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st Aid (응급처치)

- 발 -



1. 발가락해부학(총론)

우리 몸에 있는 뼈의 ¼이 발에 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과 발목 관절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뼈와 체중을 지탱하여 안정성을 제
공하고(정적 기능) 이동시 추진력을 가능케 해주는 것(동적기능)이다. 이처럼 발은 몸에서 중
요한 역할만큼 복잡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을 구성하는 26개의 뼈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작지만 모든 뼈들이 매우 장력이 센
근육과 각 뼈를 이어주는 인대로 거미줄처럼 고정되어 있어 무거운 체중을 견뎌낼 수 있다. 또한
근육과 인대는 충격을 흡수하며 발의 형태를 유지시켜 준다. 

걸을 때나 달릴 때는 발뒤꿈치, 발의 중앙, 엄지발가락 순으로 땅으로 딛고 움직인다. 엄지가
50%, 둘째 발가락 12%, 셋째 12%, 넷째 12%, 다섯째 12%순으로 땅을 딛는다.

발에는 크게 절골(발가락뼈/지골), 중족골(발허리뼈), 족근골(발목뼈) 있다.

절골(지골)발가락뼈 . Phalanges
중족골(발허리뼈) . Metatarsals
족근골(발목뼈) . tarsals



1. 발가락해부학(뼈)



족근골(발목뼈)  Tarsals

7개의 족근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와 발을 연결하
는 거골(Talus)이다.  이 비교적 작은 뼈는 다리의 두 뼈(경골
과 비골)사이에 있는 틈에 맞춰 주어 이것들과 함께 발목관적
(족관절)을 이룬다. 

이것은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걷기에 필요한 운
동인 발을 위와 아래로 구부리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뒤꿈치뼈(종골)와 함께 주자들의 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거골 하관절을 형성한다. 

그것은 회내하고 (안으로 발목이 돌아가고) 회외 할 수 있게(바
깥으로 발목이 돌아갈수 있게)한다. 

거골과 종골 바로 앞에는 주상골과 입방골, 2개의 족근골이 더
있다. 이들 4개의 뼈는 중족근관절이라는 중요한 관절을 형성
한다. 그것은 아치를 조절하고 발을 견고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한다. 나머지 3개의 족근골은 쐐기 모양
을 한 뼈로 발의 뒷부분과 중족골을 연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1. 발가락해부학(뼈)



이 길고 가는 뼈들을 발 길이의 대부분을 이루고 쉽게 골절이 된다. 

발은 피로골절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다. 5개의 뼈의 앞쪽 끝을 중족골두라
고 하며 중족골 아치를 형성한다. 

이 아치는 발의 볼을 이루며 이따금 주저앉을 수도 있다. 
아치가 주저 앉으면 통증이 올 수 있고 볼 아래에
굳은살이 생길 수가 있다.

중족골(발허리뼈)  Metatarsals

1. 발가락해부학(뼈)



일반적으로 3개의 지골이 1개의 발가락을 이루고 엄지발가락만 2개
의 지골로 되어 있으며 제5족지는 2개 또는 3개의 지골로 되어 있다.

손에서는 지골의 길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발에서는 길이에는
많이 기여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엄지발가락을 구
부리는 건에 붙여 있고 근육이 발가락을 구부리는 일을 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 작은 뼈들은 이따금 골절이 되며 발에 있는 다른 뼈와 달리 잘 치유
되지 않는다. 일단 골절이 일어나면 흉터조직(scar tissue)이 그 사이
를 채워서 둘 이상의 조각(골편)으로 남게 된다. 뼈와 근육의 주위, 위, 
아래, 그 중간에서 달리기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인대, 신경 등 서로 연
관된 조직들이다.

지골(발가락뼈) 절골 Phalanges

1. 발가락해부학(뼈)



1. 발가락해부학(뼈)



1. 발가락해부학(뼈)



1. 발가락해부학(뼈)



1. 발가락해부학(발가락인대)

외측목발발굽인대

두갈래인대

등쪽발바닥뼈인대

등쪽발목 발바닥뼈인대

발굽비골인대

앞발목비골인대

앞경골비골인대

긴발바닥인대

발굽발배인대

발굽입방인대

등쪽입방발배인대

등쪽쐐기발배인대

깊은가로 발바닥 뼈인대



1. 발가락해부학 (근육 - 장족무지굴근)

Flexor Hallucis Longus(장족무지굴근)

엄지발가락만 굽히는 근육(구부려줌)
- 비골의 1/4지점에서 시작되어 엄지발가락까지 이루어짐



1.  발가락해부학 (근육 - 긴발가락 굽힘근)

Flexor Digitorum Longus(긴발가락 굽힘근)

2~5번째 발가락들을 굽히는 근육(구부려줌)

- 경골의 1/4지점에서 시작되어 2,3,4,5번째 발가락까지 이루어짐



1. 발가락해부학(근육 - 모지외전근/ 소지외전근)

Abductor Hallucis (모지외전근) 

엄지발가락을 외전 하도록 하는 근육

-종골(발꿈치뼈) 내측에서 시작

Abductor Digiti Minimi(소지외전근) 

새끼발가락을 외전 하도록 하는 근육
- 종골(발꿈치뼈) 시작하여 근위부위 마
디에 붙어있음



1. 발가락해부학(근육 - 족지방형근/ 충양근)

Quadratus Plantae (족지방형근) 

2,3,4번째에 붙어있는 근육
- 발바닥을 안정화 시킴
- 발바닥에 다른 근육들을 도와줌

Lumbrical (충양근) 

2,3,4,5번째에 붙어있는 근육
- 발바닥을 안정화 시킴
-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균형감각)



1. 발가락해부학(관절)

발가락관절

안장관절(Saddle Joint)

발가락관절은 대부분 안장관절로 됨

① 목말밑관절 : 목말뼈 + 발꿈치뼈
② 목말발꿈치발배관절 : 목말뼈 + 발꿈치뼈 + 발배뼈
③ 발꿈치입방관절 : 발꿈치뼈 + 입방뼈
④ 쐐기발배관절 : 안쪽/중간/가쪽쐐기뼈 + 발배뼈
⑤ 쐐기입방관절 : 가쪽쐐기뼈 + 입방뼈
⑥ 쐐기사이관절 : 안쪽/중간/가쪽쐐기뼈사이
⑦ 발목발허리관절 : 안쪽/중간/가족쐐기뼈 + 입방뼈 + 
첫째~다섯째발허리뼈 사이
⑧ 발허리뼈사이관절 : 첫째~다섯째발허리뼈 바닥이
이웃하는 발허리뼈바닥과 관절
⑨ 발허리발가락관절 : 첫째~다섯째발허리뼈 머리와
첫째~다섯째발가락뼈의 첫마디뼈 사이의 관절
⑩ 발가락뼈사이관절 : 발가락뼈의 첫마디뼈, 중간마디
뼈, 끝마디뼈 사이, 곁인대



1. 발가락해부학

발바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근육은 움직임을 많이
갖는 것보단 등척성 운동처럼 근육에 Tension을 주
어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

- 보행에 도움을 줌
-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을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