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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improved case of Achilles tendiniti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Gyeon-mak chuna and Graston Technique. The patient diagnosed with 
Achilles tendinitis is hospitalized at Department of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Samse 
Hospital of Korean Medicine. The subject is treated by herbal medicine, acupuncture, 
Gyeon-mak chuna and Graston technique. This study was measured by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walking time without pain per 6 minutes (6MWT) and American ortho-
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Hind foot scale (AOFAS). The patient showed decreased 
VAS, AOFAS and improved 6MWT after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Gyeon-mak chuna 
and Graston Technique. The patient showed reduced pain and positive effect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J Korean Med Rehab 2015;25(1):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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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달리기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아킬레스 건염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발

병 시 운동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1). 

아킬레스 건염은 배드민턴, 발레 선수 등에서와 같이 도

약을 하거나 뛰는 운동을 자주하는 선수들에서 종종 발생

하며2), 외상, 과사용, 불편한 신발, 라이터 증후군, 통풍, 

류마토이드 관절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점진적 손상으로 

주요 증상은 발목 배측굴곡 감소, 종골 정점 상 2∼5 cm 

부위에 이르는 압통과 부종, 촉진 시 발음성 수포음과 단

축면 점프로 유발되는 통증 등이 있다3). 아킬레스 건염에 

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활동조절, 신발교정, 운

동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으며 국소 스테로이

드 주사도 아직까지 일부 사용되고 있다4). 부분 보존적 

치료로써 회복가능하나, 3∼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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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통해 후종골 점액낭 감압, 

부건의 변연절제와 건의 퇴행성 괴사조직 등을 절제한다5).

아킬레스 건염 환자는 입각기 족저굴곡 가동범위가 감

소하고 이로 인해 하지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 보행 시 

지속적으로 아킬레스 건의 긴장도를 높인다6). 아킬레스 

건 섬유는 입각기 동안에 체중의 10배에 해당하는 스트레

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보행 중에 거골과 종골 사이의 

비정상적 운동으로 인해 회전적 스트레스를 받는다7). 거

골하 관절에서 회내전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장축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며 족저근막과 발바닥 근육에 과도

한 긴장을 주고 또한 족저굴곡과 회외전 하기 위해 가자

미근-비복근 혼합체와 후경골근이 더 단단하고 길게 수축

해야 한다8). 아킬레스 건염 환자는 중간 입각기에 거골하 

관절의 외번 이동이 증가하고 배측 굴곡 속도는 감소하

며, 입각기에서 중간 입각기까지 슬관절 가동범위 감소 

및 입각기 이후 퇴직근과 비복근의 근전도 활동이 감소

된다고 알려져 있다9).

아킬레스 건염에 한 한의학적 치료에 해서는 장10)

이 보고하고 있지만 보고된 수가 몇 례에 불과하며 근막

추나와 그라스톤 치료를 적용한 한의학적 치료 및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다. 근막추나는 정골추나와 비되어 연부

조직 추나라고도 하며, 근육과 건, 인 , 근막에 하여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법을 의미하고, 근육/근막 압

박기법, 근육/근막 이완기법, 근육 이완/강화 기법, 근육 

신장기법 등으로 구분 된다11). 그라스톤 테크닉(Graston 

Technique)은 도구를 이용한 연부조직 가동술로서 기계

적으로 손상받은 조직을 움직여 정상조직으로 부터 유리

시키고 유연하게 만들며 정교한 양의 미세손상을 치료부

위에 발생시켜 퇴행결합조직에 염증반응을 유발한다12). 

그라스톤과 같은 횡마찰마사지(transverse friction mas-

sage)는 외상성 충혈과 유착형성을 억제하여 임상에서 유

용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아세포와 콜라겐 생

성을 증 시킨다13). 그라스톤 치료의 증례보고 해외논문

은 손목터널 증후군, 요부구획증후군, 탄발지 및 족저근

막염14) 등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아킬레스건염에 한 연

구는 아직 국내에서 미흡한 단계이다.

이에 저자는 아킬레스 건염을 진단받고 근막추나와 그

라스톤을 복합한 한방치료를 적용하여 증상이 개선된 유

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환자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환자

권○○ (F/53)

2. 주소증

1) 아킬레스건 통증(Rt＞Lt)

거골하 관절 및 족외과 근처 우리한 통증 수시로 발생. 

체중 부하 시 및 아침 기상 시 아킬레스건 근처 통증 발

생. 보행시작 이후 통증 지속적 완화.

3. 입원기간

2014년 12월 5일∼2014년 12월 26일(22일 간)

4. 발병일 및 진단일

2013년 4월 경 최초 증상 발생. 2014년 11월 경 local 

OS에서 아킬레스건염 Dx.

5. 과거력

2014년 11월 L-spine MRI L4/5, L5/S1 Stenosis Dx. 및 

laminectomy

2008년 8월 L-spine MRI L4/5 HIVD Dx.

2007년 Rt. oophorectomy 

HTN, DM: 별무

6. 사회력

흡연: 별무, 음주: 별무

7. 현병력

오래전부터 수차례 발목염좌 발생하였고, 2013년 경부

터 아킬레스건 통증 발생하여 한의원 치료 받던 중 2014년 

11월부터 환자상태 악화되었고, L4/5 op.(laminectomy) 

받기 위해 local OS 입원치료 중 Rt. Ankle MRI상 아킬레



근막추나와 한방치료 및 그라스톤테크닉을 병행하여 호전된 아킬레스건염 증례보고 1례

www.e-jkmr.org 105

Fig. 1. Rt. Ankle lateral view X-ray (2014.12.5). Fig. 3. Rt. Ankle-MRI T2. (2014.11.10.).

Fig. 2. RT. Ankle-MRI T1. (2014.11.10.).

스건염 Dx. 받고 한방치료 받기 위해 2014년 12월 5일 

본원 입원 치료함 ＜by walking＞

8. 가족력

별무

9. 초진소견

1) 식욕 및 소화: 보통 1공기 정도. 소화 양호

2) 수면: 평소 6시간 이상. 통증으로 인한 각성 없음. 

3) 변: 1회/2일, 단단한 변

4) 소변: 양호

10. 검사소견

1) 이학적 검사

6MWT (6 minutes walking test): 180 m/6분 이후 통

증 발생 및 보행속도 저하.

Thompson test: -/-

Rt. Ankle ROM limited: ADF: 10o APF: 30o

부종(−). )종골 상 5 cm 근처 촉진 시 압통(＋)

2) Rt. Ankle lateral view X-ray (2014.12.5) (Fig. 1)

No visible fx. line. Kager’s triangle 별무이상.

3) Rt. Ankle-MRI (2014.11.10) (Fig. 2, 3)

r/o Achilles tendi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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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T4, GT5 tools. Fig. 5. Treating gastroc/soleus using GT4.

11. 치료방법

1) 침치료

침치료는 동방침구 제작소의 직경 25 mm, 길이 40 

mm 일회용 stainless steel 호침을 사용하여 1일 2회(오전, 

오후) 자침하였다. 취혈은 오전에는 崑崙(BL60), 承筋

(BL56), 承山(BL57), 委中(BL40), 申脈(BL62), 懸鍾(GB39), 

三陰交(SP6), 太衝(LR3)을 중심으로 20∼35 mm 정도 깊

이로 자침 후 약 20분간 유침 하였다. 오후에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압통점 위주로 치료를 하였다.

2) 부항요법

요부 양측 방광경과 배수혈에 건식부항을 1일 1회 시

행하였고 5분간 유관하였다.

3) 한방이학요법

우측 비복근 및 슬괵근 에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

피경근온열요법(핫팩)을 1일 1회 실시하였다.

4) 약물요법

한약 치료는 ＜東醫寶鑑＞에서 "治肝腎虛弱 筋攣骨痛 

脚膝偏枯 緩弱冷庳"이라고 기재되어 肝腎虛로 인한 滋潤

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에 많이 사용하는 獨

活寄生湯(當歸 獨活 白芍藥 桑寄生 3 g, 甘草 杜仲 防風 

白茯苓 白芍藥 細辛 熟地黃 牛膝 肉桂 人蔘 秦艽 川芎 2 

g)을 처방하였다. 매일 2첩 3포, 한 번에 120 cc씩 1일 3

회 水煎, 食後服 하였다.

5) 비복근과 가자미근 근막추나11)

비복근, 가자미근을 촉진 후 단축평가를 통해 단축을 

확인 한 뒤 경근이완/강화기법을 사용 하였다. 비복근 치

료 시 복와위 상태에서 시술자는 주동수인 족방수를 우측 

족저근막의 부착부에 고 보조수인 두방수로 환자의 종

골을 잡아 고정하였다. 환자의 발목을 족배굴곡시키면서 

제한장벽을 확인 후 중간범위로 되돌아갔으며, 숨을 들이

쉬게 한 다음 숨을 멈추게 하고 환자가 발목을 족저굴곡

하는 방향으로 등척성 수축(최 힘의 20%)할 때 의사는 

동일한 반 힘을 적용하였다. 6∼7초 정도 후에 환자가 

숨을 내쉬게 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새로운 제한장벽까지 

근육을 이완 시켰다. 이것을 3∼4회 반복하였으며 가자

미근은 슬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시행 하였고 시술 후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적용하였다.

6) 그라스톤 치료(Graston Technique) (Fig. 4~7)

TherapyCare Resources, Indianapolis, In, USA 에서 

제작한 6개의 금속도구를 이용하였다. GT4와 GT5를 이

용하여 비복근와 가자미근 및 아킬레스 건 후면으로 30o에

서 60o의 각을 유지하여 솔질(brushing), 튕기기(strumming), 

쓸기(sweeping), 구획나누기(framing), 회전(fanning), 퍼

올리기(scooping)와 같은 테크닉을 5분간 1주일 3회 실시 

하였다15).

7) 평가방법(VAS, AOFAS) (Appendix I)

치료평가는 통증 및 불안정성에 한 시각적 사상척도

(VAS:visual analogue scale) 및 통증 없이 6분 동안 보행

가능한 거리와 후족부 평가에 관한 설문지인 AO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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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eating gastroc/soleus using GT5.

Fig. 7. Treating gastroc/soleus during active motion using 
GT4(Ankle dori & plantar Flx.).

Fig. 8. Change of the VAS after treatment.

Fig. 9. Change of the 6MWT after treatment.

Hind foot scale을 통해 이루어 졌다. VAS는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참을 수 없는 통증을 10으로 양 끝단에 표기한 

10 cm 길이의 자를 침치료 후 오후시간에 환자에게 주어 

주관적인 통증 강도를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는 

입원일과 퇴원일에 각각 1번 응답하도록 하였다.

12. 치료경과(Fig. 8, 9)

1) 2014년 12월 5일∼2014년 12월 12일

통증은 VAS8에서 VAS5 정도로 상당히 줄었으며 6분 

동안 통증 없이 가능한 보행 거리도 입원 초 180 m에서 

300 m로 약 120 m정도 증가하였다. 초진시 호소하였던 

아킬레스건 통증 발현 횟수가 점차 줄었으며 족관절의 기

능 및 운동범위에 한 평가인 AOFAS는 초진시 60 

(poor)이었다.

2) 2014년 12월 13일∼2014년 12월 20일

기상 후 처음 발이 지면에 닿을 때 통증이 약간 감소하

였고 통증이 VAS4로 감소하였다. 보행 시작 시 아킬레스 

건 외측부 통증은 지속되었으나 건 부착부의 통증이 줄었

다고 하였다. 

3) 2014년 12월 21일∼2014년 12월 26일

26일 간의 입원 치료 족관절 굴곡 및 신전각도가 정상

범위에 도달했고 이후 아킬레스 건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최

종적으로 VAS2로 감소하였으며 AOFAS 평가상 85 (good)으

로 최종 확인 되었다. 

고찰»»»
아킬레스 건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모여 이룬 공통건

으로 비복근의 건섬유는 약 90도 외측으로 꼬이면서 종골 

후면의 외측에 부착되고 가자미근의 건섬유는 주로 내측

으로 종골에 부착된다16). 아킬레스 건염은 통증, 부종, 압

통이 아킬레스건 부착부의 근위부에 나타나고 동작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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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이 생기며 배측 굴곡시 통증이 일어난다17). 20주 내

에 90%의 환자가 증상의 완전한 해소 또는 완화를 경험

하며 건의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나쁘다5). 환자들은 초기에는 운동에 의해 압통을 

느끼나 병태가 악화됨에 따라 휴식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

며 후종골 점액낭염이 병발할 경우 건 내외측으로 뚜렷한 

부종과 결절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건의 꼬임이 가장 큰 

부분인 종골정점위 2∼5 cm는 역학적으로 피로가 집중

되며 순환이 감소하여 건염이 호발한다10). 아킬레스 건염

을 부착부 건염(insertional tendinitis)과 비부착부 건염

(non-insertional tendinitis)으로 나누는 것이 진단과 치료

에 도움이 되며 비부착부 건염은 주로 종골 부착부의 2∼6 

cm 상부에 병변이 발생하는데 이 부위의 빈약한 혈액공급 

및 생체역학적인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로 간주되고 있다7).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거골하 관절의 과도한 회내는 

병인학적으로 아킬레스 건 손상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며 중

간 입각기에 나타나는 외번은 아킬레스 건의 중간 섬유에 염

좌를 발생 시킬 수 있다18). 아킬레스 건염 환자는 중간 입각

기에 거골하 관절의 외번 이동이 증가하고 배측 굴곡 속

도는 감소하며, 입각기에서 중간 입각기까지 슬관절 가동

범위 감소 및 입각기 이후 퇴직근과 비복근의 근전도 

활동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19). 족관절에서는 입각기 

중반 저측굴곡 모멘트의 감소가 나타났고 입각기 말기 배

측 굴곡 모멘트의 감소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20). 이에 

저자는 족저굴곡근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에 한 근막추나 

및 그라스톤 치료를 아킬레스 건염 치료에 적용 하였다.

근막(fascia)은 신체 각 조직, 기관계의 안정성과 운동

성에 관여하는 조직으로서 이러한 근막 중 근막경선은 경

근과의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며 경근에 한 치료

는 근막치료로서의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근병(經筋病)은 관절, 근육이 외부로부터 타박, 염

좌 등과 같은 강한 힘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손상 후 경맥의 기혈순환이 장애를 받게 된다. 이에 

한 치료는 舒筋通絡, 活血散瘀 시키는 것이 기본 원리이

며, 근막추나를 통해 생체역학적 안정성의 회복과 근육/근

막/긴장 이완, 관절의 저가동성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11).

인체에 치료 목적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마찰하는 괄사

(Gua-sha) 요법은 아시아에서 오래전 부터 유래하였으며, 

고  그리스와 로마의 목욕탕에서도 작고 각진 금속 도구

들이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다21). 그라스톤은 총 6개의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구이다. 치료부위의 조직, 

모양, 각도에 따라 알맞은 도구를 선택하며 Therapycare 

Resources에서 운영하는 M1 (Module 1)교육과정에서 각

각의 테크닉을 배울 수 있다. 그라스톤은 몇 년 전부터 

미국내 부분의 카이로프랙틱 학 교과과정에 포함되

고 있으며 미국 인디아나주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선택과

목으로 되어 있다22). 그라스톤의 치료효과는 조직유착의 

제거 뿐만 아니라 세포외기질 섬유아세포 생성 촉진, 이

온수송 증진, 세포기질 유착 감소 등이 있다23). 건병증

(tendinosis)에서 콜라겐 재형성의 실패는 회복이 지연되

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적절한 염증반응은 콜라겐의 

유합에 의한 회복을 촉진하는데14), 건섬유아세포(tendon 

fibroblast)의 주기적이고 기계적인 근막이완은 염증반응 

유도체인 프로스타글란딘 E2 (prostaglandin E2)와 싸이클

로옥시제네이즈(cyclooxygenase)의 생산을 증가 시킨다24). 

또한 반복적인 작은 정도의 근막이완은 항염작용(anti-in-

flammatory)을 유발하지만 높은 정도의 근막이완은 전염

증작용(pro-inflammatory)을 유발한다25).

한약 치료는 ＜東醫寶鑑＞에서 "治肝腎虛弱 筋攣骨痛 

脚膝偏枯 緩弱冷庳"이라고 기재되어 肝腎虛로 인한 滋潤

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에 많이 사용하는 獨

活寄生湯을 사용하였다. 獨活寄生湯의 약물 구성을 살펴

보면 獨活은 祛風除濕, 解表止痛하여 關節屈伸不利, 風寒

濕痺, 腰膝疼痛, 肢體沈重, 頭痛身痛에 효과가 있으며 白

芍藥은 養血柔肝, 緩中止痛하여 肝血虧虛, 胸腹脇肋疼痛

에 효과가 있으며 桑寄生은 益血, 强筋骨, 祛風濕, 堅筋骨

하여 腰膝酸軟, 風濕痺痛, 筋骨無力을 치료한다26).

이와 같은 근막추나와 그라스톤치료를 병행한 결과 입

원 초기에는 체중부하 및 보행초기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으나 치료 이후 VAS8의 통증에서 

VAS2로 감소하였고 AOFAS는 입원 초 60에서 85으로 호

전되었고 6MWT에서 180 m 이상 보행 시 통증으로 더 

이상 걷기 힘들었으나 치료 이후 390 m 까지 통증 없이 

걷는 거리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종치료 이후 초진시 호

소하였던 아킬레스건 통증 발현 횟수가 점차 줄었으며. 

족관절 굴곡 및 신전 범위가 증가하였고 일상생활 중 경

미한 통증만 남아있는 상태로 개선되었다.

본 증례에는 아킬레스 건염을 진단 받은 환자에 해 

근막추나와 한의학적 치료에 더하여 그라스톤을 적용하

여 국내 최초로 임상증례를 보고하고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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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물론 추나치료와 그라스톤의 

경우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객관화시키기 어려우며 사례가 1례로 제한되

어 있어 본 증례의 자료만으로 추나치료 및 한방치료와 

그라스톤치료가 효과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근막추나와 그라스톤은 경근과 근막치

료라는 한의학적 치료와 유사한 범주에 있으며, 오늘날까

지 추나치료와 그라스톤을 적용한 한의학적인 연구사례

는 아직 발표된 바 없으므로, 이후 다양한 치료방법 및 

증례에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아킬레스 건염을 진단 받은 환자 1례에 하여 근막추

나와 그라스톤 치료를 복합한 한방치료를 적용하여 통증 

감소와 6분 동안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 거리 증가

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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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FAS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Hind foot scale

Pain (40 points)

None 40

Mild, occasional 30

Moderate, daily 20

Severe, almost always present 0

Function (50 points)

Activity limitations, support requirement 

No limitations, no support 10

No limitation of daily activities, limitation of recreational activities, no support 7

Limited dail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cane 4

Severe limitation of dail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walker, crutches, wheelchair, brace 0

Maximum walking distance, blocks (국내는 blocks 단위가 없으므로 
50 m로 하였음)

Greater than 6 5

4∼6 4

1∼3 2

Less than 1 0

Walking surfaces 

No difficulty on any surface 5

Some difficulty on uneven terrain, stairs, inclines, ladders 3

Severe difficulty on uneven terrain, stairs, inclines, ladders 0

Gait abnormality 

None, slight 8

Obvious 4

Marked 0

Sagittal motion (flexion plus extension) 

Normal or mild restriction (30o or more) 8

Moderate restriction (15o∼29o) 4

Severe restriction (less than 150) 0

Hindfoot motion (inversion plus eversion) 

Normal or mild restriction (75%∼100% normal) 6

Moderate restriction (25%∼74% normal) 3

Marked restriction (less than 25% normal) 0

Ankle-hindfoot stability (anteroposterior, varus-valgus)

Stable 8

Definitely unstable 0

Alignment (10 points)

Good, plantigrade foot, midfoot well aligned 15

Fair, plantigrade foot, some degree of midfoot malalignment observed, no symptoms 8

Poor, nonplantigrade foot, severe malalignment, symptoms 0

Appendix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