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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rotation-plasty procedure and 
prosthetic ambulation train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chemotherapy and 
diagnostic facility have permitted the orthopaedic surgeons to try limb saving 
procedures rather than amputations for the treatment of the malignant bone tumors. 
If the tumors around the knee joint were treated by mid-thigh amputation or hip 
disarticulation, it would impose the client with a great handicap for rehabilitation. 
Rotation-plasty procedure was first done by Borggreve, in 1930 for the congenital 
short femur. Recently this procedure was used a malignant bone tumor at the 
distal femur by Kotz and Salzer in 1982. In spite of its cosmetic problem of the 
distal stump, this procedure has the great functional advantage of converting the 
above-knee amputation to the below-knee amputation. The inverted foot was also 
good to control the prosthesis as a below-knee stump and heel functioned as a 
patella to support the body weight. This 15 years old girl case was had 
rotation-plasty due to osteosarcoma of the distal femur with 3rd postoperative 
chemotherapy, and admitted to Yonsei rehabilitation hospital for prosthetic 
ambulation training. Then, the case had excellent functional results of prosthetic 
ambulation training with rotaion-plasty after 3 months. 

Key Words Rotation-plasty; Prosthetic ambul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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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오늘날에는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증 

가 뿐만아니라 성인병의 증가로 인하여 절단례 

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지에 골육종등 

악성종양이 생기면 악성종양에 대한 근치적 절 

단술을 시행하고도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를 막 

지 못해 치명적인 예후를 가지고 있었으나 

(D삶llin과 Coventry, 1967), 항암 화학요법과 

외과적인 수술 및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악성종 

양의 치료방침에 괄목할 만한 전환이 도래되었 

다. 즉 연장된 삶의 질을 고려하여 종양에 대 

한 국소적 접근으로 사지는 절단치 않고 기능 

을 보존하는 수술 이 개 발되 었다(Johston， 1980; 

Sweetnam, 1989; Watts , 1980). 이에는 부분절 

제 및 슬관절 고정 숲( Companacci와 Costa, 

1979), 부분절제 및 인공슬관절 전치술(Simon， 

1988), 절제술 및 광범위 동종 골관절 이식술 

(Parrish, 1973), 부분절제술 및 회전재접합술 

(Gebhart 등， 1987; Jacobs, 1984; Kotz 와 

Salzer, 1982) 등이 있다. 

회 전 재 접 합술은 Borggreve(1930)에 의 해 처 

음 개발되었으며 선천적으로 단축된 하지의 하 

퇴부들 180도 회전시켜 대퇴부에 재접합시켜서 

족관절을 슬관절로 전환하고 슬관절 상 절단을 

슬관절 하 절단으로 대체시킴으로서 선천성 대 

퇴골 결손의 기능적 회복을 위해 고안되었다. 

그후 Kotz와 Salzer(l982 )에 의해 종양이 원위 

대퇴골 혹은 근위경골에 있을 때， 종양자체에 

접근없이 근위대퇴골 및 원위경골부로의 분절 

절제 후 주요 동맥 및 정맥도 분절절제하고 주 

요 신경을 유리 시킨 후， 원위부를 180도 회전 

시켜 근위대퇴부에 접합시키는 술식으로서 좌 

골신경이나 경골신경의 침습이 없는 경우에 가 

능하다. 

분절절제 및 회전재접합술이 대퇴절단술에 

비교할 때 장점으로는 하지 체중지지가 용이하 

고 족관절이 슬관절로 작용함으로서 기능적으 

로 우수한 의지 장착이 가능하며 절단술시 잘 

생기는 절단신경종의 가능성이 없으며， 여타의 

사지구제술이 소아일 경우는 성장 여력 때문에 

시행이 어려우나 성기의 술식은 가능하다. 또 

한 근치적 절단술과 사지구제술을 비교하면 같 

은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하였을 때 5년 생존 

율， 국소재발 및 원격 전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 

며 (Simon 등， 1986; Springfield 등， 1988), 사지 

구제술의 기능적 결과가 우수해서 (Faπ 와 

Huvos, 1972: Murray 등， 1985; Watts, 1980) 

악성 종양일지라도 일차적으로 사지구제술을 

고려한다. 특히 사지구제술 중에서 분절절제 

및 회전재접합술은 외관상의 결점에도 불구하 

고 종양의 충분한 절제가 가능하면서도 기능적 

으로 우수하고 내구력이 뛰어나 앞으로 이러한 

예가 크게 늘어 날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분절 

절제 및 회전재접합술 후 의지 보행훈련을 성 

공적으로 따친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소개하 

는 바이다. 

II. 본론 

1. 연구대상 

본 증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끔 오른 

쪽 무릎 주위에 통증을 호소한 것 외에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오다가 중학교 2학년 봄부터 통 

증이 심해져서 연세의료원 선촌 세브란스병원 

에 내원하여， 정형외과에서 대퇴원위부 및 근 

위경골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악성 골꽉종 

(osteosarcoma)으로 진단받았다. 증례는 수술 

의 도움을 위해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 

고， 혈관조영술로서 재접합에 필요한 혈관뜰을 

확인하였으며， 전이암 여부를 알기 위하여 동 

위원소 골주사검사 및 폐의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원위대퇴골과 근위경골 및 

슬관절 주위의 연부조직의 분절절제 및 하지의 

회전재접합술은 1995년 1월에 하였으며， 3차례 

의 항암 화학요법을 마치고， 1995년 6월 3일부 

터 8월 28일까지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물리치 

료실에서 의지 보행훈련을 받았던 15살의 소녀 

였다 

-66-



한국전문불리치료학회지 제3권 제 1호 

KAlJTPT Vol. 3 No. 1, 1996. 

2. 수숨방법 

수술은 전신마취를하여 앙와위로 누인 다음 

종양 자체에서 10 cm 이상의 안선거리룹 두 

고 끈위경꼴 및 근위대퇴골익 절단선을 정했 

다 계획된 절단선보다 4 • 5 cm 길게 장빙형 

의 환상 퍼부절기l를 대퇴 및 하퇴부에 가하고 

국소적 지혈을 하떤서 절개했다. 좌꼴신경， 경 

골신경， 총비끌신경 및 슬와동맥， 전후경골똥 

맥， 비골동맥을 동맥과 나란히 주행하는 정맥 

과 함께 완전박리 한 후 보존하면서 연부조직 

의 절제를 시작했다. 대퇴골주위의 근육을 절 

개한 다음 경골부에서도 환상으로 골절단면보 

다 약간 곤위부에서 하퇴의 근육을 절개하여 

경골과 바꼴을 노출시켰다. 

수술도중 신경파 혈관의 박리외에는 종양자 

처l 내에는; 접근이 없었다. 계획된 절단변을 따 

라서 대퇴 골， 경골， 비골을 절단하고 종양이 

생긴 슬관절을 포함한 왼위대퇴골 및 근위경 

골을 들어냈다. 그 다음 좌골신경 및 전후경골 

신경을 유지하면서 대퇴정맥 및 전후경골동맥 

및 정맥을 분절절제하고 집 게로 물린 다음， 절 

단된 하퇴 및 족관절부를 180도 회 전시 켜 대 

퇴근위부에 접합시켰다. 금속판 내고정술(plate 

with screw)을 이용하여 족관절의 회전축에 

직각이 되는 연이 대퇴의 중립위에 오게 하면 

서 약간의 전측굴곡을 만든 다음 고정 했다. 근 

위 및 원위 동맥과 정맥이 미세혈관 수술기법 

으로 재문합 후 대퇴동맥의 혈관집게뜰 풀어 

서 족부의 혈관순환을 확인한 다읍 대퇴전방 

의 슬관절 신전근인 대퇴직끈， 중간광근， 외측 

광근을 비복근 및 입치근에 적당한 장력으로 

연결하고， 대퇴이두근 및 반건양근， 반막양근 

은 전경골근 및 장지신근， 장모지신큰에 각각 

연결하였다. 그리고 대퇴부 및 하퇴부의 피부 

및 연부조직을 봉합했다(사진1). 

사진1 ‘ 사진 수술후 전면파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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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지 보행훈련 

1) 이학적 평가 

증례는 외관상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 
으며 신장 162 cm에 체중 43 kg 이었다. 근력 
은 전반적으로 도수근력검사상 G+ 정도 였으 
나 오른쪽 고관절의 굴곡근은 G, 신전근 F+, 

외전근 F+, 내전근 G- 이었고， 무릎관절 역할 
을 하는 족관절의 배굴근(슬 굴콕근)은 F, 저 
굴근(슬 신전근) P+ 였다. 근력에 비해서 운동 

지구력이 낮았으며 쉽게 피로해진다고 호소했 
다. 회전재접합된 족관절의 가동범위는 10도에 
서 70도였으며 나머지 관절에는 제한이 없었다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다 

리를 남앞에 내놓는 것을 꺼려했다.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은 양측 목발을 사용하여 독립보 
행이 가능 했으나 주로 휠체어를 사용하였다. 

2) 물리치료 

의지장착 전 훈련의 일환으로 전신적인 근력 
강화 운동 및 균형운동， 환측의 족관절 근력강 
화와 관절가동범위 증진 및 체중부하 운동， 그 
리고 목발 보행훈련을 하였다. 근력강화를 위 
해 둥척성운동， 도수 저항운동， 병실에서 모래 
주머니를 이용한 저항운동 그리고 족관절 근력 
회복과 기능적 회복을 위해 Cybex를 사용하 
여， 저속도인 300/sec 및 고속도인 120%ec의 
둥속성 운동을 하였다. 관절가동범위 증진을 
위한 도수 신장운동 및 P.N.F. 기술중 
Hold-relax 그리고 체중을 이용한 지속적인 신 

장운동을 하였다. 보행을 준비하기위한 체중부 
하 및 균형운동을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한발 
로 선자세에서 하였다. 그리고 휠체어의 사용 

을 줄이고 목발 보행을 권유하였다. 퇴원시 근 
력은 오른쪽 고관절 굴곡근 G+, 신전근 G, 외 
전근 G, 내전근 G+ 이었고， 족관절의 배굴근 
(슬 롤곡근)은 F+, 저굴근(슬 신전근) F 정도 

로 향상 되었다. 그리고 족관절의 가동범위도 
15도에서 90도로 증진 되었다. 그러나 근 지구 

력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3) 의지의 구성 

하지의 분절절제 및 회전재접합술 후 장착하 

게 되 는 의 지 는 SACH(solid ankle cushion 

heel) 족이 달린 재래식 하퇴 의지에 하퇴의 

절단부에 해당되는 발에 신을 발보조기 및 의 

지의 현수(suspension)를 위한 대퇴콜셋(thigh 
corseÜ, 그리1 대체 슬관절의 신전을 돕는 끈 

(fork strap)으로 구성되었다. 의지의 총 무게 

는 2.7 kg 이었다. 다리의 길이는 건측에 비하 

여 환측이 1 cm 짧게 고안되어 보행사 발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하였다. 

4) 의지 보행훈련 

의지 보행훈련은 의지를 장착한 후 평 행봉 
안에서 양발에 균둥히 체중지지하기， 체중이동 
하기， 균형잡기， 그리고 보행훈련을 하였다. 
체중지지는 바른 보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면서도 쉽게 훈련되지 않 

았다. 이러한 현상은 건측에 대한 강한 의존 
성향 때문이었다. 평행봉 안에서 거울을 2 m 
정도 앞에 두고， 양발 사이를 15 cm정도 별리 
고 서서 자신의 자세를 보면서 대칭적으로 바 
르게 설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하였다. 처음에는 치료사가 바른 

자세를 갖추어 주고， 나중에는 환자 스스로가 
자세를 바르게 잡고， 마지막에는 눈을 감고 자 
세를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양발에 균등히 체 
중지지하기는 성공이다. 본 증례의 경우 처음 
에는 발목의 가동범위 제한과 근력저하로 인한 
체중부하시 대체 무릎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나 물리치료를 통한 근력 및 

가동범위의 증진과 환자의 동기가 강화 되변서 
호전을 보였다. 

체중이꽁하기는 유각기의 준비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먼저 건측의 체중을 환측으로 옮 
기고 2-3초 머물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 
복했다. 다음으로 환측의 체중을 건측으로 옮 
겼으며 점차체중의 이동량을 증가시켰다. 그런 
다음 건측을 환측으로， 환측을 건측으로 연속 
적으로 체중이동을 반복했다. 그리고 먼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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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 체중을 옮기고 건측 무릎을 구부려서 

발 뒷꿈치룹 떼었다가 놓기흘 교대로 반복했 

다. 마지막으로 건측 발을 블어 앞으로 내딛 

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교대로 반복했 

다 이때， 양손은 가능한한 가볍게 평행봉윤 

잡도록하고 상처1 는 곧게 유지하고 시션은 전 

방을 주시하게 했다. 균형잡기는 양손음 평 

행봉에서 떼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았을때까 

지 하였으며， 제중지지하기 및 처l 중이동하기 

를 함께 진행했다. 

평행봉에서 보행훈련은 먼저 환측 팔블 내 

어잡고， 건측 발을 내딛은 다음 건측 팔을 내 

어잡고， 환측 발을 내딛는 순으로 걷게 했다 

그 다음 환측 팔과 건측 발이， 건측 팔과 환 

측 발이 동시에 나아가게 했다 평행봉 내에 

서 10일간 보행훈련올 한 후， 양 목발을 사용 

하여 평지에서 4점 보행， 2점 보행을 하였다. 

그런 다음 건측에만 목발을 잡고 건측 팔과 

동시에 환측 다리가 나가는 2점 보행을 평지 

에서， 경사로에서， 옥외에서 병행하였다. 

계단 보행은 지팡이를 사용하였으며 본 증례 

가 가장 힘들어 했다 환측의 근력 약화가 가 

장 큰 장애 요인이었다 퇴원시에는 쉬지않고 

30분 정도 보행이 가능 했으며 평지에서는 지 

팡이릎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보행속도는 

100 m를 1분 20초에 결을 수 있었다. 

5) 추후 관찰 

본 증례는 퇴원 후 복학하였으며 7개월만에 

내원하여 이학적 평가를 다시 받았다. 체중이 

5 kg 늘어난 48 kg 이었다. 고관절의 근력은 

G+ 이었으며， 대체 무릎관절인 족관절의 배굴 

근은 G-, 서굴끈은 F+로 족관절의 근력향상 

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족관절의 가동범위도 

20도에 서 100도로 증가되 어 발바닥쪽으로 이 

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보행속도는 100 m 

를 35초 단축시킨 45초에 결을 수 있었으며， 

지팡이 없이 1시간 정도 보행할 수 있는 지구 

댁이 생겼다며 만족해했다(그림 2). 

사진2 의지장착 후 전면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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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고찰 

사지절단은 모든 연령층에서 다양한 원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수술로서 절단의 원인은 1) 

외상， 2) 말초순환장애 및 당뇨병， 3) 악성종양， 

4) 만성염증 즉 만성골수염， 5) 사지의 선천성 

기형， 6) 미용 둥의 원인 순서로 많으며 원인 
1)과 2)항에 대 한 순서 는 나라에 따라 조사기 

관에 따라 다르다. 또한 하지의 절단이 상지의 

절단보다 많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절단의 기회 

가 많다(이강모， 1978; 이재학， 1983; 이웅남 

둥， 1994; 이 은용， 1978; Mital과 Pierce, 1971). 

이웅남 둥(1994)은 환상통이나 절단통이 있 

는 절단환자에게 다면적 인성검사와 면담을 한 

결과에서는 우울중， 부정， 불안， 편집증 풍의 

심리상태가 나타났다. Thompson(1972)에 의하 

면 사지절단 후유중은 의지장착 전기와 후기로 

대별되며 절단원인， 절단후의 생리적 및 정신 

적 반웅의 차이， 술자의 수술방식 및 기술의 

차이 둥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태와 정도의 후 

유증을 나타낸다. 특히 환상통이나 신경종은 

재활치료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본 중례의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하지 

분절절제 및 회전재접합된 자신의 다리를 타인 

앞에 내 보이는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가 

졌으나 물리치료와 보행훈련이 진행되면서 점 

차 동기가 강화되어 심리적 동요를 해소할 수 

있었다. 

회전재접합술의 장점은 궁극적으로 슬관절 

상 절단올 슬관절 하 절단 상태로 전환하는 것 

이며 하지의 체중지지 능력을 증가시키며 의지 

착용 후 결과가 훨씬 양호하며 절단 수술시 발 

생하는 신경종에 의한 통증을 방지할 수 있다 

는 것 이 다(김 상수 둥， 1잃8; Kotz 와 Salzer, 

1982). 본 중례의 경우에도 신경을 절단하지 

않았고 하지를 분절절제 하였기 때문에 신경종 

이나 환상통으로 안한 고통은 없었다. 그러나 

수술전에 족부와 족관절의 운동 및 근력이 정 

상이어야 하며 고관절의 안정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특히 수술부위 하지의 혈관 손상시는 재 

문합(임홍철과 홍성수， 1991)이 가능하지만 좌 

골신경이 손상받았거나 종양에 의해 침범당했 

으면 이 수술의 의의는 없다. 증례의 경우는 

슬관절 주위의 대퇴골 및 경골에 악성 골육종 

이 있었으나 주요신경이나 혈관에는 병소의 침 

범이 없어 분절절제 및 회전재접합술이 가능 

하였다. 

이 술법 의 부작용으로는 심 부감염 , 족부의 

강직， 혈액 순환장애로 인한 족부의 불완전 회 

전， 골의 불유합， 그리 고 술후 하지 의 모양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둥이 생길 수 있으며， 끈력 

및 운동범위 제한으로 의지훈련이 어려운 경우 

도 있다. 장시간 하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 

는 불용성 근위축의 경우 느린 수축 섬유인 II 

형 섬유의 위축이 심하다. 한편 최대근력의 회 

복이나 기능적 회복을 위해서는 빠른 수축 섬 

유인 I형 섬유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최대하 둥 

속성운동과 고속도 둥속성 운동이 필요하다. 

슬관절의 건측과 환측의 근력의 차이가 15% 

이상이면 손상의 위험도가 높아서 (Grace 둥 

1984) 불균형의 정도가 10% 이내로 되도록 재 

활치료가 필요하다(한수봉 둥， 1993). 

한수봉 동(1993)은 Cybex를 사용하여 10명 

의 하지 분절절제후 회전재접합술자의 최대 우 

력치와 운동범위를 측정하였는데， 술후 평균 7 

개월에 환측은 건측의 우력치의 20-30%의 힘 

을 갖고 3개월 후 추적검사에서는 근랙이 

15-30% 증가하여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또한 신근과 굴근의 우력치 비교에서 건측 

은 굴근에 비해 2-3배의 힘을 갖고 유지하는 

데 비해， 환측은 서서히 신근이 강해지고 있음 

을 보였다. 그리고 환측의 족관절 운동범위가 

증가하는데 새로운 슬관절로 적웅하기 위한 신 

전운동 즉， 발바닥쪽으로 이통하는 양상을 보 

였다고 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 

지의 결과를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근력과 관절 

가동범위의 증가를 추적평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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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_ 맺음말 

의지룹 아무리 기능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 

도 제대로 기능하는 자신의 사지만은 못할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회 

전재접합술에 대한 증례가 많아지고 있어(김상 

수와 채흥식， 1983; 김상수 둥， 1988; 김정만 

둥， 1989; 한수봉 등， 1991; 한수봉과 정 환용， 

1992; 한수봉 둥， 1993) 바람직 한 경 향이 라고 

생각된다. 

본 증례의 경우 악성 골육종으로 인한 오른 

쪽 하지 부분절제 및 회전재접합술 후 수정된 

재 래식 하퇴 의지를 사용하여 약 3개월 동안 

물리치료 및 의지 보행훈련을 통하여 성공적인 

기능 회복을 하였다. 수술 후의 적절한 물리치 

료와 세심한 보행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리 수술이 잘 되었더라도 궁극적인 기능 회복 

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후의 재활치 

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었으며 보다 

많은 증례 보고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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