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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의 수술 후 재발에 대한 치료
권기범, 이경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Treatment of Recurrent Hallux Valgus after Surgery
Ki Bum Kwon, Kyoung Min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Recurrence is a common complication following hallux valgus surgery. The postoperative recurrence rates have been reported to be between 2.7% and 16%. Reoperation is considered only for the recurrent deformities with intractable pain. The success of reoperation depends on identifying and addressing the cause of the recurrence appropriately. The surgical principle of reoperation for a recurrent hallux valgus is similar to that of the primary surgery, but arthrodesis and proximal metatarsal osteotomies with greater correcting power
are adopted more frequently.
Key Words: Hallux valgus, Bunion, Recurrence, Reoperation, Complication

서

알려져 있으나10) 연구마다 재발률은 다양하게 보고된다. 이는 연구

론

에 따라 술 전 변형 정도,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추시기간 등이 다르
1)

무지외반증의 유병률은 23% 정도로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다. 보

기 때문이다. Kilmartin11)은 원위 Mitchell 절골술(distal Mitchell

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osteotomy)을 시행한 후 26%가 재발했다고 보고하였으며 Fokter

2,3)

데 수술 후 합병증은 10%∼55%까지 보고된다.

그 중 가장 흔한

합병증은 무지외반증의 재발이다.4-6)
무지외반증의 재발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7)

등12)은 변형 Mitchell 절골술(modified Mitchell osteotomy)을
시행한 105족을 대상으로 21년간의 후향적 연구를 시행한 후, 재
발률이 47%까지 된다고 보고하였다. 원위 갈매기 절골술(distal

Pentikainen 등 은 무지외반각(hallux valgus angle)이 15도 이상

chevron osteotomy)의 경우 재발률이 10% 또는 16%로 보고되고

일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Aiyer 등8)은 20도 이상일 경우로 정의한

있으며13) Iyer 등14)은 근위부 내측 쐐기 절골술(proximal medial

다. Shibuya 등9)은 수술 후 6개월 뒤 수술 직후와 비교하여 수술 후

wedge osteotomy) 후 64.7%까지 재발한다고 보고하였으나 표본

6개월 뒤의 무지외반각이 3도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수가 적은 한계가 있다.

4)

Coughlin와 Jones 는 수술 후 무지외반각이 20도 이상이면서 각도
교정이 10도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수술 후 변형의 재발은 일반적으로 2.7%∼16%까지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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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무지외반증 수술 후 재발은 흔하게 일어나며 이는 환자뿐
아니라 수술한 의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본 종설을 통해
수술 후 재발된 무지외반증의 치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무지외반증 수술 후 재발의 원인
재발의 원인은 다양하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를 교정함으로
써 재발을 막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수술 전 방사선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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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체중부하 상태로 시행해야만 변형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무지외반증에서는 원위 중족골 관절각(distal metatarsal articular

알 수 있다. 종족골간각(intermetatarsal angle), 족지골간각(in-

angle)의 증가가 흔하게 관찰되는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중

terphalangeal anlge), 무지외반각, 중족족지관절의 상합성(con-

절골술(double osteotomy)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판을 피

gruency of metatarsophalangeal joint), 종자골 위치(sesamoid

하기 위해 단일 절골술(single osteotomy)만을 하다 보니 불충분한

position), 중족골 길이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교정할 각도에 맞

교정을 하거나 무리한 연부조직 술식으로 비상합성 관절을 초래할

는 적절한 절골술을 선택하고 연부조직 재균형을 이루어야 수술 후

가능성이 높다. Coughlin20)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수술 방법

재발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체검진이나 병력 청취에 소홀

을 선택할 경우 5년 추시 결과 재발률을 약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 채,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한 객관적 지수에만 관심을 쓰는 오류

보고하였다.

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술 직후 무지외반각이 15도 이내, 중
족골간각이 10도 이내면 수술 후 재발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15)

환자의 해부학적인 측면도 원인이 될 수 있다. Shibuya 등9)은 수
술 후의 경골 종자골 위치(tibial sesamoid position)이 grade 4 이

재발의 원인은 크게 환자적인 측면, 수술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

상인 경우 50% 이상 재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Okuda 등21) 또한 방

다(Table 1). 먼저 환자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흡연은 골유합에 악

사선학적 검사상 종자골의 외측 전위 정도가 무지외반증 수술 후 재

16)

수술 후 순응도가 좋지 않고 체중부

발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Aiyer 등8)은 587명의 환자를 대

하를 일찍 시행하였을 경우17,18) 지속적인 하이힐 착용3) 등과 같이 충

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중족부 내전각(metatarsus adductus

분한 환자 교육을 통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전신적

angle, MAA)이 20도 이상인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 무지외반증의

인 과유연성을 나타내는 Ehlers–Danlos 증후군과 Marfan 증후군,

재발률을 비교하였다. 중족부 내전증이 있는 경우 두 배(29.4%, 중

중족족지 관절의 내측 연부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류마티스 및 통

족부 내전증이 없는 경우는 15%)의 재발률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풍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수술 후 무지외

심한 중족골 내전증 변형이 있는 경우 무지외반증 수술 시 더 주의가

반증의 재발과 관련이 있다.19) 근육의 경직성 혹은 불균형을 초래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ark과 Lee22)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하였

는 신경근육계 질환(뇌성마비, 유전성 운동감각 신경병증) 및 뇌혈

으며 수술 전 MAA가 23도 이상, 무지외반각이 40도 이상인 경우 재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19)

관질환 등도 무지외반증의 재발에 기여한다.

이러한 환자군에서는

발이 증가하였고 수술 후 비체중부하 방사선 검사에서 종자골의 위

기저 질환에 의한 추가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절고정

치가 grade 4 이상, 무지외반각 8도 이상인 경우 재발이 증가하였다

술을 시행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고 보고하였다.

골격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무지외반증 수술은 술 후
9)

발목관절 첨족(ankle equinus)이 있는 경우 과도한 회내 운동

재발률이 높아서 50%까지도 보고되고 있다. 어린 연령의 환자들은

이 일어날수 있고 이는 족부의 첫 번째 정렬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며

무지외반증과 함께 중족골 내전증(metatarsus adductus)이 동반

첫 번째 중족골을 내측으로 전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23) 그 외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무지외반증 교정수술을 더 어렵게 해서 재

Okuda 등24)은 중족골두의 모양이 둥근 경우, 각이 진 경우보다 재

발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의

발이 흔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Table 1. Causes for Postoperative Recurrence of Hallux Valgus Deformity
Category
Patient
Social
Systemic
Anatomic

Operation
Surgical

Etc.
RA: rheumatoid arthritis.

Cause
Smoking, noncompliance, early ambulation, high-hill shoe wear
Ehlers–Danlos syndrome, Marfan syndrome, RA, gout, hypothyroidism, cerebral palsy
Immature skeletal
Metatarsus adductus (intermetatarsal angle >20°)
High distal metatarsal articular angle
Sesamoid position ≥grade 4
Equinus
Inadequate soft tissue release
Distal chevron osteotomy with large intermetatarsal angle
Simple bunionectomy with incongruent metatasophalageal joint
Overlooking the instability of tarsometatarsal joint
Lack of skill
Postoperative complications (nonunion, malunion, avascular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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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MTP arthritis
Yes

No

Hypermobile
1st TMT joint

MTP fusion
Yes

No

Congruent 1st MTP joint
(high DMAA)

Lapidus 1st TMT fusion
Yes

No

Double
osteotomy
IMA
Hallux valgus
interphalangeus

<9

9 ~14

>14

Yes

Akin phalangeal
osteotomy

Distal soft tissue Distal metatarsal Proximal metatarsal
osteotomy
osteotomy
release
& distal soft tissue
release

Figure 1. Algorithm for hallux valgus deformity
correction. MPT: metatarsophalangeal, TMT:
tasometatarsal, DMAA: distal metatarsal
articular angle, IMA: intermetatarsal angle.

두 번째는 수술적인 측면이다. 수술 시에 환자의 변형 원인에 대한

adductor tendon insertion release 및 내측 관절낭 중첩술(medial

정확한 파악 없이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수술 후 재발

joint capsule plication)도 이뤄져야 충분한 교정력을 얻을 수 있

의 원인이 된다. 비상합성 중족족지 관절(incongruent metatarso-

다.3) 또한 절골부위의 고정이 부족하여 시행한 교정 절골술의 위치

phalangeal joint)이 동반된 무지외반증에서 연부조직의 유리 없이

가 유지되지 못한 경우나26) 종족골간각을 충분히 교정하지 못한 경

내측 중족골두 단순 돌기절제술(simple bunionectomy)만 시행한

우가 있다.

경우가 있으며 외측 관절낭 유리술(lateral capsule realease)을 충

세 번째,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재발한 경우가 있다. 중

분히 시행하지 못하여 종자골의 재배열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경

족족지 관절 유합술 혹은 Lapidus 유합술 후 불유합이 2%∼13% 발

25)

근위지골의 고정된 골변형이 있는 경우 Akin proce-

생할 수 있으며17,30) 절골술을 시행한 후 부정유합이나 불유합으로

dure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함에도 연부조직 유리만 시행한 경우

인하여 무지외반증의 재발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연부조

힘줄이 첫 번째 족근중족관절(tarsometatarsal joint)에서 지속적으

직 유리술을 시행하여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로 당겨지므로 엄지발가락의 외측 전이(lateral deviation)가 지속된

이는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1)

우가 있다.

다.26) 종족골간각이 25도 이상인 심한 변형이 있을 경우 원위 갈매기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처럼 변형에 비해 교정력이 적은 수술 방법을
선택한 경우도 재발이 흔하다.27)

2. 재발한 무지외반증의 치료
무지외반증의 일차적 치료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는 단순 무지

또한 첫 번째 족근중족관절 불안정성이 있을 때 이를 간과한 경우

외반증의 변형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32,33) 만

변형의 재발이 흔하게 일어난다.28) 첫 번째 족근중족관절 불안정성

약 증상이 있다면 통증이 무지외반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

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여 많은 부분 신체검

인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내측 기저부의 통증은 내측 돌기의 불

진을 통한 임상적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pedobaro-

충분한 절제가 원인일 수 있으며 족저부 통증은 종자골염(sesa-

graph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

moiditis), 종자골 관절염(sesamoid arthritis), 종자골 불완전 정복

고 있으며 족부 중심 압력의 진행 방향이 중족골 부위에서 흔들림 발

(sesamoid malreduction)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10) 만약 무지외

생한 경우, 불안정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9)

반증이 재발한 경우에는 앞서 자세히 기술한 것처럼 철저한 원인 분

다음으로 수술 술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정이 부족한 경우이다.

석을 통해 재발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교정하여야 한다.

원위부 연부조직 유리술을 확실히 하지 못하면 중족골 골두(meta-

무지외반증의 재수술은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시에 즉, 보

tarsal head)를 종자골(sesamoid) 위로 제대로 위치시키지 못하며

행 시 통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시행되어야 한다.3)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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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 시 수술법의 선택은 무지외반증의 수술 방법의 원칙에 따른
10)

다(Fig. 1).

다만, 재수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첫 수술보다 교정

력이 더 큰 술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원위 절골술보다는 근위 절골술
을, 절골술보다는 유합술을 더 자주 고려하게 되는 편이다.19)

2.
3.

재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절을 보존하는 방
법과 관절을 보존하지 않는 방법이다. 관절염이나 불안정성이 동
반되지 않은 경우는 일차 수술과 마찬가지로 원위 또는 근위 절골

4.

술, 연부조직 유리술 등의 방법을 조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절염
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절제 관절 성형술이나 유합술을 시

5.

행한다. 중족족지관절(metatarsophalangeal joints)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 Keller 절제 관절 성형술이나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6.

Kitaoka와 Patzer34)는 무지외반증 수술이 실패한 경우에서 절제 관
절 성형술을 한 경우와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두 군
모두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유합술: 67%, 절제술: 54%) 절제 관

7.

절 성형술의 경우 수술 후 장시간 부목고정이 필요 없고 불유합 등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활동성이 적은 노인의 경우 좋은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활동성이 많은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유합술을 시

8.

행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이전 Keller 절제 관절 성형술을 한 경우나 cock-up deformity,
floppy toe를 지닌 중족족지관절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유합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35) Keller 절제 관절 성형술 후 재발한 무지외

9.

반증에 scarf 절골술을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된 경
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36)
족근중족관절의 불안정성은 무지외반증 재발의 주요 원인이기도

10.
11.

하다. 대부분의 경우 다시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Lapidus 방법
을 이용한 관절 유합술이 더 유용하다. Lapidus 방법은 발 첫 번째

12.

축의 정렬을 여러 면(plane)에서 교정 가능하며 길이와 과운동성까
지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절골술을 시행할 경우 불유합이나 무

13.

혈성 괴사의 위험이 높아지고 흉터가 생기므로 재절골술을 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37)
14.

결

론

무지외반증 수술 후 재발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이며 재수술 여부

15.

를 결정하기 전에 재발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치료에 고려해
야 한다. 일반적인 무지외반증 수술법 선택 시 고려사항과 함께 이전
수술로부터의 합병증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
다. 보통의 경우 이전 수술보다 교정력이 큰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16.

바람직하고 관절 유합술도 첫 수술 시보다 더 흔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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