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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퇴 동맥 손상은 흔하지 않은

합병증이며, 수술적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퇴 동맥의 가

성 동맥류1-3) 및 수술 후 골편에 의한 손상이 문헌을 통해

보고된 바가 있다. 골편에 의한 퇴 동맥의 손상은 모두

수술 후 발견된 증례들이며 수술 전 소전자 골편에 의한 천

부 퇴 동맥 손상은 보고된 바가 없다4-6). 최근 저자들은 전

위된 소전자 골편에 의해 수술 전 발생한 천부 퇴 동맥

손상을 경험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79세 남자 환자로 5일간의 좌측 고관절 동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 으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

선 사진 상 AO 분류 A2.2형의 좌측 퇴골 전자간 골절이

발견되었다(Fig. 1A). 과거력상 13년 전 발생한 뇌경색으

로 인한 좌측 불완전 마비 상태로 ASA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category 3에 해당되었으며, 항혈소

판제제(Aspirin 100 mg 1T qd, Clopidogrel 75 mg 1T

qd)를 복용 중이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검사 소견 상 혈색

소는 10.0 g/dL, PT (prothrombin time) 12.3초,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11, aPTT (activated

partial prothrombin time) 25.1초, 혈소판 기능 검사

(platelet function test) 248초 이상이었으며, 혈중 크레아

티닌(serum creatinine) 2.8 mg/dL 혈당 261 mg/dL로 측

정되어 항혈소판제제 복용 중단을 지시하고 내과적 문제의

교정을 위해 수술을 연기하 다. 그로부터 5일 후 추시한

검사 결과 상 혈중 크레아티닌 1.7 mg/dL, 혈소판 기능 검

사(platelet function test)가 123초로 호전되어 수술 예정

이었으나 예정 당일 수술 전 심박수 증가(분당 110회), 혈

압 강하(수축기 90 mmHg, 이완기 60 mmHg) 및 좌측

퇴부의 심한 부종을 보여 수술은 취소되었다. 응급으로 시

행한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는 6.3 g/dL이었으며, 3차원 혈

관조 단층촬 검사 상 전위된 소전자 골편의 첨부가 천

부 퇴 동맥과 심부 퇴 동맥이 분지하는 위치에 끼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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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견을 보 으며 활동성 출혈의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

았다(Fig. 1B). 고식적 혈관 조 술을 이용한 추가검사 및

중재적 시술 예정이었으나 혈중 크레아티닌이 지속적으로

높아 시행이 불가능 하 다. 농축 적혈구 3 pint를 수혈하

고 다음날 혈색소는 9.5 g/dL이었으며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하 다. 수술은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조를 구해 입회하

에 골절 테이블에서 앙와위로 시행하 으며 전방 접근을

통해 퇴 동맥에 한 탐색술을 시작하 고, 탐색술 도중

량의 혈종과 함께 출혈을 보여 퇴 동맥 근위부를 손가

락으로 압박한 상태에서 탐색술을 진행하 다. 탐색술 결

과, 천부 퇴 동맥과 심부 퇴 동맥의 분지점에서 원위 1

cm 가량의 위치에 천부 퇴 동맥 후면의 좌상 소견과 함

께 약 1 mm 정도의 열상이 관찰되어 비흡수성 봉합사

(Prolene 4-0; Ethicon, Inc., Somerville, New Jersey)를

이용하여 봉합술을 시행하 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세척

후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 고(Fig. 2), 퇴골 전

자간 골절에 해서는 항회전 근위 퇴 골수정(proximal

femoral nail antirotation, PFNA; Synthes, Paoli,

Switzerland)을 이용하여 내고정을 시행하 다. 소전자 골

편은 해부학적 정복이 불가능하 으나 추가적인 혈관의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퇴골 내측으로 당겨 케이블(circlage

cable with crimp 1.7 mm; Synthes, Oberdorf,

Switzerland)을 이용하여 고정하 다(Fig. 3A). 술 중 농축

적혈구 2 pint를 추가로 수혈하 으며 술 후 혈색소는 10.3

g/dL이었다.

술 후 1주일째 술 전 복용하던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하기

시작하 다. 술 후 2주째에 특별한 합병증 없이 발사하

으며, 방사선 사진 추시 상 소전자 골편은 케이블에서 이탈

하 으나 측면상에서 혈관에 인접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조치 없이 관찰하 다(Fig. 3B).

술 후 3주에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 후 술 후 3개월까지

FFiigg..  11.. (AA) X-ray shows the position of the lesser trochanteric fragment and (BB) CT angiography - 3D reconstruction shows the
spike of the fragment is located at bifurcation of superficial and deep femoral artery.

A B

FFiigg..  22.. A photograph of repaired femoral artery, the arrow
indicates the site of lac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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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합병증 없이 외래 추시 관찰 중이다.

고 찰

퇴 동맥은 서혜 인 를 지나 천부 퇴 동맥과 심부

퇴 동맥으로 나뉘며, 심부 퇴 동맥은 상 적으로 퇴골

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2). 현재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퇴

골 전자간 골절과 동반된 퇴 동맥 손상은 주로 심부 퇴

동맥에서 발생하 으며, 이는 드릴이나 나사못에 의한 손

상이었다1,3). 퇴골 전자간 골절의 수술적 치료 시 부주의

한 드릴 천공이나 과도하게 긴 골수내정 교합나사 혹은 금

속판의 나사는 심부 퇴 동맥 및 천부 퇴 동맥 모두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복 시 하지의 위치가 내전, 내

회전 되거나 퇴골과 회음부 사이의 지주에 의한 연부조

직 압박이 가해지면 이러한 혈관 손상의 위험성이 증가된

다2).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드릴 천공과 적절

한 나사 길이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하지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전위된 소전자 골편에 의한 퇴 동맥 손상도 보고된

바가 있고 이는 부분 수술 후 발생한 경우이다4-6). 소전자

골편은 술 중 하지의 견인 및 내회전 혹은 술 후 고관절 운

동이나 보행 후에 전위되거나 전위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

으므로 항상 골편의 위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5).

본 증례에서는 소전자 골편이 유난히 예리하 으며 수상

후부터 수술까지 약 10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장요근

에 의해 소전자 골편이 전상방으로 전위되면서 퇴 동맥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퇴 동맥의 장력을 증가

시키고 상 적으로 장요근에 의한 소전자 골편 전위를 증

가시킬 수 있는 고관절 신전 상태의 피부 견인 혹은 골격

견인과 항혈소판제제 복용에 따른 수술 지연은 퇴 동맥

손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추측된다.

본 증례와 같이 소전자 골편이 예리한 경우, 3차원 혈관

조 전산화 단층 촬 으로 골편과 퇴 동맥 사이의 위치

관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도한 퇴부 부종

과 실혈 소견을 보이면 퇴 동맥 손상의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전자 골편에 의한 퇴 동맥 손

상이 발생했다면 수술 후 퇴동맥 손상의 재발 방지를 위

해 수술 시 소전자 골편에 한 고정을 추가로 시행하거나,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전자 골편의 첨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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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안정 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발생한 천부 퇴 동맥 손상

- 증례 보고 -

박원로∙강민수∙김경택∙문규필

동의의료원 정형외과

퇴골 전자간 골절에 의한 퇴 동맥 손상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수술적 치료 과정 중

심부 퇴 동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수술 전 소전자 골편에 의해 발생한 천

부 퇴 동맥 손상을 경험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색인단어: 전자간 골절, 퇴 동맥 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