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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ructural Scoliosis Treated with Foot Ort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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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foot orthosis on by observing 3 clinical case studies. Methods  and  

Results : We investigated for the changes in Cobb’s angle and pelvic height by using the standing full X-ray. After application of 

foot orthosis, Cobb’s angle and pelvic height was reduced in cases. We treated 2 cases with only Foot Orthosis, 1 case with Foot 

Orthosis and Korean Medicine therapy. Conclusions : This study showed that foot orthosis can be effective way on nonstructural 

scoliosis and statistics study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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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 측만증은 해부학적인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

로 만곡 혹은 편위되어 있는 관상면상의 변형일 뿐만 아니라, 추체

의 회전도 동반되어 시상면상에서도 정상적인 만곡상태가 소실되

는 3차원적인 변형1)을 말한다.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보조기의 사

용이나 운동요법, 수술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2) 한의학에서는 

침구요법3), 추나요법4,5), 운동요법6,7) 등을 통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족부 보조기 요법은 신발 착용 시 발바닥과 직접 접촉되어 비정

상적인 신체 분절의 교정 및 발의 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체중 

및 균형을 유지시키고 약화된 부위를 지지함으로써 사람의 직립자

세 유지를 위한 균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8) 족관절의 

내반 및 외반 변형 등과 같이 족부와 족관절에 이환된 병적 상태 

및 해부학적 기형에 대한 치료와 교정 등의 목적9-12)외에도 요통의 

개선13,14) 및 척추 주위 근육의 피로 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7.009&domain=pdf&date_stamp=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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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ot Orthosis.

으며15) 최근에는 더 발전하여 척추 측만증16-19)을 치료하는데도 적

용되고 있다. 

척추 측만증은 85∼90%가 특발성 구조적 측만증에 속하지만20) 

골반이 경사져 있으면 상체의 직립 위치를 얻기 위해 척추에는 비

구조적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전통적

으로 추나요법4,5)을 활용해왔으나 최근 신발 높이기를 통해 골반의 

평형을 통해 측만증을 개선하거나19,21) 족부 보조기를 착용하여 만

성 통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14).

족부의 비대칭이 하지나 골반의 비대칭 변형뿐만 아니라 척추의 

부정렬을 만들어내어 근골격계의 변형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22-24) 

족부 보조기가 골반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내는 족부의 비대칭을 

줄여준다는 보고를 통해22) 족부와 골반 및 척추의 부정렬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족부 보조기를 이용해서 척추 측만증을 치료한 예에서 

특발성 측만증16)을 개선시키거나 요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14)나 

단순히 뒷굽 높이기만을 통해서 골반 경사를 회복하려는 연구19,21) 

는 있었지만 내측 종아치와 뒷굽 높이를 동시에 적용하고 뒷굽 높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비구조적인 척추 측만증을 개선시키

려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저자는 골반 경사와 연관된 척추의 비구조적 측만증을 대

상으로 족부 보조기를 사용하여 환자 3명에게 양호한 결과를 얻었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재

활의학과에 외래로 내원한 척추 측만증 환자 중 특발성 측만증이 

아닌 비구조적 측만증으로 진단한 환자 중 초기 Cobb’s angle이 

10도 이상인 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추시 관찰이 가능한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선천성 측만증, 

퇴행성 측만증 등으로 골반 높이차가 고정된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세 증례 모두 하부 요통이나 엉덩이부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

다. 비구조적 측만은 서있는 상태에서 등을 구부린 자세에서 등이

나 허리부위의 좌우 굴곡상태를 비교하는 adams test를 통해 판단

하였다. 

2. 연구방법

1) 측정요소

(1) 골반 높이차: 기립 자세로 척추 및 전신 전후방 방사선 촬영

을 하여 장골능의 좌우 최고점의 차이로 좌우 골반의 높이차를 측

정하였다. 

(2) 척추 측만: 기립 자세로 척추의 전후방 방사선 촬영 후 

Cobb’s angle 방법을 이용하여 만곡의 오목한 쪽으로 가장 기울어

진 끝 척추(end plate)를 만곡의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 결정하여 

척추 측만각을 측정하였다. 

2) 치료 방법: 족부 보조기는 환자의 발 모양을 주형(casting 

form)으로 본뜬 후, 석고액을 부어 양형 석고본(positive casting)

을 만들어 이 양형 석고를 바탕으로 주형을 만들고(modeling) 이 

형틀에 맞게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밑창을 만들고 

chamuade 커버를 씌웠다(Fig. 1). 환자의 골반 좌우 높이차를 교정

하기 위하여 뒤축 높임을(heel lift) 처방하였고, 환자의 발 모양 특

성을 고려하여 내측 아치(medial arch)를 처방하였으며 활동시간 

동안 가능한 오랜 시간동안 족부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교육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주) 늘푸른 나무에 위탁하여 제작하였다. 

족부 보조기 착용 후,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를 주기로 방사선 추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족부 보조기의 수정이 필요할지 유지가 필요

할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추시 검사에 대한 기간을 결정하였

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heel lift를 수정하였고 골반의 높이차가 

0.5 cm 이하인 경우 추시 관찰만 하고 heel lift를 더 이상 수정하지 

않았다. 

3) 평가방법

(1) 교정도(correctability):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지표로는 교

정도(correctability)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치료 전의 Cobb’s angle

을 분모로 하고 치료 전과 치료 후의 각도의 차를 분자로 하여 백분

율을 산출한 것이다. 

교정도(%)=(치료 전각도−치료 후각도)/치료 전각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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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radiograph at after 3rd treatment(Case 1).Fig. 3. Change of radiograph at after 1st treatment(Case 1).

Fig. 2. Change of radiograph at before treatment(Case 1). Fig. 4. Change of radiograph at after 2nd treatment(Case 1).

3. 환자 동의서 작성과 윤리적 승인

본 연구는 후향적 차트 리뷰로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임상시

험 심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승인번호 2016-7).

증    례

1. 증례 1

47세의 남자 환자로 20년전 좌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증 진

단 후 별다른 통증이 없어 지속적인 추시 관찰만 하셨던 분으로 

최근 수개월간 재발되는 요통 및 절뚝거림의 보행이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2016년 2월 24일 척추의 전후방 방사선 촬영 검사 상 환자의 

Cobb’s angle은 15.02°, 좌우 골반의 높이차는 28.80 mm로 좌측

이 낮았다(Fig. 2). 약 1년 후쯤 수술 예정이시나 그 전까지 최대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기를 원하여 족부 보조기로 골반 높이 교정 

및 척추 교정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환자에게 양측에 medial arch를 높인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였

으며 골반의 높이차와 좌측 골반이 우측보다 낮으면서 요추부 측만 

곡선이 좌측으로 형성된 것을 골반 기울기에 따른 보상적 측만으로 

판단하여 좌측의 30 mm의 heel lift를 적용하였고 착용 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 

2016년 6월 22일 재검상 Cobb’s angle은 12.42°, 좌우 골반의 

높이차는 12 mm로 요통 및 보행이상은 개선되어 큰 이상을 느끼

지는 못하였지만 측만의 정도 및 골반 높이차 교정을 위해 좌측의 

5 mm heel lift를 추가하였다(Fig. 3). 

2016년 9월 23일 재검상 Cobb’s angle은 4.66°, 좌우 골반의 

높이차는 6 mm로 좌측이 아직 낮았지만 Cobb’s angle이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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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radiograph at before treatment(Case 2). Fig. 8. Change of radiograph at after 3rd treatment(Case 2).

Table 1. Change of Parameters at Before and After Treatment 
(Case 1)

Cobb’s angle
(degree)

Difference of 
pelvic height(mm)

16.02.24 15.02 28.80
16.06.22 12.42 12.06
16.09.23 4.66 6
17.03.13 8.08 8.4

Fig. 7. Change of radiograph at after 1st treatment(Case 2).

미만으로 호전되었고 원래 호소하던 요통 및 보행이상이 개선되었

으므로 추시 관찰하기로 하였다(Fig. 4). 

2017년 3월 13일 재검상 Cobb’s angle은 8°, 좌우 골반의 높이

차는 8.4 mm로 다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다른 환자와 다르

게 진행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였

다. 요통 등의 자각증세는 없었으나 아직 수술까지 수개월의 기간

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좌측의 5mm heel lift를 추가하여 수술 

전까지 유지키로 하였다(Fig. 5, Table 1). 

2. 증례 2

42세의 여자 환자로 기립시에 심해지는 만성적인 요통이 있고 

좌하지 방산통 및 저림 증상까지 발생하여 약 1개월간 본원 외래를 

통해 침 치료와 부항, 봉침, 추나 요법을 통한 골반교정, 매선 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1∼2일은 다소 좋아지다가 서서 수업

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다시 악화되는 일이 반복하여 

체형 분석을 통해 치료에 접근하기로 하였다. 2016년 4월 2일 척추

의 전후방 방사선 촬영 검사 상 환자의 Cobb’s angle은 18.3°, 좌
우 골반의 높이차는 13.2 mm로 우측이 낮았다(Fig. 6). 골반경사로 

인한 보상적 비구조적인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였으며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 후 환자에게 양측 medial arch

를 높인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였으며 우측에는 5 mm의 heel lift를 

적용하였으며 보조기 착용 이후,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13일 재검사 상 Cobb’s angle은 0.6°, 좌우 골반의 

높이차는 없었고 보조기 착용 후 요통은 거의 느끼지 않는 정도로 

뚜렷하게 호전되었으며 보조기는 수정 없이 계속 적용하고 추시 

관찰하기로 하였다(Fig. 7). 2017년 3월 31일 재검사상 여전히 

Cobb’s angle은 0.1°, 골반의 높이차는 없었다(Fig. 8, Table 2). 

3. 증례 3

54세의 여자 환자로 요추 4, 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타 신경

외과에서 주사 치료 및 약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요통 및 좌측 발목 

이하로의 감각저하, 통증, 저림 등이 여전히 심하여 보행에 불편함

이 있는 환자로 통증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술하기를 권유 받고 

내원하였다.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조절이 쉽지 않았고 약 10분정

도 걸으면 통증이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 반복되어 기립 시 골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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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of Parameters at Before and After Treatment 
(Case 2)

Cobb’s angle
(degree)

Difference of 
pelvic height(mm)

16.04.02 18.3 13.2
16.09.13 0.6 0
17.03.31 0.1 0

Table 3. Herbal Constituents of Gamidokwalgisaeng Tang

Herb name Scientific name Amount(g)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8
牛膝 Achyranthis Bientatae Radix 6
蒼耳子 Xanthii Fuctus 6
釣鉤藤 Uncaria hirsuta Havil 6
續斷 Dipsaci Radix 6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5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5
威靈仙 Clematidis Radix 5
羌活 Notopterygii Rhizoma 4
獨活 Angelicae Pubescentis Radix 4
杜沖 Eucommiae Cortex 4
防風 Ledebouriellae Radix 4
白茯笭 Poria 4
生薑 Zingiberis Rhizoma 4
肉桂 Cinnamomi Cortex 4
秦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4
川芎 Cnidii Rhizoma 4
甘草 Glycyrrhizae Radix 2
Total 85

Fig. 10. Change of radiograph at after treatment(Case 3).Fig. 9. Change of radiograph at before treatment(Case 3).

사를 호전시키면 환자의 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족부 보조기를 처방하였다. 통증 조절을 위한 침, 부항, 한약등의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입

원치료를 하였으며 퇴원 후 약 한 달간 주 2회의 외래치료를 병행

하였다. 

침은 0.25×0.40 mm의 1회용 호침(동방침구제작소, 한국)을 사

용하여 1일 1회 시술하였고 자침의 심도는 차이는 있었으나 20∼

40 mm로, 유침 시간은 1회에 15분으로 하였다. 아시혈 부위인 

腎兪(BL23), 委中(BL40), 足三里(ST36), 崑崙(BL60), 太溪(KI3), 環

跳(GB30) 등에 근위취혈 하였고 Sweet BV(10%)(자생원외탕전원)

를 1회/일, 6회/주, 일회용 주사기(Insulinsyringe, 1 ml)를 사용하

여 0.5∼1 cm의 깊이로 요추 4번과 5번의 夾脊穴에 주입하였다. 

또한, 긴장된 근육 및 아시혈 위주로 건식부항을 1일 1회 5분 가량 

시행하였으며 한약은 본원 약속처방인 加味獨活寄生湯을 2첩 3팩

으로 탕전하여 1일 3회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1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Table 3).

족부 보조기 처방 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나눠서 꾸준히 

보행 연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기 착용 후 걷는 시간이 확연히 

늘어나 약 20∼30분 가량 걷기를 하루에 2∼3번씩 나눠서 할 수 

있었고 착용 약 2주 후에는 걷는 시간이나 횟수 모두 늘어나 있었

다. 요통 및 하지 방산통은 VAS2 정도로 호전되어 발목 이하의 다

소 무딘 느낌이나 저림만이 남았다. 

2016년 11월 18일 척추의 전후방 방사선 촬영 검사 상 환자의 

Cobb’s angle은 10.55°, 좌우 골반의 높이차는 8.49 mm로 좌측

이 낮았다(Fig. 9). 환자에게 양측 medial arch를 높이고 좌측에 3 

mm의 heel lift를 적용한 족부 보조기를 처방하였다. 2017년 1월 

20일 재검사상 환자의 Cobb’s angle은 1,29°, 좌우 골반의 높이차

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었으며 요통 및 하지 방산통도 호전되었다

(Fig. 10, Table 4). 이에 수정 없이 계속 적용하였으며 향후 추시 

관찰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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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Parameters at Before and After Treatment 
(Case 3)

Cobb’s angle
(degree)

Difference of 
pelvic height(mm)

16.11.18 10.55 8.49
17.01.20 1.29 0

고    찰 

척추 측만증은 구조적 측만증인 특발성 측만증과 비구조적 측만

증으로 나뉘는데 특발성 측만증이 전체의 80∼85%를 차지하는 만

큼20) 다른 원인에 의한 비구조적 측만증일지라도 특발성으로 간주

되어 척추 보조기 등 적절치 못한 치료가 적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구조적 측만증은 자세성, 히스테리성, 신경근 자극성, 하지 

부동성, 고관절 구축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조적 측만증이 

보조기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방법에 적용 되어온 반면, 비구조

적 측만증은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 방법 

및 자연 경과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19). 비구조적 

측만증이 구조적 측만증으로 변화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25) 절

대로 구조적 측만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26).

그러나 골반 경사가 요통 혹은 측만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27)

나 하지 부동과 골반 경사의 크기와도 유의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보고 또한 있어왔다19).

골반은 복부를 지지하고 척추와 하지를 연결하며 체간과 하지의 

근육들이 부착되는 부분으로 신체 중심의 기반을 이뤄 체간이 안정

될 수 있게 체간을 바른 자세로 유지시키며, 골반 비대칭과 하지 

부동과 같은 신체 부정렬은 그 자체의 질환 뿐만 아니라 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발과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이상이 골반 및 하지의 부정렬과 함께 발생하게 된다28-30). 

족부는 신체를 지지하는 기초가 되는 구조로 발의 구조는 지면

에서 압력을 배분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31),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을 하며 한 정상인 발의 움직임은 입각기에서 한 지지를 통해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32). 

족부 보조기는 정상적인 족부 압력 분포를 유도함으로써 족저 

근막염, 족관절의 내반 및 외반 등과 같이 족부와 족근관절에서 발

생된 병적 상태 및 해부학적 기형의 치료와 교정 등 치료의 목적으

로 적용되어 왔으며9,10) 최근에 들어서는 장시간 보행이나 기립을 

유지하는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편안한 보행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

형 기능성 족부 보조기들이 사용되는데33) 이는 족부 보조기가 하지

와 골반의 비대칭 변형을 만드는 내측 종아치의 높이를 정상화시켜

서 체간의 정적, 동적 안정성이 향상되고 그로 인하여 체성 동요가 

감소되어 심부 근육의 활성화가 더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13). 

또한, 신발의 뒷굽만을 높여서 측만증이나19,21) 편마비 환자의 보행 

등을 교정한 사례보고가 있는데34-36) 이는 족부와 골반경사도와 척

추의 부정렬이라는 관련성을 뒷굽의 높이차를 통해 개선한 예로써 

본 실험에서는 둘 다 적용하여 내측의 종아치를 높이고 좌우의 

heel lift에 차이를 두어 교정하였다. 

발의 문제는 척추의 만곡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측의 심한 편평

족이나 과회내된 발은 하지 부동과 연관되어 골반 뒤틀림을 유발하

며 이는 곧 기능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된다37). 이처럼 발은 족부

의 국소적 문제 뿐 아니라 골반과 척추의 전체적인 정렬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반대로 골반과 척추의 문제를 족부 보조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38).

본 연구에서는 만성요통이 있고 기립시에 골반경사가 있으며 비

구조적 측만증이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였

다.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기 전후 척추의 전장 방사선 사진을 비교

하였고 Cobb’s angle의 변화 및 교정도, 좌우 골반의 높이차를 평

가하였다. 

3례의 평균 치료 기간은 8개월로 원칙적으로 족부 보조기 적용 

후 3개월마다 추시 관찰을 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골반 경사의 안정

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6개월의 추시 관찰 기간을 두었다. 관

찰기간 동안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족부 

보조기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증례 1의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환으로 뚜렷한 하지 

부동이 있으며 그로 인한 골반 경사로 인해 비구조적 측만증이 발

생하는 경우로 골반의 높이차가 28.8 mm이고 실제 하지 부동이 

있는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heel lift 시작을 30 mm로 하였다. 약 

3개월 후 추시 관찰에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골반 

높이차가 12 mm로 남아있으므로 다시 5 mm heel lift를 추가하였

는데 재차 3개월 후 역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직 골반의 

높이가 6 mm로 차이가 나지만 환자의 보행이 매우 안정적으로 

편해졌고 요통 증상이 거의 소실되었으며 그 이상 heel의 높이를 

올릴 때 발이 회외될 것을 고려하여 그대로 수술 전까지 유지하면

서 관찰하기로 하였다. 6개월 후 재검사 했을 때 Cobb’s angle이 

약 8°, 골반 높이차가 8.4 mm로 다소 악화되었는데 이 경우 환자

가 가진 진행성 골괴사 질병 때문에 악화되었거나 혹은 Cobb’s 

angle은 충분히 호전되었으나 골반 경사가 그만큼 회복되지 않아 

다시 악화되었다고 보고 재차 좌측의 5 mm heel lift를 추가하였

다. 전체 교정도는 46%, 골반 높이차는 28.8 mm에서 8.4 mm로 

호전되었다. Gibson 등39)은 하지 부동을 가진 성인이 수술적 치료

의 대상이 될 때 수술 시행 전 몇 개월간 신발 높이기를 통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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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법을 해보는 것은 권고할 만한 일이라고 하였다. 

증례 2의 경우 서서 수업하는 일이 많은 선생님으로 만성적인 

요통에 좌측 좌골신경통 증상으로 특히 기립 시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추나 요법이나 침, 봉침 등에 즉각적으로 호전되는 듯 하다

가 1∼2일이 지나면 원래의 통증이 재발하는 일이 반복되어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였고 보조기 착용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소실되었으며 종아리 부위의 저리고 당기는 듯한 느낌

만이 VAS1정도로 매우 미약하게 간헐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통증이 없어서 교정기 착용 후 3개월 추시 관찰 시기에 내원하지 

않다가 5개월 치료 후 결과를 얻었고 본인의 불편함이 없고 측만의 

교정도가 99%, Cobb’s angle 0.1°로 매우 좋으며 골반의 높이차가 

호전되었기에 족부 보조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시 관찰만 이어

가기로 하였다. 

증례 3의 경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 증세

가 심한 분으로 보행장애가 있었으며 기존의 양방 치료를 통해 통

증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침, 부항, 한약, 한방 물리요법 

등의 적극적인 한방 입원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빠른 보

행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족부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을 보조하고 

비구조적인 측만증 상태도 같이 교정하기로 한 경우이다. 착용 3개

월 후 Cobb’s angle 10.55°에서 1.29°로 88%의 교정도 및 골반 

높이차도 거의 호전되어 보행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통증 호전도 또한 이루어졌으므로 추시 관찰 하기로 

하였다.

족부 보조기의 소재가 경성 소재이고 신발 안에 넣기 때문에 보

조기가 닳거나 변형될 우려가 적어 김19)의 연구처럼 환자의 순응도

가 감소할 일은 더 적겠으나 보조기 자체를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의 

종류에 한계가 있어 추후 착용 시간이나 횟수가 줄어들게 될 때 

교정의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꾸준한 

추시 관찰이 필요하리라 본다. 

저자는 골반 경사가 동반된 비구조적 척추 측만증 환자 3례를 

대상으로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여 3례 모두에서 Cobb’s angle과 

골반 높이차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중 한 명은 실제로 하지 

부동이 있는 환자로 수술 전에 보존적 요법으로써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였고 두 명은 여타의 다른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아 전

신 체형의 균형도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족부 보조기를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3례 모두 골반경사와 더불어 보상적인 척

추 만곡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였다. 2례는 보조기 착용 기간 내에 

별다른 다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례는 한방 치료를 병행

하였다. 

비구조적 측만증의 경우 골반 경사가 동반되는 경우에 상체 직

립 자세를 얻기 위해 보상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실제 하지 길이에 상관이 없이 일단 신발의 뒷굽을 통해 직립

시의 골반 높이차를 없애고 골반의 비대칭 변형을 만드는 내측 종

아치의 비정상적인 높이를 정상화시켜 체성 동요를 감소시켜 심부 

근육을 활성화하면 환자가 느끼는 허리의 통증 및 측만증, 보행 장

애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러했다. 또한, 추시 관찰

한 기립시 X-ray사진을 보면, 실제 척추 측만 각도도 호전되었지만 

양 슬개골의 위치나 높이, 발목의 높이 등의 하지 정렬에 있어서도 

전보다 발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보조기를 계속 착용할 것인지 혹은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지에 대한 여부는 환자의 상태 여부 및 척추와 골반 상태에 대한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꾸준히 추시 관찰 하는 수 밖에는 없다. 

평균 8개월간의 추시 동안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나 차후 꾸준

히 추시 관찰 하도록 하겠다.

결    론 

3례에 있어서 족부 보조기는 골반 경사도와 척추 만곡 교정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하지 부동으로 수술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보존적 치료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본 증례연구의 경우 내측 

종아치를 높이고 골반 경사를 감소시켜서 비교적 단기간에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나 장기적으로 추시 관찰을 통해 이러한 교정의 상태

가 계속 유지되는지도 살펴야 하며, 더 많은 사례를 통한 통계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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