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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유합술의 대체 요법으로 시작되어 꾸준히 비교되고 있으며 

Saltzman 등4)은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족관절 유합술에 비해 

유사한 통증의 경감 및 우세한 기능적 결과를 보인다 하였고, Barg 

등5)은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후 대부분의 환자에서 통증

의 경감 및 향상된 임상 결과를 보고하였다.

족관절 유합술은 단기 추시 결과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보이

나, 장기 추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다. 이는 가관절증, 불

유합, 부정유합, 보행장애 및 인접관절의 부하 증가 등의 문제점

에 의하며, 특히 보행의 관점에서의 기능적 제약과 함께 장기적으

로 인접 관절로 진행하는 관절염이 비교적 자주 거론되는 단점으

로 알려져 있다.6,7) 따라서 족관절 유합술에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

행기능의 보존 및 주위 관절로의 응력 집중의 감소는 족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이 비교적으로 우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술 후 

비교되는 기능적인 장점이 환자의 선호사항이라면, 적응증과 잘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숙달된 술자의 경우 유합술에 비해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호하기도 한다. 본 종설에서는 족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의 생역학, 치환물의 역사, 적응증, 합병증, 임상적 결

과 및 생존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      론

1970년대 초반 족관절 유합술을 대체할 목적으로 소개되었던 족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말기의 관절염 환자 및 외상 후 관절염 환

자에서 통증의 경감과 함께 관절의 기능을 보존 또는 회복시키는 

취지에서 개발되었다.1) 하지만 기기 및 수술 술기의 미발전과 족

관절에 대한 생역학적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성공적인 수술적 결

과를 보장하지 못하여 말기 관절염 환자의 표준 치료가 되지 못하

고 널리 쓰이지 않았다.2) 1980∼1990년대의 2세대 치환물을 거쳐 

3세대 치환물이 개발되어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치환물

의 생존율 및 수술 후 임상 결과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3) 족관절 인

공관절 치환술은 말기의 관절염 환자의 표준 치료로 사용되는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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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

성일훈,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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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nkle Replacement Arthroplasty

Il Hoon Sung, Hyun Uk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otal ankle replacement has been performed for treatment of end stage arthritis of the ankle, hopefully being an alternative to ankle ar-
throdesis. However, due to its high failure rates, earlier versions of ankle replacements were not regarded as successful procedures. The 
latest design has shown increasingly positive results. Total joint replacement of the ankle itself is still regarded as a demanding procedure 
and much more challenging than that of the hip and knee in many aspects. Several studies, however, have pointed out that it is becoming 
the viable, accepted alternative for arthrodesis with advanced implants, appropriate patient selection, and proper training experience of 
procedures. Compared with arthrodesis, it shows equal or better outcomes in pain relief, range of motion, and patient’s satisfaction. We 
are attempting to review its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implant design, indications, complications, clinical outcomes, and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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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오목한 경골의 폴리에틸렌 부분과 볼록한 거골의 금속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경첩 관절로, 한 개의 수평면에 대한 

운동만을 제공하였다. 속박형 치환물은 시멘트와 골 접합부에 응

력이 집중되어 치환물의 이완이 많았고 비속박형 치환물은 탈구가 

쉽게 일어났다. 또한 1세대 치환물에서는 침하와 골융해가 흔히 

발생하였다. 단기 추시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나 

장기 추시 결과 재치환율이 40%를 넘었다. 원인으로는 비해부 생

리학적인 설계, 시멘트의 사용, 광범위한 골절제, 부적절한 적응증 

및 수술 술기의 미숙 등이 있으며, 따라서 1세대 치환물은 널리 사

용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치환물로 대체되었다.4,12,13) 

2세대 치환물은 비시멘트형으로 시멘트 고정 대신 압박 고정

(press fit)을 하며 뼈와의 접촉면 금속에 다공성 표면처리(porous 

coating)가 되어 있고 폴리에틸렌이 금속 사이에 있는 구조로서 고

정 베어링(fixed bearing)의 2구조(two component system) 계열

과 3가지 구조(three component system)로 된 가동 베어링(mobile 

bearing) 계열이 있다. 이중 가동 베어링 계열은 마모, 회전 응력 

및 치환물 침하를 줄이는 데 있어 이론상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

며 추시 결과에서 적절한 환자군에 시행 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

였다.13,14)

3세대 치환물은 비시멘트형이며 연부조직의 균형을 중시한 설

계를 바탕으로 골절제를 최소화하고 가동 베어링 계열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15) 가동 베어링 계열은 경골 부위와 폴리에틸렌 

삽입물 사이에 두 번째 경계면이 있어서 자세 변화의 적응에 유리

하고 족관절의 인대에 작은 응력이 가해지며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마모도 줄여 줄 수 있다고 한다.6) 현재 사용되는 치환물의 금속재

질로는 cobalt-chromium 또는 cobalt-chromium and titanium 합성

제가 쓰이며 골절제 면에 치환물의 고정을 위해 hydroxyapatite 또

는 titanium porous coating을 사용한다. 

본      론

1. 생역학

족관절의 생역학은 부족한 연부조직과 해부학적 특성, 그리고 

체중부하에 있어 다른 체중부하 관절인 고관절 또는 슬관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족관절은 매우 상합성이 좋은 관절로서 

거경 관절은 정상 보행 시 체중의 약 5배 또는 그 이상의 부하를 받

으면서도 다른 체중부하 관절에 비해 매우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

다. 이런 좁은 면적의 관절 접촉면에 상대적으로 큰 모멘트 힘과 

압박력을 받는다. 또한 족관절 주변 골격의 골량이 큰 부위가 아니

므로 관절 치환술 시 이용 가능한 골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요

소들은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 축의 작은 변화에도 치환물 실

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절면의 부조화로 인해 편

향된 힘이 작용하여 치환물의 해리, 폴리에틸렌의 마모 및 골용해

를 일으킬 수 있다.8,9) 

치환물의 적절한 위치에 대해서는 장기 추시 연구 결과가 없다. 

많은 술자들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원위 경골의 골절제 축이 매우 

중요하며 후족부의 정상 외반은 확보해야 할 정렬의 기준으로 하

고 있으며, 경골의 역학적 축에 수직으로 관상면의 골절제를 시행

하며 시상면으로는 기구별로 정해진 바대로 전방 경사를 일부 주

는 것을 선호한다(Fig. 1).10) 

2. 치환물의 역사

1970년대 초반 인공 족관절 치환술이 소개되었고, 1세대 치환물

은 볼과 소켓형으로 인공 고관절 치환물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최

초의 치환물을 이용한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시 결과 18명

의 환자에서 치환물의 실패가 확인되어, 최초의 치환물은 기존의 

관절 유합술을 대체하지 못하였다.11) 이후 1세대 치환물은 시멘트 

사용형으로 속박(constrianed)형 또는 비속박(non-constrianed)형

A B C D

Figure 1. These are preoperative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radiographs of a 32-year-old woman with rheumatoid arthritis on the left ankle 

showing severe joint space narrowing, osteophyte, cystic change, and congruency loss of the ankle. These are anteroposterior (C) and lateral (D) ra-

diographs of the left ankle four years after total ankle arthroplasty. It shows well positioned implant and improvement of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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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술기

족관절 자체의 변형 및 근위 및 원위부에 정렬 변형이 있는 경

우에는 수술 전 또는 수술 시 변형에 대하여 수술적 교정을 하여야 

한다.21) 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치환물은 전방으

로 접근하여 수술을 한다. 피부 절개는 족관절의 전방에서 전경골

건의 외측 및 장무지신전건의 내측에 위치되게 10 cm 가량을 가하

며 원위부에서 비골 신경 분지의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무지신전

건을 내측으로 장지신전건과 함께 견인하여 전경 동맥과 정맥 및 

심부 비골 신경을 보호한다. 관절막에 절개를 가하고 내·외측구

(gutter)를 확인한다. 거주상 관절을 확인해야 하며, 전후 및 측방

의 골극을 제거한다. 관절선의 추가적인 노출이 필요한 경우 전방

의 골극을 추가로 제거한다. 시상, 관상 및 축면에 모두 맞추어 적

절한 삽입물을 삽입될 수 있도록 골절제를 해야 하며 내·외측의 

족관절 인대 및 연부조직의 균형도 확보하는 재건술 또는 유리술 

등으로 관절의 균형과 안정성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Fig. 2). 

관절 배굴 제한 및 아킬레스건의 긴장도에 따라 다양한 건 연장술

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배액관 삽입 후 봉합한다. 통증 조절을 위해 

슬와부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심부 정맥 혈전의 예방은 

위험군에서 하기도 하며 술자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실시하기도 

한다. 족관절의 운동은 사용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술 후 조

기 관절운동이 가능한 기기에서도 피부 창상이 치유된 후인 술 후 

2주에 시행한다. 체중부하 보행은 술 후 4∼6주경 시작하며 부츠

와 함께 시행하기도하며 8∼10주경 가벼운 보조기로 교체한다. 비

골근이 회복되는 술 후 12주경부터 활동의 제한이 없이 운동을 시

행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무리한 운동은 제한한다.22)

5. 합병증

합병증에 대해 Glazebrook 등12)은 20개의 연구에 대해 조사하여 

평균 64개월 추시에서 12.4%의 실패율을 보였으며 다음의 주요 합

3. 적응증

근래에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하여 차츰 

적응증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기 족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하며 이상적인 후보자는 노년의 과체중이 아니며 활동량이 적은 

환자로서 족관절 변형이 적고 관절운동이 보존되어 있는 환자이

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상대적 비적응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

으나 임상적으로 아직 확실히 정립된 부분이 아니다. 급성, 만성의 

감염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관절 치환술의 절대적 비적응증이

다.16) 또한 조절이 안되는 당뇨 및 신경병적 관절병증은 비적응증

으로 알려져 있다.13) 교정 불가능한 부정정렬 상태도 적응증이 될 

수 없으며 10∼15도 이상의 내·외반이 있는 경우 수술의 비적응

증으로 알려졌으나17)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Queen 등18)에 

의하면 15도 이상의 내·외반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 후 성공적인 

정렬을 보고하였다. 이외에 통풍성 관절염, 거골 또는 경골의 무혈

성 괴사 등에서도 족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결과

를 보여 적응증에 이견이 있고 거골과 원위 경골에 부적절한 골량

을 보이는 경우 적절한 골이식에도 불구하고 삽입물의 침하를 가

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전한 혈류 상태와 피부의 연부조직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신경학적인 이상 상태 여부도 적응 대상

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흡연 여부, 영양상태, 면역억제제 사

용 여부 및 환자의 적응도 등도 고려사항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

해 술자는 술기에 대한 적정한 이해와 숙련도는 물론이거니와 수

술 적응증 및 금기증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과 적절한 치환물의 선

택이 필요하며 환자의 나이, 현재 활동성과 신체 적합성뿐만 아니

라 술 후 기대하는 활동능력 및 수술에 대한 기대사항 등 환자의 

요구 사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19) Hsu 등20)에 의하면 진보된 

치환물과 숙련된 술기 및 수술 후 재활의 발전으로 적응증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

Figure 2. These are preoperative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radiographs of a 64-year-old woman with end stage arthritis showing severe 

joint space narrowing and loss of congruency with severe varus deformity of the right ankle, and flatfoot. These are anteroposterior (C) and lateral (D) 

radiographs at 8 years following operation, showing well positioned implant and improvement of alignment.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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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술한 300예에서 5년의 추시 결과 80%의 생존율을 보였다. 

Wood 등29)에 의한 연구에서 3세대 Mobility 치환물의 4년 생존율

은 93.6%를 보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환자에서도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Fevang 등30)에 의한 연

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수술 후 10년 생존율은 76%, 

5년 생존율은 89%를 보였다. 

생존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할 때 연구의 방법과 자료의 수

집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Labek 등31)에 의하면 재치환율에 있

어 발표된 자료와 국가에 등록된 자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실

제 발표된 연구 결과의 50%가량이 임플란트 개발자와 관련이 있어 

과장되게 발표한 부분이 있으며, 국가에 등록된 재치환율은 발표

된 수치보다 약 두 배가 많았다. 국가에 등록된 재치환율은 5년 추

시에 21.8%, 10년 추시에 43.5%로 확인되었다. Easley 등32)의 리뷰

에 의하면 2,240예의 생존율은 3∼6년 추시에 70%∼98%, 8∼12년 

추시에 80%∼95%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발표된 연구 결과들이 근

거가 빈약하다고 하였다. Gougoulias 등33)의 리뷰에 의하면 1,105

예(Agility, STAR, Buechel-Pappas, Hintegra, Salto, TNK, Mobility)

에서 5년 추시 결과 10% 가량의 재수술률을 보였다. 그 중 62%는 

재치환을 하였고 36%는 관절 유합술을 하였으며 절단술은 1% 미

만에서만 필요하였다.

말기 관절염 환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과 족관절 유합술을 비교

한 Daniels 등34)의 연구에 의하면 5.5년 추시관찰에서 주요 합병증

의 발생은 치환술에서 19%와 유합술에서 7%로 확인되었으며 재

수술은 각각 17%와 7%에서 필요하였다. Gougoulias 등35)은 족관

절의 운동 범위의 증가가 족관절 인골관절 치환술 이후 얻게 되는 

이득 중 하나가 아니며 수술 후 운동 범위는 수술 전 운동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Coetzee와 Deorio28)에 의한 연구에서 수

술 후 족관절의 운동 범위는 술 전과 비교하여 5도를 넘지 않았다. 

병증을 보고하였다. 합병증은 인공관절의 실패율에 따라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고 고등급으로 심부감염, 무균성 해리와 내고정 실

패가 있으며 50% 이상의 실패율을 보였다. 중등급으로는 기술적 

오류, 치환물 침하, 수술 후 골절로 분류하고 저등급으로는 수술 

중 골절, 상처 회복의 지연으로 기술하였다. Sadoghi 등23)의 리뷰

에 의하면 족관절 재치환술의 주요 원인으로 무균성 해리(38%), 기

술적 오류(15%), 원인을 모르는 통증(12%), 감염성 해리(9.8%), 불

안정성(8.5%), 인공관절 파손(5.3%), 인공관절 주위 골절(2%)로 보

고하였다(Fig. 3). 

술자의 기술 습득 여부와 합병증에 대한 연구에서 Lee 등24)은 초

기에 시행한 30예에서는 11예, 후기에 시행한 30예에서는 5예의 

합병증이 확인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Schimmel 등25)

의 연구에 의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처음 수술한 50예와 가장 최

근 수술한 50예를 비교했을 때, 후기에 시행한 군에서 수술 시간이 

짧았고, 수술 중 골절의 발생이 적었으며 또한 정렬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처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작할 때에는 적절한 환자의 선

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6. 임상적 결과 및 생존율

1세대 치환물은 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2세대 치환물의 경우 5

년 추시상 78%에서 90%의 증가된 생존율을 보였으며, 8년 추시상

에서도 76%에서 84%로 향상된 생존율을 보였다.14) 2세대 치환물

에 대한 Besse 등26)의 연구에서는 40개월에서 생존율은 96%로 높

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삽입물의 침하 및 골용해(osteolysis) 또는 

골낭종(bone cyst) 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메타 분석에서 

Haddad 등27)은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의 7%에서 재수술을 하였고 

재수술의 주 원인은 해리(loosening)와 침강(subsidence)이었다. 

Coetzee와 Deorio28)에 의한 연구에서 2세대 Agility 치환물을 사용

Figure 3. These are preoperative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radiographs of a 59-year-old woman with end stage arthritis and equinovarus 

deformity showing anterior subluxation and severe joint space narrowing of the right ankle, and flexion position of the first metatarsal. Four years 

following total ankle arthroplasty, anteroposterior (C) and lateral (D) radiographs show unchanged α, β, and g angles. However, osteolytic and cys-

tic changes appeared above the tibial component.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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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술의 적응증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환자의 기대사항을 

잘 고찰하고 적절한 치환물의 선택과 술자의 능숙한 술기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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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aay와 Schuberth19)에 의한 연구에서는 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지 20에서 25도의 운동 범위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환자의 만

족도는 족관절의 운동 범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많은 환

자들이 수술 후 많은 운동 범위 증가를 기대할지라도 실제로 수술 

후 운동 범위의 증가는 크지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이 완

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확연하게 감소된 통증으로 만족감을 보인다. 

Schuh 등36)에 의하면 족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과 유합술의 두 

군 간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평가표 또는 

UCLA 점수에서 차이가 없고 운동으로의 복귀는 비슷하다고 하였

다.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1년 후 정적 및 동적 자세 불균형에 대

해 추시한 결과에서 운동기능은 감소되었으나 고유감각은 변화

가 없었고 특히 정적 자세 불균형을 보였으며 이는 하지와 족관절

의 근력 저하 및 반사기능 저하에 의한 것으로 추측37)하였고 족관

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기능적인 면에서 정상 보행지표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38) 이 술식의 기능적 우월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부

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보행역학을 비교한 Chopra 등39)

의 연구에 의하면 족관절 치환술이 유합술에 비해 보행의 양측성

과 족저부에 균등한 힘의 분포를 보였으며 양측 보행의 생역학 회

복에서도 우세하였다. 족관절 유합술보다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

술이 정상 보행에 가깝고 보행의 속도와 양측 균일성 향상도 보고

되는 등 기능적 효용성은 이 술식의 비교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

다.38,40) 

족관절 유합술의 장기적 단점으로써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점인 인접 관절에서 진행되는 관절염은 때로는 수술적 치료를 요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방사선 소견과는 달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는 보고가 있고,5,12) 젊은 환자에서 족관절 유합술 

시 후족부의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

하였지만7)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도 인접 

주위 관절의 통증과 관절염은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수술의 빈도가 높아지므로 장

기적인 문제점은 환자나 수술 의사가 어떤 관점을 기준으로 보는

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족관절 유합술과 비교하여 수술 후 

통증 감소 효과와 임상적 지표의 향상에 있어서 동등 또는 유사하

며 기능적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므로 족관절염에 대한 매

력적인 수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수술 전, 수술 시 및 수술 후의 

다양한 사항 및 합병증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술식이다.

결      론

말기의 족관절 관절염 환자에서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치

환물과 술기의 발달에 힘입어 관절 유합술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 적응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단기 및 중기의 추시에

서 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족관절 인공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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