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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문 상 호

서 론

요추의 질환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방

사선이란 조금은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한 요추부의 최소 침습적 시술

이나 수술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온화 방

사선의 피폭이 환자와 의사에게서 상당히 많은 양으

로 발생하고 있다.1,2) Klein 등3)은 방사선 투시 하

시술자에게 있어서 각종 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려

고 착용하는 납 가운 등의 방사선 보호 장비들이, 그

자체의 무게와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시술자의 척

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퇴행성 질환 등을 초

래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방사선의 위험으로부

터 해방되려면 방사선 외에 다른 상 장치를 이용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초음파이다. 그러나 초음

파는 다른 방사선학적 기기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

며 특히 비만 환자들에게서는 지방 조직에서 발생하

는 noise 때문에 요추 같은 심부 조직들의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4) 초음파는 이와 같이

피부에서 더 깊은 위치의 상을 얻을수록 파의 물

리학적 특성 상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지

에 비해 아직까지는 요추에서 선명한 상을 기 하

지 못하지만 방사선 투시기나 컴퓨터 단층촬 같은

장비들은 이와 같은 향을 전혀 받지 않고 선명한

상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선호

되는 상 장비이다. 그러나 방사선 투시기나 컴퓨

터 단층촬 유도하에 차단술용 바늘을 삽입하는 것

이 정확한 위치로의 삽입에 있어 더 유리함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장비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 공

간 이상의 장소가 필요하며 이미 언급하 듯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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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방사선을 의사 및 환자가 피폭해야 하는 한

계가 있다.5) 그리하여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지

만,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이 요추부에서 많이 시도

되며 또한 연구되고 있다.

초음파를 위한 요천추부 표면 해부학

요추부 및 골반의 표면 해부학을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표면 해부학을 바탕으로 요추

골 주요 부위와 천골, 미골, 장골의 위치와 형태를

략적으로 미리 그릴 수 있어야 요천추부의 초음파

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천추부

는 뼈의 부분이 피부로부터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촉지로써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촉지로써 알 수 있는 몇 군데 요

천추 뼈의 일부분을 먼저 표시하고나서 눈으로 가상

선을 그려가면서 다른 중요 구조물들의 위치를 예상

하여야 한다. 복와위에서 베개를 골반 앞에 받쳐 요

추 전만을 줄여 주는 것이 좋은데 이로써 극 돌기 간

격이 넓어짐으로 인해 촉지가 쉬워진다.

요천추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후상장골극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으로서 둔부

의 근위부 양측에서 단단하게 만져지는 뼈의 큰 돌기

이고 환자를 능동 고관절 신전을 시키면 둔근은 수

축하여 부풀지만 근육이 부착하지 않는 후상장골극

은 상 적으로 움푹 들어감으로써 비만한 환자에게

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양 후상장골극을 연결하는

가상선을 그리면 이 선은 제 2 천추체를 지나게 되면

서 이 선 상부에 제 1 후천골공(dorsal sacral

foramen)이, 하부에 제 2 후천골공이 위치하게 된

다. 천추부의 중앙을 따라 둔부로 촉지하여 내려가면

천골 열공(sacral hiatus)을 촉지할 수 있는데 이를

꼭지점으로 하고 양 후상장골극을 연결하는 가상선

을 밑변으로 하면 개 정삼각형 모양을 이루게 된

다. 이 삼각형의 양 변에서 약간 외측에 천골의 외측

경계가 만져지며 이때, 손끝을 외측에서 시작하여 내

측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촉지하면 잘 만질 수 있다.

이 경계를 따라 촉지하며 근위부로 올라가면 더 이상

막혀서 진행할 수 없는 부위가 나오는데 이 위치가

후하장골극(posterior inferior iliac spine, PIIS)이

된다. 개 후하장골극은 후상장골극에서 두 손가락

넓이(finger breath)만큼 하방에 위치한다(Fig.

1A). 후상장골극에서 외측 상방으로 촉지하면 장골

능선(iliac crest)을 따라 촉지할 수 있는데 양측 허

리의 외측에서 장골 능선의 가장 높은 지점을 촉지한

후 연결하는 가상선을 그리면 정중양선과 교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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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urface anatomy of sacral region. PS;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 PI; posterior inferior iliac
spine (PIIS), H; sacral hiatus, open arrow; lateral margin of sacrum, white arrowhead; sacral foramen, black
arrowheads; iliac crest. (B) Surface anatomy of lumbar region. L4; 4th lumbar spinous process, L5; 5th
spinous process, T5; 5th lumbar transverse process, F; facet joint between 4th and 5th lumbar vertebrae.
black arrowheads; vertical line from 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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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생기고 이 지점이 제 4, 5 요추간판이 위치하

는 곳이며 이곳의 상방에서 제 4 요추 극돌기가 만져

지고 하방에서 제 5 요추 극돌기가 만져진다. 정중앙

선을 따라 제 4 요추 극돌기보다 더 근위부로 이동하

면 제 3, 4 극돌기 사이의 간격이 움푹하게 만져지며

제 5 요추 극돌기보다 더 원위부로 이동하면 제 5 요

추 극돌기와 정중 천골 능선(median sacral crest)

사이의 간격이 움푹하게 만져진다. 제 4 요추 극돌기

의 원위부 경계에서 횡선을 그으면 개 제 5 요추체

의 상연과 일치하게 되는데 하부 요추에서는 극돌기

의 원위 경계가 그 다음 하부 요추체의 상연과 일치

하기 때문이다. 제 4, 5 극돌기 사이의 간격이 횡돌

기의 너비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외측 끝은 후상장골

극에서 상방으로, 즉 정중앙선과 평행하게 그린 가상

선에 닿게 된다. 후방 관절은 이 가상선과 중앙선 사

이의 중간 지점에 놓이게 되며 높이는 횡돌기 상연에

위치한다(Fig. 1B). 이러한 표면 해부학을 숙지하여

야 탐촉자를 어디에 놓이게 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정상 요천추부의 초음파 소견

요추부는 심부 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곡선

탐촉자(convex probe)를 이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우선 요추부에서 종축으로 정중앙선에 탐촉자를

어 극 돌기를 검사하는데 촉지 상 이미 확인한 제 4,

5 극돌기 사이 지점에 위치시키어 제 4, 5 요추 극돌

기들을 각각 관찰한다. 이 위치가 제 4, 5 극돌기 사

이로서 맞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제 1 천추의

극 돌기가 다른 요추부 극 돌기보다 길고 완만한 경

사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원위부에서 먼저 찾은

후 이 부위를 기준으로 근위부로 이행하면서 다른

극 돌기들의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재확인할 수 있다

(Fig. 2). 이 위치에서 종축을 유지하면서 탐촉자를

외측으로 서서히 이동하면 후방 관절의 상을 얻을

수 있는데 제 1 천추 극 돌기와 제 5 요추 극 돌기의

사이 위치에서 보이는 것이 제 5 요추-제 1 천추간

후방 관절이 된다. 또한 이 지점을 기준으로해서 근

위부로 다른 후방 관절의 위치를 계산한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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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Ultrasonography on longitudinal
scan at midline of lumbar area shows
cephalad part of spinous process in
sacrum as landmark from which other
lumbar spinous processes can be
counted upwards. S1; spinous process
(median sacral crest) of sacrum, L5;
spinous process of 5th lumbar verte-
bra, L4; spinous process of 4th lum-
bar vertebra. (B) Matched image of
computerized tomography (CT) scan.
(C) Imaginary location of probe at
artificial sp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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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arget facet segment can be
counted by longitudinal paravertebral
sonogram corresponding with previ-
ously checked spinous process.
L5S1; facet joint between sacrum and
5th lumbar vertebrae, L45; facet joint
between 4th and 5th lumbar verte-
brae, L34; facet joint between 3rd and
4th lumbar vertebrae. (B) Matched
image of CT scan. (C) Imaginary loca-
tion of probe at artificial sp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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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 (A) Transverse scan shows spinous process
(S), facet (F) and transverse process (T). (B)
Matched image of CT scan. (C) Imaginary
location of probe at artificial sp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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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의 목표로 하는 후방 관절의 위치를 종축 상

면에서 가운데로 놓고 그 중심을 고정하면서 탐촉자

를 90도 회전하여 횡축의 상을 얻은 후 미세하게

상하로 탐촉자의 위치를 조절하여 극 돌기와 후방

관절, 횡 돌기가 한 평면에 보이는 상을 얻어 각

구조물들을 확인한다(Fig. 4). 이 위치에서 약간 외

측으로 탐촉자를 이동하여 횡 돌기와 상 관절 돌기

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을 얻을 수

있는데(Fig. 5) 이 상이 후방 관절이나 내측 분지

에 중재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6)

천장 관절은 후하장골극의 내측 경계를 중심으로

탐촉자를 횡축으로 면 외측에 후방 음향 조 이

발생하는 후하장골극이 큰 봉우리처럼 보이고 내측

에는 상 적으로 깊은 위치에 편평한 천골의 후방

피질면이 보이게 된다(Fig. 6). 후하장골극에 의해

생기는 후방 음향 조 내에 천장 관절이 위치하지만

골에 의해 생기는 후방 음향 조 때문에 관절이 직

접 보이지는 않는다.

천골 열공은 먼저 촉지로 확인한 위치에 횡축으로

탐촉자를 면 두 개의 기둥처럼 천골각(sacral

cornu)을 관찰할 수 있다(Fig. 7). 이 위치에서 중

심은 유지하면서 탐촉자를 90도 회전하여 종축

상을 얻으면 천골 관의 입구가 분명히 보이는데, 관

의 기저부를 형성하는 천골 피질부 후면과 지붕을

형성하는 천미 인 (sacrococcygeal ligament) 사

이로 천골관이 시작한다, 그리고 천미 인 의 근위

부로 후방 음향 조 이 동반되는, 천골 관의 후면을

형성하는 천골의 피질골이 보이게 되는데 골에 의한

문상호: 요추부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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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ve ultrasound probe laterally until transverse
process and superior articular process can be
located at center of image. T; transverse
process, F; facet, S; spinous process.

Fig. 6. (A) Ultrasonography on transverse scan at
PIIS(posterior inferior iliac spine) shows
deep flat sacral cortex (S) in left aspect and
PIIS (P) like a high mountain with posterior
acoustic shadow in right. (B) Matched image
(within box) of CT scan. (C) Imaginary location
of probe at artificial sp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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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Transverse scan shows two pil-
lars of sacral cornu at sacral hiatus
level. (B) Matched image of CT
scan. (C) Imaginary location of probe
at artificial sp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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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Sacral canal can be
seen between sacrococ-
cygeal l igament (open
arrow) and sacral deep
posterior cortex (arrow) in
longitudinal scan. (B)
Matched image (within box)
of CT scan. (C) Imaginary
location of probe at artifi-
cial sp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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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조 음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관이 보이지

않게 된다(Fig. 8).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

저자가 중재술 시 환자에게 취하게 하는 자세는 복

와위로서, 골반 전면에 베개를 받혀서 요추부 전만을

감소시킨다. 그 후 시술 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저자는 마스크와 소독 장갑을 착용 후 시술 부위

에 베타딘을 이용한 피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탐

촉자에 겔을 묻힌 후 소독된 비닐을 덮어서 봉하고

탐촉자 표면을 덮고 있는 비닐 표면에 다시 베타딘으

로 소독을 한 후 시술에 임하 다(Fig. 9). 요추부 초

음파 유도하 중재술로서 문헌 상 처음 시도된 것은

1971년 Bogin 등7)이 요추 천자를 초음파 유도하로

시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초음파 기기의 해상도는

매 우 낮 아 서 일 반 화 되 기 는 어 려 웠 다 . 그 후

Kirchmair 등8)이 요추부를 시술하는데 있어, 초음파

라는 상 장비를 통하여 후방 요추부의 상당히 믿을

만하고 객관적인 상들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한

후 2004년 Greher 등9)이 요추부의 후방 관절 신경,

즉 내측 분지에 한 초음파 유도하 차단술을 보고함

으로써 본격적으로 현재의 요추부 초음파 유도하 중

재술들이 소개되기 시작하 다. 이렇듯 초음파가 본

격적으로 요추부 중재술에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

으로서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현재 표

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경막외 차단술(Epidural block)

초음파 유도하에 In-plane 술기로써 후궁과 후궁

사이로 경막외 주사할 수 있으나 기존의 저항의 소

실을 느끼며 촉진으로 하는 방법도 쉽고 성공률이

높은데 반해 초음파는 후궁이 발생시키는 후방 음향

조 으로 인해 그 내측 구조물이 보이지 않게 되어

혈관 내 주입을 확인할 수 없고 약물의 확산 경로를

볼 수 없다는 한계들로 인해 현재로서는 추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10,11) 그러나 앞서 기술한 로 시

술 전 정확한 위치를 초음파로 확인하여 미리 표시

해 두는 방법으로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요추부의

주요 해부학 구조물들의 위치를 환자의 피부에 시술

전 표시한 후, 초음파 유도하가 아닌 기존의 방법

로 시술하여 그 정확도를 높이는 용도로는 많이 사

용되고 있다.12-16)

2. 내측 분지 차단술(Medial branch block)

후방 관절은 척추 신경의 후방 분지에서 갈라져 나

오는 내측 분지의 신경 지배를 받는 활막 관절로서

이 분지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치료가 내측 분지 차

단술이다. Fujiwara 등17)은 자기공명 상을 이용한

분석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없는 환자군에서

는 후방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하여 퇴행성 추간판 질환(Degenerative Disc

Disease, DDD)이 있는 군에서는 후방 관절의 퇴행

성 관절염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았다고 보고하는

등, 부분의 후방 관절 통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

화가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18-20) 즉

추간판의 내부 구조의 변화로 퇴행성 추간판이 되면

체중의 하중을 추간판이 덜 감당하게 되어 정상적으

로는 체중의 하중을 적게 받아야 할 후방 관절에 훨

씬 더 많은 체중이 부하되므로 이차적인 퇴행성 변

화가 후방 관절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추간판

과 후방 관절은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 아닌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인 것이다. Cohen 등21)

에 의하면 하요추부 후방 관절 증후군에서 허벅지의

외측과 후면 그리고 하퇴부의 외측까지 통증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보고하 는데 이러한 양상의 통증은

추간판에 의한 방사통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러한 증

상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이 추간판 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잘못 진단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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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octor should take mask and sterile gloves,
and then sterilize lumbosacral area by betha-
dine solution. Probe is enveloped by sterile
vinyl after coverage with gel. In this figure, after
bone contact can be made, 0.25% bupivacaine
1.5 cc is injected under ultrasound imaging
during medial branch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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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임상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6) 이러한 환자들

에게 이 시술은 아주 유용한 치료가 될 것이다.

내측 분지 차단술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도인 후

방 관절 증후군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사용되

는데 Manchikanti 등22)은 120명을 상으로 한 2년

추시의 무작위 이중눈가림 연구에서 국소적 마취제

만 이용한 군에서 85%,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사

용한 군에서 90%의 통증 및 Oswestry Disability

Index 기능 평가에서 의미 있는 호전을 보 다고

보고하는 등 기전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후

방 관절 증후군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

다. 후방 관절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후방 관절내

혹은 주위 관절낭에 직접 약제를 주사하는 것도 치

료 방법이지만 Alhelail 등23)은 신경 차단술이 직접

적인 병변 주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는데,

직접 주사 방법은 더 많은 양의 약제를 투여해야 함

으로써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넓은 부위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정상 조직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선택적이고 덜 파괴적인 신경 차단술이 우

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 다. 또한 후방 관절에

한 직접적인 주입은 주사 바늘에 의한 관절 연골의

손상 및 주위 관절낭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Birkenmaier 등24)도 후방 관절낭 주위 차단술보다

내측 분지 차단술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함으로써 이

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최근판에도 그 술기가 자

세히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치료로 인정받

고 있다.25) 그러므로 보다 더 선택적이고 비침습적

인 내측 분지 차단술이 권장된다.

초음파 유도의 정확성에 한 보고들을 보면,

Greher 등26)은 28례의 초음파 유도하 내측 분지 차

단술 중 25례에서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하 다고

보고하 고 Shim 등27)은 초음파 시술 후 방사선 투

시기로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95%의 성공률을

보고하 으며 Galiano 등28)은 컴퓨터 단층촬 으로

위치를 확인하여 94%의 정확도를 보고하는 등 초음

파 유도만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내측 분지 차단

술을 시행하 다고 문헌 상 알려져 있다. 시술 방법

은 Fig. 5와 같이 횡 돌기와 상 관절 돌기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위치에 탐촉자를 고정하고 탐

촉자의 외측 그리고 환자의 종축 중앙선에서 약 6

cm되는 위치에서 길이 10 cm, 굵기 23 G 주사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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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23 G, 10cm needle(arrowheads) is introduced
by use of real-time in-plane ultrasound guid-
ance to target point, which is groove at root of
transverse process and base of superior artic-
ular process.
T: transverse process, F: facet.

Fig. 10. In-plane technique can trace whole length of
needle in a image. Direction of probe should
be parallel that of needle.



을 이용하여 사면으로 삽입하는데, 한 평면에 바늘

전장이 보이게 하는 In-plane 술기(Fig. 10)를 사

용하면서 상 관절 돌기와 횡 돌기의 교차점에 바늘이

놓이도록 한다(Fig. 11). 해부학적 모식도를 보면 이

위치가 내측 분지가 지나가는 부위이므로(Fig.

12A) 그 위치에서 뼈에 바늘이 닿는 느낌을 확인한

후 저자는 차단제로서 0.25% bupivacaine을 1.5 cc

주입하 다(Fig. 9). 해당 관절을 기준으로 하나 더

근위부의 후방 관절을 찾아 같은 술식으로 차단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부학적으로 하나의 후방

관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척추 신경의 후방 분지에

서 유래된 내측 분지에 의해 이중 지배를 받기 때문

이다(Fig. 12B). 예를 들어 제 3, 4 후방관절은 제 2

척추 신경에서 유래된 내측 분지가 제 2, 3 후방 관

절의 외측 연을 따라 내려와 지배를 하는 동시에 제

3 척추 신경에서 유래된 내측 분지가 제 3, 4 후방

관절의 외측 연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 지배

를 하게 된다. 즉 제 3, 4 후방 관절을 차단하려면 제

2, 3 후방 관절의 상 관절 돌기와 제 3 횡 돌기가 교

차하는 지점과 제 3, 4 후방 관절의 상 관절 돌기와

제 4 횡 돌기가 교차하는 지점의 두 군데를 시술하여

야만 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부위는 제 5 요추 내

측 분지로서 바늘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경사지게 삽

입하는 경로의 각도를 너무 적게 주게 되면 장골의

후상장골극에 걸려서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

게 된다. 그러므로 이 부위의 삽입은 탐촉자에 바짝

붙이고 각도를 수직에 가깝게 해야만 도달이 되는데

이 때 바늘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초음파의

주행 방향에 비해 평행에 가까워지므로 바늘이 잘 안

보이게 된다. 이럴 때 저자의 바늘 위치 확인 방법은

바늘이 들어가면서 주변 연부 조직들이 움찔하며 수

축하는 양상이 바늘 주위로 보이므로 이를 통해 경로

를 확인하면서 삽입 후, 뼈에 닿는 느낌이 들면 약제

를 아주 소량 주입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관

절과 천추 외측부 피질이 교차하는 부위로부터 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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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Schema of injection point (arrow) for medial branch block. (B) Schema of medial branches of lumbar
dorsal ramus. Facet joint between 3rd and 4th lumbar vertebrae is innervated dually by descending
branch of L2 root (black arrow) and ascending branch of L3 root (open arrow).

A B

Fig. 13. Arrow indicates slit between superior and infe-
rior articular process. This slit is entrance of
facet joint.
T: transverse process, S: spinou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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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부 피질을 따라 외측 방향으로 약제가 퍼지는 것

을 우선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면 정확한

위치로 판단하고 약제를 주사한다.

3. 후방 관절내 혹은 후방 관절낭 주위 차단술

(Intra-articular or Pericapsular block)

후방 관절내 혹은 후방 관절낭 주위 차단술을 하

는 경우에도 상기한 내측 분지 차단술과 초음파

상은 동일하다. 다만 바늘의 위치가 다른데, 관절내

주사인 경우는 후방 관절의 입구가 상 관절 돌기와

하 관절 돌기 사이에 갈라진 틈처럼 보이면(Fig.

13) 이 경로로 삽입하여 주사하면 되지만, 많은 경

우에 있어서 관절의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 여러 번

찌르면서 그 입구를 찾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다. 관절낭 주위 차단술은 같은 상에서 다발성으

로 관절 주위에 주사하면 된다.

4. 천장 관절 차단술(Sacroiliac joint block)

만성 요통에 있어서 천장 관절이 원인인 경우는

13~30% 정도라고 한다.29) Rosenberg 등30)이

상 장치없이 주사하는 경우 성공률은 단지 22%만

을 보고할 정도로 상 장치가 필요한 술기인데 주

로 방 사 선 투 시 기 가 많 이 사 용 되 고 있 다 .

Pekkafahli 등31)은 흥미로운 보고를 하 는데 초음

파 유도하 천장 관절 차단술의 전체적인 성공률은

76.7% 으나 이중 초기에 시술한 30명은 60%, 나

중에 저자들이 술기에 익숙해지면서 시술한 30명에

선 93.5%의 성공률을 보 다는 것이다. 즉 초음파

유도하 시술에 있어서 얼마나 시술자의 숙련도가 성

공률에 중요한 요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초음파

유도하 술기는 Fig. 6의 상에서, 후하장골극의 외

측에서 약 45도 방향으로 깊게 주사 바늘을 In-

plane 술기로 삽입하여 내측으로 향하게 한 후 뼈에

닿는 느낌이 들면 삽입 각도를 약간씩 달리 하면서

그 주위로 몇 번을 천천히 뺐다가 찌르는 과정을 반

복한다(Fig. 14). 그렇게 찌르는 것을 신중히 반복

하면, 어느 순간 관절내로‘퍽’하는 느낌과 더불어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위치에서 주사하여 차단술

을 시행하면 된다. 관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후

하장골극에 의해 생기는 후방 음향 조 내에 위치하

므로 초음파로는 직접 보이질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5. 미추 차단술(Caudal block)

Abdi 등32)은 만성 요통의 치료에 있어서 미추 차

단술이 다른 차단술에 비하여 안전하고 쉬우며 효과

적인 시술이라고 하 다. 즉 기존의 경막외 차단술

은 약제가 추간판 병변이 있는 경막의 전면이 아니

라 주로 경막의 후면으로 퍼지는데 비하여 미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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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Needle (arrowheads) is inserted into sacroiliac
(SI) joint behind posterior acoustic shadow of
PIIS for SI joint injection.

Fig. 15. Needle (arrowheads) is inserted between sacro-
coccygeal ligament and sacral deep posterior
cortex in longitudinal scan for caudal block.



단술은 약제가 경막의 원위부에서 주사되므로 경막

의 전면과 후면에 모두 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차단술의 문제는 제 로 천추관내에 바늘

을 삽입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는데, 저자도 신경성형

술을 위해 천골 열공으로 바늘을 삽입할 때 제 위치

에 바늘을 삽입하 다고 감각으로 느끼고 방사선 투

시기로 확인하면 열공의 표층으로 잘못 삽입되어 있

는 것을 드물지 않게 경험하게 된다. 즉 열공의 표층

피질골을 바늘이 지나가는 느낌이나 열공의 심부 피

질골을 지나가는 느낌이 매우 유사하다. Tsui 등33)

도 상 장치없이 촉진으로 삽입하 을 때 25%의

실패율을 보고할 정도로 정확한 삽입이 어려운 술기

이다. 그러나 초음파 유도하로 시술하면 성공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Chen 등34)은 100%의 성공률을

보고하 다. 초음파 유도하 술기는 Fig. 8의 상에

서 천골 관의 입구, 즉 기저부의 천골 피질부 후면과

지붕을 형성하는 천미 인 사이로 바늘을 In-

plane 술기로 삽입한 후, 더 전진하여 바늘이 천골

관의 후면을 형성하는 천골 지붕의 후방 음향 조

내로 들어가도록 한 후 주사하면 된다(Fig. 15).

결 론

요추부에서 초음파 유도하 시술은 방사선 피폭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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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종설에서는 요추부 중재술에 있어서 초음파라는 장비가 상 장치로서 얼마나 유용한가에 해 기술하 다. 우선 요

천추부의 표면 해부학과 초음파 해부학에 하여 기술하 는데, 이는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에서 상의 판독과 술기의

수행에 있어 해부학의 자세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투시하에 척추 중재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방사선을 피폭해야 하는 문제가 늘 존재한다.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고 간편하며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 상을 제

공하는 장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임상 환경적 조건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초음파 유도하 요추부 중재술은 방사선 투시기

나 컴퓨터 단층촬 유도로 시행하 던 기존의 방식을 신할 수 있으며 방사선 피폭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

법이다.

색인단어: 요추, 초음파, 중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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