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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고관절 골절

원인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넘어지면서 고관절부의 외측
을 직접 부딪히면서 발생합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큰 힘을 받는 손상에서 많
이 발생한다고 보고되며, 고령의 환자에서는 골다
공증으로 인해 골질의 약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단순 낙상으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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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이 있는 환자는 골절 후 즉시 외측 대퇴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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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1,22사단 탄약사령부 군의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임상강사
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고관절,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담당 조교수

부리거나 회전하려고 하면 더욱 심한 통증이 나타

의사국가고시 채점관
근로복지공단 상시 자문의사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정회원
2013 Baltimore limb deformity course
2013 IPOS course
2018 소아, 고관절 수술 1000례
*의료기기 벤처기업 주식회사 아이키 대표
(http://Ikeymed.com)
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 start up
2017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사관학교
2017 부산시 경제진흥원 메디칼 ICT
2018 중소벤처부 창업성장과제
하이브리드 plate 개발
2018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사업 주관연구기관
(주식회사 아이키) 및 세부책임연구자
2018 의료용 앱 ImageMD 개발완료
진료시간 : 오전-수 / 오후-수, 목, 금
전문분야 : 고관절골절, 인공관절,
소아정형, 변형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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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서혜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대퇴부를 구
납니다. 골절 후 아픈쪽 다리가 반대쪽 다리에 비해
짧아지며 발과 무릎은 바깥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보입니다.

진단
대부분 단순 방사선 사진(X-ray)으로 확인이 가능
하며, 앞뒤, 측면, 축면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
다. 전후면은 골절의 경사도, 측면은 골절선의 방향,
축면은 후방 분쇄골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
다. 이외에도 삼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CT)가 골절
형태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불완전 골절일
경우 자기 공명영상이나 전신 골주사 검사로 골절 여
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골절 형태와 위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젊은 환자와 마찬가지
로 골유합술도 시행할 수 있지만 골절 유합이 불량할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골두의 괴사가 진행
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내고정술을 하는 경우 대퇴경부의 혈관에 손상을 적
게 주면서 골절로 발생한 혈행장애를 재생시켜 골절

고관절 골절 부위

대퇴경부
골절

유합이 될 때까지 금속물이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대퇴 경부 골절에서는 골유합을 얻기가 비교적 어렵

전자부
골절

고관절

기 때문에 노인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는
데 이는 조기에 운동 및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 내고정
술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불유합이나 무혈성 괴사를
방지할 수 있으나 출혈, 혈전색전증, 감염 등의 위험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퇴 전자부 골절은 전자부가 혈행이 풍부하여 불유
합은 많지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여도 유합은
가능하나 외반 변형과 하지의 외회전 변형이 흔히 일
어납니다. 또한 유합에 시간이 오래 걸려 욕창, 심폐
기능부전, 정맥혈전증 등의 전신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
습니다.
수술은 내고정술이 흔히 이용되며 이 때 골절부위의
골유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활강 압박 고나사 고정술
과 조기 체중부하가 가능한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이
흔히 사용됩니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건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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