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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발가락 아픈 ‘소건막류’
“꽉 끼는 구두 피해야”
글 김길원 의학담당 전문기자

일반적이다.
이 질환은 자신의 발보다 폭
이 좁거나 딱딱한 신발을 자
주 착용할 때 발병하기 쉽다.
보통은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
한 신발을 즐겨 신는 여성들에
게 증상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구두를 자주 신는 남성들도 예외
는 아니다. 특히 편안한 신발을 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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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남성들이 키높이 깔창을 사용해 뒷

다만, 변형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하더라도 통증

굽이 앞보다 3㎝ 이상 높아지면 발병 확률

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높아진다. 앞부분이 좁거나 뒷굽이 높은 신발

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을 신고 걷게 되면 자연히 새끼발가락에 힘이 들

수술로 완벽하게 교정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어가기 때문이다.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 휘어지게

증 때문에 선뜻 먼

소건막류가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

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변화에도 관심

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이 경우 재교정

길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발 통

만 그대로 방치하면 돌출된 뼈 부위가 반복적인

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은 없는 경우가 대부

증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가 '소건막

자극을 받아 윤활낭 염증, 피부궤양, 만성 통증

류'다.

이 생길 수 있다.

발가락은 걷는 동안 체중을 견디고 방향전환을

증상을 개선하려면 병원을 찾기 전에 볼이 넓고

퇴행성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을 위해서는 걷거나 서 있을 때 발가락 마찰

하는 등 걷기에 특화된 중요한 관절이다. 그중

편한 신발로 바꿔보고 걷는 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소건막류를 진단한

을 최소화하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좌식 생

에서도 제일 작은 새끼발가락은 관심이 덜할 수

보존적 치료를 집에서 충분히 해보는 게 무엇보

다. 또 통증 정도와 두 번째,

활을 피해야 한다. 꽉 끼는 신발을 신거나 바닥

있지만, 뼈가 휘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겼다

다 중요하다.

세 번째 발가락 아랫부분의

에 앉게 되면 발가락이 딱딱한 부분과 지속해서

면 소건막류를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이런 보존적 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

굳은살 여부, 관절운동 범위,

닿아 통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소건막류는 새끼발가락 관절이 밖으로 돌출되

의 호전이 없다면 가까운 족부 전문의와 상담해

새끼발가락 쪽의 돌출 등에 대

는 족부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새끼발가락 모양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휘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날개병원 박인웅(정형외과 전문의) 원장은 "새끼

변형된다. 외측에 다른 발가락이 없는 새끼발가

발가락이라 관심이 덜 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락이 신발과 바로 마찰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놓치면 통증 및 발의 변형과 함께 보행 시 피로

병원에서는 X-선 검사를 통해 변형
된 뼈의 각도를 측정하고 관절의

해서도 검사한다.

분이기 때문에 좁은 신발을 최소한으로 신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최준영 교수는 "소건막류
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앞볼이 좁거나 뒷굽

심한 경우에는 돌출된 뼈를 안쪽

이 너무 높은 신발을 피하고, 오래 서 있거나 걷

으로 밀어주는 절골술로 변형된 뼈를

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증상의 개선을 기다

교정해 주는 수술치료 또한 가능하다.

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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