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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족관절의 

방사선학적 변화  

 

남경표 

임상의과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론: 슬관절에 변형이 발생하면 역학적 축이 변화하며, 이는 결국 

체중 부하가 슬관절의 어느 한쪽 구획에 치우쳐져 해당 구획에 

통증과 퇴행성 변화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적 축의 

변화는 슬관절 뿐 아니라 족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슬관절의 변형으로 하지의 역학적 축을 교정하는 수술은 해당 

하지의 족관절의 형태학적, 생역학적 변화를 일으켜 족관절의 

방사선학적 혹은 임상적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는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관상면에서의 내반 변형을 가지고 있어, 수술에 의해 하지의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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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되는 경우 해당 하지의 족관절의 방사선학적 지표에 의미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1) 내반슬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동반된 

방사선학적 퇴행성 족관절염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내반 변형의 

정도와 동반된 방사선학적 퇴행성 족관절염의 지표들간의 관련성을 

밝히며 2) 수술 전과 수술 4년 후 족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지표들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수술 후 4년 이상 경과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5월 

사이에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병록지 고찰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4년 후에 

촬영한 양하지 전장 체중부하 전후면 방사선 사진에서 다음 

4가지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1) 대퇴 경골각, 2) 족관절의 경사각, 

3) 족관절 내측 관절 간격, 4) 거골-내과 간격. 전체 연구 대상 

슬관절에서 동반된 방사선학적 퇴행성 족관절염의 빈도를 파악하고, 

족관절염의 유무에 따라 대상을 관절염군과 비관절염군으로 나눈 

후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해 방사선학적 측정 지표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방사선학적 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153예 중에서 퇴행성 족관절염이 병발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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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모두 59예(38.6%) 이었다. 퇴행성 족관절염이 병발된 

환자에서 수술 전 역학적 대퇴 경골각은 평균 내반 11.9도였고 

병발되지 않은 환자에서는 평균 내반 9.3도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3). 수술 전후 족관절의 거골-

내과 간격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족관절의 경사각은 수술 전 

평균 9.0도에서 수술 후 평균 4.8도로 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평균 변화, 4.2도; P<0.001). 

결론: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는 퇴행성 족관절염이 흔히 

동반되며, 내반 변형이 심할수록 퇴행성 족관절염의 유병률도 

높아진다.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 역학적 축의 변화로 인해 

족관절의 경사각이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유의하게 변한다. 

따라서 내반 변형이 심한 환자에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시 족관절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퇴행성 족관절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역학적 축 

학  번: 2012-2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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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상면에서 대퇴 골두의 중심과 족관절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의되는 하지의 역학적 축은 하지 전장의 방사선 사진에서 

쉽게 계측할 수 있으며, 슬관절의 내, 외측 구획에 체중이 전달되는 

양상과 각각 부하되는 관절면의 스트레스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 2). 이상적으로 이 축은 슬관절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이는 체중 부하가 슬관절의 내, 외측 관절면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시사한다(3-5). 슬관절에 변형이 있으면, 이 축이 슬관절의 

중심에서 의미 있게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는 결국 체중 부하가 

슬관절의 어느 한쪽 구획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구획에 

통증과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발생 혹은 가속시킬 수 

있다(6-8). 가장 흔한 슬관절염인 퇴행성 슬관절염은 이러한 

역학적 축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가장 

흔한 형태의 퇴행성 슬관절염인 슬관절의 내측 구획 관절염은 

내반슬 변형을 대부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내반 변형은 내측 

구획의 관절염 진행을 가속화 시키며, 보다 심한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9, 10). 

 한데 이러한 하지의 역학적 축의 변화는 슬관절 뿐 아니라 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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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절, 특히 고관절 및 족관절의 관절면의 기하학적 형태와 

역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11, 12), 특히 볼-

소켓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고관절에 비하여 관상면에서 좁은 운동 범위만을 허용하는 

족관절에서 더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퇴행성 

슬관절염과 동반된 내반슬 변형은 고관절에 특별한 변형이 없는 

경우 족관절의 관상면에서의 형태 (경사각, 관절 간격 등)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족관절의 역학 및 관절염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슬관절의 문제로 하지의 역학적 축을 교정하는 수술들은 

해당 하지의 족관절의 기하학적 형태 및 더 나아가 생역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족관절의 방사선학적 지표들의 변화 

혹은 임상적 변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는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측 

구획에 보다 심한 관절염과 더불어 관상면에서의 부정정렬 (내반 

변형)을 가지고 있어(7),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의하여 하지의 

부정정렬이 교정되는 경우 해당 하지의 족관절의 방사선학적 

지표에 의미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퇴행성 족관절염은 퇴행성 슬관절염에 비하여 유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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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13-15), 경험적으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는 내반슬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퇴행성 

족관절염이 종종 동반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만일 이러한 

동반된 퇴행성 족관절염의 빈도가 적지 않다면 앞서 언급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족관절의 변화는 내반슬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수술 후 전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임상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주제와 관해서는 아직 선행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내반슬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동반된 방사선학적 퇴행성 족관절염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내반 변형의 정도와 동반된 방사선학적 퇴행성 

족관절염의 지표들간의 관련성을 밝히며 2) 수술 전과 수술 4년 후 

퇴행성 족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지표들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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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 시점에서 수술 후 4년 이상 

경과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5월 사이에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병록지 고찰을 

시행하였다. 일차적 연구 대상 선정기준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내반 변형을 동반한 일차성, 진행성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일차성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이었으며, 수술 전 

양하지 전장 체중부하 전후면 방사선 사진이 존재하고 수술 후 4년 

이상 추시 가능했던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데이터베이스고찰에서 

일차적으로 확인된 120명의 환자들 중에서 다음 34명의 환자는 

자세한 병록지 고찰을 통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1)진단이 화농성 관절염의 후유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같이 일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경우 (n = 4); (2)내반 

변형이 아닌 외반 변형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n = 5); 

(3)대퇴골/경골 골절의 병력이 있거나 대퇴골/경골 절골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n = 

3); (4)대퇴골/경골에 선천성 기형이 있거나 감염 후유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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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변형이 있는 경우 (n = 1); (5)수술 후 4년째 추시가 

안되었던 경우 (n = 21). 위의 경우를 제외한 86명의 환자, 

153개의 슬관절을 연구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남자가 6명 (7%), 여자가 80명 (93%) 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70.3세(표준편차, 6.2; 범위, 55-83) 이었고, 평균 BMI는 25.8 

kg/m2 (표준편차, 3.4; 범위, 20.0-36.0) 이었다. 86명의 환자 중에 

19명(22%)은 일측에만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으며, 

67명(78%)는 양측 모두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본 

연구는 본원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되었다. 

 

2. 방사선학적 평가 

방사선학적 평가는 수술 전과 수술 4년 후에 촬영한 양하지 전장 

체중부하 전후면 방사선 사진에서 다음 4가지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1) 역학적 대퇴 경골각(mechanical tibiofemoral 

angle), 2) 족관절의 경사각(tilt of the ankle joint), 3) 족관절 

내측 관절 간격(medial joint space), 4) 거골-내과 간격(medial 

clear space). 전후면 사진 상에서 하지의 회전 위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족부의 회전 각도를 똑같은 기준에 맞추어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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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종 사진을 얻기 전에 모니터를 통해 정확한 슬관절 

위치(patellar facing forward)를 확인한 후 최종 촬영을 

진행하였다. 계측은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picture achie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상의 프로그램인 M-view 

(Maro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판독용 모니터에서 

시행하였다.  

역학적 대퇴 경골각은 대퇴골의 역학적 축(대퇴 골두 중심과 대퇴 

과간절흔중심을 연결하는 선)과 경골의 축(경골극 정점의 중심과 

거골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이루는 각을 측정하였고, 대퇴 

경골각이 내반 변형을 보이는 경우를 음의 값으로 설정하였다(Fig. 

1A). 족관절 경사각은 지면에 평행한 수평선과 거골 상단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로 정의하였고, 방사선 하단에 평행한 선을 지면과 

평행한 선으로 설정하였으며, 거골 상단의 접선이 수평선에 대해 

외측으로 기울어졌을 경우를 양의 값으로 정하였다(Fig 1B). 

족관절 내측 관절 간격은 거골 지붕의 내측단과 경골 원위 관절면 

사이의 거리를 관절면에 수직인 선을 그어 측정하였고, 거골-내과 

간격은 거골의 내측 관절면에 수직인 선을 그어 내과 원위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Fig 1C). 족관절 내측 관절 간격과 거골-내과 

간격은 모두 mm 단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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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adiographic measurements.  A) the mechanical 

tibiofemoral angle;   B) the tilt of ankle joint; and C) the medial joint 

space and the medial clea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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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족관절염의 진단은 Takakura 등이 발표하고 Tanaka 등이 

수정한 퇴행성 족관절염의 진단 및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16, 

17). 이에 따라 (1) 연골하 골의 경화나 골극이 관찰되는 경우; 

(2)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경우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하는 경우 퇴행성 족관절염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방사선학적 계측은 한 명의 관찰자에 의해 시행되었고,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관찰자내 신뢰도(intra-

observer reliability)를 평가하였다(18). ICC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75 이상인 경우, 측정값 간의 좋은 

일치도(good agreement)를 의미하며 0.40 이하인 경우 나쁜 

일치도(poor agreement)를 의미한다. 관찰자는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총 3회 측정하여 평가하였고, 모든 방사선학적 평가 

지표들의 ICC는 일정 수준을 만족하여(ICC= 0.77~0.89) 검사자의 

평가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통계학적 분석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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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P<0.05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다.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 연구 대상 슬관절에서 동반된 

방사선학적 퇴행성 족관절염의 빈도를 제시하였다. 방사선학적 

퇴행성 족관절염의 유무에 따라 대상을 관절염군과 비관절염군으로 

나눈 후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해 방사선학적 측정 지표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방사선학적 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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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전체 153예 중에서 수술 전 퇴행성 족관절염이 병발되어 있었던 

경우는 모두 59예(38.6%) 였다. 퇴행성 족관절염이 관찰된 

환자군의 수술 전 평균 역학적 대퇴 경골각은 내반 11.9도였으며, 

관절염이 관찰되지 않은 환자군의 수술 전 평균 역학적 대퇴 

경골각은 내반 9.3도였고, t-test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3) (Table 1). 수술 전 족관절의 경사각은 

관절염군에서 평균 9.4도였고, 비관절염군에서 평균 8.7도였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관절염군과 비관절염군 간의 

연령, 체질량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거골-내과 간격을 제외한 

방사선학적 측정값들이 유의하게 변화하였고, 특히 족관절의 

경사각은 지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2, Figure 2). 수술 전 평균 내반 10.3도였던 역학적 

대퇴 경골각은 수술 후 평균 내반 2.7도로 교정되었고(P<0.001), 

족관절의 경사각은 수술 전 평균 9.0도에서 수술 후 평균 4.8도로 

변하였다(P<0.001). 족관절의 내측 관절 간격은 수술 전 평균 

2.7mm에서 수술 후 평균 2.6mm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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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였으나(P=0.011), 거골-내과 간격은 수술 전후 모두 

평균 1.3mm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P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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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adiographs showing typical changes of the tilt of ankle 

joint. A) On the preoperative standing full-limb X-ray, the tilt of 

ankle joint was 11.8° B) On the postoperative standing full-limb X-

ray, the tilt of ankle joint became 5.2°(decreased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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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관상면에서의 하지의 역학적 축은 관절면에 가해지는 힘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축의 

변형은 관절염의 발생 및 진행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7).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은 심한 역학적 축의 변형을 가진 

많은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골절제와 인대 균형을 통하여 정상적인 

역학적 축을 만들 수 있는 수술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학적 

축의 변화는 슬관절 뿐만 아니라 족관절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내반슬 퇴행성 

관절염환자들을 대상으로 족관절에 방사선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환자 중 수술 전 방사선사진 상으로 퇴행성 

족관절염이 관찰된 예는 59예(38.6%)였다. 족관절에서 퇴행성 

변화 빈도와 실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의 빈도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 임상적인 퇴행성 족관절염의 정확한 발생빈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사체에서의 연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퇴행성 족관절염의 빈도는 대체로 퇴행성 고관절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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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염의 빈도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5, 19-21), 

일반적으로 퇴행성 족관절염의 발생 빈도는 슬관절의 1/10 정도로 

알려져 있다(15, 22, 23).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Lee 등의 연구는 142명의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 중 50명(35.2%)에서 퇴행성 족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4). 이는 

일반인에서의 퇴행성 족관절염의 빈도는 낮지만, 진행성인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는 상당수에서 퇴행성 족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는 

환자들에게서 퇴행성 족관절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족관절염이 동반된 환자군에서 역학적 대퇴 

경골각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지 내반 변형의 

정도와 퇴행성 족관절염의 발생 간의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의 내반 변형과 퇴행성 족관절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경골 골절 후 부정 유합으로 인한 내반 변형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시행된 적이 있다. Puno 등은 경골 골절 후 

내반 변형이 심할수록 퇴행성 족관절염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고(25), McKellop 등은 경골의 내반 변형이 퇴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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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염의 발생을 증가시킴을 실험적으로 설명하였다(11). 

이론적으로 경골 골절 후 내반 변형과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한 

내반 변형은 족관절의 생역학적 축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의 내반 변형은 체중 부하의 전달 

축을 왜곡시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한다(12). 특히 슬관절의 내반 변형이 

심할수록 족관절의 관절면은 외반 경사가 심해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인 내반슬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10도에 가까운 

족관절 외반 경사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족관절의 외반 경사는 내측 

족관절 관절면을 지면에 대하여 외측면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위치 

시키며 내측 관절면이 압박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족관절 

내측 구획의 적은 면적의 관절면에 체중 부하가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적으로 하지의 내반 변형와 더불어 족관절 내측 

구획의 퇴행성 관절염이 호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11, 12, 26).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전, 후의 족관절 변화에서는 수술 전, 후 

족관절의 내측 관절 간격은 통계적으로 변화량에 차이가 있었지만  

임상적 의미를 두기에는 미미한 수치였고, 거골-내과 간격 역시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족관절의 경사각은 수술 후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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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지면에 더 평행한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후 하지 축의 변화로 인해 족관절면의 방향에도 보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의한 

족관절의 경사각의 변화는 족관절 내측에 집중된 체중 부하를 보다 

외측으로 이동시키고 부하를 받는 면적을 넓힘으로써, 족관절의 

생역학을 개선시키고 족관절에서 유발되는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족관절의 임상적인 

증상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는 한계점으로는 먼저 방사선사진 계측 상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방사선 사진에서 나타나는 족관절의 방향이 

정확한 전후면 사진이 아닌 경우가 있고, 촬영 시 양측 족부 사이의 

거리에 따라 계측 값들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진은 슬개골을 정면에 향하게 한 

채로, 양측 족부 사이의 거리를 일정한 값을 정해두고 이에 

어긋나지 않게 촬영하였다(28). 또 다른 한계로는 임상적 접근 

없이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 퇴행성 족관절염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 퇴행성 족관절염과 관절면의 손상 

정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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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을 이용해 관절면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29). 이렇게 방사선학적 소견과 임상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적 

평가가 추가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는 퇴행성 

족관절염이 흔히 동반되며, 내반 변형이 심할수록 퇴행성 

족관절염의 발생률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 역학적 축의 변화로 인해 족관절의 경사각이 

유의하게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내반 변형이 심한 환자에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 족관절에 대해 주의 깊은 수술 전 평가를 

해야 하며, 추후 임상적인 분석을 동반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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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ologic Changes of Ankle 

Joint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Kyungpyo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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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Deformity of knee joint could cause deviation of 

mechanical axis, which eventually could result in mechanical 

pain and accelerated degenerative changes by excessive stress 

on a specific portion of the joints. This could also affect ankle 

joint by altering the orientation of the joints to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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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ies modulating knee joint deformity or mechanical axis 

position could theoretically cause biomechanical changes of 

ankle joint, which eventually lead to radiographic and 

symptomatic changes in the ankle joint. Particularly, most of the 

patient warranting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TKRA) 

has significant varus malalignment in the coronal plane 

preoperatively. TKRA can effectively correct the malalignment 

and affect radiologic characteristics of ankle joint in the patients. 

Therefore, we aimed 1)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coexistent ankle OA in the patients undergoing TKRA due to 

varus knee OA and the association between degree of varus 

malalignment and that of ankle OA in the patients, and 2) to 

evaluate the radiologic changes of ankle joint before and 4 

years after TKRA.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made of patients who 

underwent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between 

November 2007 and May 2009. The following radiographic 

parameters were analyzed using AP standing lower extremity 

radiographs before TKRA and 4 year after TKRA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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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iofemoral angle, 2) tilt of the ankle joint, 3) medial joint 

space, and 4) medial clear space. The prevalence of coexistent 

ankle OA was examined radiographically in the patients 

undergoing TKRA.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ankle 

osteoarthritis group and nonarthritis group. Then the radiologic 

parameters of th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 test. In addition, the radiographic changes of 

ankle joint before and after TKRA was analyzed using the 

paired t test. 

Results: Of the 153 cases, 59 (38.6%) showed coexisting OA 

of the ankle. The mean mechanical tibiofemoral angle was varus 

11.9°in arthritis group and varus 9.3°in nonarthritis group,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03).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medial clear space between pre-

and postoperative measures. However, tilt of ankle joint 

changed from a preoperative mean of 9.0°to a postoperative 

mean of 4.8°,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mean 

difference, 4.2° ; P<0.001). 

Conclusions: Our study revealed that ankle O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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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ied with knee OA frequently and the prevalence of 

ankle OA increased in proportion to severity of varus deformity. 

Furthermore, the tilt of ankle joint was changed in the direction 

parallel to the ground after TKRA. Thus, it is suggested that 

cautious evaluation on ankle joint is required before TKRA in 

the patients with varus deformity. 

 

 

 

Keywords: ankle osteoarthritis,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mechanica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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