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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 (K-D®) : 변형된 발톱과 내향성 족지발톱의 새로운 치료를 위한 기구
내향성 족지 발톱(내성발톱)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면 그 발생빈
도는 1년에 1000명당 26명 꼴로 매우 높은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현재 미국 NHI 통계에 의하면 8백만 명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된다. 한국에서는 약 130만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제까지 내성 발톱은 국소 항생제와 드레싱으로 치료하다 증상이 좋
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이니 치료를 시행한다.
변형된 발톱을 수술을 시행 하지 않거나 최소한 으로 하여 치료할수 있는 새로운 치료방법이 만들어 졌다.
S & C Biotech에서는 5년간의 연구와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과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은 SCI(E) 저널인 미국 족부족관절 학회지와 대한 족관
절학회지에 등재되었다. 그외 세계 학회에 발표 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이다.
케이디® (K-D®) 및 시술 기구

케이디® (K-D®) 시술 방법
시술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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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 (K-D®) 를 이용한 변형된 발톱및 내성발톱 시술 증례

증례 1

남자 54세 당뇨환자로 내성 발톱으로 인한 반복되는 염증으로 외래에서 시술을 받았다. 수술후 6개월 경과 된
모습
증례 2

남자 46세 환자로 심한 발톱의 변형으로 발톱을 완전히 뽑고 성장판까지 제거해야 했던 환자로 케이디 시술
후 2년 정상적인 발톱을 가지고 있다.

증례 3

여자 39세 환자로 매우 심한 발톱의 변형으로 일상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미용상발에대한 뭊제가 있었던 환
자이다. 수술후 3년 6개월이 경과한 사진으로 정상적인 발톱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증례 4

여자 34세 당뇨환자로 내성 발톱으로 인한 반복되는 염증으로 외래에서 시술을 받았다. 2주간의 기구 장착후
변형이 완전히 교정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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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5

남자 41세 환자로 내성 발톱으로 보행시 통증으로 외래에서 시술을 받았다. 수술후 24개월 경과 된모습
증례 6

여자 70세 당뇨환자로 내성 발톱으로 인한 반복되는 염증으로 외래에서 시술을 받았다. 시술후 19개월경과 모습

기존 내향성 족지 발톱 치료 기기와의 차이점
•발톱 변형이 경한 경우 발톱 밑에 끼우는 플라스틱이나 솜 - 효과가 적고 쉽게 빠질 뿐 아니라 오염에
취약해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효과가 단기간 지속.
•치료 개념의 확실한 차이 – 기존 발톱 성형기구는 발톱을 잡아주고 발톱이자라는 동안 지속적으로 기구를
장착함으로서 약 12개월이 걸리는 발톱의 성장 기간 동안 내내 기구를 장착 해야합니다. 이에 반해
케이디의 치료 개념은 발톱을 단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교정을 하고 보행 을 하는 동안 발톱및의 피부(살)들이
교정된 발톱 모양에 맞추어 자리를 잡고 이들이 새로 나오는 발톱의 모양을 변형 시켜 교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케이디와 기존 기구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발톱교정 기구들의 재발률은 40% 정도로 매우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6개월이상 기구를 차고
다닌후 다시재발한 다면 환자에게 설명하기 막막할 것입니다. 케이디는 이제까지 임상 증례에서
95%에서재발 하지 않고 최장기간 4년 추시에도 발톱의 모양유지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발톱 성형 기구들은 시술후 6-7주마다 재시술을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구 1회시술
비용이 10만원선이며 약 3-6회 정도를 해야 치료가 종료되는 것으로 외래 추시 기간 및 그간 비용을 계산
하면 70-100만원선이며 그간 환자의 불편함을 배재 하더라도 비용적인 면에서 케이디는 매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디와 기존 발톱 성형 기구들의 차이는 치료 효과 치료기간 재발률 및 비용적인 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 비교 대상이 않되며 가장 큰 차이는 치료의 개념입니다.

케이디® 는 시술이 간편하고(5-15)분, 매우 효과적이며, 외래에서 간편하게 시행할수 있
고, 기구의 착용기간이 10-20일로 매우 짧고 변형된 족지 발톱과 내향성 족지 발톱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 할수 있는 방법이다. 환자에게서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 시킬뿐
아니라 미용상으로도 매우 만족스런 결과를 보이는 치료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