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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인에게 발생한 골다공증 성 대퇴골 골절과 Femur
Geometry와의
와의 상관관계

연구 목적: 대퇴골 골절의 예측인자로 골밀도 이외에 고관절 장축의 길이,
대퇴골 강도 지수 등의 대퇴골 근위부의 형태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골다공증 성 대퇴골 골절군과 비골절군 사이의 대퇴골 근위부의
형태를 비교하고, 골절과의 연관성 및 골절에 가장 영향을 주는 대퇴골 근위부의
형태학적 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퇴골 근위부 골절로 입원한 60세 이상의 환자
51명 및 같은 기간 아주대학교 내분비대사내과 외래에 골다공증 진료를 보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대퇴골 근위부의 형태를 이중 X-선 흡수
계측기(Lunar Prodigy DXA system,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골절군과

비골절군을

비교하고

골절과

관련된

대퇴골

형태학적

인자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비골절군에

비해

골절군에서

고관절

장축의

길이가

유의하게

길었으며(P<0.05), 대퇴골 강도 지수는 골절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1).
대퇴골 강도 지수는 골밀도, 나이와 독립적으로 고관절 장축의 길이에 비해
골절의 예측력이 더 높았다.
결론: 골절군과 비골절군에서 대퇴골 강도 지수, 고관절 장축의 길이 등
대퇴골의 형태학적 인자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골밀도와 함께 대퇴골의
형태학적 인자가 대퇴골 근위부 골절의 유의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
핵심어: Hip Fracture, Osteoporosis, Risk Factors, Femur geometry, Femur strength index,
Hip Axi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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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골다공증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 이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질환 중의 하나로(Lin과 Lane, 2004), 대퇴골 골절은 골다공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골다공증 성 골절은 노인의 주요한 장애
및 사망의 원인으로(Melton, 1993; Johnell과 Kanis, 2004), 한 연구에서는 대퇴골
골절로

인한

사망률을

20%이상,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률을

50%이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Woolf와 Pfleger, 2003).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의 보고에 따르면,
2030년의 전체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을 40.3%로 추정하고 있어(김영일 등,
2002), 이에 따른 골다공증 성 대퇴골 골절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골절의

위험성은

골밀도의

감소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Melton등 1986; Ross등 1990), 골밀도의 골절의 예측력은 7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e Laet등(De Laet 등, 1997)은
60세에서 80세로의 연령의 증가가 대퇴골 골절의 위험을 13배 증가시키는 반면,
골밀도의 감소는 위험도를 단지 2배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골밀도에

따른

골절률은

인종간의

차이를

보이는

데,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백인 들보다 골절률이 50%이상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Ross 등,
1991), 흑인은 백인보다도 골절률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isoli 등,
2005). 위와 같은 사실들은 골밀도 만으로는 노인성 골절의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성 골절에는 낙상의 경향, 신경학적 질환, 시력 및 근력의 저하,
평형감각의 이상 등 골밀도 이외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대퇴골 근위부의 형태(femur geometry)는 낙상에 따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골강도는 골밀도 이외에 이러한 femur
geometry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abtree등, 2002). 1993년
Faulkner등(Faulkner 등, 1993)이 고관절 장축의 길이(hip axis length, HAL)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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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위험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이래로 여러 femur geometry의
요소들이 골절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Gnudi 등, 2002; Frisoli 등 2005].
국내에서도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기(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통하여 측정한 HAL가 대퇴골 골절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손영찬
등, 1997), HAL가 골밀도 측정 후 출력된 결과지에서 자를 통하여 수작업으로
측정되어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HAL 이외의 다른 femur
geometry의 요소들은 측정이 되지 않았다. 최근의 골밀도 장비의 발전으로
이러한 femur geometry가 골밀도 측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퇴골 근위부 강도 지수(femur strength index, FSI), 대퇴골 근위부
단면 관성 모멘트(femoral cross sectional moment of inertia, CSMI), 대퇴골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

CSA)등

다양한

femur

geometry

또한

측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저자들은 한국인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골다공증 성 대퇴골
골절군과 비골절군 사이의 femur geometry를 비교하고, 골절과의 연관성 및
골절에 가장 영향을 주는 femur geometry의 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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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 대상
1. 골절군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 까지 교통사고 및 사람의 신장보다
높은 곳에서의 낙상 등 고 에너지로 인한 대퇴골 골절을 제외한 골다공증 성
대퇴골 골절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 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 Lunar Prodigy DXA System(GE, Healthcare)으로 골밀도를 측정한 60명의
환자 중, 암 및 만성 신부전, 갑상선 항진증과 같은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 골밀도 측정 당시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teroid,
bisphophonate, selective estrogen-receptor modulator(SERM) 제제 등 약물의 복용력이
있거나, 현재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또는 양측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femur geometry를 측정할 수 없었던 환자 8명을 제외한 총 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약물 복용력, 골절 시 수상경로, 동반질환 유무
등을 본원 의무기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 비 골절군
같은 기간 아주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외래에 골대사 관련 질환의
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 중 과거 대퇴골 골절의 과거력이 없고, 골절군과
같이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 및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teroid, bisphophonate, selective estrogen-receptor modulator(SERM) 제제 등
약물의 복용력이 없으며, 현재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
중 Lunar Prodigy DXA system(GE, Healthcare, USA)을 통하여 골밀도 및 femur
geometry를 측정한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골절군의 약물 복용력, 골절 시
수상경로, 동반질환 유무 등을 역시 본원 의무기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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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방법
1. 골밀도 및 femur geometry의
의 측정
측정 전 연구 대상자의 신장과 몸무게를 측정하였으며, 골밀도는 Lunar
Prodigy DXA system(GE, Healthcare, USA)을 통하여 골절이 없는 쪽의 대퇴골
경부에서

측정되었다.

골밀도

값은

절대값으로

표시하였다(g/cm2).

Femur

geometry는 Lunar Prodigy가 제공하는 Hip strength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구하였으며, 측정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Fig. 1.).
1) 단면 관성 모멘트(Cross sectional moment of inertia, CSMI)(cm4): 굽힘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값으로

대퇴골

경부

축을

중심으로

골질(material)의 분포를 측정한 값
2)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 CSA)(mm2): 경부의 관심 부위(region of interest,
ROI)에서의 최소 CSMI를 보이는 단면의 면적
3) y(mm): 대퇴골 경부의 최상부 경계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4) d1(mm): 대퇴골 경부 축을 따라서 최소 CSMI 단면에서부터 대퇴골두(head)
중심까지의 거리
5) d2(mm): 대퇴골 간부(shaft)축과 대퇴골 경부축의 교차점에서 대퇴골두까지의
거리
6) d3(mm): 평균 대퇴 경부 직경
7) alpha(degree): 대퇴간부를 2등분하는 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
8) theta(degree): 대퇴골 경부와 대퇴골 간부를 2등분하는 선이 이루는 각
9) 대퇴골 강도 지수(Femur strength index, FSI): 낙상 시 대퇴골 대전자부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압축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대퇴골 경부의 강도를 연령,
신장, 체중으로 보정한 지수(Yoshikawa등, 1994)
10) 고관절 장축의 길이(Hip axis length, HAL)(mm): 대전자 외측면에서부터
대퇴경부와 대퇴골두의 중간을 지나 골반골의 내측면까지를 연결하는 선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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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emur variables used to measure femur strength index (FSI) and hip axis
length (HAL). (from Faulkner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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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방법
골절군과 비골절군 사이의 연령,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혈청 칼슘, 인,
부갑상선 호르몬, 소변 NTX농도 및 대퇴골 경부의 골밀도 및 HAL, FSI 등의
femur geometry를 Student’s 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변수 중 FSI, CSMI, d3, y,
혈청 인, 혈청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로그치환을 한 후 분석하였다. 각군의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또한 두 군간의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ANCOVA를 통하여 연령에
대해 보정한 후 양군간의 측정치를 다시 비교하였다. 각각의 인자들의 대퇴골
근위부에 대한 골절의 위험도(odd ratio)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및 골밀도를
보정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 분석(univariate logisi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Femur geometry의 인자 중 CSMI, CSA, y, d1, d2, d3, alpha, theta 값은 모두 FSI를
구하기 위해 측정되는 값으로(Yoshikawa등, 1994), 가장 골절과 관련이 있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FSI와 HAL, 연령, 대퇴골
경부 골밀도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i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퇴골 경부 골밀도의 T 점수와 T 점수 및 FSI, HAL를
포함하는

회귀식의

골절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s(ROC) 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3.0; SPSS Inc., Chicago, USA) 을
이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 <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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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골절군과 비골절군의 임상적 특성
골절군에서 남성의 비율은 15.7%, 비골절군에서는 11.8%로 골절군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골절군의 평균 연령은
77.4±7.4세,

비골절군은

67.0±5.6세로

골절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골절군과 비골절군에서 신장과 체중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신장을 연령으로
보정한 후 비교했을 때 골절군에서 비골절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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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bone mineral density and femoral geometries of hip fracture
cases and controls
Variables

Hip fracture

Controls

P

Pa

group

(n=51)

(unadjusted)

(Ageadjusted)

(n=51)
Age(years)

77.4±7.4

67.0±5.6

<0.001

Sex (male%)

15.7

11.8

ns

Weight(kg)

53.2±10.7

53.6±8.2

ns

ns

Height(cm)

155.6±8.0

153.1±6.5

ns

0.013

BMI(kg/m2)

21.9±3.4

22.8±3.0

ns

ns

BMDFemoral neck

0.591±0.103

0.712±0.089

<0.001

<0.001

103.8±7.1

100.8±5.9

0.014

0.019

FSI

1.27±0.39

1.49±0.28

<0.001

<0.001

CSMIb(mm4)

6508.0±2472.2

6455.0±1612.0

ns

ns

CSA(mm2)

89.0±20.1

103.1±15.0

<0.001

ns

D1(mm)

16.4±3.6

15.3±2.8

ns

0.035

D2(mm)

47.3±5.7

46.6±3.5

ns

ns

D3(mm)

32.4±3.7

30.8±1.7

0.008

0.026

yb(mm)

17.2±1.9

15.8±1.2

<0.001

0.001

Alpha(degree)

-0.0±3.1

-2.1±2.8

0.001

0.024

Theta(degree)

125.0±3.4

125.8±3.5

ns

ns

(g/cm2)
HAL(mm)
b

Data are means ± SD or %. P values by independent Student’s t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χ2 tests for categorical variables are given.
a

P values by ANCOVA adjusted for age

b

Log transformed

BMD, bone mineral density; BMI, body mass index; CSMI, cross sectional moment of
inertia; CSA, cross sectional area; FSI, femur strength index; HAL, hip axis length; NTX, Ntelo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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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절군과
비교
골절군과 비골절군의 골밀도 및 femur geometry비교
골절군과 비골절군에서 연령 보정 전 후 모두에서 골밀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HAL는 골절군에서 103.8±7.1mm, 비골절군에서 100.8±5.9
mm로 골절군에서 유의하게 길었으며(P=0.014), FSI는 골절군에서 1.27±0.39,
비골절군에서 1.49±0.28로 비골절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연령으로
보정 후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변하지 않았다. d3, y, alpha 값도 연령으로 보정 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05, 각각). d1은 연령으로 보정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CSA는

연령

보정

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CSMI, theta 값은 보정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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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SI, HAL, 대퇴경부 골밀도,
골밀도 나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단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10세당 연령의 교차비(95% 신뢰구간)는
6.7(3.3, 13.6)이었으며, 연령으로 보정한 대퇴골 경부 골밀도의 교차비(95%
신뢰구간)는 3.8(1.7, 8.4)이었다. 연령과 골밀도로 보정한 각 femur geometry인자에
대한 교차비(95% 신뢰구간)는 FSI 3.3(1.6, 6.6), HAL는 2.2(1.2, 4.4), CSMI 2.1(1.1,
4.1), CSA 3.2(1.1, 9.7), d1 2.3(1.2, 4.3), d2 1.3(0.8, 2.2), d3 2.2(1.1, 4.4), y 3.1(1.4, 6.6),
alpha 2.0(1.0, 3.9), theta 1.0(0.6, 1.7)로 FSI의 교차비가 가장 높았다(Table 2). CSMI,
CSA, d1, d2, d3, y, alpha, theta 값은 모두 FSI를 구하기 위하여 측정되는
값으로(Yoshikawa등, 1994), FSI, HAL, 연령, 골밀도를 포함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의 10세당 교차비(95% 신뢰구간)는 8.4(3.1, 22.6),
골밀도, HAL, FSI의 1 표준편차 당 교차비(95% 신뢰구간)는 각각 4.8(1.9, 12.2),
2.2(1.0, 4.4), 2.6(1.4, 5.1)로 연령의 교차비가 가장 높았으나, femur geometry
중에서는 FSI가 가장 높은 교차비를 보여 주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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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dds ratios for hip fracture using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Variable

Odds ratio(95% CI)

P value

3.8(1.7, 8.4)

0.001

Hip axis length(per SD)

2.2(1.2, 4.4)

0.018

Femur strength indexa(per SD)

3.3(1.6, 6.6)

0.001

2.1(1.1, 4.1)

0.026

Cross sectional area (per SD)

3.3(1.1, 9.7)

0.034

d1(per SD)

2.3(1.2, 4.3)

0.013

d2(per SD)

1.3(0.8, 2.2)

0.333

d3(per SD)

2.2(1.1, 4.4)

0.035

y(per SD)

3.1(1.4, 6.6)

0.004

alpha(per SD)

2.0(1.0, 3.9)

0.038

Thetac(per SD)

1.0(0.6, 1.7)

0.982

6.7(3.3, 13.6)

<0.001

a

BMD

c
Femoral neck

(per SD)

b

CSMI (per SD)
c

Age(per decade)
a

,b

Bone mineral density Cross sectional moment of inertia

c

odds ratios for the additive inverse, since risk increases with decreasing value

all variables were adjusted for age and BMD, except age and BMD
BMD was adjusted for age

Table 3. Odds ratios for hip fracture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Variable

Odds ratio(95% CI)

P value

BMDa Femoral neckb(per SD)

4.8(1.9, 12.2)

<0.001

Hip axis length(per SD)

2.2(1.0, 4.4)

0.030

Femur strength index (per SD)

2.6(1.4, 5.1)

0.004

Age(per decade)

8.4(3.1, 22.6)

<0.001

b

a

Bone mineral density
b

Odds ratios for the additive inverse, since risk increases with decreas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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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 점수 와 T 점수,
를 포함하는 회귀식의 골절의 예측력 비교
점수 FSI, HAL를
ROC 분석 결과 T 점수의 곡선 하 면적(AOC)는 0.837, 회귀식은 0.796로 T
점수에 FSI 및 HAL를 포함하였을 때 더 높은 골절의 예측력을 보여 주었다(Fig.
2).

Logic model
T score...

AOC
0.837
0.796

Fig. 2.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ROC) curves for diagnosis of fracture
using femoral neck T score alone and using the risk probabilities from the
logistic model combining T score, hip axial length (HAL), and femur strength
index (FSI).

- 12 -

IV. 고찰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유발 될 수 있는 여러 질환 중에 특히 대퇴골 골절은 경제적,
사회적, 개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조남한,

2005).

그리스에서

보고한

역학연구에

따르면

1977년에서

1992년까지 15년 동안 대퇴골 골절률이 2배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Paspati
등, 1998),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도 1980년에서 90년까지 10년간의 대퇴골
골절률의 증가율을 78%로 보고한 바 있다(Rogmark 등, 1999). 안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역학 연구에서 대퇴골 골절률이 5년간 약 100%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어 유럽의 증가율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여 주었다(조남한, 2005). 따라서
노인에 있어서 골다공증 성 대퇴골 골절의 예측 인자 및 이를 통한 대퇴골
골절의 고 위험군을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로 고 위험군의 골절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퇴골 골절에 있어서 골밀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이 모두 골절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골절에 있어서
골밀도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
대퇴골의 형태학적 특징은 성장기에 형성되어 일생 동안 유지되는 선천적인
요소로 최근 이것과 대퇴골 골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왔다.
1993년 Faulkner등은 최초로 대퇴골 골절군의 HAL가 연령과 골밀도에
관계없이 비골절군의 HAL보다 길다는 것을 보고하여, HAL가 골절의 유용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고관절 장축이 대퇴부의 지렛대
팔(moment arm) 역할을 하여, 이 길이가 길수록 외부의 작은 힘에 의해서도 쉽게
골절을

일으키며,

고관절

장축이

길수록

대퇴골의

전자부가

골반

밖으로

돌출되어 넘어질 때 직접적인 외력이 돌출된 대전자부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의 근거로 제시하였다(Faulkner 등, 1993).
몇몇 연구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Nakamura등은 미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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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대퇴골 골절 환자의 비교 연구에서 미국인이 굴곡력(bending force)에
대항하는 골강도와 골밀도가 더 크지만 대퇴골 장축의 길이가 길어 골절
유병률이 일본인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Nakamura 등, 1994),
최근에

Faulkner

등은

미국,

스페인,

브라질을

포함하는

다기관

연구에서

골절군과 비골절군 사이의 HAL의 차이를 재 확인한 바 있다(Faulkner 등, 2006).
본 연구에서도 골절군과 비골절군 사이에 HAL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나이를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또한 HAL의 대퇴골 골절에
대한 위험도는 나이와 골밀도를 보정했을 때 1 표준 편차 증가 당 2.2배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어, HAL가 한국인에 있어서도 대퇴골 골절의 유의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도 HAL을 포함하는 femur geometry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1997년

손

등이

비골절군을

골밀도

검사

비교하였는데,

결과지를

골절군에서

통한

HAL를

비골절군보다

측정하여
HAL가

골절군과
긴

것은

확인하였으나, 골밀도 측정 결과지에서 측정한 길이를 그대로 제시하여(골절군
6.77cm 대 비골절군 6.57cm) 실측값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수작업으로
측정되어 측정의 정확성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손영찬 등, 1997). 1999년 원 등도
골밀도

측정

비골절군을

결과지에서

비교하였다.

HAL
그

포함하는

결과

형태학적

계측을

골절군의 HAL 평균

하여

골절군과

54.16mm,

대조군은

54.56cm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원예연 등, 1999). 그러나 이 역시
결과지에 자를 대고 수작업으로 측정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자동으로 측정한
HAL가 103.8 mm, 비골절군이 100.8mm인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원 등의 연구는 골절 군에서 외상환자를 제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외상 환자 및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및 약물
복용력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최근에 Faulkner 등이
본 연구와 같은 측정 장비로 측정하여 보고한 평균 HAL는 골절군이 103mm,
비골절군이 100mm로 본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Faulkner 등, 2006).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키는 156cm, 본 연구에서는 154.3cm로 큰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으나, 인종간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과연 한국인과 서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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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는 다른 동양인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지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을 통하여 FSI를
측정하여 대퇴골 근위부 골절군과 비골절군을 비교하였다. Yoshikawa 등은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을 이용하여 낙상에 의해 대퇴골 전자부에 전해지는
압축력과 굴곡 모멘트에 대해 골절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대퇴골 경부의
강도를 다양한 척도들을 이용하여 Femur strength index라는 지수로 개발하였다. 이
지수는 CSMI, CSA, 대퇴골 경간각, 대퇴골 경부의 직경, 신장, 체중, 나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지수에 대한 계산에 포함되어 골 조직검사 등의 침습적인 시술
없이 대퇴골의 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은 이
지수의 유용성을 사체의 대퇴골을 이용하여 확인한 바 있다(Yoshikawa 등, 1994).
Lunar®사에서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을 통하여 측정된 결과로 복잡한
계산식 없이 자동으로 이 지수를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이용하여 Faulkner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골절군의 FSI는
1.34,

비골절군은

1.56으로

골절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Faulkner 등, 2006), 본 연구에서도 골절군에서 1.27, 비골절군에서는
1.49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또한 Faulkner 등은 FSI의 대퇴골
골절에 대한 교차비를 1 표준편차 당 1.5로 보고하여, HAL의 1.3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주어, HAL, 골밀도와 독립적으로 대퇴골 골절의 유의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Faulkner 등, 2005). 본 연구에서도 골밀도, 나이, HAL,
FSI를 포함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HAL의 교차비가 1 표준편차당
1.9인 것에 대하여 FSI는 2.9로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ROC분석을
통하여 FSI와 HAL, 골밀도를 포함하는 회귀식은 골밀도 단독의 경우 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인에 있어서도 FSI가 골절의 중요한
예측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향후 FSI의 대퇴골 골절에 대한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FSI가 낮은 환자에서 대퇴골 골절의 발생률이 실제로
높은 지에 대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골절 환자에 대해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통하여 낙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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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 및 약물 복용력 등을 조사하여 골절군 환자 중 심각한 외력으로 인한
외상 환자 또는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및 약물 복용력이 있는
환자를 완벽하게 제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외 골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력, 음주력, 식습관, 운동습관 등은 연구에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골절군의
신장, 체중, 연령에 맞추어서 대조군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대상이 된 골절군의
환자수도 51명으로 적어 근위부 대퇴 골절의 종류(경부 또는 전자부)에 따른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일반적인 고령의 환자를 대표하는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 향후 이들 femur geometry들이 골절의 중요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많은 대상군 모집을 통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femur geometry의 한국인 표준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HAL를 포함하는 femur geometry를 국내에서 최초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을

통하여

자동으로

측정하여

대퇴골

골절군과

비골절군을 비교한 연구로, 한국인에 있어서 HAL가 더 길수록 골절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새로운 측정기계를 이용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인에
있어서 FSI가 골절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힌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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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HAL, FSI 등의 femur geometry는 고령의 한국인 근위부 대퇴골 골절
환자에서 비골절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연령 및 골밀도와
독립적으로 유의한 골절의 예측력을 보여 주었으며, femur geometry중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여 준 것은 FSI였다. 향후 이들 femur geometry들이 골절의 중요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많은 대상군 모집을 통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femur geometry의 한국인 표준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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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of Proximal Femoral Geometry with Osteoporotic
Proximal Femur Fracture in Elderly Koreans
Yong Jun Cho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Yoon Sok Chung)

Objective: Recent studies demonstrated a relationship between proximal
femoral geometry and the risk of hip fracture, but there is relatively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association of these measurements with hip
fracture in Korean. Our study ass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mur
geometry and hip fracture and evaluated the geometric factors related to
hip fracture in elderly Korean.
Methods: 51 proximal femoral fracture patients aged 60 or older were
compared to 51 non fracture control subjects aged 60 or older. We
measured their bone mineral density (BMD) and femoral geometry using
dual X-ray absorptiometry (Lunar Prodigy DXA system, GE, Healthcare).
Results: Hip axis length (HA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with
proximal femoral fracture, and femur strength index (FSI)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fracture group. The fracture discrimination
improved when HAL and FSI variables were combined with BMD
measurements
Conclusion: Femur geometries such as HAL, FSI can b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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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hip fracture.
Key words: Hip Fracture, Osteoporosis, Risk Factors, Femur geometry, Femur
strength index, Hip Axi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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