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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족저 근막염 환자에게 전향적으로 시행한
스테로이드 주사와 주사침 천공술
이지원, 정진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A Prospective Study Comparing Steroid Injection and Needle
Fenestration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Plantar Fasciitis
Jiwon Lee, Jin-Wha Chu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St. Mary’s Hospital, Bu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needle fenestration with a corticosteroid injection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plantar fasciitis.
We hypothesized that needle fenestration would be as effective as a corticosteroid injection while avoiding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the corticosteroid.
Materials and Methods: Forty female patients with unilateral chronic plantar fasciitis who did not respond to a minimum of 6 months
of various conservative treatments were prospectively randomized to receive either a corticosteroid injection or needle fenestration. Visual analogue scale and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ore were used for all patients before
treatment and at 3-, 6-, and 12-month following treatment.
Results: The corticosteroid injection group had a before-treatment average AOFAS Ankle-Hindfoot score of 56.4, which increased to
87.3 at 3 months and 78.2 at 6 months after treatment but decreased to 62.4 at 12 months. The needle fenestration group had a before
treatment average AOFAS ankle-hindfoot score of 49.5, which increased to 77.8 at 3 months and 92.1 at 6 months after treatment and
remained at a high score of 89.4 at 12 months. There were no complications in either group.
Conclusion: In the treatment of chronic plantar fasciitis, needle fenestration is as effective at 3- and 6-month post-treatment as a corticosteroid injection. Also, unlike a corticosteroid, its effect remains until 12 months post-treatment.
Key Words: Corticosteroid, Dry needling, Injections, Plantar fasci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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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을 내원하는 성인 환자들의 약 11%에서 15%를 차지한다.1,2) 해부학
적으로 족저 근막이 종골 결절의 내측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반복되

족저 근막염은 뒤꿈치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족

는 미세한 외상으로 인해 국소적인 염증이 발생하거나 만성적인 퇴

부 질환들 중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을 주소로 의료기관

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며, 아직 확실한 병리 기전은 알 수 없지만
조직학적으로 근막 두께의 증가, 근막 주위의 염증 세포와 혈류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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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등을 포함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있다.3)
대개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되는
양호한 예후를 가지며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도 우선적으
로 스트레칭, 휴식,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 복용, 깔창 등의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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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4-6) 다만 약 10%의 환자에게 있어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6
개월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만성
(chronic) 또는 난치성(recalcitrant)으로 분류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나 체외충격파 요법(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또는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7,8)
족저 근막의 병변 주위로 시행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비록 장기
적 효용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족저 지방 패드의 위축이나 근막의 파
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래에서 간
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로써 급성 또는 만성 족저 근막염 환자
들에게 자주 시행되고 있다.9-11) 한편, 주사침을 초음파 유도하에 근
막의 병증(fasciosis) 부위로 반복하여 관통시키는 천공술(fenestration)을 시행해 병변 내 국소적 손상이 유발되고, 근막이 부분적으로
유리(partial release)되어 양호한 치료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들이
있다.12-16)

Figure 1. Photographs of steroid injection shows the 21-gauge needle is
positioned in plane, along the axis of the plantar fascia, parallel to the transducer.

이에 저자들은 만성 족저 근막염 환자들에게 외래에서 시행한 주
사침 천공술의 치료 효과는 기존의 스테로이드 주사와 비교하여 차

었다. 이후 환자들을 스테로이드 주사 그룹(A군)과 주사침 천공 그룹

이를 보이지 않거나 양호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치료 후 3개월, 6개

(B군)으로 순차적으로 교대하여 배치한 후 각각의 치료를 시행하였

월, 그리고 12개월의 시간 경과에 따른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다.

하였다.

2. 연구 방법

대상 및 방법

A군 환자들에 대하여 1 mL의 methylprednisolone acetate
(Depo Medrol, 20 mg/mL; Pfizer, Seoul, Korea)와 1 mL의 li-

1. 연구 대상

docaine (Lidocaine HCL, 0.5%; Ilsung, Ulsan, Korea)을 혼합한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

주사제와 21-gauge의 주사침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유도하에 족저

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에 따른 사전동의서를 작성한 후

도달 방식(plantar approach)으로 족저 근막의 종골 내측 부착부

시행한 전향적인 연구이다. 후족부의 통증을 주소로 2019년 1월부

주위로 천부에 1 mL를 주사하였고, 주사침이 족저 근막을 관통하여

터 12월 사이에 외래를 방문하여 족저 근막염 진단하에 보존적 치

종골과 맞닿은 후 나머지 1 mL를 심부에 주사하였다(Fig. 1).

료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시행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

한편, B군 환자들에 대하여 1 mL의 lidocaine의 주사제와

었고, 편측의 증상을 보이며, 외래 초진 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종

18-gauge의 주사침을 사용하였으며, A군과 같은 방법으로 초음파

골 부착부에서 족저 근막의 두께가 건측에 비하여 2 mm 이상 증가

유도하에 족저 근막의 종골 부착부 천부와 심부에 각각 0.5 mL를 주

한 소견을 보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40세 이하 혹

사하였다. 이후 처음의 관통부 주위로 확대(fanning)하면서 주사침

은 70세 이상이거나, 지난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증상의 호

이 족저 근막을 뚫고 종골에 닿을 때까지 천공을 반복함으로써 국소

전 정도가 절반 이상, 양측의 병증,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주사 치료

적으로 주사침에 대한 족저 근막의 저항이 감소함을 술자가 느낄 때

의 기왕력, 당뇨 신경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 등의 병증

까지 약 15회에서 20회 천공을 시행하였다(Fig. 2).

이 확인된 환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군 모두 치료 후 주사 부위의 출혈 방지를 위하여 5분 동안 환

외래 초진 당시 신체검사상 종골 조면이 위치한 후족부 내측에서

자들 본인이 거즈를 이용한 압박을 하였으며, 귀가 후 저녁 시간에

압통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족저 근막 종골

주사 부위를 포함한 뒤꿈치에 얼음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치료 후

부착부의 두께를 건측과 비교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비스테로이드계

경구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나 항생제의 처방 및 부목 고정 등을

소염제 복용, 기상 직후를 포함하여 하루 세 차례 넘게 5분 이상 아

시행하지 않았으며, 부분 체중부하 보행 후 통증의 경감에 따라 조기

킬레스건과 족저 근막에 대한 신연 운동 시행, 체중부하 운동 제한,

에 전 체중부하 보행을 허용하였고, 치료 전과 같이 하루 세 차례 이

후족부 내측의 마사지 등의 보존적 치료를 4주간 추가로 시행하였음

상 아킬레스건과 족저 근막에 대한 신연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에도 기립 자세의 시작 또는 보행 시 후족부의 통증이 초진 당시에
비하여 호전을 보이지 않았던 총 40명의 환자들이 대상으로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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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graph (A) and ultrasound
image (B) show the 18-gauge needle is positioned over the long axis of the plantar fascia
and the tip fenestrated the plantar facia at the
insertion site to the calcaneus (arrow).

Table 1. Comparison Between Groups Evaluating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ore
Variable
Initial
3-month
6-month
12-month

VAS

AOFAS ankle-hindfoot score

Group A

Group B

p-value*

Group A

Group B

p value*

7.3±2.2
1.8±1.9
3.2±1.7
5.4±1.7

7.8±1.7
2.4±1.2
1.9±2.0
1.7±1.1

NS
0.58
0.14
<0.001

56.4±12.2
87.3±10.7
78.2±9.4
62.4±11.5

49.5±9.3
77.8±8.0
92.1±10.1
89.4±9.2

NS
0.73
0.08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streoid injection, Group B: needle fenestration, NS: not significant.
*The p-values pertain to the comparison between groups at each follow-up examination (unpaired, two-tailed Student’s t-test).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p≤0.05.

3. 임상적 평가 지표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는 0점부터 최대로 극심한 통증인 10점까
지의 visual analogue scale (VAS)을 평가하였고, 통증(40점)과 기

Table 2. Before- and After-Treatment Values of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ore According to Group
Visit

능(50점), 그리고 족부의 정렬(10점)을 포함한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족관절-후족부 점수
를 치료 전, 치료 후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에 각각 평가하였
다.17)

4.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IBM SPSS ver. 23 (IBM Corp., Armonk, NY, USA)

Initial to 3 month
Initial to 6 month
Initial to 12 month
3 month to 6 month
3 month to 12 month
6 month to 12 month

p-value using ANOVA
Group A

Group B

<0.001
<0.001
NS
0.47
<0.001
0.01

<0.001
<0.001
<0.001
0.02
NS
NS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p≤0.05.
Group A: streoid injection, Group B: needle fenestration, NS: not significant.

을 이용하였다. 두 군들의 정규성 지표 검정(normality parametric
test)을 위하여 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하였으며, VAS

다. 평균 추시 기간은 17개월(범위 14∼20개월)이었으며 환자들 모

및 AOFAS 점수 분포에 대하여 정규성을 만족함에 따라 모수 검정

두 탈락 없이 12개월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다.

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군 간의 비교를 위하여 unpaired, two-

치료 전 두 군의 VAS와 AOFAS 점수는 양측 간에 통계적으로 유

tailed Student t-test를 시행하였고 각 군 내의 치료 전 및 치료 후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군 모두 각각 치료 전과 비교할 때 증

결과에 대하여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

상의 호전을 보였던 3개월 추시에 있어서도 VAS와 AOFAS 점수 모

석하였으며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이용한 보정을 시행하였다. 통

두 양측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3). 하지만 6개월

계적 유의 수준은 5% (p≤0.05)로 하였다.

추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측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p=0.08), 이는 12개월 추시 결과 VAS (A군 5.4±

결

과

1.7 vs B군 1.7±1.1)와 AOFAS 점수(A군 62.4±11.5 vs B군 89.4
±9.2)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1).

연구에 포함된 총 40명 환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한편 A군에 대한 치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AOFAS 점수 비교 시

A군이 52.7세(범위 42∼67세)였고 B군이 55.1세(범위 46∼63세)였

치료 전과 3개월 및 6개월 추시 결과를 각각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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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치료 전과 12개월 추시 결과 비교에서는

소시켜 족저 지방패드의 위축이나 근막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B군의 경우, 3개월과 6개월 그

이 있다.10,22-25)

리고 12개월을 포함한 모든 추시 결과에서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또한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을 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과 6개월 간의

지 않는 환자들에 대하여 족저 근막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유리술

결과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 Table 2).

(release)을 고려할 수도 있다. 술 후 회복 시간이 길고 반흔 형성을

A군의 환자들은 물론 B군의 환자들 모두 치료 후 1주일 이내에 주

유발하는 고식적인 절개 방식보다는 관절경을 이용하거나 경피적으

사 부위의 출혈 지속 또는 감염이나 부종 등의 합병증 발생 없이 신

로 시행하는 유리술이 선호되고 있지만, 70%에서 90%로 보고되고

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 체중부하 보행이 가능하였다. 추시 기간 동

있는 높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입원과 마취를 요하는 치료에 대한

안 두 군 모두 주사 부위 주변으로 피부색 변화나 연부조직 위축 소

환자의 부담과 함께 근막의 절제에 따른 족부 아치의 안정성 감소,

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12개월 추시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와 신체검

술 후 반흔 형성에 의한 통증, 외측 족저 신경의 손상 등에 의한 합병

사상 족저 근막의 파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증 발생이 우려되고 수술 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으
므로 의료진에게 만성 족저 근막염 환자에게 있어 수술적 치료보다

고

는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는 이유가 된다.20,26)

찰

근래에 주사침을 이용하여 만성 퇴행성 변화를 가진 건병증(ten비록 족저 근막염이란 진단명은 근막에 발생한 국소적 염증 반응

dinosis)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침을 관통시키는 천공술을 시행하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학적으

여 병변 부위의 국소적인 출혈과 급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성장인

로는 근막의 손상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 수상 초기에 발생하더라

자(growth factor)를 포함한 여러 인자들의 증가를 통해 치유를 도

도 약 10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할 경우, 이러한 급성 염증 반응은 감

모함으로써 주관절의 총신전건 부착부에서 발생한 건병증과 슬개골

소하는 반면에 증식(proliferation)에 의한 치유 반응이 시작되므로

건염 등에 적용하여 양호한 경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족저 근막염

종골의 족저 근막 부착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보행 시작 시 파행을 호

의 치료에도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12,14-16,27)

소하는 병증을 모두 족저 근막염으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1,18)

Uygur 등15)은 족저 근막염에 대한 스테로이드 주사와 건식 주사

근래의 연구들에 의하면 만성적인 족저 근막염의 증상을 보이는

(dry needling) 치료를 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3주 추시 시 두 군

병증에 있어 족저 근막에 반복되는 미세 열상(micro-tear)을 동반

모두 증상의 호전을 보였던 반면에 6개월 추시에서는 건식 주사 치

한 만성 퇴행성 변화가 주된 조직학적 변화로 확인되고 점액성 변성

료의 임상 효과가 스테로이드 주사와 달리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었

(mucoid degeneration)과 연골양 변형(chondroid metaplasia),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이 적용한 건식 주사의 치료 방법은 한

기질 내 근막 파열 등을 동반하고 있어 족저 근막염보다는 족저 근막

방치료의 침술(acupuncture)에서 쓰이는 철심과 유사한 스테인리

12,18-20)

병증이 보다 적절한 진단명으로 추천되고 있다.

족저 근막염의 치료에 있어 스트레칭, 휴식,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 복용, 깔창 등의 보조기 착용 등을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로 6개

스 주사침(stainless steel needle) 15개를 압통 부위와 주변에 삽입
하여 10분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당 2회 간격으로 총 5차례 시행
하였다.

월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약 90%의 환자들에게서 증상의 호전을 기

주사침이나 작은 칼날을 이용하여 경피적으로 족저 근막에 천공

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명확하고 널리 사용되는 치료

을 가하거나 부분 절제술 시행하는 술기는 연구의 저자들마다 다르

의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치료에 관한 국외 저자들의 연

다. 본 연구에서는 족저 근막염에 고식적으로 시행해왔던 주사 치료

구 결과와 달리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 여

와 유사하게 외래 방문 시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침을 이용하여 병변

부나 행위별 수가에 따라 스테로이드 주사, 자가 혈소판 농축 혈장

부위에 천공술을 시행하여 입원과 마취, 피부 봉합, 치료 후 부목 고

(platelet-rich plasma) 주사, 체외충격파 요법 등의 치료 방법에 대

정 등의 과정을 요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

한 시행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병증의 경과 시기와 무관하게 의사의

고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주사

1,4,21,22)

경험과 환자의 경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을 이용한 천공 시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자 족저 근막 주위로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급성 족저 근막염 환자에서의 적응증 여

마취제를 주사하였는데 이는 천공 후 염증 반응을 통한 치유를 방해

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반면 만성 족저 근막염 환자에게는 고식적

할 수 있기에 가능한 적은 용량인 1 mL의 lidocaine을 족저 근막의

으로 시행되어 온 치료로 증상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

종골 부착부 천부와 심부에 천공을 반복하기 전 나누어 주사하였으

만, 근막 주위로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병변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며, 치료 후 최소 2주간 국소적 염증 반응의 촉진을 저해할 수 있는

아니므로 통증의 호전은 약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비교적 단시간

비스테로이드계 항소염제 복용의 중단을 권장하였다.

동안 지속되는 반면에, 건세포(tenocyte)의 증식과 염증 반응을 감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같이 A군에서 스테로이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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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sual analogue scale and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ore over the follow-up period.

사 3개월 후 증상 개선의 효과를 보였지만 6개월 후에는 증상이 다

결

론

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고, 12개월 추시에서 치료 전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10,25) 반면에 주사침 천공을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만성 족저 근

시행한 환자들의 임상적 결과는 치료 후 6개월까지 A군과 유의한 차

막염 환자에게 시행한 주사침 천공술은 치료 6개월 후 병증의 재발

이를 보이지 않아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12개월 추시에서도 증상

을 보였던 스테로이드 주사와 달리 12개월까지 통증의 정도와 기능

의 호전이 유지되어 A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회복에 있어 양호한 결과를 보였기에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

B군의 3개월과 6개월 추시 결과를 비교할 때에도 의미 있는 차이를

적이며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생각된다.

보여 A군과 달리 3개월 이후에도 임상적 지표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
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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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일부 저자들이 주장하는 족저 근막에 대한 직접적인 근막 절개술
(fasciotomy)이나 유리술의 효과는 얻지 못하더라도 국소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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