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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액와 목발(axillary crutch), 워커, 지팡이, 휠체어는 미국에서 680

만 인구가 체중부하 제한 시 사용하는 보조기이다.1,2) 이 중 액와 

목발은 족부 족관절 외상 또는 질환 환자에서 비체중부하 또는 부

분 체중부하를 위해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보조기 중 하나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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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n axillary crutch is the most commonly used assistive device in foot and ankle patients who require nonweightbearing. On 
the other hand, its use frequently induces axillary or wrist pain and critical neurovascular injuries have been reported in several studies. 
This study compared the clinical outcomes of patients using the knee walker and axillary crutch.
Materials and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comparing the utility of a knee walker and axillary crutch as a non-
weightbearing ambulatory aid for 62 foot and ankle patients treated between November 2016 and March 2018. A comparative study of 
the two orthosis could be performed because all the patients temporarily used an axillary crutch before or after the use of a knee walker. 
A demographic study and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satisfaction score (0~100), complications, and 
fall down history were evaluated. Furthermore, under the assumption of having retreatment, their preference of orthosis between the 
knee walker and axillary crutch was investigat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36.5 and the mean duration of ambulation with a knee walker and axillary crutch were 5.2 
and 2.4 weeks. The VAS satisfaction score of the knee walker and crutch was 88.8 and 27.5, respectively (p<0.05). The most frequent 
complications of the knee walker and crutch were ipsilateral knee pain (6 cases) and axillary or wrist pain (56 cases), respectively. No 
case of falling down occurred during knee walker ambulation, but there were two cases of crutch ambulation. Fifty-eight patients (93.5%) 
preferred the knee walker and four patients (6.5%) preferred a crutch.
Conclusion: Compared to the axillary crutch, the knee walker afforded lower complication and higher satisfaction. Most patients pre-
ferred the knee walker to a crutch. Therefore, the knee walker is an efficient and safe orthosis for foot and ankle patients who require 
nonweight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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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매년 57만 5천 개의 목발이 치료로 사용된다고 한다.4) 

하지만 액와 목발의 간편한 휴대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이용 시 불편하고 체력 소모가 크며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호소한

다. 또한 잘못된 액와 목발 사용으로 발생하는 액와 부위의 지속적

인 자극, 압박으로 인하여 상지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감각 이상, 

마비 증상이 종종 보고되고 있고,5-9) 액와 동맥의 동맥류로 인한 혈

전성 폐색, 색전증으로 진행하였던 증례도 보고되었다.10-17) 

최근 외국에서는 이러한 액와 목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족부 족관절 환자의 치료 시 knee walker를 사용한 사례가 종종 보

고되고 있으나 문헌으로 발표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PubMed와 

Google Scholar를 이용한 문헌 검색상 현재까지 knee walker를 사

용하여 임상 결과를 발표한 논문은 단 한 개이다.18) 

본 저자들은 체중부하 제한이 필요한 족부 족관절 환자에서 

knee walker를 사용 시 액와 목발과 비교하여 합병증과 불편감이 

적고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의 목적은 

knee walker 보행과 액와 목발 보행의 만족도, 합병증, 낙상 빈도, 

선호도 등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는 데 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족부 족

관절 외상 및 질환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knee walker 

사용에 동의하여 비체중부하 보행을 시행하였던 92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이는 15세 이상, 70세 미만이

고, 일측 족부 족관절 손상 외에 다른 관절 부위의 동반 손상 또는 

질환이 없고 비체중부하 보행이 필요하였으며, knee walker 사용 

후 4개월까지 추시가 가능하였던 환자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정

하였다. Knee walker 사용의 금기증으로는 뇌 질환, 전정 기관 질

환, 심혈관 질환 등의 질환으로 어지럼증이 있고 신경정신과적 질

환이 있는 환자로 정하였다. Knee walker를 사용한 모든 환자들은 

knee walker 사용 전·후에 일시적으로 액와 목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 환자군에서 이 두 보조기 사용에 대한 임상 결과를 비

교·연구할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족부 족관절 외상 

직후 타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1차적 처치 시 액와 목발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본원 외래 내원 또는 입원 시 석고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의 2차적 처치를 시행 후에는 knee walker를 

사용하게 되며, knee walker를 충분히 사용한 후에는 반납을 하고 

액와 목발을 다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 환자들의 수술 또는 보존적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던 공저

자 한 명(S.J.J.)이 모든 연구 대상자의 전자 차트 검토와 전화 인터

뷰를 시행하였다. 92명 중 최종적으로 추시가 가능했던 환자는 62

명이었고,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환자

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으며 충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

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었다.

2. Knee walker의 사용

Knee walker로는 Jin Bae He Wheel Chair X 01 (JBH Medical 

Apparatus, Nanjing, China) 모델을 사용하였고 액와 목발은 통상

적인 모델을 사용하였다(Fig. 1). Knee walker는 쿠션, 브레이크

가 달린 핸들, 두 개의 앞바퀴, 두 개의 뒷바퀴 구조로 되어 있다. 

Knee walker 보행 시 환자들은 족부, 족관절에 splint 또는 cast를 

시행한 환측 무릎을 쿠션에 올려 놓고 양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건

측 하지로 지면을 밀며 이동을 하였다(Fig. 2). 방향 전환은 핸들을 

돌려 앞바퀴를 움직여 시행하였고 감속 및 정지는 핸들의 브레이

크를 잡아 시행하였다. 그 사용법은 흡사 킥보드 주행과 비슷하다. 

한 달 사용료는 5만 원으로 환자가 개인적으로 보조기 업체에 지불

하였다. 

3. 평가

Knee walker를 사용하였던 환자들의 평균 연령, 성별, 평균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두 보조기의 각 평균 사용 기간

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진단명을 조사하여 그 빈도

를 알아보았다. 임상적 평가로는 두 보조기의 평균 만족도 조사, 

합병증 및 불편사항, 낙상의 빈도,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100 mm visual analogue scale (VAS) 만족도 점수(100이 최

대, 0이 최하의 만족도를 의미)를 이용한 정량적 검사와 ‘excellent-

good-fair-poor’ 선택 항을 이용한 정성적 검사를 조사하였다.19) 선

호도 조사는 대상자들이 재치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두 보조기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ver. 22.0; IBM Co., Ar-

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두 군의 만족도 비교 시 

paired t-test를 시행하였고 합병증 비교 시에는 Fisher’s exact test를 

Figure 1. The image of knee 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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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95%의 신뢰구

간을 두었다.

결      과

최종적으로 추시가 가능하였던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

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6.5세이고, 20대∼40

대가 주 이용 연령층이었으며 가장 고령 환자는 61세였다. 성별

은 남자가 42명, 여자가 20명이었고 평균 BMI는 24.6 kg/m2였다. 

Knee walker와 액와 목발의 평균 사용 기간은 각각 5.2주, 2.4주였다

(Table 1). 환자의 진단명으로는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16예

(25.8%), 족관절 골절 14예(22.6%), 아킬레스건 파열 12예(19.4%), 

경골 원위부 골절 4예(6.5%) 등이었다(Table 2). 

VAS 만족도 점수를 이용한 정량적 만족도 검사에서는 knee 

walker가 88.8점, 액와 목발이 27.5점으로 두 보조기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23). Knee walker에서는 ‘excellent’가 50명, 

‘good’이 10명, ‘fair’가 2명이었고, ‘poor’는 없었다. 액와 목발은 

‘fair’가 17명, ‘poor’가 45명으로 조사되었고 ‘excellent’와 ‘good’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knee walker는 60명(96.8%)에서 높은 만족도

를 보였고 액와 목발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합병증은 knee walker에서 총 10예(16.1%), 목발에서 총 56예

(90.3%)가 보고되었다(p=0.012). Knee walker의 합병증으로는 환

측의 슬관절 통증 6예, 환측의 대퇴부 통증 2예, 건측 족부와 뒷바

퀴와의 충돌 2예가 보고되었고, 액와 목발의 합병증은 어깨와 손목 

통증 32예, 액와 통증 14예, 손목 통증 10예가 보고되었다. 낙상은 

knee walker 사용 시에는 없었으나 액와 목발 사용 시 2예(3.2%)

A B

Figure 2. The images of male using knee 

walker are shown. (A) Oblique image. (B) 

Lateral Image.

Table 1.  Demographics Data of the Study (n=62)

General information Value

Injured foot and ankle (n)

   Right 22

   Left 40

Mean age (yr) 36.5 (17∼61) 

Age group (n)

   10∼20 yr 6

   20∼30 yr 20

   30∼40 yr 20

   40∼50 yr 10

   50∼60 yr 4

   60∼70 yr 2

Sex (male:female) (n) 42:20

Mean body mass index (kg/m2) 24.6

Mean duration of use (wk)

   Knee walker 5.2 (4∼10)

   Axillary crutch 2.4 (1∼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mean (range), or mean only. 

Table 2. Cases of Knee Walker (n=62)

Cases No. of patients

Lateral ankle instability 16

Ankle fracture 14

Achilles tendon rupture 12

Distal tibia shaft fracture 4

Calcaneus fracture 4

Pilon fracture 3

Acute ankle sprain 3

Metatarsal bone fracture 2

Osteochondral lesion of talus 2

Prehallux 1

Lisfranc inju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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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되었다. 두 보조기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58명(93.5%)이 

knee walker를 선택하였고 4명(6.5%)만이 액와 목발을 선택하였

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를 통해서 비체중부하 보행이 필요한 족부 족관절 환자

에서 knee walker를 사용 시 액와 목발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높고 

합병증과 불편감이 적을 것이라는 본 저자들의 가설은 맞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 영역에서 액와 목발은 부분 체중부하, 또

는 비체중부하를 위하여 가장 흔히 쓰이는 보조기이다.2,3) 뛰어난 

휴대성에도 불구하고 액와 목발은 보행 시 액와 부위, 손목 부위

에 체중이 실리게 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액와 부위와 

손목 부위의 통증은 결국 액와 목발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하는

데, 특히 목발의 액와 받침(axillary bar)에 전 체중이 가해지면 문제

가 된다. Goh 등20)은 액와 목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보행 시 

전방 겨드랑주름(axillary fold)으로부터 목발을 5 cm 정도의 간격

을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올바른 자세로 보행을 하면 손에 체중의 

44.4% 정도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액와 목

발 보행 시 상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목발 보행에 문제가 발생한

다고 하였다. 액와 목발이 액와에 닿은 채로 보행하는 등의 비정상 

목발 보행 시에는 체중의 34%의 하중이 액와부에 가해져 이는 액

와부의 신경과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20) 액와 부위가 목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상완신경총 손상과 액와 동맥

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5-11,13-15,17,21) 이러한 액와 목발의 불편감과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외국에서 족부 족관절 환자에게 

knee walker를 사용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18) Kocher 등18)이 건

강한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knee walker와 액와 목발의 6-minute 

walk test (6MWT)1)를 진행하여 6MWT 전후의 심박수의 변화를 조

사하였고, self-selected walking velocity (SSWV)22)와 OMNI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OMNI-RPE)23)을 조사하여 보행 속도와 주관

적으로 인지되는 체력 소모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두 

보조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knee walker와 액

와 목발의 6MWT 후의 평균 심박수는 150.4회/분, 176.3회/분, 평

균 속도는 각각 1.5 m/s (5.4 km/hr), 0.9 m/s (3.2 km/hr)였고, 평

균 OMNI-RPE는 6.2, 3.5였으며 이 세 조사 항목 모두 두 군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특히 knee walker 보행의 평균 속도

는 건강한 군인의 평균 보행 속도(1.5 m/s)와 비슷하였다.24) 이 논

문의 연구 결과 knee walker가 액와 목발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서 체력 소모가 적게 일어나고 이동 속도 면에서 기능적으

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액와 목발과 비

교하여 knee walker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 합병증, 낙상 빈

도, 불편감 등의 중요한 항목들을 비교한 논문은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 결과 knee walker의 사용 연령은 17세부터 61세까지 다

양하였다. 특히 knee walker 사용에 특별한 신체적, 심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는 20대∼40대 남성들이 많았다. 평균 사용 기간은 5.2주

였으며 이는 족부 족관절 환자에서 실제로 요구되었던 비체중부하 

기간과 비슷하였다. 환자의 진단명으로는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

정증, 족관절 골절, 아킬레스건 파열이 가장 많았으며 모두가 비체

중부하 기간이 필요했던 사례들이었다. Knee walker는 쿠션에 환

측 무릎을 올려놓고 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측의 확실한 비

체중부하가 가능하였다. 

VAS 만족도 조사에서 knee walker가 액와 목발에 비하여 유의

하게 높았다. 본 저자들은 knee walker를 사용 시 액와 목발과는 

달리 건측 하지를 이용하여 지면을 밀며 이동하기 때문에 건측 하

지의 근력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Knee walker 사용 시 총 10예(16.1%)에서 합병증이 보고되었다. 

Knee walker 보행 시 환측의 무릎을 쿠션에 체중을 실어야 하기 때

문에 기존에 슬관절 전방부 통증이 있거나 오스굿씨 병(Osgood-

Schlatter disease)이 있던 환자들에서 주로 환측의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슬관절 전방부의 통증은 쿠션에 푹신한 방석

이나 수건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보행 시 환측 대퇴부

의 체중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2예에서는 대퇴부의 근육통을 호

소하였다. Knee walker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건측의 발목

이 지면을 미는 과정에서 뒷바퀴에 부딪힌 사례도 2예 있었다. 이 

모든 합병증은 경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 통증 호전을 보였

다. 반면에 액와 목발은 총 56예(90.3%)에서 액와 또는 손목 부위

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액와 목발의 합병증은 환자들의 낮

은 만족도를 유발하고 결국 액와 목발을 이용한 비체중부하 치료

에 낮은 순응도를 보이게 하였다. 

Knee walker를 처음 소개 시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에서 knee 

walker의 낙상 위험성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 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nee walker 보행 시 낙상의 사

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목발 보행을 이용 시 2예의 낙상이 있었다. 

Knee walker 사용 시의 안정성은 앞바퀴 두 개가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 방향 전환 시 안정감을 주고 감속 및 정지 시 작용하는 브레

Table 3.  Clinical Outcomes of Knee Walker and Axillary Crutch

Knee Walker (n=62) Axillary Crutch (n=62)

VAS satisfaction score 88 .8 (45∼100) 27.5 (10∼45)

Complication 10 (16.1)* 56 (90.3)†

Fall down 0 (0) 2 (3.2)

Preference of orthosis 58 (93.5) 4 (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or number (%).  

VAS: visual analogue scale.

*Ipsilateral knee pain (n=6), ipsilateral thigh pain (n=2), collision of 

contralateral foot with wheel (n=2). †Axillary and wrist pain (n=32), 

axillary pain (n=14), wrist pain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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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가 낙상의 위험을 줄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knee walker의 편리함과 적은 합병증, 높은 안정성은 환자들에게 

액와 목발과 비교하여 높은 선호도(93.5%)를 보이게 하였다. 이는 

이전 논문에서 보였던 선호도(88%)와 비슷한 결과였다.18) 본 논문

에서 액와 목발을 선호했던 4명 중 2명은 knee walker 사용 시 슬

관절 통증이 있었던 사례였고, 2명은 턱이나 계단에서의 이동의 제

약이 많았던 사례였다.

Knee walker 사용 시에도 불편감을 호소하긴 하였다. 가장 큰 

제약은 knee walker 보행 시 계단이나 턱이 있는 길은 이동이 어렵

다는 점이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계단을 통한 다른 

층으로의 이동은 보조기 자체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그 이동의 제

약이 심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는 knee walker를 이용한 이동

과 방향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단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knee walker의 기능적, 구조적 우수성은 유지한 

채 휴대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향후 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 논문의 강점은 본 저자들이 알고 있는 한 knee walker와 액

와 목발을 동시에 사용한 동일한 환자군에서 두 보조기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한 첫 논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제 체중부하 제한

이 필요했던 족부 족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한 두 보조기의 임상적 효용성을 조사할 수 있었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족부 족관절 환자에서 knee walker

와 액와 목발 사용의 적절한 선택과 적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 연구라는 점과 두 보조기 사용 

전·후의 심박수 변화 및 6MWT, SSWV 등 다른 논문에서 조사되

었던 객관적 지표가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      론

족부 족관절 외상, 질환 환자에서 knee walker는 액와 목발에 비

하여 적은 합병증과 높은 안정성을 보였으며, 높은 만족도와 선호

도를 나타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족부 족관절 환자에서 비체중부

하 치료 시 knee walker가 액와 목발과 더불어 유용한 보조기로 사

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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