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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ilateral fractures of the femoral neck and shaft are relatively common injuries and accompany 2% 

to 9% of all femoral shaft fractures. On the other hand, it is extremely rare for these injuries to occur 

bilaterally. This paper reports the authors’ experience of a case with b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The patient sustained multiple injuries, including liver laceration with hemoperitoneum, bilat-

eral open fractures of the tibia, and b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caused by a high-speed 

motor vehicle accident. Under the circumstances, damage-control orthopedic principles were applied, 

and external fixators were initially placed. After the patient’s general condition showed improvement, 

both femurs were fixed with a reconstruction nail. Fracture healing was achieved without complica-

tions, such as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Despite the rare occurrence, this paper describes 

this case because these injuries must be managed with meticulous attention.

Key Words: Femur, Femoral neck fracture, Femoral shaft fracture, Intramedullary nailing, Damage con-

tro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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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측의 대퇴골 간부 골절과 경부 골절이 동시에 발생하는 

손상은 일반적으로 고에너지 외상에 의해 젊은 성인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대퇴골 간부 골절의 2%-9%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는 임상적으로 충분히 경

험할 수 있는 빈도이며 동반된 경부 골절의 60%에서 전위를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4) 대퇴골 간부 골절 환

자의 진단과 치료 시에 동반된 경부 골절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이 양측에 동시에 발생하

는 증례는 매우 드물어 국외에서 보고된 1개의 증례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나,5) 저자들이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을 진단할 수 있는 증례였다. 본 증례 보고는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양측 모두 대퇴 경부 골절이 동반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매우 이례적인 증례이며 진단과 치료에 있어 

주의를 요하기에 양측에서 발생한 대퇴골 간부와 경부의 동

시 골절 환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67세 남자 환자로 차량 운전 중 타 차량과 정면 추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양 하지의 대퇴부 및 하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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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부종, 타박 및 변형이 확인되었으며 양측의 슬개골 하

부로 각각 우측에는 3 cm, 좌측에는 5 cm의 천부 열상이 확

인되었다. 이외에도 좌측 수부 및 좌측 족부에 걸쳐서도 골절

이 의심되었으며, 환자는 복부와 흉곽에도 통증을 호소하였

다. 고에너지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에 대해 응급실에서 

일차적으로 생체 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손상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였다.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간 열상으로 인

한 혈복강, 다발성 늑골 골절과 하지에서 양 대퇴골의 간부 

골절, 양하지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의 다발

성 중족골 골절, 좌측 수부의 다발성 중수골 골절이 확인되

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상에서는 초기에 

양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을 확인하지 못하였다(Fig. 1).

다발성 손상에 대해 손상통제수술(damage control sur-

gery)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지 개방성 골절에 대해 수술적 변

연절제술과 이차 봉합술을 계획하였으며 임시적 외고정기기 

장착을 시행하였다(Fig. 2). 이후 항생제 치료 등 개방창의 관

리와 간열상 및 혈복강의 안정을 우선하며 환자의 전신상태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수상 후 11일째 환자의 전신상태가 안

정화되어 본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계획하던 중 응급

실 내원 당시 복부 평가를 위해 시행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사진상 양측 대퇴골 경부의 비

전위성 골절이 확인되었고(Fig. 3), 본 수술 전 시행한 단순 방

사선 사진에서 양측 대퇴경부 골절의 전위는 없었다(Fig. 4). 

외고정기기 제거 후 양측 경골 개방성 골절에 대해서는 일반 

수술대에서 최소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먼저 시행하였다. 

이후 환자를 골절 수술대(fracture table)로 옮기고, 잭나이

프 자세(jack-knife position)로 한 다음, 양측 대퇴부 골절에 

대해 각각 재건형 골수내정(Reconstruction A2FN; DePuy 

Synthes, Oberdorf, Switzerland)을 이용하여 대퇴 경부 골절

과 간부 골절을 고정하였다(Fig. 5). 수술 도중 대퇴경부 골절

이 전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속정 삽입에 방해되지 않

는 위치에서 임시적 핀고정을 하고 골수내정 고정술을 시행

하였다. 

수술 후 고관절 및 슬관절에 대해 조기 재활을 시작하였

A B

Fig. 2. Both femur (A) and both tibia 
(B) anterior-posterior radiographs after 
external fixation. Damage control ortho-
pedic principles were applied due to mul-
tiple trauma.

Fig. 3. Initial computed tomography images of both femoral neck frac-
tures. Undisplaced fracture sites were identified later and are indicated 
as arrows.

Fig. 1. Initial both femur anterior-posterior radiographs. The undis-
placed femoral neck fractures were barely identifiable on the initi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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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체중부하 보행은 수술 후 3개월 

이후 가능하였다. 수술 후 6개월째 단순 방사선 검사상 대퇴 

경부 및 간부 골절에 대해 골유합이 확인되었다. 30개월간 외

래를 통해 추시하였으며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의 특별한 관

절 운동 제한은 없었고,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등의 합병증

은 없었다(Fig. 6).

고    찰

대퇴골 간부와 경부의 골절이 동반되는 손상은 비교적 드

물지 않으며 많은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임상적

으로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 손상이다. 경부 골절이 진단되

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의 합병증 발

생으로 인해 심각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6) 대퇴골 간부 골

절에 동반된 경부 골절의 60%에서 전위가 없이 발견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동반된 손상에 대해 인지하고 주

의를 요한다.2-4) 본 증례에서도 양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은 

단순 방사선 촬영을 통해 초기 평가에서 진단하지 못하였으

며, 본 수술을 계획하던 중 응급실에서 촬영한 복부 CT 영상

을 다시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동반된 대퇴 경부 골절 진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평가에서 CT 영상의 대퇴 경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CT 영상을 연부조직 모드로 변경하여 고관절 내에 지방혈관

절증(lipohemarthrosis)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대퇴골 경부

의 잠재골절(occult fracture)을 진단할 수 있다.7) 또한 CT 촬

영 시 3 mm 크기의 얇은 절편으로 촬영하는 것이 진단에 유

리하다.8) 수술 중에는 고관절을 내회전한 상태에서 방사선 

투시장치로 전후방촬영을 하여 대퇴 경부 골절 동반 여부를 

Fig. 4. Anterior-posterior radiograph of both hip joints before definitive 
surgery. There was no progression of the displacement on both femo-
ral neck fractures.

Fig. 5. Radiographs of both femur after intramedullary nailing.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are fixed with a recon-type intramedullary 
nail.

A B C

Fig. 6. Both femur (A, B) and standing whole lower extremity anterior-
posterior (C) radiographs at 30 months after the internal fixation. 
Union was achieved without complications, such as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At 18 months after surgery, fracture healing on 
both tibias was confirmed, and all plates wer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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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뒤에도 수술적 치료 방침을 결정

하는 것 역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다. 수술적 치료에 있어 

수술의 시기, 고정방법 및 내고정물의 종류 등에 대해 아직 

합의된 의견이 없다. 이는 두 가지 골절이 각각 다양한 양상

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동반된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다

양한 수술적 접근법이 존재하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2) 

수술적 치료의 시기는 골절에 대해서는 보통 수상 후 24시간 

내에 시행하는 것이 선호되나 본 증례에서는 고에너지 외상

으로 인한 동반 손상이 있어 환자의 전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외고정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본 수술은 수상 후 11

일째 시행하였던 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불유합 등의 합병

증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으나 30개월의 추시 동안 해

당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발성 외상을 동반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손상통제수술을 시행하

는 것이 치료 원칙이므로, 환자의 전신상태를 고려하여 본 치

료의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다발상 하지 골절에 대한 본 수술

을 계획할 때 수술적 고정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대퇴골 골

절 도수 정복을 위해서는 우선 경골 골절에 대한 고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양측 경골 분쇄골절에 대해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고 대퇴골 골절을 고정하였

다. 대퇴골 골절의 수술적 고정방법에 있어 대퇴 경부 골절의 

전위가 있는 경우에는 골수내정 고정술만으로는 정확한 대퇴 

경부 골절 정복을 얻기 어려우므로 경부와 간부를 각각 다른 

내고정물을 이용해 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대퇴 

간부 골절을 먼저 고정하게 되며 역행성 골수내정 고정술 또

는 최소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등을 시행하고, 대퇴 경부 골절

에 대해서는 다발성 나사못 고정술 또는 압박고나사못 고정

술 등을 시행한다.9,10) 본 보고에서는 전위가 없는 대퇴골 경

부 골절에 대해 재건형 골수내정을 통해 양측 대퇴골 전장을 

고정하였는데, 재건형 골수내정은 대퇴 간부 골절과 동반된 

경부 골절이 전위가 없는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전위된 대퇴 경

부 골절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비전위 대퇴경부 골절

에서는 골수내정 고정술 도중 골절이 전위될 우려가 있으므

로 수술 시 대퇴 경부에 임시적 핀 고정을 하고 골수내정 고

정술을 해야 한다. 

본 보고에서는 양측에 동시에 발생한 대퇴골의 간부 및 경

부 골절의 증례와 이를 치료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였다. 임상

적으로 양측에 이러한 손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한 측의 대퇴골 간부와 경부의 골절이 동시에 발생

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종종 경험할 수 있다. 때문에 외상 

환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인지

하여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적절한 치료 방침과 계

획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동측의 대퇴골 간부 골절과 경부 골절이 동시에 발생하

는 경우는 대퇴골 간부 골절의 2%-9%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는 비교적 드물지 않은 골절이다. 하지만 이러한 손

상이 양측에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본 보고에

서는 양측에서 발생한 대퇴골 간부와 경부의 동시 골절 환자

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교통사고로 동반된 간 열상으로 인

한 복강 내 출혈, 양하지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손상통제수술(damage control surgery)을 계획하고 양측 하

지에 대해 임시적 외고정 장치를 우선 장착하였다. 환자의 전

신상태가 호전된 후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양측 대퇴골 간

부 골절과 경부 골절에 대해 골수내정 삽입술(A2FN; DePuy 

Synthes)을 시행하였고, 대퇴 골두 무혈증 등의 합병증 없이 

골유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진단과 치

료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손상으로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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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삽입술, 손상통제수술

ORCID

최대현, https://orcid.org/0000-0001-9318-1266

이재호, https://orcid.org/0000-0003-1224-7038

박기철, https://orcid.org/0000-0003-0938-8040

References

1. Peljovich AE, Patterson BM: Ips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J Am Acad Orthop Surg, 6: 106-113, 1998.

2. Jones CB, Walker JB: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ps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J Am Acad Orthop Surg, 26: 

e448-e454, 2018.

3. Boulton CL, Pollak AN: Special topic: ips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does evidence give us the answer? Injury, 46: 

478-483, 2015.

4. Tornetta P 3rd, Kain MS, Creevy WR: Diagnosis of femoral 

neck fractures in patients with a femoral shaft fracture. Im-



Journal of the Korean Fracture Society

Vol. 33, No. 3, July 2020

158    

provement with a standard protocol. J Bone Joint Surg Am, 89: 

39-43, 2007.

5. Sadeghifar A, Saied A: Bilateral simultaneous femoral neck and 

shafts fractures: a case report. Arch Bone Jt Surg, 2: 268-271, 

2014.

6. McDonald LS, Tepolt F, Leonardelli D, Hammerberg EM, Stahel 

PF: A cascade of preventable complications following a missed 

femoral neck fracture after antegrade femoral nailing. Patient Saf 

Surg, 7: 16, 2013.

7. Egund N, Nilsson LT, Wingstrand H, Strömqvist B, Pettersson 

H: CT scans and lipohaemarthrosis in hip fractures. J Bone Joint 

Surg Br, 72: 379-382, 1990.

8. Deleanu B, Prejbeanu R, Tsiridis E, et al: Occult fractures of the 

proximal femur: imaging diagnosis and management of 82 cases 

in a regional trauma center. World J Emerg Surg, 10: 55, 2015.

9. Bedi A, Karunakar MA, Caron T, Sanders RW, Haidukewych 

GJ: Accuracy of reduction of ips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an analysis of various internal fixation strategies. J 

Orthop Trauma, 23: 249-253, 2009.

10. Oh CW, Oh JK, Park BC, et al: Retrograde nailing with subse-

quent screw fixation for ipsilateral femoral shaft and neck frac-

tures. Arch Orthop Trauma Surg, 126: 448-453,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