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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흔히 샤르코관절(Charcot joint), 샤르코관절병증

(Charcot arthropathy) 등으로 불리는 신경병성관절병증

(neuropathic arthropathy)은 1868년 프랑스의 신경 생리

학자 Jean Martin Charcot에 의해 3기 매독 환자에서 관절

에 분포하는 신경이 변화되어 생긴 질환으로 처음 소개되었

다. 족부족관절에서 감각신경병증을 가진 뼈, 관절, 연부조

직을 모두 침범하는 진행성, 비감염성의 염증성 관절 파괴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당뇨환자에서는 1936년 처음으로 

Jordan이 당뇨환자에서 발생한 신경병성관절병증을 보고하

였는데,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는 한센병이 아직도 대표적

인 원인이며,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을 포함한 서구화된 나라

에서는 당뇨병이 제일 흔한 원인이다. 

샤르코관절병증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에서 0.16%, 당뇨

당뇨병 환자에서 샤르코관절병증의 진단과 치료당뇨병 환자에서 샤르코관절병증의 진단과 치료
정 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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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harcot joint or neurogenic arthropathy in diabetes is a late complication invading the foot and ankle 
that results in dislocation, instability, and deformity of the affected area. Sensory neuropathy leads to numbness and 
malalignment of the foot and ankle or inadequate post-traumatic response, which results in progressive fractures, 
multiple joint dislocations, ulcerations, osteomyelitis, and amputation. Because of such serious consequences, 
understanding of pathophysiology is important in determining treatment strategies. Early diagnosis and appropriate 
treatment can prevent this destructive process.
Current Concepts: The number of adults diabetic patients continuously increases. Health care and life expectancy will 
continue to improve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s a result, the incidence of diabetes-related complications 
will increase. Diabetic Charcot joint will have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and financial burden 
on the diabetic patients. The goal of treatment for Charcot joint is not to build a normal foot, but to make a stable 
plantigrade foot that can be worn shoes. Therefore, it would be most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and to develop an appropriate plan in order to select the appropriate treatment method.
Discussion and Conclusion: Understanding Charcot joint and familiarization with its appropriate treatment should 
reduce the number of the cases of diabetic Charcot joint patients with disabilities or ampu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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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는 0.08-7.5%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나[1,2], 현

대의 당뇨환자 유병률의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그 발생빈

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풍, 심부 정맥 혈전증, 류마티스 관절염, 특히 골절이나 연

부조직 감염으로 오진하거나[4,5], 진단 지연으로 인해 실제 

빈도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다[6]. 그 결과로 침범 부위의 

심각한 변형을 유발하거나 결국 절단까지 이르게 되는 비극

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당뇨환자에게 있어 샤르코관절병증은 족부 및 족관절을 

침범하는 후기 합병증으로 침범 부위의 탈구, 불안정성 및 

변형을 가져온다. 감각신경병증으로 인하여 족부 및 족관절

이 무감각해지고, 족부족관절 정렬의 소실 또는 외상 후 부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진행성 골절 및 다발성 관절 탈구를 

초래하며,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골수염 또는 심한 경우 

절단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는 치료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 

환자를 대할 때 의심을 갖고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다면 이러

한 파괴 과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5]. 이에 샤르코관절

병증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역학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4%(발견되지 않은 4%를 합하면 

대략 8-9%)인 약 1,600만 명의 환자가 당뇨를 앓고 있고, 

샤르코관절병증이 방사선검사에서 발견되는 것은 1-30%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연간 발생률은 3,000명당 

0.3%라고 하지만, 진단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6,7]. 국내의 발생 및 빈도

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보고된 것은 없지만, 최근 발표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7.7%인 약 270만 명 정도로 

추정되므로, 미국과 비슷한 발생률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에

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성관절병증 환자가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8]. 일단 샤르코관절병증이 발생되면 약 1/2에

서 반복적인 궤양이 발생하여 약 1/3에서 만성적인 궤양이 

되고, 약 1/4에서 지속적인 보조기 착용을 필요로 하게 된

다. 연간 약 3%에서 절단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남녀 

발생 비율의 차이는 없으며, 평균 10년 이상의 당뇨병 유병

기간의 병력을 가진다. 양측성인 경우가 약 1/3, 그리고 제

1형 당뇨병인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서 좀 더 호발한다[9].

병인

신경병성관절병증의 병태 생리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신경외상 이론(neurotraumatic theory)과 

신경혈관 이론(neurovascular theory)의 두 가지 이론이 보

편적으로 신경관절병증을 설명하고 있다[10]. 어느 한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발생에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외상이 동반되

는 경우가 많아 골절이나 탈구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율신경의 신경병증으로 인해 족부로 향하는 혈액순

환이 증가하고 골감소증과 이에 수반되는 골 약화가 초래된

다. 말초 감각신경병증과 보호 감각 소실이 동반되므로, 환

자는 보행 중 자주 발생하는 외상의 개시와 심부 골 파괴를 

인지할 수 없다.

1. 신경외상 이론

유해한 자극으로부터의 자가 보호 감각이 소실된 경우, 급

성 및 아급성 손상 또는 인지되지 않는 반복적인 미세손상

이 샤르코관절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궤양

이 동반된 경우 족압을 측정하여 보면, 건강한 족부에 비해 

압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가

벼운 접촉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어 있어 외상과 쉽게 연관

될 수 있다.

2. 신경혈관 이론

하지에는 부교감신경은 없고 교감신경만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자율신경의 변성이 초래되면 혈관조절 기

능이 소실되어 샤르코관절병증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혈

관조절 기능이 소실되면 말초 혈관의 확장, 발열과 종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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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ural history of Charcot arthropathy: Eichenholtz stage

Stage Clinical Radiography

I Development-fragmentation (acute) Erythema
Increased warmth
Marked swelling
Differential diagnosis: infection

Bony debris at joint
Fragmentation of subchondral bone
Subluxation & dislocation

II Coalescence (subacute) Decreased erythema
Decreased warmth
Decreased swelling

Absorption of fine debris
New bone formation
Coalescence of large fragmentations
Sclerosis of bone ends

III Reconstruction-consolidation (chronic) Resolution of edema
Residual deformity

Remodeling rounding of bone
Decreased sclerosis

발생하게 되고, 족부의 체표열이나 정맥 혈류를 측정하면 혈

류가 정상보다 증가한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하여 골 흡수와 골 융해가 발생하게 된다. 샤르코관절병증에

서의 족부의 혈관은 정상적인 수축기 혈관 반응과는 달리 매

우 복잡하며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새로운 이론

혈류 증가에 의해 야기된 국소적 골대사의 증가는 파골세

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뼈의 흡수를 야기하

여 국소적 골 약화를 초래하고 변형을 조장한다. 골다공증

이 샤르코관절병증의 원인이 되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파

골세포 생성을 매개하는 인터루킨-1 (interleukin-1), 인터

루킨-6, 종양괴사인자 알파와 같은 사이토카인(cytokine)이 

증가하여 파골세포 생성을 자극하는 nuclear factor-ĸB의 

핵전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역으

로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조절한다면 골대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치료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 제안되기도 하였다[11]. 

최근 보고에 의하면 외상성 인자들이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ĸB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

인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염증, 파골세포의 성숙 및 활성화, 

골용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국소 염증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동통으로 인하여 고정을 시행하면 골용해 과정을 줄일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샤르코관절병증 환자는 감각신경병증에 

의해 동통지각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보호 저하 기

전이 없어 결국 골용해 및 골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제시

하였다[12].

분류

1. Eichenholtz의 병기 

Eichenholtz의 병기 분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샤르코

관절병증 환자의 임상적, 방사선적, 병리학적 소견에 의한 

자연 경과 과정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된다(Table 1).

제1기는 발생 분절기(development-fragmentation)로, 

파괴기(destructive), 염증기(inflammatory) 또는 분리기

(dissolution)라고도 한다. 골과 관절의 파괴가 주로 진행되

는 시기로 부종, 출혈, 발적과 온열감을 특징으로 한다. 방사

Figure 1.  Eichenholts stage 1: development-fragmentation stage. There are 
the bony debris at mid tarsal joint. The osteolysis and fragmentation of the 
tarsal bone are observed, and there is a subluxation of the Lisfranc joint. In-
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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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소견은 탈무기질화 소견과 관절 주위의 분절화 그리고 탈

구 등의 소견이 나타난다(Figure 1).

제2기는 융합기(coalescence)로, 회복 과정이 파괴를 넘어 

치유로 가게 되는 이행기로 제1기의 특징적 임상소견이 소

실되며 변형의 진행이 멈추게 된다. 방사선 소견은 연부조직 

내 뼈 조각들이 흡수되고 골편들이 치유되며 골막하 신생골 

형성이 나타난다(Figure 2).

제3기는 재건 경화기(reconstruction-consolidation)로, 

회복기(healing), 해소기(resolution), 재성형기(remodeling)

라 할 수 있으며, 치유 속도가 빨라져서 변형이 점차 고착 안

정화된다. 방사선 소견은 골편 경계가 부드러워지며 경화, 

강직이 나타난다(Figure 3).

2. 해부학적 분류 

이환 부위를 기준으로 Brodsky [13]가 1형은 중족부에 발

생한 경우, 2형은 후족부에 발생한 경우, 3A형은 족관절에 

발생한 경우, 3B형은 종골에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

였으나, Sanders와 Frykberg [14]가 전족부를 추가하여 다

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가장 흔한 호발 부위는 리스프

랑(Lisfranc) 관절인 중족부이고, 가장 드문 부위는 종골이

다. 리스프랑 관절과 다음으로 흔한 횡족근 관절, 그리고 발

생빈도는 적지만 치료가 어렵고, 예후를 크게 좌우하는 족관

절 부위를 일컬어 3대 호발 부위라 한다.

3. 방사선적 분류

방사선적으로는 골절 형태에 따라 골절형인 1형과 골절과 

탈구가 혼합된 2형, 그리고 탈구형인 3형으로 나누기도 한

다. 리스프랑 관절은 탈구형의 손상으로 골밀도가 아주 나

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족관절은 대표적인 골절형으로 대게 

골밀도가 저하되어 있다.

그 외 중족부의 함몰 정도를 가지고 분류한 Schon의 분류

가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며, 합병증(변형, 궤양, 골수염) 정도에 따라 

분류한 Roger 분류 등이 있다.

임상양상과 감별진단

자세한 병력 청취는 샤르코관절병증을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외상이나 족부 궤양, 신경병증이 있었는

Figure 2.  Eichenholts stage 2: coalescence stage. New bone formation and 
sSclerosis of bone ends are visible in the radiographic findingy. Informed con-
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Figure 3.  Eichenholts stage 3: reconstruction-consolidation stage. Bony scle-
rosis decreased and rRemodeling occur around of the bone.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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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동통은 없거나 다소 있을 수도 있

으며, 이학적 검사상 발열, 종창, 변형과 온열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편 발에도 샤르코관절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

로 동시에 검사를 시행한다. 봉와직염이나 농양, 골수염 등 

족부 감염과의 감별이 쉽지 않은데 이는 두 질환에서 부종, 

발적, 발열 등의 소견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로 전신 발열, 백혈구 증가, 혈당 증가 등의 전신 감염을 시

사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며, 궤양, 누공 등의 

외부 상처가 없는 경우 샤르코관절병증을 진단하는 데 도움

이 되지만 항상 일정한 소견은 아니다. 감염 및 샤르코관절

병증의 두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항

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체 검진상 다리를 약 2분 정도 들

어 올려 종창과 발적이 사라지는 현상(dependent rubor)을 

보이면 감염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15,16].

진단

샤르코관절병증의 진단에 있어 한 번에 확진할 수 있는 특

이적인 검사는 없다. 방사선검사나 자기공명영상검사, 방사

선동위원소검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임상적 

소견과 신체검사 소견에 의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전형적인 환자는 당뇨병 이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말초

신경병증을 가진 비만한 50대 환자가 족부의 열감과 종창이 

있으나 전신 감염 증후는 없고, 임상증상에 비해 환자가 그

다지 동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샤르코관

절병증에 이환된 부위의 피부온도를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

하면 정상 측의 동일 부위보다 2℃ 혹은 그 이상 증가된 소견

을 관찰할 수 있다. 

치료 

샤르코관절병증의 치료 목표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안정

화된 발바닥걸음발(plantigrade foot)을 만들고 궤양의 재발

을 예방하며 족부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3기의 골 재형성기

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치료의 결정은 

이환 관절의 위치, 질환 경과의 단계, 변형의 형태와 정도, 

동반 질환, 감염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

본적으로는 신발 조절에서 심한 경우 절단까지 모두 고려해

야 한다. 이 중 다음의 질병 경과에 따른 Eichenholtz 분류는 

널리 받아들여져 있고, 치료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17,18]. 

0기는 당뇨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연속적으로 방사선검사를 

포함하여 추시한다. 1기는 부동시키면서 전접촉 석고붕대

(total contact cast) 고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방사선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시하면서 발

적, 열감, 부종 등의 증세가 줄어들 때까지 석고 고정을 교체

해주어야 한다. 2기는 전접촉 석고를 한 상태에서 체중 부하

를 시행한다. 3기는 발바닥걸음발일 경우 주문형 신발을 착

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거나 궤양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감염 소견이 있는 경우 

절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

1. 보존적 치료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내과적 치료에 가장 중

요한 점은 이환 족부의 비체중 부하, 골 질환의 치료 및 추가

적인 골절 또는 탈구와 변형 등의 예방이 포함된다. 

1) 비체중 부하

급성기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중심이다. 첫 일주일

간 이환 족부에 탄력붕대를 이용한 점진적인 압박을 동시에 

시행하여 부종, 발적, 통증의 완화를 유도한 후에 전접촉 석

고붕대 고정을 시행한다. 전접촉 석고붕대는 당뇨병성 신경

병증 환자의 족저 궤양 치료의 기준 치료이다. 족저 압력을 

재분배시키고, 골 및 관절의 파괴를 제한하며 변형의 진행

을 줄일 수 있으며,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환자는 보행

기를 이용하여 보행하여야 하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휠

체어를 태운다. 3-4주 간격으로 피부의 약화나 궤양 발생을 

관찰하며,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골유합 정도를 확인한다. 석

고붕대 고정은 부종 완화, 열감의 소실, 방사선학적 골유합

이 관찰될 때까지 지속한다. 전접촉 석고붕대는 샤르코관절

병증이 아닌 사지 질환에서는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며 근육 

소실, 골 강도 약화, 근력 및 근 긴장도의 감소를 야기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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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19].

2) 약물치료

치료 선택사항은 골 흡수와 골 형성의 균형에 근거하고 있

다. 샤르코관절병증은 파골세포의 활성 증가와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항골흡수제의 사용이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와 칼시토닌(calcitonin)이 있다. 비스포스

포네이트는 파골세포의 골 흡수를 억제하고 골모세포의 재

침착을 증가시켜 비정상적인 골대사를 치료하며, 경구 혹은 

정맥 내 주사로 이용할 수 있고[20], 특히 신경병증의 초기

에 사용하나 때로는 만성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

는 지속적 투여 후 6개월이 지나야 나타나고, 필요 시 이 과

정을 반복할 수 있다[21]. 또한 신부전 환자에서는 비스포스

포네이트 제재보다 비강 내로 투여하는 칼시토닌(intranasal 

calcitonin)이 더욱 안전하다[22,23]. 그러나 그 임상적 효능

은 아직은 대체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24].

2. 수술적 치료

샤르코관절병증에서 보조기를 착용할 수 없거나 발바닥걸

음발이 아닐 경우, 반복되는 궤양, 관절 불안정성, 통증, 부

정정렬, 두드러진 외골증, 잠재적인 피부 부작용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된다.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활동성 

염증기에는 수술을 피하도록 한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비율은 14-51%에 달하며, 절단 수술은 3-9%에서 시행된

다. 수술적 치료의 결정 및 수술적 접근 방법은 환자의 이환 

병력, 순응도, 변형의 위치 및 정도, 궤양 및 감염 여부, 통증 

또는 불안정성, 의사의 숙련도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에 치료의 방침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5]. 샤르코관절병증의 

경우에서는 정렬 및 변형을 교정하여 안정화시키는 수술을 

시행하며, 아킬레스건 연장술, 족저부 골절제술, 변연절제

술, 재정렬 절골술, 관절 유합술 또는 관혈적 정복과 여러 가

지 형태의 내고정 또는 외고정을 고려한다. 심한 샤르코관절

병증에서는 관절 유합술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이며, 

보존적 치료와 비교하여 관절 유합술이 결과가 우수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 수술적 교정과 관절 유합

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

각된다[26]. 통상의 관절 유합술로는 유합을 얻는 확률이 떨

어지므로 강력한 고정방법이 요구되며, 필요하면 내고정과 

외고정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도 추천된다[27].  

수술적 치료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절단술이 적응이 되며, 

관절 유합술 후 불안정성이 남거나 궤양과 감염이 재발하고 

심부 조직에 퍼져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

요 절단술이 감염을 동반한 후기 샤르코관절병증의 적절한 

치료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상처 치료방법의 진보와 수

술기법의 향상으로 절단술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복

잡한 여러 수술, 또는 장기간의 비체중 부하를 견딜 수 없거

나, 다른 수술적 치료로 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

우에 시행한다. 절단술은 여러 위치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의지 착용의 수월함 때문에 경경골(trans-tibial) 절단 즉, 

무릎밑절단(below-knee amputation)이 선호된다. 

샤르코관절병증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족관절 골절 치료 

시에는 좀 더 유의하여야 하는데 신경관절병증 환자에서의 

족관절 골절 수술 후 합병증의 상대적 위험도는 2.76배라고 

보고하고 있다[25]. 그러나 신경병증관절병증이 있다고 반

드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에 환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2배의 법칙이라 하여 외래 방문 횟수, 체중 부하

까지 걸리는 시간, 석고 고정기간, 그리고 문제를 찾아내려

는 경계심 등을 일반 환자에 비해 두 배로 더해야 한다고 하

고 있으며, 높은 감염률과 말초 혈관 질환, 낮은 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이 보다 넓다고 하겠다. 변형

이 있거나 불안정 골절인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

비 인대 결합 나사는 두 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외

측에는 압박 금속판을 사용하며 필요하면 경골까지 고정할 

수도 있다.

결론

당뇨 환자에게 있어 샤르코관절병증은 족부 및 족관절을 

침범하는 후기 합병증으로 침범 부위의 탈구, 불안정성 및 

변형을 가져온다. 감각신경병증으로 인하여 족부 및 족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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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감각해지고, 족부족관절 정렬의 소실 또는 외상 후 부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진행성 골절 및 다발성 관절 탈구를 

초래하며,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골수염 또는 심한 경우 

절단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병태 생리에 대한 이해는 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 환자를 

대할 때 의심을 갖고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한다면 이

러한 파괴 과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샤르코관절병증의 수술 목표는 정상 발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보조기 착용이 가능하고 발바닥을 이용한 체중 부하 보

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유념하여 치료 계획

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서는 병의 진행 경과와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한 술 전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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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당뇨병 환자에서 샤르코관절 또는 샤르코관절병증으

로 알려진 신경병증성관절병증의 역학, 분류법, 병태생리, 특징

적인 임상 양상과 진단법 및 치료법에 대한 최신 논문을 정리한 

논문이다. 당뇨병성 샤르코관절병증은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점

차 증가하고 있고 놓치기 쉬우며 치료가 어려운 당뇨병 합병증 

중 하나이다. 봉와직염이나 골수염과 같은 족부 감염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한 점과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감별 진단 요령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존적 치료법과 수술적 치료법을 

아우르는 단계적 치료전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성 샤르코관절병증 환자를 진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