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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발의 독특한 구조 중 하나인 족부 궁(아치)과 관련된 특

징적인 변형과 관련하여 요족과 편평족을 임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된다. 성인 편평족은 족부의 근골격의 성장이 끝난 

후에 발생한 발의 세로 궁이 낮아지게 되는 정렬 변형상태

(postural deformity)를 일컫는 것이지만 소아기부터 지속

된 편평족도 이에 포함한다. 편평족은 단순히 내측 세로 궁

이 소실되는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족부 전반에 걸

쳐 다양한 범위의 변형 및 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

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족부 궁의 구조 및 기능과 함께 성

인 편평족의 원인,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족부의 아치 

족부의 골격구조는 부골과 종자골을 제외하면 일반적으

로 14개의 족지골, 족지와 대응하는 5개의 중족골, 3개의 

설상골과 입방골, 주상골, 거골 및 종골로 구성되어 있다. 

족부를 기능적 단위로 구분하면, 전족부는 족지골과 중족

골로, 중족부는 입방골, 주상골 및 설상골로, 그리고 후족부

는 거골과 종골로 구성되어 있고, 전족부와 중족부의 경계

는 중족족근관절(tarsometatarsal joint, Lisfranc joint)로, 

Flatfoot deformity in adults is a type of postural deformity of the foot in which the arch collapses. This condition 
includes a wide spectrum of clinical situations, ranging from asymptomatic to progressive and disabling pathology. 
The common causes of adult-acquired flatfoot deformity are sustained flexible flatfoot from childhood, posterior tibial 
tendon insufficiency, tarsal coalition, generalized inflammatory diseases, neuropathic arthropathy, and posttraumatic 
deformities. The treatment of adult acquired flatfoot deformity should be individualized in each case, depending on the 
causes, symptoms, severity of deformity, and flexibility of the deformity. Therefore, it is mandatory for physicians to be 
acquainted with the basic pathomechanics of flatfoot deformity as well as the diagnostic procedures and treatments 
for each condition. The treatment usually begins with conservative methods and variable surgical procedures could be 
selectively performed. This article reviews the basic pathoanatomy, the diagnostic procedures for various causes and 
the treatment of flatfoot deformity i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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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족부와 후족부는 횡족근간 관절(transverse midtarsal 

joint, Chortpart joint)로 연결된다. 시상면상에서 제1, 2, 

3 중족골, 제1, 2, 3 설상골, 주상골, 거골 및 종골은 내측 

세로 궁을 형성하고 있으며 제4, 5 중족골, 입방골 및 종

골이 외측 세로 궁을 구성하고 있다. 관상면에서는 전족

부 가로 궁을 다섯 개의 중족골 두부들이 형성하며 중족

골 기저부와 중족부의 족근골이 중족부 가로 궁을 이루고 

있다[1,2]. 족부 세로 궁의 유지는 동적 및 정적 안정력에 

의하여 유지된다. 동적 안정력에 적용되는 기전으로는 족

저부에 위치한 내재근 및 외재근 건에 의한 지지, 후경골

근을 포함하여 족부의 내번을 유도하는 다양한 기전과 중

족족지 관절의 배굴에 의한 족저 건막의 감아 올림 기전

(windlass 기전) 등이 있으며, 이는 보행 시 족부가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족부 세로 궁을 보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적 안정력 또한 다양한 기전으로 설명

된다. 두 개의 경첩 보(hinged beams)를 연결하는 연접 봉

(tie-rod)의 역할을 하는 족저 건막(plantar aponeurosis)

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형구 모델의 기전과 족부 골격

들의 곡선형의 분절 보(curved segmented beam)를 이루

는 형태적 구조와 그들을 연결하는 족저부 인대들의 기능

을 주된 지지력으로 간주하는 보 모델(beam model)이 가

장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로 알려져 있다[1,2]. 전족부의 가

로 궁은 체중 부하 시 모든 중족 골두가 바닥에 닿게 되면 

사라지지만[3,4], 중족부의 가로 궁과 내, 외측 세로 궁은 

체중 부하 시에도 아치 천장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며 오목

한 구조를 형성하여 혈관, 신경 및 건 등의 족부의 중요 구

조물이 체중부하 시에도 직접적인 압력을 피할 수 있게 한

다[5]. 또한 이들은 족부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을 하며 보행 시 전, 중 및 후족부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 보행 시 족부 족관절에서 관찰되는 현상 중

에서 특히 종반 입각기에서의 쇼파트(Chopart) 관절을 구

성하고 있는 종입방 및 거주상 관절의 두 축이 이루는 배

열 상태는 세로 궁의 동적 안정에 매우 특별한 역할을 담

당한다. 후경골 근 등의 작용은 종골의 내번으로 인하여 이

들 관절축의 평행 배열이 사라지게 하며, 이로써 쇼파트 관

절이 강직되는 중요한 생역학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은 후 입각기 후반부까지 보이는 후

족부의 내번으로써 족부는 보행 시의 부하로부터 내측 세

로 궁 전반의 동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단 하지 지지

(single limb support) 동안 족부가 강직된 지레(lever)로써

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행 주기의 입각기에서는 최초 접촉

기(initial contact)에 발뒤축이 닿으며(heel contact) 후족

부가 외번되고 체중 부하기에는 발 뒤축 닿음에서 발바닥 

전체가 닿게 되며 뒤꿈치 구름(heel rocker)이 작용한다. 

중반 입각기는 발바닥 닿음에서 발뒤축 들림까지이고, 후

족부는 내번되며 족관절 구름(ankle rocker)이 발생한다. 

종반 입각기는 발뒤축 들림에서 반대측 발의 발뒤축 닿음

까지이고, 후족부는 내번 상태이다. 이 시기는 전족부가 체

중 부하를 담당하는 전족부 구름(forefoot rocker)이 작용

한다. 정상적인 발을 지닌 사람에게서 족부 궁의 정적 또는 

동적 안정력에 작용하는 기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편평족이 

발병하게 된다[6].

성인 편평족의 임상 양상

발의 성장은 여러 요인에 의한 차이가 있지만 대개 5세

까지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후 여아는 10-12세, 남아는 

12-14세까지 일정한 속도로 성장이 유지된다[7]. 또한 족

부의 종아치는 성인이 될 때까지 편평족이 남게 되는 10% 

내지 20%를 제외하고 10세까지도 자발적으로 발달된다

[8]. 편평족의 유병률에 대한 보고는 다양한데 전체 소아 

및 성인 인구에서 5%가 편평족이라는 문헌이 있는가 하면

[9,10], Harris와 Beath [11]는 증상이 없는 편평족을 포함

한다면 전체의 23%에서 편평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성

인 편평족은 크게 소아 때부터 발생한 평발이 지속되거나 

혹은 그 양상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와 근골격의 성장이 끝

난 후에 새롭게 발생한 편평족으로 지칭할 수 있다. 특히 성

인기에 변형이 발병한 편평족은 성년기 발병 편평족(adult 

acquired flatfoot)이라 하여 따로 구분하는 경향이다. 구미 

지역에서는 성년기 발병 편평족의 원인으로 후경골건 부전

(posterior tibial tendon deficiency)이 동양인에 비하여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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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성년기 발병 편평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12]. 성년기에 발병한 편평족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인이 

되는 기저 질환이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변형이 

심화(progression)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 때부터 지속되어온 선천성 유연성 편평족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되는 질환과는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편평족의 확연한 변형은 내측을 포함한 종

아치의 소실이 생기는 것이다(Figure 1). 이런 일반적인 변

형은 체중 부하 시 후족부의 비정상적 회내전으로써 발생된 

내측 종아치의 침강과 관련되며, 거골은 내전 및 굴곡되고 

종골은 외번 및 굴곡된다[13]. 또한 거골하 관절의 회내전과 

동반하여 횡족근관절 원위 부위의 외전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중족 족근 관절을 포함한 전족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족부의 보상적 내반(compensated forefoot 

varus)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에서의 편평족의 발병 원인에는 크게 선천적 문제, 

외상, 관절염, 전신적 질환의 족부 이환, 건 손상 등이 있

는 바, 이는 지속되어온 선천성 유연성 편평족, 후경골건의 

기능장애 에 의한 편평족, 족근 결합(tarsal coalition)에 의

한 편평족, 의인성 편평족, 신경병성 관절병증(Charcot 관

절)에 의한 편평족, 신경근육성 편평족, 염증성 관절염에 의

한 편평족과 외상성 변형에 의한 편평족 등으로 병인적 원

인에 의한 분류를 할 수 있다[14]. 정상인의 약 10-14%에

서 발견되는 부주상골이 편평족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지만 부주상골과 편평족과의 관계는 확실하지가 않

다. 드물지만 족저건막염에 대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후 

족저건막 파열로 인하여 편평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성

인기의 의인성 편평족의 범주에 속한다. 간과된 후경골건의 

열상이나 스프링인대의 파열에 의한 편평족의 보고도 있다

[12,15]. 한편 편평족은 공통적인 변형을 보일 때도 있지만 

원인에 따라서 전형적이지 않은 다양한 변형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편평족을 야기시키는 원인적 분류와 관계없

이 성인 편평족 자체를 유연성과 강직성 편평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대

체적으로 유연성 또는 강직성 편평족은 치료방침이 서로 다

른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이 필요하다. 유연성 또는 강직성

의 정도가 원인에 따라서 확실히 편향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별 증상이 없던 유연성의 예에서 변형이 심화되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유연성이 소실되어 강직이 생길 수도 있다. 일반적

으로 증상이 있는 편평족이 치료의 대상이 되고 무증상 편

평족은 관찰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무증상인 경우에

도 변형이 진행할 잠재성을 가진 경우가 있어 임상 상황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12]. 편평족의 증상은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무증상으로부터 내측 족부와 족저 

아치에 구조적 과부하와 중족부의 붕괴로 인한 내측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종골 외반에 의한 비골 하 충돌로 인하여 

외측 후족부 동통과 함께 하지와 발의 근육의 피로 및 경련 

등을 유발 할 수도 있다. 주로 편측으로 발생하는 후경골건 

기능장애에 의한 편평족 변형은 변형의 진행에 따라 유연성 

편평족에서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게 되는 후족부와 전족부

의 강직성 변형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적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후경골건 기능장애의 임상양상은 질환

의 단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특정의 분류 구분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병의 진행 양상이나 치료방침의 결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류이다[16]. 제1단계는 후경골건의 

초기 건염이나 건초염의 상태로 편평 외반 변형이 없는 상

태(no planovalgus deformity)로 외형상 후족부 골관절의 

어떠한 변형도 없다. 건초염 또는 초기 건염을 의미하는 후

족부의 내측(후경골건의 주행을 따라) 부종 및 동통이 특징

이고 건 주행 부위의 열감, 부종, 압통을 보이나, 일반적으

로 건 기능의 약화는 동반되지 않는다. 뒤꿈치 거상 검사 시 

증상은 있을 수 있으나, 어려움 없이 단측 뒤꿈치의 거상이 

Figure 1.  (A) Posteroanterior view of both feet, hindfoot valgus deformity is 
prominent on left side. (B) Medial view of left foot, medial longitudinal arch is 
markedly collapsed.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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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제2단계는 편평 외반 변형이 발생되어 있으되 변

형이 유연하여 수동적으로 변형을 교정할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reducible or flexible planovalgus deformity)로써 건 

기능(내번력)의 약화 또는 소실을 보이며 단측 뒤꿈치 거상

을 잘 못하고 특히 이는 반복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건 주행 부위에 열감, 부종, 압통 등의 내측 증상보다 

외측의 통증이 심해지고 변형이 시작되고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나, 관절의 유연성은 유지된다. 제2단계를 2A, 2B로 세

분하기도 하며 제2A단계에서는 후경골건 부전의 악화, 후족

부의 경한 외반, 내측 종아치의 감소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후족부에 비해 전족부의 외전이 더 심한 경우에 

후방에서 보면 외측 소족지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을 관찰(too 

many toe sign)할 수 있다. 단측 뒤꿈치 거상을 할 수 있지

만 이를 시행할 때 어려움과 통증을 호소하기 쉽다. 제2B단

계에서는 제2A단계에서와 유사하지만 후족부의 외반 변형

의 심화로 뚜렷한 외반 변형을 볼 수 있다. 족근동 및 비골

하 부위인 외측 동통과 거골하 관절 운동의 감소 소견을 보

일 수 있다. 제3단계에서는 변형이 고정되어 수동적으로 정

복되지 않는 상태(fixed planovalgus deformity)로써 변형

이 더 심해지고 관절유연성이 소실된다. 양측 뒤꿈치 거상 

검사 시 심한 외반 상태로 외측 동통이 뚜렷해진다. 단측 뒤

꿈치 거상은 불가능해지며, 전족부는 거의 보상적 내반 변형

을 보이게 된다. 제4단계는 거골까지 외반 변형이 동반된 상

태(fixed planovalgus deformity with valgus tilt of talus)

로써 족관절 내측의 삼각 인대를 포함하여 내측 연부 조직이 

약화되어 족관절 격자 내에서 거골의 외반 변형을 보이며 족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기본 진단과정

편평족의 진단의 기본 과정을 보면 먼저 문진으로는 변형

의 시점, 증상 지속 기간, 과거와 현재 증상의 정도 비교, 가

족력, 직업, 활동도, 비만 정도, 외상 및 수술의 과거력, 이

전 치료 경력 여부, 슬관절, 고관절, 척추질환과의 연관성 여

부, 류마티스질환, 혈청 음성 관절병증과 같은 염증성질환 

및 당뇨병 등 전신질환의 병력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진으

로는 내측 종아치의 소실, 비체중부하 시 및 기립 시 후족부

의 외반 정도, 후족부에 대한 전족부의 외전(too many toe 

sign 여부), 후족부와 전족부의 정렬상태, 관절의 유연성 및 

운동범위 확인, 하지 길이 부동, 외반슬이나 염전의 문제 등

의 근위부 정렬 확인, 착용 신발 형태, 보행 시 병적 보행 여

부, 보행각의 증가와 족부 회외전의 지연, 추진력의 감소, 단

측 및 양측 뒤꿈치 거상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촉진으로

는 족부, 족관절 및 하퇴부(후경골건, 후족부 외측의 비골하

부 또는 족근동 부위 및 족저 건막) 등의 압통 위치, 아킬레

스 건의 구축, 비골근의 경직, 제1열 관절의 불안정성 여부, 

Hubscher maneuver or Jack Test, 수기 근육검사(manual 

muscle test) 등을 시행한다.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검사로

는 전후면, 측면 및 사면 족부 영상, 전후면 족관절 영상, 

Harris-Beath 영상, 양측 후족부 정렬렬상, 양측 하지 정렬

영상을 검사하게 된다. 선택적 추가 보조검사로는 특수 영

상검사로서 단순자기공명검사, 전산화단층촬영, 핵의학검사

가 있고, 보행 분석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신경학적 검사로

는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족저압력

검사로는 잉크프린트매트, 해리스매트, 전산화 압력분석기 

등이 있다. 또한 진단적인 목적으로 부분 마취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변형에 대하여 전면, 측면 및 후면에서의 변화를 검

사해야 한다. 영상검사로는 기본적으로 단순 방사선검사 중 

방사선 체중부하 족부 전후면과 측면 영상과 함께 사면 및 

Harris-Beath 영상을 검사한다. 체중부하 영상에서 전후

면 거골-제1중족골간 각(talar 1st metatarsal angle)과 거

종각(talocalcaneal angle), 거주상골 피복각(talonavicular 

coverage angle), 종입방골간 외전 각(calcaneaocuboid 

abduction angle), 측면 거골-제1중족골간 각과 거종각, 종

골 피치각(calcaneal pitch angle), 씨마 선(cyma line), 제

1중족골-제5중족골 기저족저부 간격 등을 관찰한다. 족근

결합이나 관절염 여부도 관찰한다. 후족부나 발목의 정렬상

태의 확인을 위하여 체중 부하 후족부 정렬 영상(hindfoot 

alignment view)과 족관절 전후면 영상을 필요에 따라 검사

한다. 전체적인 하지 정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중부

하 하지 정렬 영상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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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증상 없는 편평족의 경우에는 환자교육, 예후에 대한 설

명 및 상태 관찰을 한다. 증상 있는 편평족의 경우에서도 우

선 비수술적 치료를 초기 치료의 수단으로 한다[17-19]. 보

조기나 깔창은 변형을 교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

며, 비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주로 활동의 감소, 체중감소, 석

고 고정, 보조기 사용, 신발 변형, 항소염제와 물리치료 등

으로써 증상과 기능의 호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12].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회내전 변형과 보상 변

형의 진행 여부를 잘 관찰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한다[20]. 특히 족부의 신경병성 관절병증(Charcot 

족부)에 의한 편평족의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급성기에

는 부목, 석고 붕대, 탈부착 가능 보조기 등으로 우선적으로 

하지 고정과 체중 부하를 완전 금지하여 더 이상의 변형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2]. 고정은 염증, 홍반과 부종이 

사라지게 되어 병적 과정이 중지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불안정적 만성 Charcot 족부에서는 슬개건 체중부하, 족부

족관절 보조기(ankle-foot orthoses, AFO), 보조적 신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가 쓰이나 이런 치료는 쉽지 않으

며 반응이 적은 경우도 종종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전

신적 염증성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편평족의 발생에 있어서 

최근 치료방침과 약물치료의 발전으로 인하여 적응증이 되

는 경우에는 관절유합술 보다는 관절을 보존하는 재건술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21].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가 증상을 개선시키지 못할 

경우, 변형이나 불안정성이 진행할 경우나 기능 회복에 실

패했을 경우 시행한다. 다양한 수술적 방법이 편평족의 치료

로 사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절골술, 관절 제동술, 관

절 유합술 및 연부조직 수술 등을 단독 혹은 병합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술기 방법은 임상적 상태, 방사선학적 검사, 관

절염의 정도, 환자 나이 및 활동 정도와 경우에 따라, 혹은 

수술의의 선호에 따라 선택된다. 후경골건 부전(PTTD)에 의

한 편평족의 치료는 그 단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PTTD  

1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로서 소염제, 4-6주 동안 단하지 

석고붕대고정이나 보조신발, 후경골건에 대해 재활치료를 

시도하거나, 족관절 보장구를 착용해 볼 수 있다. 수술적 치

료로는 후경골건의 활액막 절제술과 함께 건 감압술을 시행

해볼 수 있다. PTTD 2단계에서는 급성 족부 동통에는 석

고고정을 시도할 수 있다. 상당한 변형의 경우에는 UCBL 

(University of California Biomechanics Laboratory shoe 

insert) 또는 AFO가 필요하다. 내측 연장 카운터(extended 

medial counter)나 내측 종부 쐐기(medial heel wedge)와 

같은 신발교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활액

막 절제술, 건 감압술 및 일차 봉합을 시도할 수 있으나 건 

기능장애에 대한 장족지굴건 이전술과 변형에 대해 후방종

골 내측 전위 절골술이나 Evans 종골 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다. 후족부 단독 관절 유합술은 변형이 심한 경우에서 종

입방골간 신연유합술이나 거골하 관절과 내측주 관절 유합

술을 포함한다. 후경골건 기능 장애(posterior tibial tendon 

dysfunction, PTTD)의 2단계 이상에서는 진행성으로 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초기에 권고하는 경우도 있

다. 많은 방법의 절골술 또는 관절 유합술 중의 어떤 술식을 

선택하는 문제는 환자와 의사의 치료 목적과 기대뿐 아니라 

임상상태에 따라서 결정한다. PTTD 2A단계에서 활액막 절

제술, 건 감압술 및 일차 봉합을 할 수 있다. 건 기능장애가 

있으면 건이전술을 한다. 변형이 있을 때에는 절골술을 동반

한다. PTTD 2B단계에서 건 이전술과 함께 보통 변형이 진

행해 있으므로 절골술이나 선택적 관절 유합술을 하여 정렬

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내측주 절골술 또는 유합술도 동반

할 수 있다. 후족부 단독 관절 유합술은 2B단계에서 시행한

다. PTTD 3단계에서 보존적 치료로써 일반적인 족관절 가

동성의 AFO나 과상 보조기(supramalleolar brace)를 사용

한다. 변형이 고정되면 특히 후족부 외반변형이 심하면 어떤 

형태의 AFO도 착용하기 힘들어진다. 수술적 치료로는 보통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 단독 관절 유합술 또는 만약 관절

증의 범위가 넓고 후족부를 모두 포함한다면 삼중 관절 유합

술. 대개 장기적으로 볼 때 강직성 변형, 고정된 전족부 내반 

변형에서 삼중 관절 유합술을 해야 한다. PTTD 4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절 없는 일체형 AFO를 사용한다. 수술적 치료

로는 퇴행성 변화 없이 관절 외반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 삼

각인대 봉합술과 재건술, 내측 전위 종골 절골술과 함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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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절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퇴행성 변화가 후족부와 

족관절에서 생기면 전거골 관절 유합술을 한다. 족관절 전 

치환술이나 과상 절골술을 또는 삼중 관절 유합술과 연계하

여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건 간에 

수술적 치료로써 족부가 해부학적으로 원상 복구가 될 수 없

다는 것과 회복기간이 길고 또한 수술적 치료 후에도 교정을 

유지하고 증상과 변형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수술 또는 수술 후 보장구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을 알아야 한다. 샤코 족부에서 급성기

에서도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나 합

병증 등이 매우 높아서 매우 신중히 선

택해야 한다. 

편평족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첫째, 연부조직 수술(soft 

tissue procedures)로써 변형이 적지만 

증상 있는 유연성 편평족의 경우 연부 조

직 수술을 고려 할 수 있다. 편평족의 원

인에 따라서 키드너(Kidner) 후경골건 

전진술, 장족지 굴근 이전술(Figure 2), 영의 건술식(Young 

tenosuspension) [22], 스프링 인대의 재건술 등을 선택하여 

수술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필요한 경우에 연부 조직 수술에 

정렬회복에 필요한 골성 수술(bony procedure)을 같이 시행

하는 경향이다. 또한 단축된 하퇴 삼두근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하퇴 삼두근건 연장술을 편평족 재건

술 시행과 함께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는 비복근 후전술, 비

복-가자미근 후전술 또는 아킬레스건 연장술이 있다[13]. 적

절한 연장술을 시행한 후에 근육 강도의 감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렬 회복과 변형 교정을 위하여 절골술(osteotomy)이 

필요하며 성인 편평족의 치료에 대한 다양한 교정 절골술

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다. 관절 주위 절골술의 장점은 구

조적 정렬을 향상시키면서 관절 기능의 유지가 가능하다

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Evans 종골 절골술은 종골의 전

방돌기에서 절골 후 구조적 동종골 또는 자가골 이식술로

써 외측주를 연장시키는 술식이다(Figure 3) [23]. 종골

의 외반을 줄이고 거주상관절과 거종골 아탈구를 회복시

키며. 전족부 외반을 줄여 족근골간 관절을 재정렬시킨다. 

사체를 이용한 생역학 연구에서 외측주 연장술 후에 종입

방 관절의 압력 증가가 있었으나, 이러한 관절에서의 압

력 증가는 편평족 모형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발견되지 않

았다[24]. 후 종골 내측 전위 절골술(posterior calcaneal 

medial displacement osteotomy)은 후족부의 외반을 줄

이기 위해 사용되어 최근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Figure 4) [25,26]. 이 술기는 외반된 종골에 부착되어 

Figure 2.  Photographs, taken at the surgical field, markedly degenerated posterior tibial tendon was shown 
(A). Flexor digitorum longus tendon was transferred to the navicular bone, adjacent to the insertion of degener-
ated posterior tibial tend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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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anterior calcaneal distraction osteotomy (Evanʼs proce-
dure). Preoperative anteroposterior radiographs reveals accessory navicular 
bone, abducted forefoot, pronation of entire foot in weight bearing position (A). 
Lateral radiographs showing talocalcaneal coalition, negative talar first metatar-
sal angle, decreased calcaneal pitch angle (B). Excision of bone bridge and ante-
rior calcaneal distraction osteotomy were done (C,D). Note that the osteotomy 
plane was made just posterior to the calcaneocuboida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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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킬레스 건의 부착위치와 회외전 지면 반응력(sup- 

inatory ground reactive forces)을 복원시키고 내측 아치 

부하를 감소시킨다[26].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족관절의 

운동과 관절 접촉성에서의 변화를 시켜 조기 

관절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 및 전족부 

외전과 침강된 내측 종아치의 복구에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27]. 변형

이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교정을 위해 이중 종

골 절골술인, Evans와 후 종골 내측 전위 절

골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내측 설

상골을 통한 코튼 개방성 쐐기 절골술(Cotton 

opening wedge osteotomy)은 전족부의 고정

된 회외 변형이 동반된 편평족에 대하여 후족

부의 교정 후에 내측주의 족저 굴곡을 시킬 수 

있는 술식이다[28]. 변형 교정 시 구조적 동종

골 또는 자가골 이식이 시행된다. 변형 교정을 

위하여 관절유합술이나 절골술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절 제동술(arthroereisis)이 

있으며 거골과 종골 사이의 운동과 회내전 운

동을 제한하는 여러 내고정 장치가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다(Figure 5) [29]. 성인 유연성 편

평족에서의 관절 제동술에 대한 장기 추시 결

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양호한 임상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내고정물의 삽입과 관

련된 위험이나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 내

고정물과 관련된 문제점과 지속적인 족근동의 

통증의 제한점 등 때문에 거골하 관절 제동술 

사용을 반대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한 장기 추

시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12]. 성인에

서 관절 제동술은 독립된 술식으로 거의 사용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제한적으

로 유합술과 동반 또는 단독으로 이용되는 수

술 중 하나이다. 관절염이 동반되었거나 변형

이 고정되어 있어 관절 운동이 되지 않아 관

절기능이 소실된 변형에 대하여는 관절 유합

술(arthrodesis)이 수술적 치료로써 사용된다

[30]. 주상설상 관절과 중족설상 관절을 포함해서 내측주가 

심하게 붕괴되었을 때에도 침범된 내측주에 대한 관절 유

합술이 사용될 수 있다. 거주상 관절 유합술은 아탈구된 거

CA B

FD E

Figure 4.  Preoperative anteroposterior radiograph (A). Lateral radiographs shows negative talar-
first metatarsal angle (B). Hindfoot alignment view reveals marked laterally translated hindfoot (C). 
Postoperative radiographs. Medial calcaneal displacement osteotomy and the flexor digitorum lon-
gus tendon transfer were done (D,E,F).

CA B

FD E

Figure 5.  Preoperative radiographs reveals markedly pronated entire foot position and abducted 
forefoot, note that the uncoverage of medial talar head due to lateral subluxation of navicular bone 
(A). Markedly negative talar first metatarsal angle and calcaneal pitch angle were seen (B), and 
hindfoot alignment radiographs reveals severe valgus angulation of hindfoot (C). Arthroereisis pro-
cedure was done. Postoperatively, forefoot abduction and pronation of foot were corrected (D). Talar 
first metatarsal angle and calcaneal pitch angle were restored (E), and valgus angulation of hindfoot 
was greatly improve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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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두의 교정이 가능하지만 후족부의 운동이 거의 제한 된

다[10]. 종입방 관절 신연 유합술은 전족부 외전이 있는 편

평족의 교정을 위해 사용된다. Evans 절골술과 적응증은 

유사하지만 이 유합술은 Evans 절골술 후 성인환자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종입방 관절의 압력 증가가 없지만 불유합 빈

도가 있기 때문에 자가골 이식술이 선호된다. 이중 유합술(

거주상, 종입방 관절) 역시 편평족 변형 시 교정을 위해 사

용되며 거주상 관절에 국한된 유합술식보다는 사용 빈도가 

적은 편이다[10]. 거골하 관절 유합술이나 삼중 관절 유합

술도 편평족 교정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Figure 6). 고정

된 전족부의 보상된 내반의 경우에는 삼중 유합술이 필요

하다. 또한 삼중 유합술은 거골하와 중족근 관절에 관절증

을 가진 강직성 편평족의 경우에 사용된다[16]. 거골하 관

절 유합술은 전족부의 변형을 고려하여, 전족부에 보상성 

내반 변형이 없거나 혹은 유연한 변형을 가진 편평족의 경

우에 적응증이 된다. 전거골 유합술은 후족부와 족관절 퇴

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족관절 격자 내에 거골

의 외반 변형과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경거종골 관

절 유합술이 유용하다.

기타의 수술적 치료에는 부주상골 증상이 있는 부주상

골을 제거할 때 편평족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수

술을 같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으나, 후

경골건 부전의 양상이 있다면 부주상골의 제거와 후경골

건 부전증의 병기에 합당한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

이 좋다[16]. 족근 결합과 동반된 편평족의 경우에는 족근 

결합 절제술 외에 상태에 따라서 절골술 또는 관절 유합술

을 고려한다[12]. 불안정적 만성 샤코 족부에서는 만약 보

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관절 유합술로써 보조기 착용

이 가능한 정도의 변형 교정과 수술 후 보조기 등으로 부

가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절단이 필요

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병성 편평족은 정적이거

나 진행이 더딘 경우에 건이전술, 절골술로도 치료 결과

가 좋은 반면, 진행이 빠른 질환은 관절유합술로 치료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술 후 족부 보조기, AFO, 하지 보

장구, 보조 기구로 부가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신

경학적 질환과 그 임상적 후유증은 흔히 진행성이거나 재

발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찰, 재평가 및 치료계획의 수

정이 필요하다. 

결론

성인 편평족은 족부의 근골격의 성장이 끝난 후에 성인

에게서 발견한 또는 발생한 족부 내측 종 궁(아치)의 소실

을 보이는 발의 형태 변형 상태이다. 이들 각각의 변형은 이

미 알려져 있거나 또는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원인에 의하

여 발생하며 지속되어온 선천성 유연성 편평족, 후경골건 

기능장애, 족근 결합, 신경병성 관절병증, 신경근육성, 관절

염성, 외상성 편평족 등이 대표적이다. 성인 편평족은 무증

상으로 우연히 발견될 수 도 있지만 통증 등의 증상이나 기

능제한에서부터 변형의 양태가 경증에서 중증까지의 다양

한 양상을 동반한다. 원인 및 병기에 따라서 병리 상태, 변

형의 정도, 증상과 예후 등에 다양한 임상 상태를 보이게 되

며 이에 따라서 치료방침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진단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인 편평족의 치료방법은 개별적 

BA

DC

Figure 6.  Severe inflammatory arthritis on triple joint accompanying collapse of 
medial longitudinal arch were observed in patient with rheumatoid arthritis 
(A,B). Medial calcaneal displacement osteotomy and triple arthrodesis with cor-
rection of joint alignment were done, postoperatively, medial longitudinal arch 
was greatly restore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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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족 상태에 따른 병리상태 및 변형의 정도와 증상 등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가 선택적으

로 적용되어야 한다.  

찾아보기말:  성인 편평족; 진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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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논문은 편평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 편평족

에 대한 원인 및 치료에 대해 기술한 논문이다. 성인 편평족에 있

어서 원인과 편평족 상태에 따른 병리 상태 및 변형의 정도, 그리

고 증상을 토대로 한 치료가 필요함을 기존에 보고된 연구와 자료

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각각의 상태에 따른 수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써 성인 편평족의 치료에 대한 이해

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평발의 

정도에 따른 단계와 그 단계에 따른 각각 치료법을 자세하게 설명

해주고 있어서, 평발환자를 진료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침

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