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로 반듯이 서 있거나 
걸음을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기관이다[1]. 
이처럼 발은 바닥에 밀착하는 편평한 판처럼 생겼
고, 중심을 잡거나 이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발은 앞발(forefoot), 중간발
(midfoot), 그리고 뒤발(hindfoot)로 나눌 수 있다.

논문 [2]에서는 사례보고의 연구로서 치료적 
운동이 앞 발목 충돌 증후군 환자의 통증, 관절가
동범위, 근력 및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한 논문이다. 

Ⅱ. 안쪽 번짐

발의 안쪽번짐(inversion)이란 발목을 90˚ 똑바
로 중립자세를 만들고 발을 안쪽면으로 구부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상적인 각도는 20˚에서 35˚ 
사이이며, 이 각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통을 동반
하면 발에 문제이 생긴 것이다. 발의 안쪽 번짐에 
대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Fig. 1. 발의 안쪽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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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발의 안쪽 번짐과 가쪽 번짐이란 발목을 90˚의 중립자세가 되게 하고 발의 안쪽면과 바깥쪽면으로 
각각 구부리는 것을 말한다. 발의 안쪽 번짐의 각도는 20~35˚가 극히 정상이고, 발목의 가쪽 번짐의 각
도는 10~20˚가 극히 정상이다. 발의 안쪽 번짐과 가쪽 번짐의 각이 정상적인 수치에 미달되거나 아픈 
고통을 동반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ABSTRACT

Inversion and Eversion of the foot means that the ankle is in a 90 ° neutral position and bends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foot, respectively. The angle of the inversion of the foot is extremely normal 
from 20 to 35 degrees, and the angle of the ankle is 10 to 20 degrees. If the angle of foot Inversion 
and Eversion are below normal values or accompanied by sore pain, there is a problem.

키워드

Inversion, Eversion, Pain, Normal

490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Ⅲ. 가쪽 번짐

발의 가쪽 번짐(eversion)이란 발목을 90˚반 듯
이 중립자세가 되게 만들고 발을 바깥쪽면으로 구
부리는 것이다. 이때 정상적인 각도는 10˚에서 20˚ 
사이이다. 이때 정상적인 각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
통을 동반하면 발에 문제이 생긴 것이다. 발의 가
쪽 번짐에 대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Fig. 2. 발의 가쪽 번짐

Ⅳ. 실  험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50대 일반인 20명을 대상
으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표. 1 실험결과

구분 치료전 치료후

안쪽번짐 이상 5 2

가쪽번짐 이상 5 2

양쪽 모두 이상 3 1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발의 안쪽 번짐과 가쪽 번짐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발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찾아내어 치료법 또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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