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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 Dysplasia

Pathophysiology of Hip dysplasia

대구가톨릭의대

최원기

Epidemiology of hip dysplasia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DDH) and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as leading precursors.
According to some estimates, DDH is involved in 20% to 40% of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hip. Despite
the widespread screening for hip dysplasia at birth and during infancy, a substantial number of cases are
not diagnosed until adulthood, with an estimated prevalence of 0.1% of the U.S. adult population. Female
sex, primiparity, breech position, and family history are known risk factors for hip dysplasia. The lack of early
intervention resulting from delayed diagnosis can lead to early onset of hip osteoarthritis and subsequent total
hip replacement, although mild acetabular dysplasia has a variable and mostly benign natural history.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if DDH is recognized early, surgical correction of the abnormal anatomy
diminishes the risk of osteoarthritis

Pathophysiology and natural history of hip dysplasia
In patients with hip dysplasia, the typically shallow acetabulum leads to an increase in mechanical stress
on the cartilage matrix, which can be beyond the physiologic level of tolerance. Dysplastic acetabuli are not
only deficient in a single plane or dimension but also are globally deficient both in shape and orientation,
with the width remaining comparable with that of the nondysplastic acetabulum but with increased length
and decreased depth. This leads not only to the classic anterior insufficiency but also, potentially, to lateral,
posterior, or global deficiency. Even with mild hip dysplasia, the poor coverage of the femoral head, the relative
lateralization of the hip center of rotation, and the smaller contact area between the femoral head and the
dysplastic acetabulum can produce an asymmetric concentration of force across the hip joint and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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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r cartilage and labral damage. The acetabular anomaly is usually accompanied by abnormalities of
the proximal part of the femur, in which the femoral head is usually small and often aspherical with increased
anteversion and neck-shaft angle (valgus). In a recent study, Henak et al. demonstrated that, in patients with a
dysplastic hip, the acetabular labrum plays a greater role as a load-bearing structure and the labrum supported
substantially more load than in normal hips.
The natural history of DDH has been well evaluated in the literature and has been noted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radiographic osteoarthritis in 25% to 50% of patients by a mean age of 50.3 years. More
specifically, Wiberg, in his study about congenital subluxation of the hip, noted that all of his patients with
definite subluxation showed evidence of osteoarthritis by the age of fifty to sixty years. Murphy et al. followed
the contralateral hip in 286 patients who had had a total hip arthroplasty for osteoarthritis secondary to dysplasia
and observed that no patient in whom the hip survived into the seventh decade of life had a lateral center-edge
angle of <16°
, an acetabular index of >15°,or uncovering of the femoral head of >31%. Cooperman et al. followed
thirty-two hips with a Wiberg angle of ≤20°for twenty-two years, and almost all patients had osteoarthritis at the
time of the final follow-up when they were a mean of sixty-five years old. Moreover, early osteoarthritis appears
to be more highly associated with anterior acetabular coverage deficiency than it is with lateral acetabular
deficiency. Most recently, acetabular retroversion has also been observed in patients with DDH. Mast et al.
studied the radiographs of 153 patients with DDH who were seen because of hip pain, to determine the
usual version of the socket. Retroversion of the hip socket was noted in one in three hips.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at classic acetabular dysplasia and acetabular retroversion represent two distinct acetabular
pathomorphologies. Retroversion in DDH is now mostly considered to represent posterior insufficiency and
differs from a nondysplastic retroverted acetabulum that may be associated with impingement.
Clohisy et al. showed that proximal femoral deformities were present in 92.6% of the 108 hips treated for
symptomatic acetabular dysplasia, with 48% of the hips having coxa valga (44%) or coxa vara (4%). They also
found that femoral head asphericity was present in 72% of the hips and reduced headneck offset in 75%. They
concluded that identifying and treating these proximal femoral abnormalities may optimize joint congruency
and therefore minimize secondary impingement after reorientation of the acetabulum.
In dysplastic sockets, the acetabular labrum is often hypertrophic, probably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load
experienced by the front of the acetabulum to improve femoral head coverage and maintain joint lubrication.
This hypertrophic labrum can be remarkably effective at maintaining the mechanical equilibrium and preventing
symptoms until adulthood. The damaged labrum may also act as a valv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ganglion
cysts, in a similar process to that which causes subchondral cysts.
A stress rim fracture may also develop at the periphery of the acetabulum, producing a so-called os-acetabuli.
True os-acetabuli (calcification of a detached labrum) is morphologically similar, but the orientation of th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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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ilaginous growth plate is more parallel to the joint surface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ring apophysis to fuse
because of the increased stress on the 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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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d Radiographic evaluation of
Hip dyaplasia
순천향의대 구미병원

장병웅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경우 골반 비구의 형성 부전으로 인하여 대퇴 골두의 전상방이 비구에 의해 충분히 덮히
지 않으며, 또한 고관절이 과도하게 외측화되어 대퇴 골두와 비구 관절면의 조합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고관절 이
형성증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50세경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25-50% 정도까지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고관절 이형성증은 소아때의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DDH) 으로부터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아에서의 진단이 중요
하다.

1. 출생에서 3개월까지
영아기에 시행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로는 Ortolani와 Marino의 방법과 Barlow의 방법이 있다. DDH의 진단을 위
한 초음파 검사는 1980년 초부터 시행되어 현재 Graf의 정적 초음파 방법과 Harcke와 Kumar의 동적 초음파 방
법이 대표적이고, 주로 생후 6개월 미만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2. 4개월에서 보행기까지
내전근, 장요근, 슬근의 구축으로 징후와 증상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Ortolani 양성은 점차 사라지고 서혜부나
허벅지 주름의 비대칭, Galeazzi 징후, 복와위에서 환측 엉덩이의 편평화, 정상측에 비해 환측 대전자부가 상부에
서 촉지되는 등의 징후를 보인다. 앙와위에서는 환측 고관절이 외회전되어 있고, 대퇴부를 상하로 견인 시 하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telescoping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대퇴골두의 이차골화 중심은 여아에서 생후 4-8개
월, 남아에서 생후 6-10개월에 발생하며, 이것이 출현하기 전에는 단순방사선으로 DDH 를 진단하는 것은 어려
울 수 있다. Shenton 선, Hilgenreiner 선, Perkins 선을 이용하면 비구와 근위 대퇴골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고, 비
구 지수(acetabular index) 를 측정할 수 있다. Tonnis 는 전후면 단순방사선에서 대퇴골두 이차골화 중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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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Hilgenreiner 선과 Perkins 선을 활용하여 탈구 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였다.

3. 보행기 이후 및 성인
임상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Trendelenburg 보행을 보일 수 있다. 성인의 고관절 이형성증의 가장 흔한
임상증상은 서혜부 통증이다. 고관절 운동범위는 일반적으로 정상이지만 탈구나 심한 아탈구의 경우 내전근과 굴
곡근 구축으로 운동범위 제한을 보일 수 있다. 고관절 이형성증의 해부학적 구조는 단순방사선의 여러 각도에서 평
가되어야 한다. 대퇴골의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단순방사선 이외에 다른 영상의 촬영을
해야한다. 흔히, 전후면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lateral center-edge angle (LCEA) 이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이형성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퇴골두의 피복률 (coverage)는 비구지수 (acetabular
index) 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Anterior center-edge angle (ACEA) 은 측면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측정하
며 대퇴골두의 전방 피복률을 대변한다. LCEA와 마찬가지로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이형성증으로 진단한다. 그 외, femoral neck-shaft angle, extrusion index, Shenton 선 등이 진단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CT 스캔의 3차원 재건 기능으로 고관절 이형성증의 중증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술 전 계획에 사용될 수 있다. CT arthrography 는 DDH 환자에서 관절 연골 손실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재현 가
능한 방법으로 입증되었지만, CT 기반의 검사는 환자의 방사선 노출 문제와 연골 손상의 초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MRI 검사는 관절와순 비후 및 파열, 관절와순 실질내 신호 변화와 관절와순 연골
접합부 파열과 같은 병변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MRI 에서 대퇴골두와 (fovea capitis femoris) 를 어렵지 않게 확
인하여 delta angle 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Table).
고관절 이형성증은 진단과 치료가 빠를수록 결과가 양호하며 늦을수록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히 진단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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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scopic treatment

성가롤로병원

정우철

고관절 이형성증은 고관절 골관절염 발생에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는 비구순의 손
상 및 과부하, 비구 가장자리의 부하 및 그에 따른 관절연골의 퇴화로 인해 골관절염이 병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ateral center edge angle(LCEA)이 15°미만으로 정의되는 중증의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는 비구개를 재건해
주는 골반절골술이 좋은 임상적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골반절골술은 관련된 합병증(출혈, 침습성, 긴 수술 및 회
복시간 등)으로 고관절 이상증세가 경미한 환자 들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약간의 비정상적인 구조형태를 가지며 이로 인한 접촉부하의 증가가 미세불안정의 발생
및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연골손상이 적고, 관절 일치성이 양호하여 골반절골술의 적
절한 적응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립된 치료방법이 없으며, 대퇴비구충돌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에는 골반절
골술이 이차적인 충돌과 과교정 등으로 나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을 Lateral center edge angle (LCEA)이 18°에서 25°사이에 있는
환자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치료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여러 연구 들에
서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높은 재수술율 및 실패율이 보고되었으
나 반면에, 관절경적 비구순 보존술은 골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재수술율을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
고 되고 있었다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치료로써 고관절 관절경 수술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정립된 바는 없다.
Parvizi등(은 34명의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 관절경을 시행하였을 때 70.6%에서는 증상호전이 없었고, 39%
에서는 관절염이 진행하였으며, 36%에서는 대퇴골두의 전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때 환자들은
LCEA<20°였으며, 비구순 변연절제술을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Byrd와 Jones(6)는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20°<LCEA<25°
)와 고관절 이형성증 (LCEA<20°
)이 있는 환자 48명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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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관절경을 시행하였으며, 평균 27개월 추시 결과 mHHS 점수가 77점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Nawabi등
은 고관절충돌증후군 환자들과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18.4°<LCEA<24.9°
) 환자 들에서 관절경을 시행하였고, 평균
31.3개월 추시 결과 두 군 모두 여러 환자보고결과(PRO : mHHS, HOS-SSS, HOS-ADL, international Hip Outcome
Tool-33[iHOT-33])에서 유의할 만한 증진을 보이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Larson등(은 고
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 관절경 수술을 시행했을 때 비교적 높은 실패율(32%)을 보였으나 경계성 이형성증 환자 (
평균 LCEA=21°, 평균TÖnnis angle=11°
)에서 관절경적 관절낭 봉합술 및 비구순 재고정술을 시행했을 때는 낮은
실패율(18%)를 보고하였다.
각 연구마다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정의가 다양했고, 적용한 관절경 시술이 달랐으나 비교적 심하지 않은
이형성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관절경적 비구순 보존술은 좋은 결과들을 보였다.
Domb 등은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18°≤LCEA≤25°
) 환자 22명에서 관절경적 비구순 보존술과 관절낭 중첩술
(capsular plication)을 시행하였으며, 술 후 약 26개월에 mHHS, NAHS(Non-Arthritic Hip Score), HOS-SSS, VAS
의 상당한 증진을 보고하였으며, Domb등은 이후 최소 5년 추시 후에도 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환자보고결과
(PRO)의 증진이 지속됨을 보고하였다. Hwang등은 162명의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 들에서 관절경적 치료 후
평균 87.4개월 추시 결과 환자보고결과(PRO : mHHS, NASH, HOS-ADL, VAS)의 유의미한 증가가 중장기에서도
지속됨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관절낭 중첩술 혹은 관절낭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렇
듯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관절경적 처치의 중장기 추시 결과에서 여러 연구 들에서
좋은 결과가 지속됨이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 들에서 비구순을 보존하고 관절낭 중첩술을 시행하는 것이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이론적인 근거
를 주장하였으나, Domb 등은 관절낭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와 시행하지 않은 환자간에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하였다.
Akihisa 등( 은 보다 나쁜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수술 중 인자로는 비구 및 대퇴골의 연골 손상이라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연골 손상이 실패에 대한 예측자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연골손상 이외에 공통적으
로 실패와 관련된 인자로는 붕괴된 shenton’
s line, 비만 (BMI>23kg/m2), 진행된 골관절염, 관절경 평가상 연골하골
의 노출 등이 있었다.
단순방사선 검사상 TÖnnis grade I의 골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관절경 상에서 연골하골 노출이 관찰되어 본 연구에
서 제외되었던 2예에서는, 관절경적 비구순 보존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약 1년 후에 골관절염이 단순방사선 검사상
TÖnnis grade II로 진행되어 환자보고결과 및 만족도가 좋지 않았다. 단순방사선 검사상 TÖnnis grade I의 비교적
진행되지 않은 골관절염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절경상 연골하골 노출이 관찰되는 것은 관절경적 비구순 보존술의 적
절하지 않은 적응증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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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계성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 관절경적 비구순 보존술는 단기 추시 뿐만이 아니라 중기 추시에도 좋은 결과를 보
였다. 이는 적절한 수술적응증을 가진 환자를 잘 선별하여 관절경적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비구순 절제술 보다 보존술
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골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고, 연골하골 노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계성 고관절 이
형성증 환자에서 관절경적 비구순 보존술은 덜 침습적이며, 비교적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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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vic osteotomy

새움병원

곽상준

15

2022년 대한고관절학회 관절보존 심포지엄

16

Hip Dysplasia

17

2022년 대한고관절학회 관절보존 심포지엄

18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한림의대 장준동, 대전한국병원 황득수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Pathophysiology of FAI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오승배

Pathophysiology of FAI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 FAI - anatomic variation of the hip causes impingement between the femoral head-neck junction and the
acetabular rim during functional range of motion
· Primary cause of osteoarthritis in patients younger than the age of 50 years
· Ganz (2003) - the cause of premature arthrosis in non-dysplastic hip joints that had previously been classified
as idiopathic
· FAI syndrome - motion-related clinical disorder of the hip with a triad of symptoms, clinical signs and imaging
findings
· Symptoms, clinical signs and imaging findings must be present to diagnose FAI syndrome.
· There are no symptoms or examination findings characteristic of femoral impingement syndrome, and even
impingement tests have only 10-20% specificity. Therefore, for diagnos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bnormal
bone deformation and repetitive motions that cause collisions between them, as well as damage to soft
tissues.
· Cam type FAI - Repetitive trauma due to the anatomic mismatch → joint injury at the chondro-labral junction
→ cartilage delamination
· Pincer type FAI - Impaction of the acetabular labrum on the femoral neck, Slight subluxation causing a
contrecoup injury in the posterior inferior acetabulum
· X-rays can observe morphological deformations that cause femoral acetabulum impingement. The basics are
pelvis AP, lateral, and false profile view.
· Imaging findings - CT: useful for identifying structural deformations that cause cam-type or pincer-type
collisions, especially when considering arthroscopic surgery.
· MRA is useful for identifying accompanying lesions such as labial rupture and articular cartilage damage, a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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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and traction MRA are known to be more useful for diagnosis than MRI.
· Natural history
Cam lesions are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OA The relevance of Pincer lesions in OA are less clear Longterm longitudinal studies have not been completed to substantiate cause and effect Future studies targeting
th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FAI will assist in elucidating the etiology of FAI and the natu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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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d Radiographic evaluation of FAI

조선의대

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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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scopic treatment of labrum
(techniques)
경북의대

백승훈

Advance in hip preservation surgery has to lead to increase utilization of the arthroscopy around the hip joint.
There has also been an increase in the understanding of a variety of hip conditions, leading to an increase in
hip conditions applicable to arthroscopic intervention. The hip labrum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advances
in the hip arthroscopic procedures. The labrum is essential to the hip stability, provision of joint proprioception
and the suction seal as well. Because of the essential role of the labrum in hip biomechanics, there has been
increasing emphasis on preserving the labrum in the form of repair. Proper management of the hip labrum at
the time of surgery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ful clinical outcome. As such, an understanding
of the evolving evidence and surgical indications and meticulous surgical techniques are integral to the
management of labral pathology.
With recent advances in hip arthroscopic instruments and understandings for labral pathology, new techniques
have received lots of attention in the literature by the burgeoning evidence base in the last two decades.
The evolving scientific literature includ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large multicentered data leading
to better our understanding of the management of labral pathology. Again, the hip labrum plays an important
role in hip biomechanics and the goal of arthroscopic surgery for labral pathology is to restore normal anatomy
and biomechanics as well, and allow patients to return to their normal activities of daily life and higher-level
athletics. Surgeons should restore the labral function as a suction seal while maintaining normal hip integrity.
The labral repair has been increased and performed over debridement, especially in primary cases without
much degenerative tissue.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meticulous labral repair techniques when
possible as the gold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the hip labral disease as a beg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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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scopic treatment of Pincer
(techniques)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서론
고관절의 관절경적 술식이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적응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대퇴비구 충돌 및 비
구순 파열 등이 주된 적응이지만 원형 인대 파열, 화농성 관절염, 관절내 유리체 제거, 활액막성 골연골종 등의 관절
내 질환 뿐만 아니라 내측 및 외측 발음성 고관절, 대전자부 통증 증후군, 이상근 증후 등의 관절 외 질환에 대해서
도 관절경적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에 비해 고관절 관절경적 치료법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
며 수술적 치료도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저자는 고관절 관절경의 주된 질환인 대퇴비구 충돌 및 비구순 파
열의 수술의 치료법인 비구 성형술, 비구순 봉합술, 대퇴골 성형술의 수술 과정을 설명하고 술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수술적 치료 기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고관절경의 수술적 기법
수술전 고려할 점
고관절 관절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자의 선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비구순 파열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주된 주
소는 서혜부 통증과 관절 운동 시 악화되는 통증으로 일상적인 보행에서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나 과도한 관절 굴
곡의 동작에서 서혜부 통증을 호소한다. 환자들은“양반다리가 안된다.”,“바닥에 앉기 힘들다.”,“쪼그려 앉기 힘
들다.”,“운전석에 오르고 내릴 때 아프다.”,“계단 오르내릴 때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등으로 표현하며 통증
부위를 서혜부에 영역화(localization)하면서 표시한다. 그러나, 장요근과 내전근 건병증, sports hernia 등도 서혜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지 않고 통증이 지
속될 경우 관절내 병변을 의심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관절내 병변과 전술한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진단적 lidocaine
차단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자기 공명 검사나 초음파 등을 통해 방사선적 평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고관절 부
위의 통증은 척추 질환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척추에 대한 이학적/신경학적 검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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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적 검사가 통증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고관절 충돌 검사(impingement test), Patrick 검
사, Log rolling 검사, Hip apprehension test 등을 이용한 관절내 검사와 관절 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대전자부의
압통 검사, Gaenslen 검사, snapping의 유무 확인, Piriformis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
하여 구축의 유무를 확인하고 내전/외전 제한이 있는지 검사해야 하며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관절 견인 시
에 신경이나 근육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견인이 실패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단순 촬영은 고관절 전후 사진, 고관절 측면 사진, frog-leg 측면 사진, false profile 영상, cross
table 측면 사진을 반드시 확인하여 pincer 형의 증거인 비구의 전경사(crossover sign; figure of eight sign)나 과
도한 덮힘(coxa profunda, acetabluar protrusio) 등의 충돌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cam 형의 증거인 대퇴
골 두-경부 접합부의 offset의 감소 소견, 골성 융기(bump), 충돌 반흔(herniation pit)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러한 방사선적 증거와 이학적 검사의 추정 진단이 일치할 게 될 때 대퇴비구 충돌 및 비구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으
며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 자기 공명 관절 조영술(MRA)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역동학적 검사를
위해 고관절 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단순 촬영에서 의심되었던 방사선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절경 수술 시에 수술 부위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단순 CT보다는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을 권유한다. 또
한, 자기 공명 관절 조영술에서는 비구순 파열의 위치와 파열의 형태, 원형 인대 손상의 유무, 활액막염의 정도, 동반
되는 관절내 병변을 확인한다.

수술 방법
고관절 관절내 병변의 관절경적 치료가 주제이므로 중심 구획의 선접근 후 변연 구획으로 전환하는 수술적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고관절 관절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절 견인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골절 테이블을 이용되
며 견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투시기가 필요하며 고관절 관절경 세트가 필요하다. 고관절 관절경 세트에는
17 gauge long spinal needle과 긴 가이드 와이어, 이를 통해 관절경 삽입구를 제작할 수 있는 obturator와 관절경
을 삽입할 수 있는 4.5/5.0/5.5 mm 배관(cannnula), 30°
/70°관절경이 필요하다. 관절 절개술에 필요한 관절경용
칼(arthroscopic knife), 굴곡형 고주파 가열 프로브(flexible radiofrequency probe), Arthrocare 고주파 가열기, 통상
적인 관절경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긴 shaver가 필요하며, 비구순 봉합을 위해 큐렛, 드릴, 드릴 가이드, 흡수형 봉합
나사, 비구순 봉합 기구 등이 필요하다.
환자의 자세는 앙아위(supine position)와 측와위(lateral position)이 있는데 앙아위에서는 환자를 골절 테이블에 위
치시킨 후 회음 신경 보호를 위해 솜붕대를 이용하여 두껍게 패딩한 회음부 기둥을 세우고 환자의 회음부와 회음부
기둥이 접촉되었는지 확인하다(그림1). 양쪽 발목에 전경골 신경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발목을 솜붕대를 이용하여
두껍게 패딩한 후 환측의 발목을 중립 및 약간 내회전 위치로 고정한 후 슬개골의 위치를 확인하여 고관절의 회전 정
도를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하여 확인한다(그림2). 수술 전 외과적 소독하기 전에 관절의 견인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건측의 하지를 고정한 후 건측 방향으로 약간 견인하여 환측 고관절이 이완되지 않도록 한 후 환측 하지를 견인
한다. 적절하게 견인이 되었을 때 방사선 투시기에서 관절 속 음압 차이로 인해 vaccum seal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3). 관절의 구축이나 관절낭이 비후되어 있는 환자들에서는 견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환자의 위
치가 정확이 위치 되었는지 재확인한 후 다시 견인을 시도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절 견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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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리를 30도 정도 외전한 상태에서 다리를 견인하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전시킬 경우 회음 기둥의 지렛대 효과
로 견인력을 더 얻을 수 있으나 신경의 견인 손상에 유의해야 한다. 관절의 견인이 확인 된 경우, 견인을 풀고 외과적
소독(surgical drape)을 시행해야 삽입구 제작 시에 vaccum seal 현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견인된 상태에서 소독이
진행된 경우 정작 삽입구를 제작할 때에는 vaccum seal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견인을 얻
을 수 없을 경우에는 외과적 소독을 시행한 후 삽입구 제작 시에 견인을 얻도록 한다. 삽입구 제작을 위해 환측 다리
를 재견인하고 vaccum seal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17 guage 척추 바늘을 천자하면, 음압 경사로 인해 공기가 관절
내로 유입되면서 공기 관절 사진(air arthrogram)을 얻을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견인이 되지 않았던 관절에서도 환
측 하지를 견인한 상태에서 관절 천자를 하는 경우 공기가 유입되면서 vaccume seal과 함께 견인을 얻을 수 있다.
견인은 대퇴골 의인성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8~10mm(관절경 두께의 2배 정도)가 되어야 한
다(그림4). 측와위(lateral position)를 이용하여 관절의 견인을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으나 전방
비구 병변이 있는 경우, 후방 유리체 제거, 비만으로 견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견인을 한 후 삽입구를 제작하는데, 고식적 삽입
구(classic portal)로 전방, 전외측, 후외측 삽입구
가 있다(그림5). 대부분의 비구순 파열 및 비구
성형술 및 대퇴골 성형술이 고관절 전방과 전외
측에 위치하기므로 전방 삽입구와 전외측 삽입구
가 viewing portal과 working portal로 주로 이용
되게 된다.
전방 삽입구(anterior portal)는 치골 결합 부위
에서 측면으로 수평선을 긋고 전상방 장골극
(anterosuperior iliac spine)에서 원위부로 수직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교차점으로 보통 전상방 장골극에서 평균
6.3cm에 위치하게 되는데 외측 대퇴비구 신경의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위해서는 변형된 전방 삽입구(modified anterior portal)를 제작하게 되는데 저자의 경우 방사선 투시기에서 척추 천
자 바늘로 대전자부의 첨단 부위를 확인하고 내측으로 수평선을 긋고 전상방 장골극에서 원위부로 수직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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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만나는 점에서 외측 1 inch, 원위부 1 inch에 전방 삽입구를 제작한다
(그림6). 고식적 전방 삽입구의 위치가 근위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봉합 나사
를 삽입할 경우 drill guide의 각도가 수직에 가깝게 서기 때문에 비구 관절
내 천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형된 전방 삽입구의 경우 drill 삽
입 각도를 줄일 수 있어 천공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전외측 삽입구
(anterolateral portal)는 대퇴골의 대전자부의 첨부에서 전방 1 cm에 위치
하게 제작하게 되는데 중둔근을 뚫고 관절난의 외측을 관통하게 되며 상 둔
부 신경의 손상에 유의해야 한다. 후외측 삽입구(posterolatearl portal)는 대
전자부의 첨부에서 후방으로 대전자부를 만지면 움푹 들어간 연한 지점(soft
spot)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지점을 이용한다. 관절낭의 두껍지 않고 척수 바늘의 삽입이 용이하여 제작이 비
교적 쉬우나 병변의 위치가 주로 전방부에 위치하므로 관절액 배수구로 이용된다. 저자는 전방과 전측방 삽입구의
두 삽입구를 주로 이용하는데 삽입구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견인력을 얻은 이후에 전외측 삽입구의 위치에 척추
바늘을 삽입한 후 천자의 느낌(feeling)을 느끼게 되는데 부드럽게 천자되는 경우 관절낭을 통과한 것이며 척추 바늘
에 저항이 느껴지는 경우는 비구순이나 비구 연골을 천공한 경우일 수 있어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 위치에 척수 바늘
을 재천자해야 한다. 천자가 이루어 진후에 이를 통해 가이드 와이어를 관절내로 주입한 후 방사선 투시기를 확인하
면 가이드 와이거가 비구의 벽에 닿았을 경우 휘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관절 내 천자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7).

전외측 삽입구에 관절경을 삽입하여 전방부를 관찰할 때. 비구순의 경계, 대퇴골 두 그리고 관절막의 삼각형 부위를
관찰할 수 있게 관절경을 위치시켜야 한다(그림8). 척추 바늘을 전방 삽입구 위치에 삽입한 후 방사선 투시기에서 관
절경의 끝부위와 척추 바늘의 끝부위가 만나도록 위치시켜 관절경 상에서 비구순을 천공하지 않고 관절낭을 통과할
수 있게 천자할 수 있다(그림9).
그러나, 삽입구 제작 시에 환자가 혈관절증이 있는 경우나 비구의 전외측부에 골극이 있는 경우 후외측 삽입구를 만
들어야 하는데, 혈관절증이 있어 관절내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는 후외측 삽입구 위치에 척추 바늘로 관절 천자를 하
여 피를 제거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세척하면 관절내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전외측부에 골극이 있어 전외측 삽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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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하기 어려울 경우 후외측 삽입구를 viewing portal로 만들고 이를
통해 골극을 피해 전외측 삽입구 주위에 추가적 삽입구를 만들어 working
portal로 사용하여 절삭기들을 이용하면 전외측 삽입구를 만들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삽입구의 제작은 고식적 위치를 지키지 않아도 술자가 원하는
곳에 대퇴골이나 비구의 관절연골, 비구순의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안전
영역(safe zone) 어느 곳이라도 제작이 가능하다(그림10).
viewing portal과 working portal이 정해지게 되면 관절경을 이용하여 관
절내 병변을 관찰하게 되는데 전외측 삽입구와 전방 삽입구를 통해 전
방 부위의 비구순 파열의 유무, 비구 연골의 손상, 원형인대 손상, 대퇴골
두의 상태, 후방 부위의 비구순 파열 및 후방 비구 연골 손상, 반충 손상
(contre-coup lesion)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 병변이 확인이 되고 수술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원활한 수술의 진행을
위해 관절낭 절개술(capsulotomy)을 시행해야 하는데 고관절 관절경을 위해 익숙해져야 하는 중요한 술식이다. 고관
절의 해부학적 구조가 깊은 관절이며 비구와 대퇴골 사이가 좁기 때문에 삽입구 제작이 매우 어려워, 초심자의 경우
삽입구에서 관절경이 빠져 다시 재작하게 될 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절낭 절개술이 필요한데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다. 전방 삽입구의 경우 장대퇴 인대(iliofemoral ligament)가
두꺼운 관절낭을 이루고 있으며 인대의 주행 방향이 관절낭 절개 수직방향으로 위치하므로 절개에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전외측 삽입구를 viewing portal로 하고 전외측 삽입구를 통해 관절경용 칼을 위치시켜 내측 및 외측방향으로
삽입구를 약간 확장시킨 후 viewing portal을 전방 삽입구로 바꾸고 전외측 삽입구를 통해 working portal로 한다. 전
외측 삽입구의 경우 장좌골 인대(ilioischial ligament)에 의해 쌓이게 되는데 관절낭 절개의 방향과 인대 주행 방향이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므로 전방 삽입구에서 관절낭 절개를 하는 경우보
다 수월하게 실행된다. 전방 삽입구에서 시행한 관절낭 절개와 전외측 삽
입구에서 시행된 관절낭 절개가 서로 만나게 되면 만족할 만한 관절낭 절
개를 얻을 수 있게 되며 병변의 위치 및 관절경 접근의 필요에 따라 전방
및 후방으로 관절낭 절개를 연장할 수 있다(그림11). 관절낭 절개가 충분
하게 이루어져야 추후에 시행되는 변연 구획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시행
할 수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관절낭 절개는 고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비구의 이형성이 있
는 경우 오히려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저자는 비구 이형성이 있는
경우 관절낭 절개를 하지 않고 관절경 술식을 시행한다.
비구순 봉합에 앞서 방사선적 평가에서 pincer 형의 대퇴비구 충돌이 있는 경우 비구 성형술(acetabuloplasty)을 시
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절낭-비구순 접합부의 비구순 주위 공간(paralabral space)의 확보가 필요하다. 비
구순 봉합에 있어 골-건 치유를 위해서 비구의 골성 부위를 노출시켜야 하는데 long shaver, 큐렛, 굴곡형 고주파 가
열 프로브, arthrocare 등이 사용된다. 대퇴비구 충돌의 증거가 없이 비구순 파열만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연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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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제거하고, pincer형의 대퇴비구 충돌이 있는 경우 연부 조직 제거 후 절삭기(burr)를 이용하여 비구 성형술을 시
행하게 되는데 관절경에서 비구순-연골 접합부과 관찰될 때까지 비구의 경계를 절삭한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비구순 봉합(labral repair)를 시행하게 되는데 저자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더라도
비구순 봉합을 시행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비구순 병변은 전방 혹은 전외측에 존재하기 때문에 봉합
나사의 삽입 위치는 병변의 위치와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봉합 나사의 삽입 각도가 비구에 너무 비스듬하게 들어갈
경우 pull-out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자의 경우 전방 비구순 봉합은 전방 삽입구를 working portal로 하여 봉합
나사를 삽입하고, 전외측과 후외측 비구순 봉합은 전외측 삽입구를 working portal로 하여 봉합 나사를 삽입한다. 병
변이 전방/전외측에만 존재할 경우 2개의 봉합 나사로 견고한 고정을 얻을 수 있으나 비구순의 파열이 확장되어 후
외측까지 존재하는 경우 3개 또는 4개의 봉합 나사를 사용한다. 비구순의 견고한 고정을 확인한 후 비구 연골의 손
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비구 연골이 비구에서 찢어지는 파열(flap tear)을 보
이는 경우 연골 성형술(chondroplasty)와 미세 천공술(microfracture)를 시
행하고, 비구 연골이 비구에서 들리는 연골 손상(debonding injury)를 보
이는 경우 관절경적 연골 축소술(arthroscopic thermal shirinkage)을 시행
하거나 fibrin glue를 이용한 재부착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 후 관절경을
좀더 심부로 위치시켜 원형 인대(ligamentum teres capitis)의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고정된 발목을 내회전/외회전하여 원형 인대의 전
방 섬유와 후방 섬유의 파열 유무와 열된 인대가 비구와 대퇴골 사이에 감
입(ligament teres impingement)되는지 확인한다(그림12). 이러한 경우 파
열된 인대의 변연 제 및 고주파를 이용한 인대 퇴축술을 시행할 수 있다.

결론
고관절의 내시경의 적응 환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충분한 보존적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시
행되어야 한다. 고관절의 관절경은 술식을 익히는 데 긴 교육 곡선(long learning curve)이 필요하지만, 기본 술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적 기법에 익숙해 지면 고관절 관절내 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 미세 침습 수술법이다.
대퇴비구 충돌과 비구순 파열의 관절경적 치료는 비구순의 견고한 고정과 충돌 부위의 충분한 감압을 시행해야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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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after arthroscopic surgery
(cause and management)
평촌서울나우병원

윤필환

Hip arthroscopy generally yields favorable outcomes, however, there are a subset of patients who have residual
or recurrent symptoms that require reoperation. The current review discusses causes and managements of
a failed hip arthroscopy including available treatment options, and associated outcomes in revision surgery.
A 2013 systematic review of 92 studies and over 6000 patients reported an overall reoperation rate of 6.3%.
Of those patients that required reoperation approximately 30% underwent revision arthroscopy, the remainder
underwent open procedures including conversion to total hip arthroplasty (THA). Similar results were seen in
a study in 2019 which demonstrated a 4% rate of revision hip arthroscopy (72 of 1807 hip arthroscopies). Of
the revision procedures, 43% occurred within 6 months after the index procedure, and 86% occurred within
18 months. Residual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FAI) has been demonstrated to be the most common
indication for revision arthroscopy. A study of revision hip arthroscopy reported that residual impingement was
noted in 40% of patients requiring reoperation. The most common diagnoses noted in this study were chondral
lesions (both femoral and acetabular), labral tearing, and residual impingement. Other diagnoses noted
included labral calcification, heterotopic ossification, adhesions, loose bodies, synovitis, iliopsoas pathology,
and trochanteric bursitis. Appropriate history and imaging are important to determine the cause for residual
symptoms. Overall, revision arthroscopy has been shown to improve patient-reporte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 2019 examined outcomes in revision hip arthroscopy. The study indicated that
there was an improvement in patient-reported outcomes after revision surgery. The modified Harris hip score
(mHHS) was reported in 10 studies and had an increase of 17.20 (p < 0.001), the hip outcome score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HOS-ADL) was reported in 5 studies with a mean difference of 13.98 (p < 0.001)
and non-arthritic hip score (NAHS) was reported in 2 studies with a mean difference of 25.30 (p = 0.0162).
Though this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they are inferior to primary hip arthroscopy. The
same systematic review showed the pooled mean score after primary hip arthroscopy was 82.77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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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84.03) based on 3 studies versus 74.61 (95% CI, 71.16-78.06). Similarly, the HOS-ADL and NAHS had
scores which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imary hip arthroscopy cohort compared to the revision cohort.
A study in 2018 examined the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ID) and substantial clinical benefit
(SCB) in revision hip arthroscopy. The MCID is defined as the smallest change in outcome that the patient is
able to appreciate. The SCB is defined as the improvement in outcome or absolute postoperative health state
that the patient considers to be a substantial improvement. The authors showed that MCID values ranged from
7.9 on the mHHS and the HOS-ADL to 13.1 on the HOS sports. SCB net change for the mHHS, HO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HOS sports, and iHOT-33 were 23.1, 16.2, 25.0, and 25.5, respectively. Previously,
the same authors had reported MCID and SCB values in primary hip arthroscopy of 8.2 and 19.8 for the
mHHS, 8.3 and 10.0 for the HOS-ADL, 14.5 and 29.9 for the HOS sports, and 12.1 and 24.5 for the iHOT-33,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MCID and SCB values are similar for primary hip arthroscopy and revision
hip arthroscopy. Simila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long with those reporting MCID following arthroscopy
for primary symptomatic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FAIS), demonstrate that a comparable
proportion of patients achieve MCID between these revision (74.3% and primary (73%) cohorts. As the rate
of hip arthroscopy has increased there has been a relative increase in the rate of revision hip arthroscopy.
The most common indications for revision hip arthroscopy include residual impingement, recurrent labral
pathology, and instability. A careful history and physical exam should be completed to determine the timeline
of symptoms and possible etiology, with advanced cross-sectional imaging to support the diagnosis. Multiple
novel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address the issues faced in revision hip arthroscopy. Though
outcomes show improvement after revision hip arthroscopy, they are inferior to primary hip arthroscopy. Careful
preoperative planning and appropriate patient expectations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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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after Osteotomy for hip dysplasia
(cause and management)
부산의대

권용욱

고관절 이형성증은 비구의 대퇴 골두에 대한 불충분한 피복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고관절의 아탈구 및 탈구를 일으
킨다.[1] 비구 이형성 및 고관절 이형성의 모든 환자들이 관절 보존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는 않지만, 젊고 퇴행성 관
절염의 진행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는 비구주위 절골술의 적응증이 된다. 상기 두 술식을 비롯한 관절 보존
수술에 있어서 실패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좋지 않은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
다. Beaulé 등[2]은 (1) 관절염의 진행 (2) 부정확한 진단 및 치료 (3) 부정교정 (malcorrection) 혹은 불충분한 교정
(undercorrection) 그리고 (4) 그 외 수술방 안팎에서의 인위적인 합병증 이렇게 4가지 실패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중
(3)과 (4)는 술자의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어느정도 빈도가 감소할 수 있겠고 (1)과 (2)는 환자의 병리 및 질병 단계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3, 4] 비구주위 절골술의 경우 주요 합병증 발생율이
6%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에 75%는 기구 재고정술, 혈종 혹은 농양의 배액술 및 신경 감압술을 비롯한 재수술
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다.[5] 술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수술의 실패를 예방하고 최상의 임상적 결과를 유도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시행된 절골술 후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에 따른 처치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구 주위 절골술이 실패할 위험요소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70점 미
만의 술전 Harris hip score, 20도 미만의 술전 고관절 내회전, 술전 파행, 1점 이상의 술전 Tonnis grade, 27% 이상
의 술후 전방 피복, 그리고 술후 비구 후염전의 발생이 그것이다. 대퇴골두-경부 오프셋 (Head-neck offset)의 감소
로 비구 주위 절골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술후 굴곡 시 내회전 관절운동범위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관절창냄술 후 대
퇴골두-경부 골연골성형술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증 이상의 심한 외반고 (Coxa valga, >160) 혹은 대퇴골 염
전 (Femoral version>35)에 있어서는 비구 주위 절골술에 더해 추가적으로 근위 대퇴골 절골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합병증에 대해 말하자면, 술식에 따라 비골신경 마비, 외측 대퇴 표피 이상 증상이 술후 초기에 동반되는 경우
가 있으나 대부분은 자연 관해되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eywords: Hip Dysplasia, Pelvis, Osteotom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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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plasty after failure of trochanter
fracture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장윤종

고관절 골절은 흔하다. 전세계적으로는 연간 1600만건정도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며, 기대수명의 증가와 비례하여
2050년정도에는 6300만건의 골절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전자간 골절이 차지하고 있
다. 대부분의 전자간 골절의 경우 골유합을 시도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 중에서도 불안정성 골절이라면 우선적으로
cephalomedullary nail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고 이 선택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다. 매우 높을 성공률과 만
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만, 적게는 3% 에서 12%까지 내고정의 실패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는 불유합, 부
정유합, 골괴사, 내고정물의 파손이나 지연나사의 cut-through, cut-out, 수술 후 관절염, 감염등을 포함하며 이는 또
다른 고난이도의 수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번 실패한 전자간 골절의 내고정술을 구제하는 방법은 다시 골유합을
시도해 보거나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 연제 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떠한 이유로 골유합 대신 인공관절로 전환을 하려고 결정하였다면 부분치환(hemiarthroplasty)과 전치환술(total
hip arthroplasty) 중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하여야 한다. 부분치환술의 장점은 수술시간이 짧고, 이에 따른 출혈, 수술
후 감염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전치환술에 비해 탈구의 위험성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내고정물의 cutout 등으로 비구의 체중부하 관절면 손상이 심하거나 관절염이 이미 진행한 경우, 선천적인 비구의 이형성등으로 비
구의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교적 젊고 활동이 많은 경우 전치환술을 권유한다.
같은 내고정 실패 후 인공관절로 전환을 하는 경우라도 대퇴 경부 골절보다 전자간 골절의 인공관절 전환이 까다롭
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1) 환자군이 보다 고령이며 2) 원 골절에서 해부학적 변형과 골결손
이 이미 존재 3)기존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골결손이 많고 4) cephalomedullary nail을 사용한 경우 절개 및 확공으
로 인한 외전근 손상 발생 5)대퇴 스템 고정에 중요한 calcar 주변의 골절 여부 6)기존 내고정물의 제거가 더 복잡하
고 파손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임플란트의 적절한 선택은 수술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위에 기술한 이유로 대퇴경부골절에서는 일차치환술에
사용하는 동일한 디자인의 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자간 골절의 경우 골간단부(metaphysis)의 골결손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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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를 고정할 수도 있어야 하며 또한 근위부의 변형으로 인한 오프셋의 변화로 하지길이 교정 및 불안정성을 고려
하여 조립형 스템( modular stem)을 준비하여야 한다. 비구의 경우 비록 결손부위가 존재하더라도 기존의 골두에서
채취한 자가골 이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조립형 스템으로도 탈구에 대한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구
컵을 dual mobility cup을 사용하여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관절면의 경우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대퇴 골두의 사용
이 제한 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구 관절면은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고정 실패 후 전자간 골절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의 경우 보고되는 합병증은 탈구와 수술중 또는 수술 후
삽입물 주변 골절이다. 기존의 전자간 골절과 내고정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외전근의 손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은 결국 탈구의 위험성을 높인다. 따라서 수술시 오프셋과 하지길이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예방하고 부족할 경
우 dual mobility비구컵의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수술 중 골절의 경우는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약해진 대퇴 근위부
및 원위 나사못을 제거한 골결손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0~39%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만약을 대비하여
고관절 탈구를 먼저 한 후 내고정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대퇴스템을 원위 나사못 구멍을 충분히 지나가는 크기를 선
택하기도 한다.
전자간 골절의 내고정술 후 실패하는 경우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골절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늘어날 수 있어 이
에 대한 대비는 하여야 한다. 수술이 어렵고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심한 통증을 완화하고 조기에 기능회복을 위해서
는 인공관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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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synthesis after failure of trochanter
fracture
계명의대

이경재

Failed treatment of trochanteric femoral fractures leads to remarkable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burden,
and revision surgery is frequently accompanied by higher complication. Furthermore, reoperation rates also
higher than primary internal fixation or primary hip arthroplasty. Establishment of profound strategy for the
effective surgical management of these fragile patients is important. We established an evidence-based
protocol according to the femoral head condition, presence of deformity, and bone defect (non-union) on the
fracture site (Fig. 1). In physiologically old patients, conversion arthroplasty can result in early weight bearing
and ambulation and eliminates the risks of delayed fracture healing; however, for the young patients, care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 vitality of the femoral head with salvage internal fixation. Technical challenges
include a difficult surgical exposure, removal of broken implants, deformity correction, critical bone defects,
poor bone quality, high perioperative fracture risk, and prolonged immobilization. Overall, the salvage of failed
internal fixations of trochanteric fractures with properly selected implants and profound techniques can lead to
the formulation of valuable surgical strategies and provide patients with satisfactory clin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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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iagram shows author's treatment algorism for the failed fixation of pertrochanteric fracture.
DHS: Dynamic hip screw, IM Nail: intra-medullary 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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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plasty after failure of neck fracture

분당제생병원

신근영

대퇴골 경부 골절은 고령 인구 증가와 동반된 골다공증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 역
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젊은 연령이나 활동성이 높은 환자, 비전위 골절의 경우에는 금속 내고정술을 우선 고려하
고 고령의 전위성 골절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1차 수술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대퇴골 경부 골
절에 시행하는 금속 내고정술은 다른 부위 골절과 비교해서 합병증 발생 및 이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력과 전신 상태뿐 아니라 집도의 성향에 따라서 수술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이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부학적 정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Banks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정복을 얻지 못한 경우 내고정술 시행후 불유합및 대퇴골두 괴사의 빈도가 유의미하
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도수정복으로 만족할만한 정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혈적 정복을 시행하여 해
부학적 정복을 도모한 이후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내고정방법은 다발성 유관 나사 삽입술이다. 사용되는 나사의 숫자와 삽입 위치에 대해서는 이
견이 있지만 역삼각형 모양으로 3개의 나사못을 삽입하는 방법이 선호된다. 다만 Pauwels type III 골절인 경우 fixed
angle device를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불유합 및 대퇴골두 괴사는 내고정술 시행 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비전위 골절의 경우 불유합
은 3~9%, 대퇴골두 괴사는 1.6~2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전위 골절의 경우에는 불유합
6.6~31.8%, 대퇴골두 괴사 3.7~32.7%로 보고되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8개의 무작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했
을 때 내고정술 시행후 재수술 필요한 경우는 3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퇴골 경부 골절로 내고정술 시행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방법은 환자의 연령, 전신 상태 및 활동
성에 따라 달라진다.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우선 내고정술을 다시 시행하거나 외반 절골술 등의 방법을 생
각해볼 수 있고, 연령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당한 치료방법으로 여겨진다.
McKinley등은 한 연구에서 내고정술 실패 후 salvage arthroplasty를 시행한 군과 같은 골절에 대해서 1차적 수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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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군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salvage arthroplasty군에서 수술후 초
기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고 재수술 빈도가 많았으며, 수술후 기능적 활동 평가 점수가 낮았다.
김 등의 연구에서도 내고정술 실패 후 2차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군과 1차적으로 치환술을 시행한 군에
대해서 수술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군 간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지만 2차적으로
치환술을 시행한 군에서 수술 시간이 더 길고 수술 전후 출혈량이 많았으며 재활 시작 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Mahmoud 등이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salvage arthroplasty를 시행한 군에서 수술부위 심
부 감염, 초기 탈구,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1차적으로 치환술을 시행한 군에 비해 그 위험도
(risk ratio)가 3.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Q)-5D를 사용한 기능적 활동 평가는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속 내고정술은 젊고 활동적인 대퇴골 경부 골절 환자에 대한 1차 치료 방법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내고정술 시행후
합병증 발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2차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두 차례의 수술에 따른 환
자의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유병기간 연장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삶의 질 저하 문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합병증 위
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환자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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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synthesis after failure of neck fracture

건국의대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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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 dysplasia

이화의대

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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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

서울의대

박정위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은 젊은 연령부터 중년까지, 특히 젊은 운동선수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관절 통증의 흔한 원인으
로 비구순 손상, 비구 관절연골의 손상, 고관절의 이차성 골관절염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은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일반적으로 휴식, 자세제한, 소염진통제, 그리고 물리치
료를 비롯한 운동치료를 3개월 이상 시도한다. 비수술적 치료 중 운동치료는 하지 근력 강화운동과 자세 균형, 코어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데 신경 근육 강화를 통하여 대퇴비구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고관절 증상을 완화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보존적 치료에 비하여 고관절 관절경 수술이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환자
에서 삶의 질과 관절 기능의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고관
절 관절경 수술이 흔히 시행되고 있다.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에 대한 관혈적 수술은 전통적인 고관절의 수술적 탈구
(surgical dislocation)를 사용하던 방법에서부터 최근의 전방 최소침습 절개 (anterior mini-open)수술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에 대한 관혈적 수술과 관절경적 수술을 비교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두 수술 방법 사이에 수술 효과에 대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합병증은 관절경 수술에서 조금 적었다.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의 관절경적 치료에서는 흔한 동반손상인 비구순 손상에 대한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과거 비구순 절제술 (labral resection)이 주로 시행된 반면,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비구순 절제는 고관절의 이차성 골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비구순 봉합술 (labral repair)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관절경 접근 시 필요한 관절
막 절개 (capsulotomy)의 봉합이 관절경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고관절 불안정성 (hip instability)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각광받고 있다.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은 비교적 흔한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며 많은 연구에서 관절경 수술의 우수한 효과가 보고되
었다. 관혈적 수술로는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최소침습 전방 절개 수술 혹은 관절경 보조 최소침습 관혈적 수술
(arthroscopic-assisted mini-open technique) 등 다양한 수술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향후 관절경 수
술 이후 고관절의 이차성 관절염 발생으로 인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로의 전환 혹은 관절경 재수술 등에 대한 장기
간의 대규모 추시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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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atric Hip Fracture

대구가톨릭의대

송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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