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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ography is used commonly for diagnosis and treatment in orthopedic
field, because of low cost and radiation free imaging. Especially, in hand and
wrist, where anatomical structures are located superficially, ultrasonography
is very useful. Furthermore, major structures could be seen real-time, increasing safety and accuracy in operation. Therefore, some authors are trying
ultrasonography-guided surgery around wrist and hand. This article reviewed
the ultrasonography-guided surgery around wrist and hand with its technique,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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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주입 등에 초음파가 이용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신경과

서론

혈관 등의 주요 구조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조직 손상

초음파는 저비용이며 방사선 노출이 없으면서 진단적 목적

을 방지하여 수술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여러 저

뿐만 아니라 경피적 치료 술기 사용에 정확성을 더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방아쇠 수지, 수근관증후군 등에서 초음파 유도

1

매우 유용한 장비로 정형외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특히

하 수술이 시도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4. 그

수부는 표층에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초음파

러나 아직 초음파 유도하 수술은 시술자의 숙련도에 의존성

를 통한 접근이 쉽고 비교적 좋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어 드꾀

이 많고 적절한 초음파용 수술 기구가 부족하고 수술 술기가

르벵 병(De Quervain’s disease), 방아쇠 수지, 결절종, 수근관

정립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증후군 등의 질환의 진단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시술 도

이에 본 종설에서는 수부와 완관절 주변에서 시행할 수 있

중 해부학적 구조의 의인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절천자,

는 초음파 유도하 수술의 종류와 각각의 적응증 및 술기, 주의

활액막 조직 검사, 결절종 흡입술, 관절강 및 건초내 스테로이

사항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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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General principle of ultrasound-guided operation

파 영상이 명확히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시술 중 초음파상에
서 바늘이나 기구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기구를 진
입 및 후퇴시키면서 주변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으로 위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1) 수술 전 준비

초음파 유도하 수술 시 초음파 변환기(transducer)는 선형

2. 방아쇠 수지

(7-15 MHz) 혹은 고주파 하키스틱(12-18 MHz) 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1,2. 초음파 유도하 수술 시 술자의 해부학적 지

방아쇠 수지(trigger finger)는 A1 활차가 두꺼워지며 발생
하는 굴곡건의 협착성 건초염이며5,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

식이 매우 중요하며 수술 전 해부학적 위치를 마킹펜을 이용

들은 부목 고정, 휴식, 약물요법이 효과적이며, 스테로이드 건

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환자를 가능한 편한 자세로 위치시키

초 내 주사를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

고 수술하여야 한다. 초음파 유도하 수술은 경피적 접근을 통

수술적인 치료는 피부를 절개하여 A1 활차를 절개하는 것

해 기구를 삽입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작지만 피부 상재균

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피부 감염, 수술 반흔, 동통 등

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부위 및 장비를

의 합병증과 수술에 따르는 번거로움 및 수술 비용 등의 단점

철저히 소독한 후 소독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초음파 변환기

이 있다. 경피적 절개술은 1958년 Lorthioir7이 처음 소개 하

는 초음파 검사용 젤을 집어넣은 소독된 장갑 혹은 소독된 비

였으며 수술 후 빠른 회복 및 간편성, 치료 비용 절감 등의 장

닐로 감싸야하며 수술 부위 역시 멸균된 일회용 검사용 젤을

점과 함께 90%-97%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 반면, 기술

3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술자 역시 무균 상태로 손을 씻은 후

적으로 익숙해지기 어려움이 있으며 17%-60%에서 굴곡건의

장갑을 끼고 비우세 수부로 초음파 변환기를 잡고 우세 수부

손상이 보고되고 있고 불완전한 활차 절개로 인한 재수술과

로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경우에 따라 보조자가 초음파 변환

무지와 제 5지에서 신경 손상의 위험성 등이 단점으로 제시되

기를 잡기도 한다. 마취는 저자들의 경우 수술 과정 중 환자와

고 있다5,8,9.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부분적인 불편함을 대화를 통해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수술 후 빠른 일상생활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A1 활
차 절개술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왔다3,4,10,11. Rojo-

복귀 및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국소마취를 선호하지

Manaute 등12은 48예에서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A1 활자 절

만 수술 종류나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전신마취 혹은 부위마

개술을 시행하여 100%의 성공률을 보고하였으며 합병증 없

취를 시행할 수 있으며 외래에 소수술실이 있는 경우 외래에

이 6.6일 내에 수술 전 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 시행될 수 있다. 수술 시 혈관을 관찰하여야 하는 경우 지
혈대(tourniquet)를 시행하지 않지만 수술 직전 초음파로 주요

1) 적응증

혈관의 주행을 표시한 후 수술 시에는 지혈대를 사용하여 출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보존적인 처치에 반응하지 않는 방

혈을 방지할 수 있다.

아쇠 수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으며 여러 수지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 및 수술 후 상처 회복에 문제가 있는 당뇨 및 류마

2) 수술 기구 준비

티스 질환 환자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시행하고자 하는 술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24 gauge 바늘을
사용하며 국소마취를 한 후 16-18 gauge의 바늘이나 탐지자

2) 술기

절단 기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기

환자를 앙와위 자세로 눕힌 후 초음파 영상으로 A1 활차
의 병변을 확인한 후 해부학적 표지자를 수술용 펜을 이용하

구는 하키 나이프(Haki Knife, Solco, Seoul, Korea) 등의 경피

여 표시하고 환자의 손을 소독 후 소독포로 덮는다(Fig. 1). 선

적 수술 기구, 관절경 혹은 내시경적 수술 기구를 주로 사용하

형 변환기를(7-15 MHz) 사용하며 원위부 주름(distal crease)

며 필요에 따라 주문 제작한 기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부분에 소독된 젤을 도포 후 변환기의 중간 부위가 중수지관

(probe)를 사용하여 주변 조직과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절 및 굴곡건 정중선 바로 위로 위치하게 장축(longitudinal
3) 시술 중 초음파 영상
초음파와의 각도가 예각을 이룰수록 기구의 영상이 잘 보이

section)을 따라 접촉시킨다(Fig. 2A, B). 24 gauge 바늘을 손

지 않게 되므로 변환기와 기구의 진입 위치를 조정하여 초음

(proximal crease)에서 1 cm 원위부에서 근위부 방향으로 삽

106

가락의 기저부 주름(basal crease), 무지의 경우 근위부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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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후 1% 리도카인을 3 mL 가량 피하에 주사한다. 이후 동

와 경부의 연결부)까지 위치시켜 하키 나이프가 지나갈 수 있

일한 바늘구멍을 통해 가느다란 탐침자를 삽입 후 초음파하

는 길을 만들어 준다. 만일 탐지자가 없는 없는 경우 18 gauge

에 피하로 전진시켜 중수지골 A1 활차의 근위부(중수지골두

바늘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동일한 구멍을 통해 초음파 영상

A

B

Fig. 1. (A) Surgical instruments for ultrasonography-guided percutaneous A1 pulley release: 24-gauge needle, 18-gauge
needle, Haki knife and probe. (B) The anatomical landmarks. The needle and Haki knife were inserted 1 cm distal to the proximal crease of the thumb, and at the basal crease of the fingers.

B

A

D

E

C

http://www.jkssh.org/

Fig. 2. (A) The transducer was positioned at the center of the
metacarpophalangeal (MCP) joint and along the mid-line of the
flexor tendon. (B) Longitudinal section of sonogram. (C, D) Haki
knife inserted to just proximal of the A1 pulley on top of the midline of flexor tendon. Haki knife was hooked around proximal edge
of the A1 pulley and the pulley was sectioned by moving the knife
from proximal to distal. (E) When A1 pulley is completely released,
there is no resistance when probe was gliding over flexor tend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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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키 나이프 끝이 A1 활차의 근위부 종단에 위치하도록

는 장점이 있으나 반흔 동통이 심하며 수술 후 회복이 느리다

피하로 전진한 후 하키 나이프 칼날이 굴곡건의 정중앙 및 굴

는 단점이 있다. 최소 절개 감압술은 시술이 쉽고 수술 시간

곡건 건초 보다는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Fig. 2C, D). 이후, 하

이 짧으면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횡수근 인대

키 나이프를 조심스럽게 원위부로 당겨 섬유성 활차의 근위

(transverse carpal ligament)의 전장을 보지 않고 절개하기 때

부에 걸리는 것을 느끼면서 굴곡건 내부로 하키 나이프의 칼

문에 맹검 절개 부위에서 불완전한 절개의 가능성이 있으며

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원위부로 칼

신경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내시경적 감압

을 당기면 활차가 절개되는 느낌이 손끝에 느껴지게 된다. 이

술은 개방적 감압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빠른 기능 회

후 하키 나이프를 뺀 후 환자에게 걸리는 느낌이 완전히 소실

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신경 및 혈관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고

된지 확인하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A1 활차가 절개된 것을 확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초음파 유도하 수근

6

인한다. Quinnell 이 제안한 방아쇠 수지의 분류 1단계의 경우

관 감압술은 1997년 Nakamichi와 Tachibana16에 의해 처음

수지의 굴곡과 신전을 시행하여도 방아쇠 현상이 일어나지

시도되었으며 내시경적 감압술이나 최소 절개 감압술과 같

않기 때문에 A1 활차가 완전히 절제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

이 최소 침습을 통한 수술이 가능하면서, 초음파를 통해 수술

울 수 있다. 이럴 경우 탐지자를 삽입하여 A1 활차 근위부에

중 신경 혈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러한 구조물

서 굴곡건에 닿게 한 후 원위로 활주(gliding)하여 탐지자가 완

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횡수근 인대의 완전한

전히 굴곡건에 닿고 걸리는 느낌이 없다면 A1 활차가 완전히

절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

절제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Fig. 2E).

였다. 또한 최소 절개 감압술 시 맹검 절개 부위에서 초음파를

시술 후 압박 붕대를 적용하고 1주일간 손의 부종을 줄이
고 손가락의 굴곡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전 운동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신전 부목을 적용한다. 이후 1주일
간은 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건 활주 운동(tendon gliding
13

exercise)을 실시한다 .

통해 구조물의 손상을 막고 횡수근 인대를 완전히 절개 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1) 적응증

의인성 수근관증후군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수근관증후군
이 수술 전 초음파 영상 등에서 공간 점유 병소나 원위 요골의

3) 주의사항

부정 유합에 의해 발생한 경우, 심한 건초염을 동반하는 경우,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A1 활차 절제술의 합병증에는 수지

정중신경의 변이나 정중동맥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금기 시

신경이나 수지 동맥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두꺼워진

된다.

활차를 자르는 중 잘못된 방향으로 조작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굴곡건의 정중앙에 하키 나이프를

2) 술기

위치시키고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칼의 끝부분이 굴

수술 전 초음파 축상면(axial view)에서 유구골 고리(hamate

곡건 보다 바깥에 위치하는지 초음파 변환기의 종축에서 하

hook)와 대능형골(trapezium) 등의 골성 구조물과 척골신경,

키 나이프 칼끝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방향

정중신경의 위치를 표시하고 중앙 시상면(longitudinal view)

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아의 선천성 방아

에서 원위부에서 횡수근 인대의 원위부 및 근위부 경계와 천

쇠 수지에서는 초음파상에서 굴곡건이 중간이 명확하지 않으

수장궁(superficial palmar arch) 및 정중신경의 주행경로를 표

며 수술 시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및 굴곡건의 손상을

시한다(Fig. 3). de la Fuente 등18은 사체 연구에서 횡수근 인

줄 가능성이 많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는 평균 31.3 mm이며 천수장궁은 횡수근 인대의 원위 경
계와 14.4 mm (범위, 11-17 mm) 가량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3. 수근관증후군

Nakamichi와 Tachibana16은 초음파상에서 정중신경의 척측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유병률이 1.55%

부와 요골 동맥의 요측부의 거리를 안전지역(safe zone)이라

에 달하는 상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말초신경 압박성 신

고 하여 이 중간 안전선(safe line)으로 수술 기구가 지나가야

경병증이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된다고 하였다(Fig. 4).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는데, 고식적인 감압술, 최소 절개 감압
14,15

술, 내시경적 감압술 등이 사용되고 있다

통상 수술 중 척골 동맥 및 천수장궁을 보기 위해 지혈대를

. 고식적인 감압

하지 않으나 수술 직전 초음파 영상에서 정중신경 및 횡수근

술은 수술 중에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인하고 수술할 수 있다

인대와 거리가 충분히 떨어진 경우 지혈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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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D

B

E

Fig. 3. (A) Surgical instruments for ultrasonography-guided percutaneous Carpal tunnel release: probe, Freer elevator, dilator,
slotted cannula, trocar, endoscopic cutting devices. (B–D) The anatomical landmarks: superficial palmar arch (SPA), median nerve
(M), ulnar artery (UA), transverse carpal ligament (TCL) (arrowheads). (E) Check the course of the median nerve in longitudinal
view. FDS,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수술 시 절개는 근위부와 원위부 어디에서든 시행할 수 있다.
근위부 절개를 시행하는 경우 완관절의 피부 주름의 원위부
에서 장장근(palmaris longus)으로부터 시작하여 척측 방향으
로 1.5 cm의 절개를 시행하여 근막을 연 후, 장장근의 척측으
로 절개를 시행한다19,20. 원위부 절개를 시행하는 경우 천수장
궁보다 근위부에서 절개를 시행한다16. 이후 횡수근 인대를 절
개하여 하방의 정중신경을 직접 확인한다. 이후 절개 부위를
통해 탐지자나 거상기(freer elevator)를 안전 지역의 정중앙
으로 초음파 유도하에 횡수근 인대 전방과 후방으로 통과시
켜 절단 기구가 지나갈 위치를 확보하고 횡수근 인대의 원위
혹은 근위부에 탐침자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여 횡수근 인대
Fig. 4. The safe line is defined as midline between the ulnar
margin of the median nerve and the radial margin of the ulnar
artery. All instruments must be passed along this line under ultrasonographic monitoring.

http://www.jkssh.org/

의 원위 혹은 근위부 경계를 표시한다(Fig. 5A-C). 한쪽이 열
린 도관(slotted cannula)을 넣고 횡수근 인대 사이에 다른 구
조물이 끼이지 않는지 초음파에서 확인한 후 절단 기구를 도
관 안에 넣고 안전선을 따라서 횡수근 인대를 완전히 절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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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Freer elevator or probe passing under surface (B) and over surface (C) of the TCL. Axial view of sonogram, the
probe (arrow) is always passed along the safe line. (D) Slotted cannula with trocar was inserted beneath the TCL along safe
line. After trocar removal, Cutting device is inserted inside slotted cannula. Release of the TCL was done from proximal to
distal edge or reversely. All procedure must be done under ultrasonographic monitoring. (E) The TCL is located between two
cutter blade. (F) After the device removal, release was confirmed. TCL, transverse carpal ligament; M, median nerve; UA, ulnar
artery.

다(Fig. 5D-F). 절단 기구는 2.7 mm basket punch 혹은 내시

에 개방적 절제술을 시해하는 것이 좋다17. 특히 유구골 갈고

경 횡수근 인대 절단 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Basket punch

리 부위에서 안전지역이 가장 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는 한번 만에 횡수근 인대를 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
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칼날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구

정중신경의 Lanz 분류21 1형에서는 정중신경의 운동 분지
의 변이가 있을 수 있고 2형에서는 수근관의 원위부에서 정중

조물의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후 절단 기구를

신경의 부분지(accessory branch)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4

제거 후 탐지자를 집어넣어 초음파하에 횡수근 인대가 완전

형에서는 수근관의 근위부에서 정중신경의 부분지가 나오는

절제되었는지 다시 확인한다.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정중신경의 요측이나 수장측에서 변
이가 발생해 있으므로 정중신경의 척측인 안전지역에서 절제

3) 주의점 합병증

가 시행되면 신경 손상을 주지 않는다. 3형에서는 수근관보다

안전지역으로부터 3 mm 이하인 경우 수술 중 신경 및 혈관

근위부에서 정중신경이 나뉘는 경우로(high division) 안전지

구조물의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비후된 단무지 굴건(flexor

역이 3 mm 이상 확보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17. 그리고

pollicis brevis) 혹은 단장근(palmaris brevis)이 안전지역을 침

3B형의 경우 정중동맥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초음파

범한 경우 근육 신경분지가 척측에 치우쳐 있을 수 있기 때문

도플러를 이용하여 정중동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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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위치에 따라 금기사항이 될 수 있다21. 정중신경과

Martinez MV, Chana-Rodriguez F, Martin JV. Sonographi-

척골신경 간의 교통 분지는 약 67%-80%에서 나타나며 많은

cally guided intrasheath percutaneous release of the first

경우 횡수근 인대 원위단에서 위치하고 있어 손상받기 쉽다.

annular pulley for trigger digits, part 2: randomized com-

특히 근위부 절개 시 교통 분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탐침
자를 수근관 안으로 넣어 가볍게 당겼을 때 횡수근 인대의 원
위단이 걸리는 것으로 원위 경계를 확인하여야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22.

parative study of the economic impact of 3 surgical models. J Ultrasound Med. 2012;31:427-38.
5. Gulabi D, Cecen GS, Bekler HI, Saglam F, Tanju N. A study
of 60 patients with percutaneous trigger finger releases:
clinical and ultrasonographic findings. J Hand Surg Eur

또한, 횡수근인대가 불완전한 절제가 되었을 경우 그 자리
에서 반복적으로 절제를 시행하면 정중신경의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불완전 절제가 된 부분을 찾아 처음 과
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Vol. 2014;39:699-703.
6. Quinnell RC. Conservative management of trigger finger.
Practitioner. 1980;224:187-90.
7. Lorthioir J Jr. Surgical treatment of trigger-finger by a subcutaneous method. J Bone Joint Surg Am. 1958;40:793-5.

결론
수부는 비교적 표층에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위치하기 때문
에 초음파를 통한 접근이 쉽고 비교적 좋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내시경을 비롯하여 비침습적인 수술이 늘고 있으나, 내
시경은 주로 관절강 내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고 신경 및 혈

8. Park MJ, Oh I, Ha KI. A1 pulley release of locked trigger
digit by percutaneous technique. J Hand Surg Br. 2004;29:
502-5.
9. Ha KI, Park MJ, Ha CW. Percutaneous release of trigger
digits. J Bone Joint Surg Br. 2001;83:75-7.
10. Paulius KL, Maguina P. Ultrasound-assisted percutaneous
trigger finger release: is it safe? Hand (N Y). 2009;4:35-7.

관 구조물의 감별이 어려워 사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수부는

11. Rajeswaran G, Lee JC, Eckersley R, Katsarma E, Healy JC.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비침습적인 수술 중 시야의 장

Ultrasound-guided percutaneous release of the annular

해 등으로 인해 신경 및 혈관 구조물 등이 손상될 수 있으나

pulley in trigger digit. Eur Radiol. 2009;19:2232-7.

초음파를 이용 시 직접 해부학적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관찰

12. Rojo-Manaute JM, Rodriguez-Maruri G, Capa-Grasa A,

하면서 수술을 시행하여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을뿐

Chana-Rodriguez F, Soto Mdel V, Martin JV. Sonographi-

더러, 간단한 수술은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다.

cally guided intrasheath percutaneous release of the first

아직은 초음파의 기종에 따라 해상도의 차이가 심할 수 있
으며 시술자의 숙련도에 의존성이 많고 적절한 초음파용 수
술 기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초음파 기기의 발
전 및 시술자의 숙련도의 증가, 수술 기구의 개발에 따라 안
전하면서 정확하게 초음파 유도하 수술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annular pulley for trigger digits, part 1: clinical efficacy
and safety. J Ultrasound Med. 2012;31:417-24.
13. Lu SC, Kuo LC, Hsu HY, Jou IM, Sun YN, Su FC. Finger
movement function after ultrasound-guided percutaneous pulley release for trigger finger: effects of postoperative rehabilitation. Arch Phys Med Rehabil. 2015;96:91-7.
14. Scholten RJ, Gerritsen AA, Uitdehaag BM, van Geldere
D, de Vet HC, Bouter LM. Surgical treatment op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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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관절과 수부에서 초음파 유도하 수술적 치료
강홍제·김세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초음파는 저비용이며 방사선 노출이 없으면서 진단과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형외과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부는 표층에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한 접근이 쉽고 비교적 좋은 해
상도를 얻을 수 있어 주사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경과 혈관 등의 주요 구조물들을 실시간으
로 볼 수 있어 조직 손상을 방지하여 수술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여러 저자들에 의해 방아쇠 수지, 수근관
증후군 등에서 초음파 유도하 수술이 시도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수부와 완관절
주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하 수술의 종류와 각각의 적응증 및 술기, 주의 사항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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