannulated femoral nail (CFN) 
technique (C), were performe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CFN tech-
nique had the best conformity with the 
medullary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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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정도로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촬영된 전후면 영상에서 

첨부선과 골수강의 중심과 비교함으로써 정합도를 증가시키

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금속정의 내외측 각도를 수술 전에 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목적: 비전형 골절이 없는 반대측 대퇴골에 대해 골수강이 포

함된 3차원 모델을 실제 크기로 제작하여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1개의 모델에 대해 간부의 외측 및 전방 휨을 

측정하였으며 골수강의 형태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투

사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속정 나사의 이상적 위치인 두

경부 중심선이 중립이 될 정도로 대퇴골을 내회전시킨 후 촬

영된 전후면 영상과 내측 및 외측 대퇴골과가 정확하게 일치

하는 측면 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외측 휨은 평균 5.5° (범위 2.8°-10.7°, SD 2.4°)였고, 전

방 휨은 평균 13.1° (범위 6.2°-21.4°, SD 3.2°)였다. 외측 휨

이 증가된 부위에서는 외측 피질골이 두꺼워지면서 골수강은 

직선화되었고, 측면상에서는 골수강의 전방각이 현저하게 증

가되어 곡률 직경은 평균 1,370.2 mm (범위 896-1,996 mm, 

SD 249.5 mm)였다. 

결론: 비전형 대퇴골에서 전 외측 휨이 증가되었다 할지라도 

골수강은 전후면상에서 직선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는 

정합도를 높이기 위한 골수강내 금속정의 변형에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 단어: 대퇴골, 비전형 골절, 3차원 모델링, 전 외측 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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