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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과정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2)

일부 유연성 편평족에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족부의 내측 연을 따라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며 족근 동(sinus tarsi) 주위에 통증이 발생

하기도 한다. 또한 보행 장애, 지구력 감소, 후족부의 외반, 아킬레

스건의 단축과 같은 기능적 변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거골

하 관절의 지속적인 내전으로 무지 외반증, 중족골통(metatarsal-

gia), 족근관 증후군(tarsal tunnel syndrome), 거골하 관절과 중족

근 관절(midtarsal joint)의 관절염, 후 경골 건의 기능 이상 등이 편

평족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3,4)

성장에 따라 근골격계의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므로, 앞서 기

술한 기형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유연성 편평족에 대한 치료가 

서      론

유연성 편평족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점진적인 거골의 내회전 

및 거골두의 돌출, 내측 세로 궁(longitudinal arch)의 감소, 전족부

의 외전, 체중부하 시 후족부의 외반을 특징으로 하는 후천적 기형 

등의 변형이 동반된다.1) 일반적으로 소아의 유연성 편평족은 교정

이 필요하지 않은 정상적인 생리학적 변이로 간주되며 대부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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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report on the clinical and radiographic results after calcaneo-stop procedure in Korean chil-
dren with symptomatic flexible flatfoot.
Materials and Methods: Twenty-two children suffering pain along the medial aspect of midfoot with flexible flatfoot whose symptoms 
did not improve with conservative measures and therefore underwent calcaneo-stop procedure were identified retrospectively. Clini-
cally,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ale and visual analogue scale (VAS) were evaluated. Ra-
diographically, standing anteroposterior and lateral radiographs of the foot and Saltzman’s alignment views were taken and talonavicular 
coverage angle, lateral talo-first metatarsal angle, and hindfoot alignment angl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Results: Clinically, AOFAS ankle-hindfoot scale improved from 70.3±5.6 to 97.3±2.5 and VAS improved from 6.4±1.6 to 0.2±0.4. Ra-
diographically, talonavicular coverage angle improved from 28.3o±12.3o to 10.9o±8.1o, lateral talo-first metatarsal angle improved from 
–19.3o±9.0o to –2.4o±8.1o, and hindfoot alignment angle improved from valgus 11.9o±10.0o to 3.5o±4.3o at minimum 2-year follow-up. 
No complications occurred postoperatively.
Conclusion: Calcaneo-stop procedure is a simple and very effective procedure for management of pediatric symptomatic flexible flat-
foot that does not respond to conserva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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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처치

모든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1명의 술자(L.K.)가 시행하였다. 환

자를 반측와위(semilateral)로 눕힌 상태로 족근 동의 외측연을 따

라 약 2 cm의 피부 절개를 비스듬하게 한 후 연부조직을 박리하였

다. 외반된 후족부를 최대한 내번한 상태에서 C-arm 영상 확대기

의 영상을 보면서, 가이드 핀(guide pin)을 족저부에 직각으로 종골

의 족근 동 입구에서부터 종골 내로 삽입하였다. 이후 가이드 핀을 

따라 3.2 mm 드릴 비트(drill bit)를 이용하여 확공을 하고 25∼30 

mm 길이의 6.5 mm 해면 골 나사못을 삽입하였다. 수술 후 가능한 

한 초기에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부하 보행을 허용하였으며, 3주 

이후부터는 전 체중부하 보행을 허용하며 추적관찰을 하였다. 

3.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평가

방사선학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리고 

2년 후 추시에서 기립 족부 전후면 및 측면 검사를 시행하여 거주

상 피복 각(talonavicular coverage angle) 및 측면 거-제 1중족 각

(lateral talo-first metatarsal angle)을 측정하였고, Saltzman 정렬 검

사를 통해 후족부 선열 각(hindfoot alignment angle)을 측정하여 

수술 후 각각의 각도 변화를 평가하였다. 거주상 피복 각은 전후면

에서 거골의 거주상 관절면과 주상골의 거주상 관절면이 이루는 

각으로 측정하였으며, 측면 거-제 1중족 각은 측면에서의 거골의 

종축과 제 1중족골의 종축이 이루는 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후

족부 정렬 각은 경골의 장축과 종골의 장축이 이루는 각으로 측정

하였다(Fig. 1, 2). 

임상적 결과는 수술 전,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리고 

2년 후 추시에서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점수와 visual analogue scale (VAS)의 변

화를 평가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Wil-

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에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거주상 피복 각은 수술 전 28.3o±12.3o였고, 술 후 2년 최종 추시

에서 10.9o±8.1o로 17.4o 교정되었다(p=0.000). 측면 거-제 1중족 

각은 수술 전 ―19.3o±9.0o에서 ―2.4o±8.1o로 16.9o 교정되었으

며(p=0.000), 후족부 선열 각은 외반 11.9o±10.0o에서 3.5o±4.3o

로 8.4o 내반 교정된 것(p=0.001)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AOFAS ankle-hindfoot 점수는 수술 전 70.3±5.6에서 수술 후 2

년 최종 추시에서는 97.3±2.5로 호전되어 유의한 결과(p=0.000)

를 보여주었다. VAS는 수술 전 6.4±1.6에서 수술 후 0.2±0.4로 

감소하였다(p=0.000).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고에 의하면 나사 머리(screw head)와 연부조직 혹은 거골 외측 

필요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보존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5) 신발 혹은 교정 깔창, 석고고정,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보존적 치

료에도 증상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6) 이외에도 비만, 근긴장 저하증(hypotonia), 인대 이완 등과 

같은 동반 질환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7)

수술적 치료의 기본 목적은 족부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증

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으며 관절 제동술(arthroeresis), 관절 고정

술(arthrodesis), 교정 절골술(corrective osteotomy)로 구분할 수 있

다. 관절 제동술은 다른 술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술

식으로 족근 동 내 임플란트 혹은 나사못을 삽입하여 거골하 관

절의 외반을 제한하고 내반을 유지시키며,8) 족부의 고유 수용체

(proprioceptor)를 자극하여 거골하 관절의 내전을 제한한다.9,10) 

그러나 관절 제동술 중 임플란트를 거골 두 하방에 삽입하는 술식

은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사용에 제한이 많다는 보고

가 많은 반면, 나사못을 족근 동에 삽입하는 방식의 관절 제동술인 

calcaneo-stop 술식은 소아의 유연성 편평족 치료에 있어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는 없다.11) 

본 연구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족부의 내측 통증

을 호소하는 유연성 편평족 환자에게 calcaneo-stop 술식을 시행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원에서 증상이 동반된 소

아의 유연성 편평족으로 진단되어 교정 깔창, 석고 고정, 아킬레

스건 스트레칭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calcaneo-stop 술식을 시행하였던 환자 25명의 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이 중 2년 이상 추시가 되지 않았던 3명을 제외한 22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20분 이상 보행 시 중족부의 내측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학교 등교 및 체육 

수업에 지장이 있었으며 단지 뒤꿈치 거상(single heel raise)에 제

한이 있었다. 총 22명 중 남자가 11명(50%), 여자가 11명(50%)이

었고, 평균 연령은 10.8세(8∼14세)였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32.5

개월(24∼47개월)이었다. 좌측 혹은 우측 중 한쪽만 수술을 시행

한 환자는 9명이었고, 양측 모두 수술을 시행한 13명에 대해서는 

독립성의 보정을 위해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을 이용하

여 한쪽만 선택했으며 총 12명(55%)이 우측, 10명(45%)이 좌측이

었다.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하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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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편평족은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성인과 소아에서 유병률

은 5%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 소아에서는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

이지만 변형이 심하거나 비만이 동반된 경우에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방치하여도 

돌기와의 충돌에 의한 통증으로 나사못을 조기에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수

술 후 3개월까지 후족부의 정렬 변화에 적응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반복적 발목 염좌가 7명에게서 나타났다.

Table 1. Radiographic and Clinical Results of Children with Calcaneo-Stop Procedure

Measurements Preoperative Postoperative p-value

Talonavicular coverage angle (o) 28.3±12.3 10.9±8.1 0.000 
Lateral talo-first metatarsal angle (o) ―19.3±9.0 ―2.4±8.1 0.000

Hindfoot alignment angle (o) 11.9±10.0 3.5±4.3 0.001

AOFAS ankle-hindfoot scale 70.3±5.6 97.3±2.5 0.000

Visual analogue scale 6.4±1.6 0.2±0.4 0.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OFAS: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 B C

Figure 1. (A) Preoperative weight-bearing anteroposterior radiograph of 11-year-old boy shows abnormal talonavicular coverage angle of 28o. (B) 

Preoperative weight-bearing lateral radiograph shows decreased lateral talo-first metatarsal angle of ―26o. (C) Preoperative Saltzman’s alignment 

view shows heel alignment angle of valgus 25o.

Figure 2. Calcaneo-stop procedure was performed and postoperative radiograph was taken at 2-year follow-up. (A) Weight-bearing anteroposterior 

radiograph shows normal talonavicular coverage angle of 7o. (B) Weight-bearing lateral radiograph shows improved lateral talo-first metatarsal 

angle of 1o. (C) Saltzman’s alignment view shows heel alignment angle of valgus 4o.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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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상이 있는 유연성 편평족 환자에게서 중족부의 변형을 개

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증상이 있는 편평족 환자의 교정은 골성 변화가 나

타나기 전 소아기에 교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성장을 하면서 

상당수의 소아 편평족은 호전이 되거나 소실될 수가 있어 편평족

에 대한 수술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Car-

ranza 등20)에 따르면 수술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12세경으로, 너무 

이른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면 내반 요족 변형(carvovarus)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alcaneo-stop 술식 후 족근 동에 삽입된 나사와 주위 조직의 충

돌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육아종(granuloma) 

형성, 금속물의 전위와 자극, 족근 동 통증 등 삽입된 금속물의 크

기 및 위치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21) 금속물이 

전위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나사못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나

사못으로 수술을 다시 시행해야 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

속물에 의한 통증으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후향적 연구로 소아 질환임을 고려

할 때 상대적 추시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둘째, 미성숙한 골은 성

장을 하면서 그 크기 및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 후 측

정된 방사선학적 지표들의 변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셋째, 다른 수술 방법과의 비교가 없는 

한 가지 술식의 임상 결과만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외측 주 연장술(lateral column lengthening)과 같은 다른 술식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유연성 편평족은 생리학적 변이로 교정을 요하지 않으나, 변

형에 의한 증상으로 일상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

상 완화를 목표로 보존적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Calcaneo-stop 술식은 수술 기법이 단순하고 최소 침습적이며, 효

과가 좋아 족부의 내측 통증을 호소하는 유연성 편평족 소아 환자

에서 유용한 치료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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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성장을 함에 따라 증상이 소실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드물게 증상이 지속되어 학교생활에까지 지

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평발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보고

되어 있지만 환자의 증상을 줄이고 편평족을 교정하는 명확한 알

고리즘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통증을 호소하거나 신체 활동 후 족

부의 피로감을 호소할 시에는 교정용 신발 혹은 깔창, 석고고정,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고, 보존

적 치료가 실패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5) 본 

연구에서 시행한 calcaneo-stop 술식은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하

여 소아의 유연성 편평족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술 기법

으로 좋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

된 바는 없다.12-14)

Calcaneo-stop 술식은 족근 동에서의 운동 범위를 제한하는 나

사못을 삽입하여 거골하 관절을 제한하고 체중부하 시 족부 위치

를 개선시키기 위해 Recadero Alvarez가 처음으로 고안하였다. 한

편 Giannini 등13)은 거골하 관절의 내전을 교정하기 위해 생체흡

수성 임플란트를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관절 제동술을 제안하였

다. 생역학적으로 calcaneo-stop 술식은 내측주(medial column) 

관절로부터 외측주(lateral column)로 힘을 이동시킴으로써 거-주

상관절(talonavicular joint)과 설상-주상 관절(cuneiform-nav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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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aneo-stop 술식은 족근 동에 존재하는 고유 수용체를 자극하여 

유연성 편평족을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16,17) 이

미 족근 동의 고유 수용체의 존재는 신경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되

었고,18) 기계적인 거골하 관절의 제한만으로 버틴다고 설명하기에

는 나사못의 손상 혹은 주위 연부조직의 손상이 흔하지 않으며, 한

쪽에만 calcaneo-stop 술식을 시행하고도 반대측 변형까지 교정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

Jerosch 등5)은 8세에서 14세의 유연성 편평족 환자 21명을 대상

으로 calcaneo-stop 술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는

데, 체중부하와 비체중부하 모두 무지외반각(heel valgus angle)

이 개선됨을 보였으며, 방사선학적으로 거주상 각(talonavicular 

anglulation) 역시 상당히 개선됨을 보고하였고, Giannini 등13)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거주상 피복 

각, 측면 거-제 1중족 각, 후족부 선열 각 모두 유의하게 개선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연성 편평족 환자 중 증상이 있는 군과 증상이 없는 군의 방사

선학적 결과를 비교했을 시 거주상 피복각과 외측 거골-제 5중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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