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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골관절염에서의 관절 내 Hyaluronic Acid 주사의 유용성
박철현, 박정진*, 석현규*, 우인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영남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The Efficacy of Intra-Articular Hyaluronic Acid Injections in
Ankle Osteoarthritis
Chul Hyun Park, Jeong Jin Park*, Hyun Gyu Seok*, In Ha Wo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 indications for intra-articular injection of hyaluronic acid in ankle
osteoarthritis, its efficacy at each stage of osteoarthritis and to compare the efficacy related differences at each stage.
Materials and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from January 2016 to September 2019 on 43 patients (50 cases) diagnosed
with ankle arthritis and given intra-articular injection of hyaluronic acid. Patie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odified Takakura
ankle osteoarthritis stages. Stage 2 comprised 24 cases; stage 3A, 15 cases; stage 3B, 8 cases; and stage 4, 3 cases. The clinical evaluat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score, and the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FAOS). The patients’ satisfaction with the injection was evaluated at 1 year after injection. A radiographic evaluation was performed to gauge the progression of osteoarthritis before and after the injection.
Results: The VAS, AOFAS score, and FAOS at 3 months and 1 year after injec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compared to those before the inje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S for each stage over time; however, this was not
the case with the AOFAS score and the FAOS.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VAS after injection was seen only in stage 3A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stages. The overall satisfaction rate with the injection was 90%. There were no ankle osteoarthritic stage
changes in the serial follow-up radiograph.
Conclusion: Intra-articular injection of hyaluronic acid resulted in a significant clinical improvement up to 1 year after the injection.
Therefore, the intra-articular injection of hyaluronic acid could be a treatment option for ankle osteoarthritis.
Key Words: Ankle, Osteoarthritis, Hyaluronic acid, Injections

서

론

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다당체이다.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는 감소한 관절액을 보충하고 손상된 관절 연골을 보호할 뿐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으로 N -아세틸글

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줄여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 기능에 도움을 준

루코사민(N -acetylglucosamine)과 글루쿠론산(glucuronic acid)

다고 알려져 있다.1)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의 효과는 여러 연구
를 통해 슬관절 골관절염에서 먼저 입증이 되었고 현재 슬관절 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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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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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에 대한 정확한 적응증을 제시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는 최근 여러 연
구들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5-9)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골관절염의 병기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족관절 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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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된 많은 연구들이 외반 및 외상성

2. 치료방법

관절염이 흔한 서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임상적 결과를

관절 내 주사는 1주 간격으로 3차례 시행을 하였다. 첫 주사는

내반 및 퇴행성 관절염이 흔한 동양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

triamcinolone 1 mL와 히알루론산(sodium hyaluronate, molec-

리가 있다. 국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나 보험의 문제로 인해 족관절

ular weight 3,000 kDa, 2 mL Hyruan Plus®; LG Life Sciences,

골관절염에 대해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를 시행하기 어려워 동

Iksan, Korea) 2 mL를 관절 내 주사를 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주사

양인 환자에서 히알루론산 관절 내 주사의 효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

는 히알루론산 2 mL만 주사하였다. 관절 내 주사는 족관절 관절경

가 시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의 전내측 삽입구와 동일한 전경골건의 내측 부위를 이용하여 시행

이에 저자들은 연구 시행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족관절 골관

하였다(Fig. 1).

절염에서의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에 대한 허가 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았다. 저자들은 족관절 골관절염

3. 평가

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는 효과가 있으며, 초기 관절염에서

임상적 평가는 visual analogue scale (VAS), American Or-

의 효과가 진행된 관절염에서의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가설을 세웠

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점수11)와 Foot and

다. 본 연구는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의 효

Ankle Outcome Score (FAOS)12)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전체 환

용성 및 적절한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고 각 관절염 병기별 효과의 차

자에서 주사 전, 주사 후 3개월, 주사 후 1년의 임상적 결과의 변화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병기별로 주사 전과 주사 후 3개월 그리고
1년에 임상적 결과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시간에 따른 각 병기별 임

대상 및 방법

상적 결과의 호전 정도의 차이 여부를 평가하였다. 각 병기 간에 주
사 전, 주사 후 3개월, 주사 후 1년의 임상적 결과를 각각 비교하였

1. 연구 대상

으며 주사 후 1년에 모든 환자들에게 시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

본 연구는 본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

였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나

며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는 면제되었다. 2016년 1월부

누어 평가하였다. 그리고 주사 후 합병증의 발생과 최종 추시에서 추

터 2019년 9월까지 본원에서 족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히알루론

가적인 수술 시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산의 관절 내 주사를 시행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

방사선 평가는 주사 전과 주사 후 3개월과 1년에 체중 부하 족관

행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최

절 전후방 사진을 촬영하여 시행하였다. 방사선 사진에서 modified

종적으로 43명(50예)의 족관절 골관절염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이

Takakura 병기를 평가하여 관절 내 주사 시행 후 족관절 골관절염

되었다. 남자가 17예, 여자가 33예였고, 이환 부위는 우측이 24예,

의 진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좌측이 26예였다. 평균 나이는 60세(29∼76세)였고, 평균 체질량지
수는 24.9 kg/m2 (19.4∼31.6 kg/m2)이었다. Modified Takakura
병기10)는 2기가 24예, 3A기가 15예, 3B기가 8예, 그리고 4기가 3예
였다.

Table 1.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Inclusion criteria
Adult patients (≥18 years)
Degenerative osteoarthritis
Varus osteoarthritis
Patients who failed conservative treatments for more than 3 months
Exclusion criteria
Traumatic arthritis
Valgu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who previously received surgical treatments for ankle
osteoarthritis
Patients who previously received injection therapy for ankle osteoarthritis

Figure 1. Intra-articular injection was performed using the medial site of the
tibialis tendon as the anterior medial portal of the ankle arth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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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4. 통계 분석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정규성 분포 여부와 분산의 동등성을 검정
하였으며 변수가 비정규 분포를 나타내어 비모수 검정을 이용하여

결

과

분석하였다. 전체 환자에서의 주사 전후의 임상적 결과 변화와 각 병
기별 주사 전후의 임상적 결과의 변화는 Wilcoxon signed-rank

전체 환자에서 주사 전, 주사 후 3개월과 1년의 임상적 결과는

tes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각 병기 간에 주사 전, 주사 후 3개월,

Table 2와 같다. 주사 전과 비교하였을 때 주사 후 3개월과 1년에서

주사 후 1년의 임상적 결과는 ANOV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사

의 VAS, AOFAS 점수 및 FAOS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후 검정은 Tukey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p-value가 0.05 이

보였다.

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각 병기별 시간에 따른 VAS, AOFAS 점수 및 FAOS의 변화는 각

소프트웨어 버전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Fig. 2∼4와 같다. 주사 전과 비교하였을 때 주사 후 3개월에
는 2기(VAS, AOFAS 점수, FAOS; p<0.001, p<0.001, p<0.001),

Table 2. Clinical Results over Time after Injection in All Patients

3A기(p=0.001, p=0.003, p=0.001), 3B기(p=0.011, p=0.012,

Scale

Before injection

3 months after
injection

1 year after
injection

p=0.012)에서 VAS, AOFAS 점수, FAOS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

VAS
AOFAS score
FAOS

5.3
69.3
62.1

2.8*
79.3*
71.4*

3.6†
74.1†
68.8†

3A기(p=0.001, p=0.02)에서 VAS와 FAOS가 주사 전에 비해 유의

VAS: visual analogue scale, AOFAS: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FAOS: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p<0.05 between before and 3 months after injection; †p<0.05 between
before and 1 year after injection.

6

5

을 보였다. 주사 후 1년에는 2기(VAS, FAOS; p=0.011, p=0.004)와
한 호전이 있었으나 AOFAS 점수는 3A기(p=0.008)에서만 주사 전
에 비해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각 병기별 주사 전, 주사 후 3개월과 1년의 VAS, AOFAS 점수 및
FAOS는 Table 3에 기술하였다. AOFAS 점수와 FAOS는 주사 전, 주

6.0+1.0
5.7+2.3

5.5+1.5
5.3+0.6
5.1+1.3

4.4+2.7
4.0+1.9

4

VAS

4.0+1.0
3.3+1.6*

3

2

Stage 2
Stage 3A
Stage 3B
Stage 4

2.5+1.2*

Before injection

3 months after injection

2.0+1.4
1.9+1.1*

1
1 year after injection

Time after injection

85

AOFAS score

80

Stage 2
Stage 3A
Stage 3B
Stage 4

82.0+9.9*
79.2 8.2*

77.7 16.2

75

79.7+10.2

75.8+15.6

75.1 14.3*

70

71.3+7.1
70.1+8.9

65

65.0+14.8
63.7+16.0
62.4+21.0

62.6+12.7

60
Before injection

Figure 2. Graph showing the sequential change
of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after injection
over time in each stage of ankle osteoarthritis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at each
time point shown; *p<0.05 in VAS between
before injection and 3 months after injection,
and †p<0.05 in VAS between before injection
and 1 year after injection).

3 months after injection
Time after injection

1 year after injection

Figure 3. Graph showing the sequential
change of the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score after injection over time in each stage of ankle osteoarthritis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at each time point shown; *p<0.05 in AOFAS
score between before injection and 3 months
after injection, and †p<0.05 in AOFAS score
between before injection and 1 year afte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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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0

Stage 2
Stage 3A
Stage 3B
Stage 4

73.5+7.3*
70.6+8.5
70.4+1.3

71.7 12.6*

FAOS

68.4 11.4*
66.2+16.4

65

66.0 4.1

63.5+7.9
63.3+12.0

61.9+14.2

60
59.4+11.0

55
51.8+13.5

50
Before injection

3 months after injection

1 year after injection

Time after injection

Table 3. Changes in Clinical Outcome after Injec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Osteoarthritis
Scale
VAS

AOFAS

FAOS

Stage

Before
injection

Stage 2
Stage 3A
Stage 3B
Stage 4
p-value*
Stage 2
Stage 3A
Stage 3B
Stage 4
p-value*
Stage 2
Stage 3A
Stage 3B
Stage 4
p-value*

5.1
5.3
5.5
6.0
0.539
71.3
70.1
62.6
65.0
0.117
63.3
63.5
59.4
51.8
0.303

Figure 4. Graph showing the sequential
change of the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FAOS) after injection over time in each stage
of ankle osteoarthritis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at each time point shown;
*p<0.05 in FAOS between before injection
and 3 months after injection, and †p<0.05 in
FAOS between before injection and 1 year
after injection).

서 modified Takakura 병기를 비교하였을 때 관절염의 병기가 진
행된 예는 없었다.

3 months
1 year after
after injection injection
3.3
1.9†
2.5
4.0
0.014
79.2
82.0
75.1
77.7
0.496
71.7
73.5
68.4
66.0
0.583

4.0
2.0†,‡,§
4.4
5.7
0.003
75.8
79.7
62.4
63.7
0.05
70.4
70.6
61.9
66.2
0.391

VAS: visual analogue scale, AOFAS: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FAOS: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ANOVA was used for comparing clinical results for each stage. †p<0.05
between stage 2 and 3A in post-hoc test; ‡p<0.05 between stage 3A and 3B
in post-hoc test; §p<0.05 between stage 3A and 4 in post-hoc test.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하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
의 효과 및 각 병기에 따른 임상적 결과 변화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는 임상적
호전을 보였다. 3A기 관절염에서는 주사 후 3개월과 1년에서 다른
병기에 비해 VAS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관절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있
다. 그중 관절 내 주사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흔히 시
행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7) 관절 내 주사에는 스테로이드,13) 히알루
론산,3,8) 혈소판 풍부 혈장14) 등 다양한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그중
스테로이드는 빠른 통증 경감 효과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다.15) 하지만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약물의 효
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복해서 사용할 경
우 연골 세포에 세포 독성 영향(cytotoxic effect)을 유발하여 관절
연골을 파괴하거나 관절 주변 구조물에 악영향을 주는 합병증을 유

사 후 3개월과 1년에 각 병기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AS는 주
사 전에는 각 병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사 후 3개월과 1년
에는 3A기에서 다른 기에 비해 유의한 통증의 호전 정도를 보였다.

발할 수 있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16-18)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관절액의 점액성과 용
량을 증가시키며, 연골 자체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파괴는 줄여주는

주사 후 1년에 평가한 시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4예

작용을 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히알루론산의

(28.0%), 만족이 22예(44.0%), 보통이 9예(18.0%), 불만족이 5예

관절 내 주사는 슬관절 골관절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

(10.0%)였으며 전체 환자 중 90%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

와 낮은 부작용 발생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져 있다.3) 하지만 아

다. 전체 환자 중 4예에서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직까지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에 대한 연

2기와 3A기 관절염 중 각각 1예에서 주사 후 3개월과 4개월에 과상

구는 많지 않으며 히알루론산의 시술 용량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초

부 절골술을 시행하였고, 3B기 환자 중 2예에서 주사 후 3개월과 11

기 연구가 대부분이다.8,9) 또한 모든 병기의 족관절 관절염을 따로 구

개월에 관절 유합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주사 후 주

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병기에 따

사 부위 통증, 관절통 및 감염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른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주사 전과 주사 후 1년에 촬영한 체중부하 족관절 전후방 사진에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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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yaluronic Acids for Intra-Articular Injection
Product

Extraction

Hyalgan®
Supartz®
Orthovisc®
Synvisc®

Rooster Comb
Rooster Comb
Rooster Comb
Rooster Comb

Euflexxa®
Hyruan Plus®

Streptococcus zooepidemicus
Streptococcus zooepidemicus

Molecular weight (kDa) Volume (mL)
500~730
620~1,170
1,000~2,900
80%: 6,000
20%: >6,000
2,600~3,400
3,000

히알루론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슬관절 골관절염에서 많이 시
3)

Ingredient

Weekly frequency

2
2.5
2
2

20 mg sodium hyaluronate
25 mg sodium hyaluronate
30 mg sodium hyaluronate
16 mg sodium hyaluronate

3~5
5
3~4
3

2
2

20 mg sodium hyaluronate
20 mg sodium hyaluronate

3
3

기적인 효과는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

행되었다. 슬관절 골관절염에서는 Kellgren–Lawrence 병기 2기

져 있다.26)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의 효과

와 3기의 초기 및 중기 관절염에서 말기 관절염보다 더 높은 임상적

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기존의

20,21)

결과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연구에서는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의 효과

같이, 진행된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상적 결과

는 주사 후 3∼6개월까지 지속된다고 하였고,8,27) Lee 등28)은 1년까

의 호전을 보였다. 3B기와 4기의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주사 전과 비

지 통증의 경감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보고된 메타 분

교하여 주사 후 1년에 유의한 임상적 결과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지

석에 따르면 슬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단독 사용보다 스테

만, 2기와 3A기에서는 유의한 임상적 결과의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로이드와 히알루론산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단기 및 장기적인 효과

2기 관절염에 비해 3A기 관절염에서 더 높은 임상적 결과의 호전을

가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26) 하지만 아직까지 족관절 관절염에서 스

보였다. 최근 내반 관절염에서 관상면의 변형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테로이드와 히알루론산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히알루론산 단독보다

거골의 내회전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관상

우수하다는 근거는 거의 없다. 또한 슬관절 관절염에 비해 족관절 관

면의 변형만으로 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한 modified Takakura 병기

절염에서 주사 치료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높은 정도의 객관

를 이용하여 내반 관절염을 분류하는 것은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정

성을 가지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 히알

확하게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22,23) 특히 2기 관절염의 경

루론산과 스테로이드를 첫 주사에서 같이 사용한 방법에 대한 근거

우 modified Takakura 병기를 이용하여 관절염을 분류할 때 단순

는 없다. 하지만 저자는 기존에 보고된 슬관절 관절염에서 보고한 연

히 초기 관절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관절 간격의 완전한 소실은 없

구 결과를 토대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 단기적인 통증 경감 효과

지만 거골의 경사를 동반하여 3B기로 이환될 위험성이 큰 진행된 관

를 얻고 히알루론산 주사로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절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기 관절염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주사에서는 스테로이드

에 비해 3A기 관절염에서 더 높은 임상적 결과의 호전을 보였을 것

와 히알루론산을 같이 사용하고 이후에는 히알루론산만 단독으로 사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용하였다. 그 결과, 각 병기 통증 경감 효과의 지속 정도는 차이가 있

히알루론산은 추출물의 종류, 분자량, 용량 등에 따라 여러 종류
의 제품이 소개되어 있다(Table 4).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

었지만 전체 환자에서는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 후 1년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 주사 시행 시 최적의 용량, 횟수, 간격 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본 연구의 가장 큰 강점은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

거의 없다. 국내에 시판 중인 히알루론산은 2 mL의 용량으로 1주 간

절 내 주사의 효과를 관절염 병기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격으로 3회 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etrella와 Petrella24)는 슬

저자들이 아는 한 아직까지 족관절 골관절염을 병기별로 나누어 히

관절 골관절염에서 2 mL의 히알루론산을 각각 3회와 6회 주사한 군

알루론산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

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가장 큰 제한점은 후향적으로 이뤄진 연

25)

Witteveen 등 은 족관절 관절염에 대해 1 mL, 2 mL, 3 mL의 히알

구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통제되

루론산을 각각 1회 주사한 경우와 1 mL의 히알루론산을 1주 간격으

지 못하였고, 특히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염진통제의 사

로 3회 주사한 경우를 비교한 연구에서 매주 1 mL를 3회 주사한 경

용이 제한되지 못하였다. 또한 무작위로 배정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

우가 더 좋은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

에 약물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은 심한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주

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2 mL의 히알루론산을 1주 간격으로 3

사보다는 수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회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험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말기 관절염인 4기

초기 통증 경감 효과는 스테로이드 관절 내 주사가 우수하지만 장

환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 효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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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대조군 연구(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s)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족관절 골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는 주사 전에 비
해 주사 후 1년까지 유의한 임상적 결과의 호전을 보였다. 특히 3A
기 관절염에서 가장 좋은 임상적 결과의 호전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
였을 때 히알루론산의 관절 내 주사는 족관절 관절염에서 시도할 만
한 보존적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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