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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의 발목 재손상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발목의  안쪽 굽힙

(Dorsiflexion)과 바깥쪽 굽힘(Plantarflexion)의 각도를 측정한다. 각도가 일정 범위 내에 있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면 정상으

로 간주한다. 하지만 각도가 일정 범위에 못 미치고 고통을 호소하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치료법(therapy)

을 찾아낸다.

키워드: 안쪽 굽힘(Dorsiflexion), 바깥쪽 굽힘(Plantarflexion), 치료법(therapy)

I. Introduction

만성 발목불안정성은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생긴 발목염좌

를 내버려둬 인대가 약해져 발생한다. 조금 더 진행되면 발목을 연결하

는 뼈의 잦은 충돌로 연골에 손상을 입기도 한다. 만성 발목불안정성이 

발병하면 발목이 많이 붓고, 증상이 악화되면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제대로 서있을 수 없어진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다. [1]의 연구 목적은 낮은 굽 신발 

착용 후 , pronation과 지면 반발에 의한 충격력을 각 신발 형태에 

따라 운동역학적(kinetic) 및 운동형상학적(kinematic)으로 분석하

여,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과 낮은 굽 신발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II. DORSIFLEXION

어dorsiflexion이란 발목을 90˚중립자세가 되게 하고 발등 쪽으로 

구부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목말뼈(talus)의 뒤쪽/안쪽 이동이라고도 

한다. 이때 관절 가동 범위(Rnge of Motion), 즉 발목의 각도는 

15~30̊ 이다. 관절 가동 범위의 각도가 15˚보다 아주 적거나, 발목을 

구부릴 때 고통을 호소하면 발목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계속해서 걷거나 움직이면 발목의 손상이 증가된다. 발등 

굽힘이 불충분할 경우 부족한 안정성을 가쪽 인대(Lateral Ankle 

Ligaments)에 의존하게 되며 가쪽 인대(Lateral Ankle Ligaments)

의 손상 확률이 증가된다. dorsiflexion의 측정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Dorsiflexion

III. PLANTARFLEXION

발목의 발등 굽힘(plantarflexion)은 발목관절에서 목말뼈(talus)

의 움직임으로 발생한다. plantarflexion이란 발목을 90˚중립자세가 

되게 하고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목발뼈의 앞쪽/가

쪽 이동이라고도 한다. 이때 관절 가동 범위, 즉 발목의 각도는 40~50̊  

사이이다. 각도가 40˚보다 아주 적거나 50˚를 초과하고 구부릴 때 

고통을 호소하면 가쪽 인대의 손상이다. 발등 굽힘이 불충분할 경우 

또한 부족한 안정성을 가쪽 인대(Lateral Ankle Ligaments)에 의존하

게 된다. 이 역시 가쪽 인대(Lateral Ankle Ligaments)의 손상 확률이 

증가된다. plantarflexion의 측정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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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antarflexion

IV. Therapy

발목에 대한 치료법은 실제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수치료의 일환으로 발목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를 수행하고자 한다. 

Dorsiflexion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견인(traction)과 전방 미끄러

짐 및 후방 미끄러짐이 있다. 견인이란 “잡아 늘이거나 끌어당기는 

과정”을 말한다.

미끄러짐(gliding)은 한 관절면의 동일 지점(same point)이 다른 

관절면의 새로운 지점(new points)에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말한다. 

plantarflexion에도 견인과 전방 미끄러짐 및 후방 미끄러짐, 그리고 

근육신장의 3가지 치료법이 있다.

V. Experiment

실험은 일반인 60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인원은 50명을 대상으

로 plantarflexion과 dorsiflexion을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분 치료전 치료후

plantarflexion 이상 11 5

dorsiflexion 이상 8 4

양쪽 모두 이상 5 3

표 1. 실험 결과

VI.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발목의 

안쪽 굽힙(Dorsiflexion)과 바깥쪽 굽힘(Plantarflexion)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각도가 일정 범위 내에 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정상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측정한 각도가 일정 범위에 미달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면 발목뼈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발목뼈

에 이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따라 치료법(therapy)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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