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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4-year-old Thoroughbred stallion was referred to J&C Equine Hospital with a quarter crack of the right
front foot. On visual inspection, there was a medial quarter crack with laminar necrosis. The first step to treat this
problem was to remove the necrotized tissue around the crack using Dremel tools, disinfecting crack, administering
antibiotics through regional limb perfusion and systemically administering antibiotics and anti-inflammatory drugs
consistently. After one month’s anti-inflammatory management, the quarter crack was treated successfully using two
series of wiring with one week’s term and polymethylmethacrylate composites (Equilox ). After treatment, this
racehorse successfully resumed training and racing in Korea Racing Authority Seoul Race Course, and won three times,
finishing second and third place once, out of thirteen st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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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의 발굽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 구조와 기능이 정

밀하게 발달하였다. 발굽은 내부 구조를 보호하고 체중을 지

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말이 거친 바닥에서 생활하고 빠르

게 달릴 수 있도록 한다(10,15).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굽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제가 발생한다(13).

열제는 발굽의 균열이다. 열제는 제벽의 질적 변화, 환경

요인, 유전 요인(작은 발, 긴 발끝, 얇은 벽과 바닥, 그리고

낮은 제종), 영양, 장제, 외상, 마방관리, 운동정도, 그리고 말

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한다(1,12). 열제는 제지를 포함한 제벽의 어떤 위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위치(제첨, 제측, 제종, 제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3,7,11,13). 또한 열제는

표면에 국한되거나 발굽 안쪽으로 깊게 손상을 줄 수도 있

고, 수평이나 수직 방향, 그리고 제각층의 모양에 따라 다양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9).

제측열제는 경주마와 승용마에서 파행과 운동능력 감소를

야기한다. 제측열제는 일반적으로 제관대에서 시작하여 발굽

의 아래쪽으로 진행한다(7,8). 균열이 발굽의 진피까지 도달

하거나, 발굽의 불안정과 함께 염증이나 감염이 속발하는 경

우, 통증이 나타나고 치료하기 가장 어렵다(8,13).

열제의 치료는 제벽의 질, 제벽의 두께, 수분함량의 측정,

발굽의 균형, 진피의 포함 유무, 감염 여부의 관찰, 균열의

원인을 찾는 것이 그 시작이다(1,9). 열제 치료의 기본 원리

는 균열의 확장을 막고 발굽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발굽을

고정(안정화)시키는 것이다(9,14). 유리섬유(fiberglass), 호스

조임쇠(radiator hose clamps), 편자못(nails), 나사와 철사

(screws and wire), 철순 편자(clipped shoes) 등과 같은 여

러 종류의 재료와 기구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하여 치료

하며, 균열의 양쪽면에 클립을 달아 와이어로 당겨 고정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9,15).

현재 열제 치료에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poly-

methylmethacrylate acrylics[PMMA]), 폴리우레탄(polyure-

thanes), 시안 아크릴(cyanoacrylates), 에폭시(epoxies)와 같은

합성충진제가 사용되는데, 이 합성물은 발굽과 비슷한 성질

을 가지고 있으며 잘 늘어 나고 제벽과의 부착력이 좋다. 치

료하기 어려운 열제에도 이러한 합성충진제와 와이어(wire

lacing), 유리섬유(fiberglass)들을 함께 사용하면 발굽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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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좋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8,9).

본 증례에서는 경주마에서 발생한 제측열제의 임상증상 및

와이어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합성충진제를 활용한 성공

적인 치료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경주직후 우전지 파행과 우전지 답창이 발생하여 2개월간

진료를 받던 4세 숫말 더러브렛 경주마에서 추가적으로 우

전지 열제가 확인되어 목장 휴양과 치료를 겸해 J&C 동물

병원(경기도 이천시 소재)으로 내원하였다. 육안 검사 시 우

전지 내측의 제측열제가 확인되었고 제엽층 및 제저 쪽까지

괴사가 진행된 상태로 균열부 제벽이 쉽게 움직이는 불안정

한 상태로, 촉진시 심한 통증을 발현하였다. 또한 지동맥 맥

압이 강하였고 구절부까지 열감과 부종이 나타났으며, 보행

검사에서 American Association of Equine Practitioners

(AAEP) Lameness Grading System 기준 Grade 5로 오른

쪽 앞다리를 거의 딛지 못하는 매우 심한 파행을 보였다. 병

원에 입원한 후 3주 동안 페니실린제제(GPS-Inj, 100 mL/

BT, 녹수, 한국) 10,000 IU/kg을 이틀에 한 번, NSAID계

아스리딘(Arthridine, 100 mL/BT, Virbac, 한국) 10 mg/kg

을 매일 정맥 주사하였다. 입원한 다음 날 전동기구(Dremel

drill tool)를 사용하여 균열부 양측을 깍아내고 외용 소독제

(Thrush Buster, Delta Mustad Hoofcare, USA)로 열제부위

를 소독한 다음 포비돈 액에 발굽을 침지시켰다. 제저면의

괴사부위는 발굽칼로 제거하였다. 제엽층이 괴사되어 즉시

와이어로 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발굽의 움직임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임시 와이어 고정 후 매일

발굽소독과 포대를 실시하였다. 다음날부터 파행이 감소하였

으나 농과 삼출액이 흘러나왔다. 3일 뒤 다시 지동맥 맥압이

강해지고 파행이 심해졌는데 배농이 잘 되지 않고 지속적으

로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와이어를 제거하고 소독과

포대처치 이후 3일간 항생제로 아미카신황산염(Amikacin-Inj,

20 mg/mL, 50 mL/Vial, 삼우, 한국) 50 mL를 지정맥을 통해

주입시켜 15분간 국소침윤 처치하였다. 국소침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진정시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디토

미딘(Detomidine, 1 mg/mL, 10 mL/vial, ProVet, Turkey)

20 g/kg 을 투여하였고, 말이 진정된 상태에서 2% 리도카

인(리도카인염산염, 20 mL/Vial, 제일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지신경 축외마취(abaxial block)를 수행하였으며, 구절부에 토

니켓(tourniquet)용 고무밴드를 감고 지정맥을 통해 항생제를

주입하였다. 소염제로는 아스리딘을 투여하였다. 염증의 지속

에 따라 염증 치료를 먼저 하고 와이어 고정을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치료계획을 조정하였다. 2일 간격으로 열제 부위

소독 후 포대해주는 것을 1개월간 지속한 후 1차 와이어 고

정을 실시하였고 다시 1주일 뒤에 2차 와이어 고정을 실시하

면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Equilox, Equilox International,

Pine Island, Minn.)로 발굽충진 작업을 실시하였다(Fig 1).

발굽충진 후 경주용 일반 알루미늄 편자를 장착하였고 치료

후 파행의 감소와 지동맥 맥압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와이어 고정 후 파행이 경감된 것을 확인하였고, 10일

뒤에 경마장에 재입사하여 조교를 재개하였으며 성공적으로

경주에 복귀하였다(Fig 2). 회복 후 최근까지 경주성적은 13회

출전에서 우승 3회, 2위 1회, 3위 1회의 성적을 거두었다.

고 찰

제벽 열제는 말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7,14). 제측열

제(Quarter cracks)은 편평하지 않은 발의 착지 그리고 관절

의 내번(varus)이나 외번(valgus)와 같은 형태학적인 결함에

Fig 1. Process of treatment. A, Quarter crack before treatment.
B, Quarter crack after removing dead tissue using Dremel tools
to be fixed with wires inserted through small holes made. C,
Temporary wiring to reduce pain and hoof unstableness. D,
Disinfect after wiring. E, Applying EQUILOX® on the hoof
after second wiring. F, Shoeing after treatment.

Fig 2. The same hoof showing good healing after 6 months.
The original site of proximal lesion was moved distally by
hoof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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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제관대에서 시작하여 말단으로

진행되며 깊게 생긴 균열은 발굽의 진피까지 확장되며 발굽

의 불안정과 염증 그리고 감염을 일으킨다(8,9,13). 국내 사

육중인 경주마 2241두와 승용마 650두를 대상으로 발굽질환

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마의 1.14%에서 열제가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최근 네덜란드 조사자료에 따르

면 정기적인 장삭제 과정에서 2.7%의 말에서 제측열제가 관

찰되었다(4), 홍콩 더러브렛 경주마 대상으로 102두의 제측

열제 발생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측열제는 오른쪽

앞다리(54.9%)에 발생하였고, 대부분(88.2%)은 내측 열제가

많았다(6). 본 증례는 서울경마공원에서 활용된 경주마로서,

우전지 발굽 내측 제벽의 제관부에서 발생하여 원위 3분의

2 부분까지 깊은 균열이 진행되면서 감염이 동반되어 통증,

열감을 동반한 심한 파행을 보이는 사례였다.

이러한 열제들의 치료는 열제의 크기, 불안정과 약화된 정

도, 감염의 유무 그리고 동물이 빨리 회복해야 하는 필요성,

발굽의 두께를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한다(8,9). 본 증례

와 같이 깊이 갈라진 제측열제인 경우에 Dremel 전동기구

(Dremel, Racine, Wisconsin)를 사용하여 괴사된 부분을 정

리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그

리고 발굽을 다듬고 균형을 맞춘다(3,7,8). 그 후에 발의 안

정성과 열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연미편자(bar shoe), 고정클

립(clips), 충진제(impression material)를 사용한다(9,15). 발

굽감염이 있을 때 열제의 안쪽까지 2% Iodine 또는 유사한

살균제를 넣어 소독 후 포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상처부

위에 Sugardine(설탕과 아이오다인을 땅콩버터에 혼합해 제

조하는 소독연고)이나 유사한 소독제(antiseptic drying agent)

를 바르고 포대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12,13). 발굽감염이 심

한 경우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항생제인 아미카신이나 겐타마

이신을 사용하여 사지 말단부 침윤치료도 실시할 수 있다(5).

본 증례는 현저한 통증과 파행, 발목 부위의 부종, 제관대의

변색 및 발굽감염이 동반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의 소독방법

에 더하여 아미카신을 사용하여 3일간 집중적으로 발굽부의

침윤치료 방법을 병행하였다.

합성충진제를 이용한 치료에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

굽과 합성물에 강한 지주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열제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다양한 제품과 기구들이 사용되고 있

다(Fig 3). 와이어 고정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이 있다. 와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열제의 양쪽부분을 전동기

구(Dremel tools)를 사용하여 매끈하게 정리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합성충진제가 잘 부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와

이어를 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발굽 진피의 바로 위까지

최대한 깊게 구멍을 뚫어야 한다. 농이 있을 경우, 배농이

잘 되도록 배농관을 열제의 길이에 맞게 위치시킨 다음 점

토나 접합제로 고정하고 합성충진제를 발라주어야 한다. 합

성충진제가 고정되면 배농관의 한쪽을 잡아 당겨 제거하되

배농관이 있던 통로는 배농, 국소적 약물 사용 또는 세척을

위해 남겨둔다. 배농관과 와이어를 함께 사용할 때에는 배농

관을 와이어나 점토, 접착제 적용 전에 위치시켜야 한다(9).

본 증례에서는 상기 방법을 적용하여 불안정한 발굽을 제거

하고 열제 변연을 다듬고 구멍을 내어 와이어로 고정하였다.

다만, 화농이 심하지 않아서 배농관은 장착하지 않았다.

열제의 치유기간은 제관부로부터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와

병변부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4-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열제 치료 후

연미편자의 적용은 표면에 대한 발의 지지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주고 제구의 독립적이고 수직적인 움직임을 줄여주

는 역할을 한다(8,9,13). 또한 온전하지 않은 말의 발굽에 못

을 사용하여 편자를 고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몇몇의 경우에

는 발굽의 상태가 좋지 않아 못을 박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한다(13). O’Grady에 따르면 최근에는 제측열제가 있

는 말에서는 편자를 못으로 박지 않고 접착제로 붙이는 방

식이 선호되고 있다(2,8). 이것은 편자를 한 상태에서 발을

다듬을 수 있고, 발의 형태에 더욱 적합한 편자를 할 수 있

으며 손상 받은 곳의 제측과 제구에 지지력을 증가시키고 못

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한 못에 의한 제측의 손상 위

험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8,13). 본 증례에서는 열제 치료 후

파행이 빠르게 경감되었고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경주복귀를 위해 연미편자(bar shoe)를 적용하

지는 않았고, 대신 경주용 알루미늄 편자를 장착하였음에도

발굽고정이 잘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열제는 치료 후에 재발률이 약 20% 수준으로 상당히 높

은 편이다(3). 그러나 본 증례에서 말은 치료 후 2년간 열제

가 발생하지 않았고, 회복 후 최근까지 13회 경주에 출전에

서 우승 3회, 2위 1회, 3위 1회의 매우 성공적인 성적을 거

두었다. 다만, 열제 발생 전 14회 출전에서 우승 6회, 2위

3회, 3위 2회의 성적에 비해 경주성적이 다소 저하된 것을

Fig 3. Instruments and materials used in Quarter crack
treatment. A, Dremel tools: Be used for removing dead tissue.
B, Wire: Prevent crack from expansion. C, Fiberglass: After
applying composite to the fiberglass, it is attached to the hoof.
D, EQUILOX® (Equilox International, Inc, Pine Island,
Minn.), Composite. E, Bar shoe: Provide increased stability of
the hoof capsule. F, Clipped shoe: Decrease delivered force
from shoe nail, when the horse landed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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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이는 열제 발생과 치료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고 경주마의 연령 증가에 따른 운동능력 감소를 포함

한 다양한 변수와 연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제측열제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성공적

인 치료결과에 대한 임상증례 보고는 아직 없었다. 본 증례

에서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였지만 반복적인 소독과

포대법 그리고 와이어 고정과 합성충진제를 사용하여 발굽

감염이 합병된 제측열제가 발생한 경주마를 성공적으로 치

료하였다. 이 증례 보고를 통해 향후 국내 장제 부문에서 이

러한 치료방법이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치료방법들 사이의

효과 비교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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