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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존적 및 수술적 방법들이 있다. 선천성 족근 결합, 부주상

골 등 다양한 동반 변형에 대한 Kidner 수술이나 coalition 제거술 

등은 증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

루지 않기로 한다.

편평족의 분류

임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후경골건 부전이 동반된 편평족에서

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류법이 흔히 사용되며, 이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제 1기는 후경골건 주위로 통증 

및 부종이 관찰되나 편평외반 변형이 진행되지 않은 시기이다. 후

경골건은 대개 퇴행성 변화나 손상 없이 건막염 소견을 보이는 경

우가 많다.4) 제 2기에서는 후경골건의 퇴행성, 구조적 변화가 시작

되며, 유연성 편평외반 변형을 보인다. 초기에는 아프더라도 단지 

뒤꿈치 거상(single heel rise)이 가능하나, 후기에는 이마저도 불가

능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를 변형의 정도와 외측 비골하 통증 유무

에 따라 talonavicular uncoverage 40%, 50%를 기준으로 IIa, IIb, IIc

로 나누어 치료에 반영하기도 하였다.4)

제 3기는 경직성 편평족으로서 심한 중족 및 후족부의 외반 변

서      론

편평족(pes planus, flatfoot)은 확립된 임상적 및 영상학적 기준

은 없으나 전통적으로 내측 세로궁(medial longitudinal arch)이 소

실되어 족저부가 편평해진 변형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이러한 내

측 세로궁은 보통 10∼12세까지는 자연히 형성되게 되는데, 소아

의 경우 유연성 편평족이 많으며 대개 증상이 없어 치료가 필요하

지 않으나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동반되어 있을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1) 성인의 경우 외상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서양의 보고에서는 후경골건 부전과 연관이 있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3) 편평족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변형을 교정하여 본래의 생역학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편평족 치료를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Review Article

CC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16 Korean Foot and Ankl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Flatfoot deformity, defined as loss of medial longitudinal arch, sometimes involves symptoms such as medial arch pain or Achilles ten-
don tightening, etc. Whether the etiology of deformity is congenital or acquired, i.e., posterior tibial tendon dysfunction, symptoms are 
largely resolv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including medication, orthoses, and activity modification. Surgery should be considered in 
cases of failure of conservative treatment and clinicians can select an appropriate technique among many surgical options including cal-
caneal osteotomy or flexor digitorum longus tendon transfer. Principles of corrective surgery include the recovery of alignment and the 
preservation of joint motion.

Key Words: Flatfoot, Conservative treatment, Surgical procedure

편평족의 치료

이동오*, 정홍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 *명지병원 정형외과

Treatment of Flatfoot Deformity

Dong-Oh Lee*, Hong-Geun Ju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Myongji Hospital, Goyang, Korea

Received February 8, 2016  Revised February 17, 2016  Accepted February 17, 2016

Corresponding Author: Hong-Geun Ju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120-1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30, Korea

Tel: 82-2-2030-7609, Fax: 82-2-2030-7369, E-mail: jungfoot@hanmail.net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193/jkfas.2016.20.1.6&domain=pdf&date_stamp=2016-03-10


www.jkfas.org

7Dong-Oh Lee, et al. Treatment of Flatfoot Deformity

요법의 경우 후경골건을 더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12)

일단 환자 증세가 호전되어야만 이후 후경골건의 강화 운동을 

위한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족부의 저항성 내전 운동

이 후경골건의 단독 강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보고가 있

다.13)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스트레칭 역시 

중요하다.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는 크게 연부조직 수술과 골 조직 수술로 나뉘는데, 

건 이전술(tendon transfer)이나 단축 봉합술(plication), 단독 아킬

레스건 연장술(isolated Achilles tendon lengthening) 등의 연부조

직술만으로는 편평족의 교정 효과가 거의 없다.1,14,15) 연부조직술

의 대상은 대개 아킬레스건, 후경골건 그리고 비골건이며 아킬레

스건의 구축이 있을 때 연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부위에 따라 

gastrocnemius recession 혹은 tendo-Achilles lengthening을 시행하

게 된다.

골 조직 수술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서 가장 좋은 수술이 무엇인

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수술법 고려 시에는 변형의 

정도, 후족부 및 전족부의 유연성뿐 아니라 술자의 편리성 및 숙련

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소아는 성장판이 열려있고 잔여 성장이 남

아있으므로 수술 시 특히 조심해야 하지만 수술의 기본 원칙은 성

인에서와 같다.

아래에서 편평족의 단계별로 흔히 언급되는 수술들에 대해 간략

히 소개하였다.

1. 후경골건의 활액막 제거술(tenosynovectomy of the 

posterior tibial tendon)

편평족 변형 없이 후족부 내측의 통증만 있는 후경골건 부전 제 

1기의 경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면 후경골건의 

활액막 제거술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대개는 보존적 요법으로 호

전이 되므로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6) 또한 후경

골건 내의 퇴행성 변화나 건 내 파열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봉합 

등의 다른 술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활액막 제거술 단독으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보고들이 있다.4,16,17) 

2. 장족지굴건 이전술과 종골 내측 이전술(flexor digitorum 

longus tendon transfer and medial sliding calcaneal 

osteotomy)

후경골건 부전 제 2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으

며 다양한 알고리즘이 가능하다.4) 그 중에서 장족지굴건 이전술

(flexor digitorum longus tendon transfer)과 종골 절골술을 함께 시

행하는 경우가 많다. 후경골건이 기능을 상실하고 수술을 통해 재

형과 전족부 내반이 자주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 고정술이 요구되

는 경우가 많다. 제 4기는 족관절의 만성적 외반 부하로 인해 족관

절염 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이런 환자들의 경우 외측 통증은 비골

하 충돌뿐 아니라 골관절염으로도 기인한다. 이 경우에는 족부변

형뿐 아니라 족관절의 변형도 교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Raikin 등5)이 새로운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분류법은 위와 같은 기존의 분류에 후족부(rearfoot), 족관

절(ankle), 중족부(midfoot)의 병리 상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으

나 폭넓게 쓰이려면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6) 

보존적 치료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게 

되는데, 대개 휴식, 약물 요법, 물리 치료, 후경골건 강화 운동, 보

조기를 포함한다. 보조기는 단순 신발 변형(footwear modification)

에서부터 슬개건 부하 보장구(patellar tendon bearing ankle foot 

orthoses, PTB AFO)까지 다양한데, 이는 변형 및 증상의 정도에 따

라 선택한다.

초기 증상에는 외번을 제한시키고 내측 세로궁을 받쳐주는 패드

를 대어주는 신발을 적용해볼 수 있다.7) 이외에도 다양한 비슷한 

보조기들이 있으나 대개 원리는 이와 같이 내측 세로궁을 올려서 

받쳐주고 족부 외전을 막아 후경골건의 부하를 줄여주는 것이다. 

심한 증상에는 controlled ankle motion (CAM) walking boot를 사

용하는데 이는 내, 외번 말고도 굴곡 신전까지 제한하여 건의 활주

를 막고 체중부하를 경감시켜 준다.

보조기 선택 시 유연성인지 강직성인지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 

유연성 편평족일 때는 거골하 관절을 중립으로 하면서 동시에 후

경골건의 부하도 줄여줄 수 있으나, 강직성일 경우 오히려 압력을 

높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절 교정력 없이 있는 그대로 보

조기를 맞추어야 증상 호전에 더 효과가 있다. 제 1기의 경우 반강

직성 보조기(semi-rigid orthosis), 제 2기의 경우 전접촉 강직성 보

조기 또는 중족 및 후족부의 삼차원적 움직임을 제한해주는 Uni-

versity of California Biomechanics Laboratory (UCBL) 보조기가 유

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제 3기의 강직성인 경

우 AFO를 이용할 수 있다.7,8)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AFO는 Richey, 

Arizona, short articulating AFO (SAAFO)이다.7) Arizona brace는 널

리 쓰이는 보조기로, 이를 사용하여 증상을 호전시킨 기존 연구 보

고가 있다.9) 

하지만 이러한 보조기의 편평족 변형의 교정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발 내 삽입물 혹은 교정용 신발을 사용해서 없는 종아

치를 만들어주었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며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1,10) 내재근 운동(intrinsic muscle strengthening exer-

cise) 역시 종아치를 만드는 데는 효과가 없다.1,11) 경구 진통 소염

제는 기본으로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 경구 혹은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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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으나 대개 1 cm 정도를 옮겨주게 되며 외측 피질골이 튀

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crushplasty를 하기도 한다.4) 수술 시에는 

비복신경(sural nerve)을 확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3. 내측 설상골 개방형 족저굴곡 절골술(plantar-flexion 

opening wedge osteotomy of the medial cuneiform, 

Cotton osteotomy)

제 1열을 굴곡시키거나 상당한 전족부 내반을 교정하기 위해 유

용한 술식이지만 이 수술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이 수술로 인해 확실한 증상의 호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식 보

고도 아직 없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통하여 제 1열이 

족저부 tripod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리 계획한 교정 

술식 후에도 남은 잔여의 10도 이상 전족부 내반이 있으면서, 제 1

중족골-족근관절이 안정적일 경우 추가로 이 수술을 시행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족저측의 피질골을 보존하고, 대개 내고정을 위한 

고정물 삽입은 필요없을 수 있다.4) 

4. 외측주 연장술(lateral column lengthening)

Evans21)가 처음 기술한 이래 Sangeorzan 등22)이 명확한 족부 구

조의 변화를 영상학적으로 구현한 이 수술법은, 골 이식편 삽입을 

통해 외측주를 연장하여 주상골을 거골두 안쪽으로 밀어 넣어 전

족부 외반을 회복시키고 상대적으로 후족부 외반을 내반시켜 정상

화시키는, 즉 거주상, 거골하, 종입방 관절 모두의 교정 효과를 가

지고 있다(Fig. 3). 이는 거주상 및 거골하 관절의 유합을 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들이 고정되면 족관절염을 촉진시키기 때문이

건되기 어려울 때 건 이전술이 필요한데, 이때 장족지굴건이 자주 

쓰인다(Fig. 1). 이유는 첫째로 장족지굴건의 기시부가 후경골건의 

기시부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내과 뒤편을 지날 때 서로 같이 주

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장족지굴건은 후경골건의 30% 강도이지

만 후경골건의 길항근인 단비골건의 강도와 비슷해서 단비골건의 

외반 변형력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두 근육은 모두 

중간지지기에 주로 작용하는 근육이다. 마지막으로 장족지굴건은 

장무지굴건과 부착점이 있어 소모해도 크게 기능의 지장이 없다.6) 

게다가 보행의 발들림 시기에 주로 기능하는 것은 장무지굴건이

다. 장족지굴건 이전술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장족지굴건이 후족부 외반을 막아줄 수 있도록 적절한 거

골하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하여야 하고, 둘째로 중족부의 횡적 움

직임이 보존되어야 한다. 비만이나 거골하, 거주상, 종입방 관절염

의 경우 수술의 금기가 될 수 있다.

종골 내측 이전술의 경우, 종골의 기계적 부하 축을 옮겨주는 개

념은 1893년 Gleich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종골의 내측 이전으

로 유연성 편평족이 좋아진 임상 결과는 Koutsogiannis가 발표했

다.18) 이 수술법은 후족부의 외반을 정상축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종골을 내측으로 이전시켜 줌으로써 족관절에 가해지는 외반의 비

정상적인 압력을 정상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경골의 종축 선상에 

있는 체중부하 축을 옮겨준다(Fig. 2). 또한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를 거골하 관절에 대해 내측으로 이전시켜 아킬레스건의 생역학적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Nyska 등19)과 Sung 등20)은 종골 내측 이전

술이 아킬레스건의 변형력을 제거하여 편평족 예방의 효과를 가지

며, 장족지 굴건 이전술의 효과를 증대시켜 준다고 하였다. 정도의 

A B

C D

Figure 1. Flexor digitorum longus (FDL) 

transfer procedure. (A) Photograph shows 

isolated FDL tendon. Drilling at the na-

vicular tuberosity (B), then tenodesis is 

performed Fig. 1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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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골하 관절 제동술(subtalar arthroereisis)

거골하 관절 제동술은 거골동(sinus tarsi)에 기구를 삽입하여 거

골하 관절의 외전을 제한하고 후족부의 외반과 족관절의 족배 굴

곡 및 외전을 제한하여 변형을 교정하는 술식이다(Fig. 4). 종아치

가 형성 중에 있는, 성장판의 유합이 끝나지 않은 소아들에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성장기에 족부의 거골 및 

종골의 관계, 근육의 균형 및 관절, 뼈들의 배열에서 정상적 발달

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24,25) 절골술이나 유합술과는 달리 수

술 시 연부조직의 손상이 적고 뼈나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아 회복

이 빠를 뿐 아니라 관절의 기능적 움직임이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

다.13) 

반면 기구의 위치 소실이나 손상, 기구로 인한 거골동의 통증, 

이물 반응, 활액막염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기구 

제거율이 40%까지 보고된 경우도 있다.13,26) 

6. 삼중 관절 고정술(triple arthrodesis)

삼중 관절 고정술은 종입방 관절, 거골하 관절, 거주상 관절을 

다. 종입방 관절 고정술(calcaneal cuboid arthrodesis)도 같은 효과

를 갖지만 소아에서는 성장판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이 수술의 생역학 기전은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으나 정작 적응

증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대개 전족부가 유연하

면서 외전되어 있고, 종골이 외반되어 있을 경우에 많이 쓰이며, 

특히 종골 내측 이전술에 비해서 전족부 외전의 교정효과가 뛰어

나다.23) 

합병증으로 수술 후 족부 외측의 불편감 혹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

다. 대개 10%∼12% 정도의 빈도가 보고되고 있으며 외측주를 8∼

10 mm 정도를 늘리는 것이 보통이나,18)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얼마

를 늘릴지에 대한 trial wedge를 사용한 시도가 있었다.23) 이외에

도, 교정력이 강해서 정상 거골하 관절 운동 범위를 줄이고, 그로 

인해 관절 강직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시 방사선적 영상 검사

뿐만 아니라, 외번을 시켜보며 교정의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

A B

Figure 2. Fluoroscopy shows medial slid-

ing calcaneal osteotomy at sagittal view 

(A) and axial view (B).

A B

Figure 3. (A) Interpositional allo-bone 

graft was performed at calcaneal anterior 

process. (B) Postoperative lateral stand-

ing radiograph shows elevated calcaneal 

pitch after lateral column l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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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편평족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은 크게 유연성 편평족인지 강

직성 편평족인지에 따라서 구분되나 아직까지 수술 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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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수술

을 하더라도 관절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것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수술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관절 운동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족부 및 족관절의 정렬은 회복시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기능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서는 

후경골건의 손상이나 기능 정도, 족부의 강직성 여부를 고려한다. 

또한, 전족부 외전 정도 등의 골격 구조도 함께 고려하여 그에 맞

는 술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

B

Figure 4. Preoperative flatfoot deformity (A) was improved after subta-

lar arthroereisis (B). 

A

B

Figure 5. Multiple arthritic change with severe deformity (A) usually 

requires triple arthrodesis procedu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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