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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하지 절단 수술의 원인 질환은 외상, 혈관 질환, 종양, 선

천성 기형, 감염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혈관 질환에 의한 

하지 절단이 가장 많고 이러한 혈관 질환의 70% 이상은 당

뇨와 연관되어 있다[1]. 당뇨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합병증 중

에 당뇨병발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 궤양, 괴사, 감

염, 상처 회복의 지연 등으로 절단 수술을 필요로 한다. 당

뇨병발로 절단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

해서 절단 수술 이전부터 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

고 절단 수술로 인한 장애가 보행 능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저하된 보행 능력은 섬망, 욕창, 심혈관계 쇠약, 폐렴, 

혈전증 등을 유발하여 또 다시 보행 능력의 회복을 저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절단 수술 이후 적극적인 보

행 훈련은 환자의 전신 상태 개선에 중요하다[1,2]. 이 논문

에서는 당뇨병발 절단 환자의 관리와 재활치료에 대하여 기

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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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iabetic foot is a diabetes-related complication that often requires amputation due to ulcer, necrosis, 
infection, and wound healing problems. Amputation decreases ambulation ability and worsens the patient’s general 
condition. Thus, active gait training is important after amputation. 
Current Concepts: The level of amputation depends on the anatomical position, for example, toe amputation and 
transfemoral amputation. The impairment of ambulatory function is also determined by the position of amputation. 
Continuous rehabilitation exercise is encouraged for ambulation before surgery. Wound management and pain 
control are needed for early rehabilitation exercise after surgery. The maturation of the amputation stump is especially 
important and needed for prosthesis wearing. If the general condition of the patient permits,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joint range of motion exercises, and ambulation exercises should be started as soon as possible.
Discussion and Conclusion: Sufficient understanding of functional decline after amputation is required. The clear 
goal of ambulation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 condition and ability to walk before 
surgery. The ultimate goal of amputation is not only to remove necrosis, ulcers, and infected tissues but also to restore 
ambulatory function. Thus, expertise and significant effort before and after surgery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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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부위의 위치

당뇨병발 병변의 위치와 범위에 의해 절단 수술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최소

한의 절단으로 최대한의 하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하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보행을 위한 에너지 

소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절단 후 남아 있

는 하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되어 좀 더 

원활한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3]. 절단이 되는 해부학적 위

치에 따라 절단 수술의 종류를 나누게 되고 족지 절단, 열 

절단, 경중족골 절단(transmetatarsal amputation), 중족

부 절단(midfoot amputation: Lisfranc 관절, Chopart 관

절), Syme 절단, 경경골 또는 하퇴절단(transtibial or below 

knee amputation), 슬관절 이단술(knee disarticulation), 

경대퇴골 또는 대퇴절단(transfemoral or above knee 

amputation) 등이 있다(Figure 1). 그러나 당뇨병발의 병

변 위치에 따라 절단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단에 대

한 해부학적 위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한, 절단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보행 등의 기능

상의 장점이 있어서 되도록 보존을 위한 구제 수술(slavage 

operation)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대표적으로 뒤꿈치에 궤

양이나 감염 등이 있는 경우 하퇴절단보다는 종골 절제술이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이 될 수 있다[4]. 그리고 당뇨병

발에서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인 Charcot 관절병

증(신경병증성 관절병증)은 최종적으로 절단 수술을 하는 경

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Charcot 관절병증에서도 논란의 여

지는 있으나 여전히 절단 수술보다는 구제 수술을 먼저 적용

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5].

절단 전 관리

절단 수술 이전의 당뇨병발 환자는 대부분 궤양, 감염, 괴

사 등 상처가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게 

된다. 이때, 상처 치유 지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서 환자들은 보행 및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

며, 이는 일부의 의료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뇨

병발의 상처는 이와 같은 보행 및 활동으로 악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행 및 

활동을 허용하고 적극 권장, 장려해야 한다[6]. 절단 수술 전

의 전신 상태 및 보행, 활동 능력이 좋은 경우, 절단 후 재활 

과정을 통해 높은 신체적 기능을 얻을 확률이 높고, 반대로 

절단 전 오래 기간 보행이 어려웠던 경우는 재활기간도 길어

질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보행 능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침상 안정보다는 휠체어 보

행, 휠체어 보행보다는 보행기 또는 목발 보행 등으로 반복

적으로 꾸준히 보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자 및 보호자를 교육하고 여건을 만

Figure 1.  The kind and location of amputation in the patients with diabetic foot. TMT, transmetatarsal; MTPJ, metatarsophalangeal joint. Illustrated by author. (A) The 
amputation level of lower extremity (B) The amputation level of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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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줘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절단 부위의 위치에 따라 보행 능력에 차이가 

있게 되지만, 최근의 발달된 재활운동 치료 프로그램과 보형

물(prosthesis)의 발전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보행을 더 원활

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절단을 하면 

제대로 보행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족부 절단은 거의 정상적인 보행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절단 수술 전에 이러한 절단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이나 공포를 환자 스스로 갖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상

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단 수술 이후 예상되는 보행 수

준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하퇴부의 절

단은 무릎 아래에서 절단을 하기 때문에 보형물의 착용이 보

행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절단 수술 전에 보행이 가능했다면 

절단 후 꾸준한 재활운동을 통해 평지에서의 보행은 원활하

게 할 수 있고, 경사진 길이나 오르막 또는 내리막에서 조금 

불편하게 보행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에

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단 수술 전부터 절단 

후 보행에 대한 재활 치료가 시작하게 된다.

물론, 절단 수술 전부터 침상생활을 하거나 정상적 보행

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활운동치료를 한다고 하더

라도 보행을 잘 할 수는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

에게 현실적인 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설정된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적절한 수준의 

운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침상생활만 하고 전혀 보행을 못

하는 수준의 level 0부터 작업활동이나 운동을 포함하는 고

에너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level 4까지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Medicare Functional Classification Level (또는 

K-level)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7].

절단단의 준비

절단 수술 이후 보형물의 착용을 위해서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고 보형물을 착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절단단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족부 절단에서도 보

형물의 착용은 좀더 원활한 보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보형물

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

에는 상처 치유가 완료된다면 의족 착용을 위한 절단단의 준

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

서 절단을 하게 되면 의족 착용이 필요하게 되고 의족을 착

용할 수 있는 절단단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요

구된다.

절단 후 보형물 장착의 시기는 상처 치유가 완료된 수술 

후 약 2-3주 후 임시 보형물을 착용하고 나서 완전한 보형

물을 착용하거나, 절단단의 성숙이 완료된 수술 후 약 2-3

개월 후에 완전한 보형물을 착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환자의 나이, 근력, 보행에 대한 의지, 상처의 치유, 전신 상

태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보형물을 착용하여 보행을 하기 전까

지 절단단의 성숙, 관절의 운동범위 확보, 변형의 방지, 근

력강화 등을 병행하여 보행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신체 상태

를 만들어야 한다.

절단단 성숙의 목적은 보형물 또는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정상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보행을 하기 위해서 보형물이 직

접 닿는 부위가 전단력과 압박력 같은 자극을 견딜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탄력붕대, 석고붕대 등으로 상

처 부위를 압박하여 고정을 하게 되며 부종을 줄이고 모양을 

잡아주도록 한다[8]. 당뇨병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상처 치

유의 지연이 있어 예상보다 더 늦은 시기에 보형물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상 보행 및 발의 기능

발은 보행 중 발생하는 지면반발력이 신체로 전해지는 최

초 구조물이다. 평지 보행 중 지면반발력은 발뒤꿈치를 통하

여 최초로 전달된다. 발바닥이 지면에 접지되는 체중부하기 

중 발바닥접지에서 발뒤꿈치 들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발에 

전달되는 힘은 전족부와 후족부로 분산되며, 매우 적은 힘이 

중족부의 외측 면에 분산되는데, 발의 독특한 해부학적 아치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측 다리 입각기가 시작되

면, 진출기 힘은 중족골두와 족지에 작용하여 특히 제1,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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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골두의 발바닥 면에 집중된다[9].

보행 시의 족저부 압력은 수직 압력뿐만 아니라, 내외측 

및 전후방으로 전단력이 추가된다. 족저부에 미치는 최고 압

력이 후족부보다 전족부에 크고, 보행주기에서도 후족부보

다 전족부에 압력이 가해지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족부

의 체중 분담에 있어서 전족부가 후족부에 비해 약 3배의 역

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첨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압력이 전족부에 가해지게 되며 족부의 절단 수술은 전족부

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욱 가중하게 만든다[10].

절단 부위에 따른 족부 기능 손실

족부에서의 절단은 발목 관절 근위부 이상에서 시행되는 

절단 수술보다 기능에 미치는 영향 및 장애가 적지만, 정상 

보행에 비하여 기능 저하가 있게 된다. 족부 절단은 전족부

의 체중부하면적을 감소시키고 특히, 중족골보다 근위부에

서 절단은 전방 체중부하점이 사라져서 체중부하 기능의 손

실을 더욱 악화시킨다. 중족골두보다 근위부에서의 절단은 

전족부의 회내전, 회외전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안정성을 소

실하게 한다. 절단의 위치가 근위로 올라갈수록 동적 기능의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9]. 뿐만 아니라, 균형 조절 장애, 

보폭 및 보행 속도의 감소, 보행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 증가 

등 여러 가지 기능 손실이 족부 절단에서 나타나게 되고, 원

위부보다 근위부로 절단의 위치가 올라가면 더 많은 기능 손

실이 발생한다.

각각의 절단단의 위치에 따라 그 특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소족지 절단은 1-2개의 경우 일반적인 보행에는 큰 영

향을 끼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소족지를 절단하게 되면 체중

부하 면적의 감소로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발가락 중에 가

장 많은 기능을 하는 무지의 절단은 달리기 등의 격한 움직임

에는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족지 절단은 중족골두의 족저압을 증

가시켜 족저부위에 굳은살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족지보다 좀 더 근위부인 중족골에서 절단을 하는 열 절단

은 족지 절단에 비해 기능 장애가 좀더 현저하여 전족부 회내

전과 회외전 기능을 손상시켜 안정성과 균형에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전술한 족지 절단과 마찬가지로 열 절단에서도 

제1열의 절단술은 보행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

에 제1열 절단 수술은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1].

경중족골 절단은 전족부의 체중부하 면적이 사라지게 되고 

전족부의 내외측 안정성이 소실된다. 그리고 남아 있는 중족

부 이상의 부위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족저부에 굳은살, 

궤양 등의 상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중족골 절단 수술은 의족 보행이 필요한 주 절단술에 비

해 의족 착용 없이 보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중족부 절단은 발목 관절의 족배 굴곡에 작용하는 전경골

건과 외번에 작용하는 단비골건의 부착부가 제거되어 첨족 

및 내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척행족(plantigrade foot)을 

불가능하게 하여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해 건이전술을 절단 수술 시 시행하기도 한

다. 의족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합한 의족의 착용으

로 재수술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보행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도 있다[13].

Syme 절단은 실내 보행을 할 때는 의족을 착용하지 않아

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뒤꿈치 연부조직의 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상처 치유가 되지 않고, 좀더 근위부인 하퇴절단으

로 이행하는 단점이 있다.

하퇴절단 및 대퇴절단은 보형물의 착용이 필요하고, 족부 

절단에 비해 보행을 위한 연습과 운동이 필요하게 되어, 수

술 직후부터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적극적인 재활운

동치료를 해야 한다.

근력운동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하루에 약 3%의 근력 소실이 발생

하게 되고[14]. 침상생활을 하게 되면 하지의 체중부하를 담

당하는 근육이 가장 먼저 위축이 발생하게 된다[15]. 따라서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근력강화 운동을 통하여 근력 소

실과 근위축을 방지해야 한다. 보행에서 필수적인 하퇴삼두

근, 전경골근, 단비골근 등의 발목 관절 주변 근육과 대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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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 대둔근, 고관절 외전근 등에 저항 운동을 지속해야 한

다. 이와 같은 근력강화 운동은 족부 절단 수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근위부에서 이뤄지는 절단 수술에서도 시행되어

야 한다[16].

하지의 근력 약화에 의한 보행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

라 동측 하지의 다른 관절 또는 건측 하지에도 영향을 주어

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족부 절단 수술 

이후 장기간 침상생활로 발생한 발목 관절 근력 감소는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환측의 다른 관절(슬관절 또는 고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반대쪽 건측 하지에 부담을 많이 가는 

보행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환측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

칭과 강화 운동, 발목 족배 굴곡 근력강화 운동, 양측 하지 

근력강화 운동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관절운동

절단 후 남아 있는 관절은 절단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남아 있는 모든 관절에 대해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

록 수술 직후부터 반복적인 관절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발

목 관절의 내반첨족(equinovarus) 변형, 슬관절의 굴곡 구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7]. 관절운동의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 중에는 혈액순환을 호전시켜 상처회

복을 향상시키고 보행 중 족저 압력을 감소시켜 남아 있는 

족부에 궤양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 등이 있다[6,17].

족관절의 배굴(dorsiflexion)을 일으키는 전경골건(tibialis 

anterior tendon)과 외번(eversion)을 일으키는 단비골건

(peroneus brevis tendon)은 보행에 중요한 기능을 차지한

다. 각각의 부착부위가 족부 절단 수술로 인해 제거되면 첨

족(equinus) 변형과 내반(varus) 변형이 발생하여 보행에 불

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킬레스건

의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과 함께 심한 경우 의족 착용 등

을 통해서 변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퇴절단의 경우 수술 부위의 통증, 당뇨병발로 인한 허

혈성 통증 등으로 슬관절을 굴곡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

이 있다. 슬관절의 굴곡 구축은 무릎을 완전하게 펴지 못하

여 보행에 제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슬관절을 신전시키는 

대퇴사두근의 지속적인 강화 운동과 함께 굴곡근(햄스트링, 

hamstring)의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동반해야 한다.

보행운동

절단 수술 이전의 보행능력이 최소한 실내 보행 정도의 수

준만 유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단 수술 이후 환자의 전신 상

태가 허용이 된다면, 상처의 상태와 무관하게 되도록 이른 

시기부터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

여 보행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절단 수술 전의 보행능

력과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하지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줄여주고, 심폐지구력을 포함한 운동능력을 유지

시켜주며,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다[18,19]. 절단의 위치가 근위부일수록 보행에 필요한 에

너지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근위부에서 절단을 한 환자에게 

오히려 조기 보행운동은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

히 환자에게 보행연습을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무중력 트레드밀(anti-gravity treadmill) 

같은 기구를 활용해 볼 수 있다[20]. 

결론

당뇨병발의 절단 수술은 족부에서부터 대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위치에서 시행되며 각각의 위치에 따라 기능에 

주는 영향 또한 다양하다. 각각의 절단 수술로 인해 발생하

는 기능저하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환자의 전신상

태, 수술 전 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절단 수술 이후 수술 이전의 보행수준에 이를 수 있도

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력운동, 관절운동, 보행운동 등

의 재활운동을 시행해야 하고, 재활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

는 통증, 상처 치유의 지연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절단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괴사, 궤양, 감염된 조직을 제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전 또는 정상에 가까운 보행능



 

542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1 August; 64(8):537-542

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수술 전후로 많은 노력과 교육이 필

요하다.

찾아보기말:  절단; 당뇨병발; 조기보행; 운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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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율과 유병률이 점

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의료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공공의료 및 의료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질환인 당

뇨병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당뇨병발로 인한 절단 후의 보행 

및 재활에 대하여 임상의사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도 유

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당뇨병발 절단 부위에 따른 

족부의 기능 소실과 이에 따른 근력 운동과 관절 운동뿐 아니라 

절단 후의 보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당뇨

병발 환자들에게 절단이라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체계적으로 재

활을 받으면 절단 전의 보행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의 족

부 절단 후 보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술 이후 보행 재활

에 대한 치료 지침을 제시하는 데 아주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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