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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실패한 제 1중족 족지관절 유합술 후 대퇴근막 장근 개재 관절 성형술을
이용한 치료: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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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Failed Arthrodesis of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with Tensor Fascia Lata Interposition Arthroplasty: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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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treatments for arthritis in the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include arthrodesis, interposition arthroplasty using silicone or
meniscus cartilage, and rarely arthroplasty. Although arthrodesis was performed successfully, pain can persist if the angle of fusion was
inappropriate. Interposition arthroplasty can be tried for the treatment of persisting pain after the arthrodesis. Interposition arthroplasty
using tensor fascia lata is known that has low risk of adhesions and easy to harvest. Compared to autologous grafts, grafting rates is high
and low risk of rejection additionally. Herein, we report a successfully managed arthritis with severe pain with interposition arthroplasty
using tensor fascia lata after a failed metatarsophalangeal joint arthrod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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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강직증 혹은 제 1중족 족지관절 관절염은 족부의 가장 흔

야 한다.5) 수술적 치료의 방법들은 각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 관절염을 일으키는 형태이며 무지 외반증에 이어서 매우 흔한

개재 관절 성형술은 수술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빈도가 상대적

제 1중족 족지관절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

으로 높으며, 거부반응이 일어나 추가 수술을 요할 수 있다.6) 또한

로는 통증, 변형, 위약 및 기능적 결손을 야기할 수 있다.1,2) 이에 대

관절 유합술은 진행된 골관절염이나 무지 강직증에서 수술적 치

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관절 유합술, 실리콘 또는 반월상 연골

료로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술기는 제 1족지관절의 운동제한이

을 이용한 개재 관절 성형술, 드물게는 관절 치환술 등이 있다.3,4)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유합된 제 1중족 족지관절

수술적 방법에는 관절을 보존하는 방법과 관절을 희생하는 방법으

에 대퇴 근막 장근을 이용한 개재 관절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관절

로 나눌 수 있으며 수술적 술기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환자의 나

의 재형성을 경험하였기에 관절염과 관절 유합술 후 재 관절 성형

이와 활동 정도, 관절의 손상 정도나 환자의 기대치 등을 고려하여

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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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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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도의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 받았으나 수술 후 동통이 지속되어 내
원 6개월 전 우측 제 1중족 족지관절에 금속판과 금속나사를 이용

수술은 전신 마취하, 앙와위에서 대퇴 근위부에 지혈대를 한 후

하여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유합술 시행 후 약물 치료 등 보

에 과거 수술에 사용한 절개선을 따라서 절개를 한 후에 제 1무지

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했음에도 지속적인 동통이 있어 한림

신전근의 유착을 박리하였으며, 유합에 사용된 금속판과 금속 나

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내원하였다.

사를 제거하였다. 우측 제 1중족 족지관절의 유합을 확인하였으며

내원 당시 American Orthopaedic of Foot and Ankle Society

유합된 관절을 절골술을 시행하여 분리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주

(AOFAS) 점수는 65점, visual analogue scale (VAS) 점수는 7점이었

었다. 새로운 관절면 형성을 위하여 절골술을 할 때 중족골 원위

으며, 중족 족지간 각도는 23°,측면 제 1중족 족지간 배측 굴곡 각

부의 배부를 곡선으로 절골하였으며, 근위지골의 근위부 또한 같

도 15°로 측정되었고 컴퓨터 단층촬영상 제 1중족 족지간이 유합

은 방법으로 절골하여 관절운동 시 충돌(impingement)이 되지 않

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1). 유합 각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지

도록 하였다(Fig. 2). 동측 대퇴부 외측에서 대퇴 근막 장근을 2×

만 유합 후 측면 배측 굴곡 각도가 20°
∼30°
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

6 cm 크기로 이식편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이식편을 접어서 세 겹

져 있다.2) 저자는 관절은 유합되었으나 관절 유합 각도가 적절치

으로 만든 후 봉합사로 패드 모양으로 고정하였다(Fig. 3). 이를 제

않아 체중부하 보행 시 동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재

1중족 족지관절에 삽입 후 내외측의 측부인대에 봉합하였다(Fig.

관절 성형술을 계획하고 대퇴 근막 장근을 삽입물로 이용하기로

4). 관절 사이 간격은 5 mm 정도로 유지하였으며 배부의 관절면을

A

B

C

D

Figure 1. (A) Anteroposterior view of preoperative plain radiograph with standing demonstrates metatarsophalangeal angle (MPA) was 23°.(B) Lateral view of preoperative plain radiograph with standing demonstrates MPA was 15°. (C, D) Axial view of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CT),
sagittal view of preoperative CT shows union of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A

B

C

Figure 2. (A, B) Osteotomy was made from distal part of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and proximal part of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in dorsal
side. (C) Operative finding of successful osteotomy of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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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한 후 삽입된 근막을 고정하였다. 제 1중족 족지관절 내측 측

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개재 관절 성형술 혹은 관절 치환

부인대 파열이 있어 고정 나사를 이용하여 봉합하였다. 동일 부위

술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개재 관절 성형술의 삽입물로써 실리콘,

관절 운동을 시켜보았고 장무지신근이 헐거워진 소견이 보여서 신

gelfoam, 반월상 연골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아직 보편적인 치료

전근의 긴장도와 관절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흡수성 봉합사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없다.8) Coughlin과 Shurnas9)는 7

로 신전근을 중첩 봉합술(overlap suture)을 이용하여 긴장(tightening)시켰다. 수술 후 석고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조기 부하
운동을 시행하여 근육의 긴장을 잃지 않도록 하였고 석고고정은
수술 후 4주간 시행하였다.
수술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외래 추시를 하였고 1년에 측
정한 AOFAS 점수는 88점, VAS 점수는 2점이었으며 중족 족지간
각도는 0°,측면 제 1중족 족지간 배측 굴곡 각도는 25°,운동 범위
는 신전 50°굴곡 50°정도로 호전되었다(Fig. 5).

고

찰

제 1중족 족지 유합술은 무지 강직증 등 많은 전족부 질환에 흔
히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장기 추시하였을 때 가동 범
위 제한뿐 아니라 중족골통(metatarsalgia), 지간 관절염 등의 합병
증이 보고되고 있다.7) 수술적 치료의 최종적인 목적은 통증의 제
거이므로 유합술이 실패했다고 판단될 시 이후 관절 재형성을 위

A

Figure 4. The harvested tensor fascia lata was inserted to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and sutured with medial and lateral collateral
ligaments.

B

C

Figure 3. (A) Tensor fascia lata was harvested from lateral side of ipsilateral thigh. (B) The harvested tensor fascia lata. (C) The harvested tensor fascia lata folded in triplicate.

A

B

Figure 5. Postoperative plain radiograph
with standing at postoperative 3 months.
(A) Anteriorposterior view demonstrates
metatarsophalangeal angle (MPA) was 0°
.
(B) Lateral view demonstrates MPA wa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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