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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족근 관절 전치환술 후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단기 추시 결과     

 

진행된 족근 관절염에 대해 족근 관절 치환술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단기 치료 결과에 대해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술 전, 수술 후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4년 9월부터 HINTEGRA(Newdeal SA, Lyon, France)형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하여 치환술을 받은 환자 29명 중, 1년 이상 추시 가능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동통, 족근 관절 

가동범위, 미국 족부 족관절 학회(AOFAS) ankle-hind foot scale의 수술 전, 

수술 후 변화, 수술 후 환자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수술 후 치환물의 

해리 및 침강 여부에 대해 방사선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10명의 환자, 10례의 족근 관절 치환술에서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다. 평균 연령은 62.7세(50-76세),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 평균 

추시 기간은 17.4개월(12-25개월)이었다. 외상성 관절염 5례, 류마티스 

관절염 3례, 원발성 퇴행성 관절염 2례가 있었다. 우측이 5례, 좌측이 

5례였다. 수술 전 동통은 보통 1례, 심함 3례, 극심 6례였고, Visual 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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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VAS)점수는 평균 7.4점(5-9점), 운동범위는 평균 33.5도(10-55도)였고, 

AOFAS ankle-hind foot scale은 평균 52.8점(34-63점)이었다. 수술 후 동통은 

무통 1례, 약간 6례, 보통 3례였고 VAS점수는 평균 2.8점(1-5점), 족근 

관절 가동범위는 평균 42.5도(30-50도)이며, AOFAS ankle-hind foot scale은 

평균 71.3점(51-84점)이었다. 최종 추시상 치환물의 해리나 침강을 

시사하는 방사선학적 소견은 없었다. 수술 후 만족은 6례, 보통 3례, 

불만족 1례 있었다.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는 군과 보통 또는 불만족한 

군간의 수술 전 임상 변수 및 수술 후 임상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수술 

전 높은 VAS점수(p=0.008)와 수술 후 낮은 VAS점수(p=0.01)만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족근 관절 치환술 시행 후 1년 이상 단기 추시 결과, 진행된 관절염 

환자에서 족근 관절의 운동범위를 유지하면서도 동통 및 기능, 방사선학적 

소견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수술 전, 후 VAS점수가 수술 후 

환자 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지표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족근 관절염, 족근 관절 치환술, HINTERGA 

 

 

 

족근 관절 전치환술 후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단기 추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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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진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일현 

 

 

 

I. 서론 

 

족근 관절염은 골절 및 인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의 비중이 

커서 젊은 연령의 환자가 많으며, 족근 관절 주위의 뼈 및 연부조직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1. 족근 관절염에 동반된 동통은 관절 

적합성의 소실 및 관절 연골의 파괴로 인한 것이며, 체중부하 및 관절 

운동시 심해져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족근 관절 고정술은 1879년 Albert가 기술한 이후, 50세 이상의 족근 

관절염 환자에 있어 보편적으로 시술되는 술식으로, 저자에 따라 다르나 

80-100%에서 동통의 소실, 80-100%의 유합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유합 후 

내구성이 우수하고 불유합 시에도 재수술의 성공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족근 관절 운동의 제한으로 인해 족근 관절에 가해졌던 

충격이 슬 관절 및 중족 관절로 전가되므로, 수술 후 인접 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이로 인한 동통이 발생하게 된다2. 특히, 슬 관절 및 

중족 관절에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동통이 더 심해 질 수 있으며, 

수술 후 5년 내에 30%의 환자에서 방사선학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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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행된 족근 관절염에 대해, 운동의 제한 없는 동통의 호전을 

목표로 1970년대 초반부터 족근 관절 치환술이 고안되어 시행되었다4-7. 

Kitaoka와 Patzer8는 1974년부터 14년 동안 족근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179례 중, 추시 가능한 160례의 결과를 분석하여 12%에서 상처회복 지연, 

골절, 이소성 골형성 등의 합병증이 있었고, 8%에서 경골 치환물 해리, 

58%에서 거골 치환물의 해리가 있었으며, 이 중 66례의 수술부위에 대해 

94례의 이차적 수술이 시행되었음을 보고하였고, Bolton-Maggs 등9은 

1972년부터 9년 동안 시행한 62례 중, 추시 가능한 41례에서 수술에 

만족하는 경우는 불과 13%이며, 모든 경우 합병증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족근 관절 치환술이 족근 관절 유합술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초기 족근 관절 치환술의 결과가 나빴던 이유는 족근 관절 치환술이 

족근 관절 유합술 보다 더 유리한 환자 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부재, 

시멘트의 사용, 족근 관절에 대한 생역학적 이해의 부족으로 설명되고 

있다1,10-12. 시멘트를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골 절제로 약한 

피질 골 부위에 치환물이 놓이게 되었고, 족근 관절의 협소한 공간으로 

적절하면서도 충분한 시멘트의 충전 및 압박이 어려워,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족근 관절의 견인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수술 후 상처 

회복 지연 및 치환물의 침강, 해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구속형 

치환물은 골과 치환물 사이의 힘을 완충할 수 없어 무균성 해리가 많이 

일어났고, 비 구속형 치환물은 불안정 및 양측 과와의 충돌이 문제가 

되었다. 한편, 수술 기구가 조악하여 부정확한 절골로 인해 치환물의 

위치가 나쁜 경우가 많았으며, 재치환술이 필요할 경우라도 이미 절제된 

뼈의 양이 많아 기술적으로 어려웠다13. 이후 족근 관절 치환물은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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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보완하여 치환물의 구속성 운동을 피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골 절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어 발전하여 왔다4. 현재 

Agility와 같이 고정형 베어링을 사용하는 2개의 치환물로 구성된 것과, 

STAR, Buechel-Pappas, HINTEGRA 등 이동형 베어링을 사용하는 3개의 

치환물로 구성되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4.  

그러나 국내에서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족근 관절 치환술에 대한 

보고는 알려진 바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추시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를 평가하고,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술 전, 수술 후 요인을 찾아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족근 관절 치환술은 일상 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심한 동통을 

동반하는, 진행된 족근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경병성 관절, 

감염, 50%이상의 거골 체부 무혈성 괴사, 25도 이상의 내반 및 외반 변형, 

고강도의 활동을 요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술 결과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외하였다. 2004년 9월부터 HINTEGRA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한 족근 관절 치환술이 시행되었고, 순차적으로 10례의 족근 관절, 

10명에서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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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평균 연령은 62.7세(50-76세),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 환자의 

평균 체중은 65.6kg(53-75Kg), 평균 키는 160cm(150-170cm), 평균 

체표면적은 1.07m2, 좌측 및 우측 각각 5례씩 있었다. 수술 전 활동 

정도는 경미 4례, 보통 6례였다. 수술 당시 외상성 관절염이 5례로 가장 

많았고, 류마티스 관절염 3례, 퇴행성 관절염이 2례 있었다. 동반 

수술로는 case 2에서 수술 전에 삼중 관절 고정술을 시행한 후,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과 아킬레스 건 연장술을 수술과 같이 시행하였고, case 

5는 비골건 구 함몰술(peroneal deepening)을, case 3, 6, 8, 9에서 아킬레스 건 

연장술을 수술과 같이 시행하였다. 수술 후 추시 기간은 평균 

17.4개월(12-25개월)이었다(표 1). 

 

표 1. 수술 전 환자의 기초자료  

Case No. 1 2 3 4 5 6 7 8 9 10 

Age 51 57 69 70 76 66 61 56 50 71 

Sex F F M M M M M F F F 

Weight   (Kg) 53 63 62 57 80 73 60 65 67 75 

Height   (Cm) 151 150 160 163 170 163 163 158 158 159 

BSA*     (m2)  1.48 1.59 1.66 1.61 1.94 1.82 1.65 1.69 1.78 1.82 

Follow up (mos.) 25 25 23 23 15 14 13 12 12 12 

Dx† RA↕ RA↕ tra OA§ tra OA§ deg OA∥ tra OA§ tra OA§ RA↕ tra OA§ deg OA∥ 

Site Lt Lt Lt Rt Rt Lt Rt Rt Rt Lt 

Activity little little little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little moderate 

Pain  worst worst worst severe severe moderate worst worst severe worst 

VAS¶ 8 8 8 6 6 5 8 9 7 9 

ROM **             

   Dorsiflexion  10 5 0 5 15 0 5 5 5 15 

Plantarflexion 20 30 30 25 25 30 30 5 30 40 

   Total 30 35 30 30 40 35 35 10 35 55 

AOFAS scale††  59 54 54 56 57 63 55 34 44 52 

Talar tilt  varus 6.6 valgus 13.3 varus 7.1 varus 10 valgus 5.7 varus 13.7 varus 7.8 valgus 7 varus 13.8 varus 8.6 

  
*BSA; body surface area, †Dx; Diagnosis, ↕RA; Rheumatoid arthritis, §tra OA; traumatic osteoarthritis,       
∥ deg OA; degenerative osteoarthritis, ¶VAS; visual analog scale ** ROM; range of motion,          
††AOFAS scale;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nkle-hind foo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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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NTEGRA 치환물  

 

HINTEGRA 족근 관절 치환물은 비 구속성, 적합성의 이동형 

베어링과 CoCr 합금의 경골 치환물, 거골 치환물로 구성되어 있다. 경골 

치환물 및 거골 치환물의 골과 접하는 부위는 20%의 공포를 가지는 

표면처리를 하였고, 이 부위는 다시 Titanium과 hydroxyapatite로 코팅되어 

있으며, 베어링과의 접촉면은 매끈한 광택처리가 되어 있다. 축 방향 및 

시상면에서 각각 50도의 회전이 가능하다. 

경골 치환물은 ‘ㄴ’자 모양으로 4mm 두께의 plate와 전방 덮개로 

이루어져 있다. plate는 4도의 후방경사가 있어 보행시 후방에서 오는 

부하에 저항하면서, 측부인대의 부하를 감소시키도록 고안되었고, 전방 

덮개는 2개의 나사를 삽입할 수 있어, 관상 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방의 반흔형성을 억제하여, 수술 후 관절 가동범위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거골 치환물은 내측이 작고 외측이 큰, 원기둥 형으로 거골의 

해부학적 구조와 유사하며, 앞쪽의 덮개는 거골 경부를 지지하고, 2개의 

나사 삽입부가 있어 시상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반흔형성을 

막도록 하였다. 양 측면 상방의 2.5mm 돌출부는 베어링의 회전을 막고, 

하방의 날개는 양측 과와 관절을 이루어 동통과 충돌을 감소시키며, 

Peg와 날개를 통해 거골에 압박고정 되도록 고안되었다. 

 

4. 수술 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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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앙와위로 하고 발끝이 전방으로 향하게 한 후, 피부 절개는 

일반적인 족근 관절 전방 도달법을 사용하였다. 표재 비골 신경에 

주의하면서 신경 혈관 다발을 외측으로 젖히고, 장무지 신근과 전경근 

사이로 들어가서, 전경근 아래에서 경골 원위부가 노출되면 2개의 

Hohman 견인기를 사용하여 전방 관절 절개술을 시행하였다. 경골 

전방의 골극을 제거하여, 경골 천장부의 함몰 정도를 확인하고 내측 

과의 전방부를 노출시켰다. 거골 전방의 골극을 제거하면서 거골 측면의 

섬유 조직과 골극도 제거하였다.  

경골 절제를 위해 근위부에서는 경골 조면을, 원위부에서는 족근 

관절의 전내측부를 기준으로 기준막대를 설치하였다. 먼저, 경골의 전방 

피질 골면과 평행하게 시상면을 맞춘 후, 거골을 원위로 견인하여, 양측 

측부인대가 긴장된 상태에서, 적합한 경골 및 거골의 관절면이 

만들어지면, 마지막으로 관상면에서 경골 절골자와 거골 관절면이 

평행하도록 하였다. 기준막대를 고정하고, 경골 절골자의 원위부를 

조절하여 경골 천장부에서 약 2mm 상방에서 절골이 되도록 하고, 

광범위한 연골하골의 경화, 무혈성 괴사가 있는 경우 절골량이 적도록 

유의하면서 2-3mm 더 절골하였다. 절골시 내, 외측 과의 골절이 없도록 

주의하였다. 원위 경골 절제 후, 골편은 후방 관절막과 함께 제거하였다.  

거골 절골자를 경골 절골자와 결합시킨 후, 족근 관절을 중립위치에 

두고 2개의 핀으로 거골 절골자를 거골에 고정시킨 다음, 근위부를 먼저 

절골하고, 거골 절골자의 슬롯을 통해 원위부 절골을 시행하였다. 최소 

12mm(경골부 4mm, 거골부 3mm, 베어링 최소 5mm)의 spacer를 사용하여 

후족부의 정렬 및 인대의 균형을 측정하였다. 적합한 거골 삽입물의 

크기를 결정하고 거골의 내측부가 약 2mm 정도 절골이 되도록 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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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자의 크기를 정하고 내측, 외측, 후방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족근 

관절 후방의 잔여 골편과 관절막을 제거하였다.  

거골에 시험 치환물을 넣어 압박고정이 잘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고, 

경골에도 시험 치환물과 적절한 크기의 시험 베어링을 삽입한 후, 정렬 

및 인대균형, 관절 운동을 평가하였다. 특히 족근 관절 중립위치 시, 

시상면에서 거골 시험 치환물과 경골 시험 치환물의 접점이 경골 시험 

치환물의 전방에서부터 약 45%에서 50%사이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너무 후방에 있는 경우, 작은 크기의 거골 시험 치환물로 대체하고 후방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시험 치환물의 삽입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면, 거골의 전방 절골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거골 절골자를 통해 

Peg구멍을 뚫었다.  

거골 치환물은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Peg에 맞게 끼운 뒤 압박고정을 

시행하였고, 경골 치환물을 경골 전면과 맞을 때까지 내과를 따라 

삽입한 후, 베어링을 삽입하였다. 거골 삽입나사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거골과 압박고정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였다. 경골 삽입나사는 

경골 치환물의 크기에 맞게 선택하여, 약간 상방으로 하되 경골 

치환물의 각 변형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대개 가까운 피질 골만 물리게 

하였다. 견인 장치를 제거하고 관절 운동 및 안정성을 측정한 후, 15도 

이상의 족배 굴곡이 되지 않을 경우, 경피적 아킬레스 건 연장술을 

시행하였다. 

 

 

5.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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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상적 평가  

 

임상적 평가로서 통증의 정도는 없음, 약간, 보통, 심함, 아주 심함 

(no, mild, moderate, severe, worst) 5단계로 분류하고, Visual analog scale(VAS) 

점수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수술 전, 수술 후 평지보행시, 수술 후 

계단이동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수술 전 환자의 계단이동이 어려워 

수술 전 계단이동시 VAS점수는 측정하지 못했다. 수술 후 통증이 남아 

있을 경우 통증 부위도 기록하였다. 수술 전, 수술 후 족근 관절의 

가동범위를 평가하고, 미국 족부 족관절 학회 족근 관절 - 후족부 

점수(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nkle-hind foot scale: AOFAS 

ankle-hind foot scale)(표 2)를 측정하였다.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의 3단계로 평가하였고, 만약에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다시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2. 미국 족부 족관절 학회 족근 관절 - 후족부 점수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nkle and hind foo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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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40 points) 

 None        40 

 Mild, occasional      30 

 Moderate, daily       20 

 Severe, almost always present      0 

Function (50 points)  

 Activity limitations, support requirement     

  No limitation, no support    10 

  No limitation of daily activities,     

  limitation of recreational activities, no support  7 

  Limited dail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Cane  4  

  Severe limitation of dail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Walker, crutches, wheelchair, brace    0  

 Maximum walking distance. Blocks 

  Greater than 6      5 

  4-6       4 

  1-3       2 

  Less than 1      0 

 Walking surfaces 

  No difficulty on any surface    5 

  Some difficulty on uneven terrain,  

  stairs, inclines, ladders    3 

  Severe difficulty on uneven terrain,  

  stairs, inclines, ladders    0 

 Gait abnormality 

  None, slight      8 

  Obvious      4 

  Marked      0 

 Sagittal motion (flexion plus extension) 

  Normal or mild restriction(30°more)   8 

  Moderate restriction (15°-29°)   4 

  Severe restriction (less than 15)   0 

 Hindfoot motion (inversion plus eversion) 

  Normal or mild restriction(75%-100% normal)  6 

  Moderate restriction (25%-74% normal)  3 

  Marked restriction (less than 25% normal)  0 

 Ankle-hind foot stability (anteroposterior, varus-valgus) 

  Stable      8 

  Definitely Unstable     0 

Alignment (10 points) 

 Good, plantigrade foot , ankle-hind foot well aligned  10 

 Fair, plantigrade foot, some degree   

나. 방사선학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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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적 평가로는 수술 전 기립하여 촬영한 단순 족근 관절 

전후면 사진에서 거골 관절면과 경골 천장부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수술 

후 단순 족근 관절 방사선 전후면 사진에서, 경골 치환물과 경골의 

해부학적 축이 이루는 각(A), 경골 치환물과 거골 치환물이 이루는 

각(B)을 측정하였다. 측면 사진에서 경골 치환물과 경골의 해부학적 축이 

이루는 각(C)과 족근 관절이 중립위치에 있을 때, 거골 치환물과 경골 

치환물의 접점이 경골 치환물의 전방에서부터 차지하는 비율(a), 경골 

치환물과 경골 절골면과의 크기 차이(b), 거골 치환물의 전방과 후방의 

첨부를 잇는 선과 거주상 관절면에서 종골의 후방 조면을 잇는 선과의 

각도(D) 및 전방(c), 후방 첨부(d)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그림 1). 수술 

후 A각이 85도에서 95도, C각이 80도에서 90도, a가 0.45에서 0.5, b는 

4mm 이하로 측정되면 경골 치환물의 위치 및 크기, 거골과의 관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15,16. 수술 직후 및 최종 추시시, A, C각의 차이가 

2도 이상이거나 2mm 이상의 방사선 투과선이 보일 경우 경골 치환물의 

해리, D각의 차이가 5도 이상, c, d가 5mm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거골 

치환물의 해리 및 침강이 있다고 하였다15.  

 

 

 

 

 

 

그림 1. 방사선학적 지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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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단순단순단순 족근족근족근족근 관절관절관절관절 전후면전후면전후면전후면 사진상사진상사진상사진상(좌측) A; 경골 치환물과 경골의 해부학적 축이 이루는 각, B; 경골 치환물과 거골 치환물이 이루는 각         

 단순단순단순단순 족근족근족근족근 관절관절관절관절 측면측면측면측면 사진상사진상사진상사진상(우측) C; 경골 치환물과 경골의 해부학적 축이 이루는 각, a; 족근 관절이 중립위치에 있을 때, 거골 

치환물과 경골 치환물의 접점이 경골 치환물의 전방에서부터 차지하는 비율, b; 경골 치환물과 경골 절골면과의 크기 차이, D; 거골 

치환물의 전방과 후방의 첨부를 잇는 선과 거주상 관절면에서 종골의 후방 조면을 잇는 선과의 각도, c; 거주상 관절면에서 종골의 

후방 조면을 잇는 선과 거골 치환물의 전방 첨부와의 거리, d; 거주상 관절면에서 종골의 후방 조면을 잇는 선과 거골 치환물의 후방 

첨부와의 거리 

 

6. 통계학적 검정  

 

수술 전, 최종 추시시의 VAS점수 및 관절 가동범위, AOFAS ankle-hind 

foot scale의 변화 여부를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그리고 수술 결과에 만족하는 군과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 군 사이에 

CCCC

DDDD c d

e

f g

a=f/g

b=e-g

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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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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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는 수술 전 환자특성과 수술 후 임상결과를 찾아보기 위해 

Mann-Whitney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먼저 시행한 

5례와 이후의 5례 사이에 임상양상 및 환자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Mann-Whitney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유의 

수준이 0.05이하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다. 

 

III. 결과 

 

1. 임상적 평가 

  

   가. 동통  

 

임상적 평가상 수술 전 동통은 보통 1례, 심함 3례, 극심 6례였고, 

수술 후 보행시 동통은 무통 1례, 약간 6례, 보통 3례였고, 수술 후 

계단이동시 동통은 약간 4례, 보통 4례, 심함 2례였다. VAS점수는 수술 

전 평균 7.4점(5-9점), 수술 후 보행시 평균 2.8점(1-5점), 수술 후 

계단이동시 평균 3.9점(2-7점)이었고(표 3, 그림 2), 모두 수술 전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동통 부위는 내측 

4례, 외측 2례, 전방 2례, 후방 1례이며, 보행 거리는 10분 이하 3례, 30분 

이하 6례, 30분 이상 1례였다. 모든 예에서 보행시 보조기의 사용은 

없었다. 

 

 

표 3. 수술 전, 수술 후 임상적 결과 



 15  

Case No. 1 2 3 4 5 6 7 8 9 10

Pain
    Preop worst worst worst severe severe moderate worst worst severe worst
    Postop 

Walking mild mild no moderate moderate mild mild mild moderate mild
Stair climbing moderate mild mild severe severe moderate mild moderate moderate mild

VAS
   Preop 8 8 8 6 6 5 8 9 7 9
   Postop 

Walking 2 2 1 4 5 3 2 3 4 2
Stair climbing 3 3 2 6 6 5 2 4 5 3

ROM 
Dorsiflexion

   Preop 10 5 0 5 15 0 5 5 5 15
   Postop 20 20 10 20 20 10 20 10 10 10

Plantarflexion
   Preop 20 30 30 25 25 30 30 5 30 40

   Postop 30 30 30 30 30 30 25 20 25 25
      Total

   Preop 30 35 30 30 40 35 35 10 35 55
   Postop 50 50 40 50 50 40 45 30 35 35

AOFAS scale 
   Preop 59 54 54 56 57 63 55 34 44 52

   Postop 84 82 80 60 58 58 80 51 80 80

Repetition Yes Yes Yes No No No Yes Yes Yes Yes

Satisfaction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moderate satisfied satisfied moderate satisfied
 

VAS; visual analog scale, AOFAS scale; AOFAS ankle-hind foot scale, ROM ; range of motion 

 

표 4. 수술 전, 수술 후 임상 결과의 통계학적 분석 

Parameter Preop p value

VAS 7.4±1.35 walking   2.8±1.23 0.005
stair climbing 3.9±1.52 0.016

ROM
Dorsiflexion 6.5±5.30 15±5.27 0.01

Plantarflexion 26.5±9.14 27.5±3.54 0.67
Total 33.5±11.07 42.5±7.54 0.07

AOFAS scale 52.8±8.23 71.3±12.79 0.012

Postop

 

VAS; visual analog scale, AOFAS scale ; AOFAS ankle-hind foot scale , ROM ; range of motion  

 

나. 족근 관절 가동범위  



 16  

 

수술 전 족배 운동각은 평균 6.5도(0-15도), 족저 운동각은 평균 

26.5도(5도-40도), 총 운동각은 평균 33.5도(10도-55도)이었고, 수술 후 

족배 운동각은 평균 15도(10-20도), 족저 운동각은 평균 27.5도(20-30도), 

총 운동각은 평균 42.5도(30-50도)로 측정되었다(표 3, 그림3). 족배 

운동각은 수술 전, 수술 후 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족저 운동각 

및 총 운동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다. 미국 족부 족관절 학회 족근 관절 - 후족부 점수 (AOFAS ankle- 

hind foot scale) 

 

AOFAS ankle-hind foot scale은 수술 전 평균 52.8점(34점-63점), 수술 후 

평균 71.3점(51-84점)으로 측정되었다(표 3, 그림 4). 수술 전, 수술 후 

값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라. 수술 후 만족도  

 

수술 후 만족도는 만족 6례, 보통 3례, 불만 1례, 다시 수술 받고 

싶은 경우는 7례, 수술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는 3례였다(표 3). 

 

 

 

 

그림 2. 수술 전, 수술 후 VAS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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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술 전, 수술 후 AOFAS ankle-hind foot scal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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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술 결과에 만족한 군과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은 군의 비교  

 

수술 결과에 만족한 6명을 A군으로,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은 4명을 

B군으로 하였을 때 두 군에서 나이, 성별, 체중, 키, 체표면적, 진단명, 

활동 정도 및 수술 전 거골 관절면과 경골 천장부 사이의 각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전 VAS점수 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또한 수술 후 VAS점수, 관절 가동범위, AOFAS 

ankle-hind foot scale중 VAS점수 만이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5).  

  

라. 초기 5례와 후기 5례의 임상적 결과 비교 

 

수술 술기의 학습효과를 알기 위해 초기 5례와 후기 5례의 수술 후 

VAS점수, 관절 가동범위, AOFAS ankle-hind foot scale을 비교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표 4. 수술 결과에 만족한 군(A)과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못한 군(B)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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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 

90 

수술 전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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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변수 비교  

A B p value 

Age 60.8±7.80 65.5±11.12 0.522
Sex male 2 3

female 4 1 0.524
Weight (Kg) 63±7.18 69.3±4.85 0.286
Height  (Cm) 156.8±5.19 163.5±4.85 0.104
BSA     (m2)  1.65±0.112 1.79±0.136 0.165
Diagnosis Tra OA 2 3

Deg OA 1 1
RA 3 0 0.286

Activity moderate 3 3
little 3 1 0.571

Pain 
VAS 8.3±0.52 6±0.82 0.008
ROM 

Dorsiflexion 6.6±5.16 6.3±6.29 0.819
Plantarflexion 25.8±12.00 27.5±2.89 0.819

Total 32.5±14.40 35±4.08 0.504
AOFAS scale 51.3±8.80 55±7.96 0.285

Talar tilt 8.4±2.50 10.8±3.83 0.286

Parameter

 

Tra OA; traumatic osteoarthritis , Deg OA ; degenerative osteoarthritis, RA; Rheumatoid arthritis , AOFAS scale ; 

AOFAS ankle-hind foot scale, VAS ; visual analog scale, ROM: range of motion  

표 5. 수술 결과에 만족한 군(A)과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못한 군간(B)의 

수술 후 결과 비교  

Parameter A p value

VAS walking   2±0.63 walking   4±0.82 0.011
stair climbing 2.8±0.75 stair climbing 5.5±0.58 0.009

ROM
Dorsiflexion 15±5.48 15±5.77 1

Plantarflexion 26.7±4.08 28.8±2.5 0.393
Total 41±8.16 43.8±7.5 0.658

AOFAS scale 76.2±12.4 64±10.7 0.15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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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학적 평가  

 

방사선학적 평가상 수술 전 7례에서 평균 9.6도(6.6-13.7도)의 내반 

변형이 있었고, 3례에서 평균 8.6도(5.7-13.3도)의 외반 변형이 있었다. 

A각은 수술 후 평균 87도(82.5-89.9도)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86.5도(80.7-

89.5도), B각은 수술 후 평균 0도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0.8도(0-

내반2.7도), C각은 수술 후 평균 82.1도(76.7-85도)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82.4도(76-86.6도)였다. 수술 후 2례(1례 A각: 82.5도, 1례 C각: 76.7도)에서 

경골 치환물의 위치 이상이 관찰되었다. a는 평균 0.48(0.45-0.5), b는 평균 

2mm(0-6.1mm)로 모든 경우에서 거골 치환물의 지나친 전방 또는 후방 

위치는 없었으며, 1례에서 치환물의 크기가 작았다(b: 6.1mm). D각은 수술 

후 8.1도(1.8-15.3도)에서 최종 추시시 8.4도(1-16.5도), c는 수술 후 평균 

10.4mm(5.9-15.6mm)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9.2mm(2.5-16.4mm), d는 수술 

후 평균 16.4mm(13-19.6mm)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15.3mm(8.4-19.6mm)로 

측정되었다. 최종 추시 사진상 해리 및 침강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표 6). 단, 1례에서 경골 치환물 삽입나사 주위로 골 용해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 경과 관찰 중이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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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술 후, 최종 추시시 방사선학적 지표의 변화  

Post op. Follow up

A(°) 87±2.16 86.5±2.27
B(°) 0.4±0.45 0.8±0.96
C(°) 82.1±2.3 82.4±3.24
D(°) 8.1±4.77 8.4±6.02

a 0.48±0.02
b 2±1.77

c(mm) 10.4±3.04 9.2±4.22
d(mm) 16.4±3.35 15.3±6.05  

Post op.: immediate post operation  

 

그림 5. 수술 후 삽입나사 주위로 관찰되는 골 용해 소견  

 
76세 남자 환자로 족근 관절 전치환술 및 비골건 구 함몰술 시행 후 1년 3개월 추시상, 두 개의 경골 삽입나사 

주위로 전후면 사진에서 원형의 피질골 음영이 감소하는 소견보이며, 측면 사진에서 삽입나사의 끝 부위로 크기가 

증가하는 원통형의 방사선 투과선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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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증 

 

모든 경우에서 상처의 지연 유합이나 감염은 없었다. 1례에서 수술 후 

발끝이 저리면서 족근 관절 부위 내측으로 Tinnel sign 양성 소견 보여 

족근관 증후군 진단하 치료 중이며, 1례에서 잔존하는 hind foot의 내반 

변형으로 보행시 불편을 호소하여 경과 관찰 중에 있다. 

 

IV. 고찰 

 

현재 족근 관절 치환술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멘트를 쓰지 않는 3개의 치환물을 사용한 족근 

관절 치환술의 결과를 살펴보면 Anderson 등17은 STAR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한 51례 중 12례에서 재치환술을 시행했고, 39례에 대해 

평균 52개월 추시결과 31례에서 만족, 2례에서는 보통, 6례는 불만족 

하였고, AOFAS ankle-hind foot scale은 74점, 5년 누적 생존율은 70%였다고 

보고 하였다. Kofed18는 STAR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한 25례 중 

1례에서 재치환술을 시행하였고, 5년 추시결과 Kofed scale이 30점에서 

91.9점으로 호전되었고, 12년 생존율은 95.4%라고 하였고, Wood와 

Deakin16은 STAR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한 200례의 평균 46개월 

추시결과 총 146례에서 임상적으로 만족하였고 14례에서 재치환술 또는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5년 생존율은 92.7%라고 하였다. Buechel 등18은 

Buechel-Pappas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한 50례의 평균 49개월 

추시결과를 통해 88%가 임상적으로 양호하고 총 2례의 재치환술을 

시행하여 10년간 누적 생존율은 93.5%라고 하였다. Hintermann 등1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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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EGRA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하여, 122례에 대해 1년 이상 평균 

18.9개월의 단기 추시를 통해 8례에서 재치환술을 실시하였고, 수술 

결과에 대해 83.6%에서 만족, 13.1%에서 보통, 3.3%에서 불만족을, 

임상점수는 81.1%에서 우수 또는 양호, 68.1%에서 수술 후 무통상태, 

30.3%에서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관절운동 각도는 평균 39도로 수술 전 

관절 운동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3개의 치환물을 사용한 족근 관절 치환술의 연구는 주로 

치환물의 고안자가 발표한 자료로 결과는 양호하였으나, 일정부분 

편견19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9명에서 

수술결과에 만족 또는 보통, 1명은 불만족하여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VAS점수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유의한 감소(p=0.005)를 

보였고, AOFAS ankle-hind foot scale은 유의한 증가(p=0.012)를 보였다. 족배 

굴곡은 유의한 증가(p=0.01)를 보였고, 총 가동범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7).  

수술결과에 만족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Hintermann 등15의 보고와는 

달리 무통 상태 보다는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통증의 

원인으로는 족근 관절 치환술 후 활동 범위 및 활동 강도의 증가로 인한 

것, 기존의 내과와 외과 내측의 관절염, 기존의 거골 하 부위의 충돌 

증후군, 내반 및 외반 교정 후 인대의 긴장도 증가16,20 및 거골 치환물과 

내과와 외과와의 충돌, 표재 경골신경의 손상, 경골 및 거골 치환물의 

해리, 후족부의 잔여 변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례에서 수술 전 거골이 

내반 되어 있었고 수술 후 내측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대상군의 수가 

적어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내측과의 관절염, 내측 삼각인대가 

긴장되면서 거골의 내측으로 당기거나 내측으로 압력이 더 증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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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모든 경우에서 계단보행시 평지보행보다 동통이 더 심하였고 특히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에 더 큰 불편을 호소하였다. 필요한 

족근 관절 각도는 평지보행시 24도(족저 굴곡 14도, 족배 굴곡 10도), 

계단 올라 갈 때 37도, 계단 내려갈 때 56도라고 알려져 있으며6, 본 

연구에서 수술 후 평균 족근 관절 각도는 42.5도로, 계단 내려갈 때 

필요한 각도는 얻지 못하였다. Coetzee와 Castro21는 족근 관절 치환술 후 

전체 족근 관절 가동각의 변화는 수술 전 족근 관절 가동각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가동각의 호전이 있더라고 족배 굴곡의 

구축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15,22. 본 연구에서는 족배 

굴곡각의 증가를 위해 후방 관절막을 철저히 제거하였고, 이후에도 족배 

굴곡이 15도이상 되지 않는 5례에서 족저 굴곡력의 저하를 염두에 

두면서 아킬레스건 연장술을 조심스럽게 시행하여 평균 족배 굴곡각의 

유의한 증가(p=0.01)를 얻었다. 

수술 후 만족한 6명의 환자와, 보통 또는 불만족한 4명의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수술 전 임상 요소를 비교한 결과, 수술 전 VAS점수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8). 또한 수술 후 임상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도 수술 후 VAS점수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1). 환자의 

만족도는 VAS점수로 표시되는 동통과 연관이 있고, 수술 전 VAS점수가 

크거나, 수술 후 VAS점수가 작은 환자의 만족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절 가동범위는 환자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58). 

관절 가동범위는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퇴행성 변화 및 동통과 

연관될 수 있어, 장기 추시시 환자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5  

측면 단순 사진상 족근 관절의 중립 위치에서 경골 치환물과 거골  

치환물이 닿는 점이 전방에서부터 경골 치환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5에서 0.5이내가 적절하다고 하며, 이 범위 밖에서는 측부 

인대에 불균형한 장력이 가해져 족배, 족저 굴곡시 불안정과 동통을 

야기하며 경골 치환물의 침강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는데15,23, 모든 

례에서 위치는 적절하였다. 그러나 2례에서 1례는 전면 단순 사진상, 

1례는 측면 단순 사진상, 경골 치환물의 위치가 부적절하였으나 

임상적으로 동통이나 관절 가동각의 감소 소견은 없었다. 

족근 관절 치환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술초기의 합병증이 높으며 

숙련될수록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15,16. Haskell과 Mann24은 초기 5례와 

이후 5례를 비교하였을 때 초기 5례에서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3.1배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5례와 이후 5례를 

비교하였을 때 수술 후 합병증 및 임상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V. 결론 

 

HINTEGRA 족근 관절 치환물을 사용한 족근 관절 치환술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추시 결과, 진행된 족근 관절염 환자에서 만족스러운 

동통의 감소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얻었고, 족근 관절 운동범위의 유지 

또는 호전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는 수술 전, 후 

VAS점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관절 가동범위 보존의 

임상적 결과 및 치환물의 해리 및 침강, 재치환술 등의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해서는 장기 추시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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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of 

total ankle arthroplasty using HINTEGRA(Newdeal SA, Lyon, Franc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satisfaction and preoperative parameters 

and between the patient satisfaction and postoperative parameters.  

Twenty-nine total ankle arthroplasties were performed since September 2004. Ten 

cases of total ankle arthroplasties followed up for more than 1 year were 

retrospectively assessed for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ain, range of motion,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AOFAS) ankle and hind foot scale,  

patient satisfaction and radiological results for subsidence and loosening.          

The average age at the time of operation was 62.7 years(range, 50-76 years).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17.4 months(range, 12-25 months). There were five 

patients with traumatic osteoarthritis, three with rheumatoid arthritis and two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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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enerative osteoarthritis. Preoperative pain was moderate in 3 patients, severe in 5 

patients and worst in 6 patients. Postoperative pain was no in 1 patient, mild in 6 

patients and moderate in 3 patients. The preoperative average visual analog scale 

decreased form 7.4(range, 5-9) to 2.8(range, 1-5) postoperatively. The average range 

of motion was 33.5°(range, 10-55°) preoperatively and 42.5°(range, 30-50°) 

postoperatively. The average AOFAS ankle-hind foot scale increased from 52.8(range, 

34-68) preoperatively to 71.3(range, 51-84) postoperatively. Overall, 6 patients were 

very satisfied, 3 patients moderately satisfied and only 1 patient dissatisfi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detected between the patient satisfaction and preoperative 

visual analog scale(p=0.008) and between the patient satisfaction and postoperative 

visual analog scale(p=0.01). 

The total ankle arthroplasty offered painless and improved range of motion to 

most patients in this short term follow-up study. Long term follow up study will be 

need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Ankle arthritis, Ankle arthroplasty, HINTE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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