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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euromuscular ultrasound has emerged over the last decade as a useful tool for diagnosing peripheral 

neuropathy. Because nerve enlargement is the most important diagnostic marker of an abnormal nerve, quantification of 

nerve size is essential. 

Methods: We included 80 healthy volunteers aged 21–60 years. The nerve cross-sectional area (CSA) was measured in all 

participants at the following common compressive sites: bilateral median nerve at the carpal tunnel and forearm, ulnar 

nerve at the wrist and medial epicondyle, radial nerve at the spiral groove, peroneal nerve at the fibular head and 

popliteal fossa, and tibial nerve at the popliteal fossa. Anatomical variants were also evaluated, including a bifid median 

nerve and persistent median artery.

Results: The CSAs were 9.58±1.55, 6.87±1.61, 4.72±0.91, 6.64±1.33, 6.48±1.68, 12.35±3.55, and 26.98±6.92 mm
2
 (mean±SD) 

for the median nerve at the carpal tunnel and forearm, ulnar nerve at the wrist and medial epicondyle, radial nerve at the 

spiral groove, peroneal nerve at the fibular head, and tibial nerve at the popliteal fossa, respectively. The nerve CSA was 

significantly larger in men than in women and was correlated with body mass index, weight, and height. A bifid median 

nerve and persistent median artery were seen in 12 (7.5%) and 4 (2.5%) of 160 hands,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information produced in this study can serve as reference data when evaluating these nerve sites using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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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초음파기계의 기술발전과 말초신경초음파에 대한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다양한 말초신경질환의 검사에 초음파를 이용

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말초신경질환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보고

가 발표되고 있지만, 특히 포착신경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

고 진단유용성이 입증되었다.1,2 포착신경병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대부분 초음파로 말초신경을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이고, 이환된 말초신경의 단면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소

견을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다.3 하지만 병적상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경단면적에 대한 정상범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저자들은 정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포착신경병이 흔히 발생하

는 위치에서 말초신경단면적의 정상수치를 조사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연구는 본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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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ross-sectional view of median and peroneal nerve. Tracing method, tracing just inside the hyperechoic rim, used to measure nerve area. 
(A) Median nerve at the carpal tunnel inlet. (B) Peroneal nerve at the fibular head. FCR; flexor carpi radialis, S; scaphoid bone, UA; ulnar artery, 
P; pisiform bone, FH; fibular head.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정상인

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세대별로 남녀 각각 10명

씩 총 80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음 4가지 경우에

는 말초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1) 임상

적으로 말초신경질환이 있는 환자, 2) 말초신경질환이 흔히 동반

되는 당뇨병, 신부전증, 내분비장애, 전신홍반루푸스 등의 내과

질환이 있는 환자, 3) 만성음주자, 말초신경을 흔히 손상시키는 

항결핵제나 항암제를 투여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 4) 외상이나 

신경뿌리병(radiculopathy) 등이 있는 환자. 말초신경질환의 유

무는 개별면담을 통해 손발저림과 근력저하 등 임상증상으로 

판단하였고, 신경전도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2. 방법

Philips iU22 고해상도 초음파기계(Philips Medical System, 

Bothell, WA, USA)의 12-MHz 선형 탐색자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모든 검사는 말초신경초음파를 전문으로 하는 한 

명의 신경과 의사가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말초신경의 단면적(cross-sectional area, CSA)을 측

정하였고, 검사한 신경과 부위는 다음과 같다. 정중신경은 손목

굴입구(carpal tunnel inlet)와 아래팔(원위부 1/3지점과 1/2사이)

에서, 척골신경은 원위부손목주름(distal wrist crease)과 내측위

관절융기(medial epicondyle)에서, 요골신경은 나선고랑(spinal 

groove)에서, 비골신경은 종아리머리(fibular head)와 다리오금

주름(popliteal crease)에서, 경골신경(tibial nerve)은 다리오금주

름에서 측정하였다(Fig.). 정중신경은 양측에서 모두 검사하였

고, 나머지 신경은 우측에서 검사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탐색자는 검사하는 신경에 대해 수직으로 유지하였고 최소한의 

압력을 가하였다.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

해 각각 2번 검사 후 평균을 구하였다. 상지의 신경은 모두 앉

은 자세에서 팔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검사하였고, 척골신경의 

경우 90도 이상으로 팔꿈치를 굽히는 경우 단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90도보다 약간 신전된 상태에서 검사하였다.4  하

지의 신경은 검사하는 쪽의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옆으

로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신전한 자세로 검사하였다. 단면적

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에코발생테(echogenic rim)의 안쪽을 

따라서 측정하였다.4,5 정중신경은 양쪽을 모두 검사하여 손목굴

에서 갈린정중신경(bifid median nerve, BMN)과 잔류정중동맥

(persistent median artery, PMA)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3. 통계분석

Shapiro-Wilk검사로 정규분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좌우 수치의 비교는 정규분포 유무에 따라 paired t-test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나이대별 비교는 one-way ANOVA

와 Kruskal-Wallis test를, 성별에 따른 비교는 two sample t-test

와 Mann-Whitney U test를, 나머지 연속형변수에 대한 비교는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고 SPSS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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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rmal reference values for cross-sectional area 

nerve Site Mean SD
Percentiles 

Reference range2.5th, 97.5th

Median, Rt Carpal tunnel 9.58 1.55 7.02, 12.58  6.48-12.68
Median, Lt Carpal tunnel 9.19 1.54 6.44, 11.88  6.11-12.27
Median, Rt Foream 6.87 1.61 4.91, 10.19  4.91-10.19
Median, Lt Forearm 6.75 1.28 4.72, 9.19 4.19-9.31
Ulnar, Rt Wrist 4.72 0.91 3.21, 6.10 2.90-6.54
Ulnar, Rt Medial epicondyle 6.64 1.33 4.81, 8.89 4.81-8.89
Radial, Rt Spiral groove 6.48 1.68 4.22, 9.97 4.22-9.97
Peroneal, Rt Popliteal fossa 9.30 2.16 6.51, 12.80  6.51-12.80
Peroneal, Rt Fibular head 12.35 3.55 7.02, 19.19  7.02-19.19
Tibial, RT Popliteal fossa 26.98 6.92 17.61, 42.10 17.61-42.10

The reference range is determined as the mean+2SD for normally distributed data and from 97.5th percentile for non-normally distributed data. 
Cross-sectional area is distributed normally for both median nerves at the wrist, left median at the forearm, and right ulnar at the wrist. All values are 
in mm2. Rt; right, Lt; left,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Nerve cross-sectional area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age and sex)

Nerve Site
Age, mean(SD)

p-value
Sex, mean(SD)

p-value
21-30 31-40 41-50 51-60 Female Male

Median, Rt Carpal tunnel  9.10 (1.64)  9.45 (1.58) 10.32 (1.47) 9.45 (1.33) 0.075  9.24 (1.55)  9.92 (1.49) 0.050
Median, Lt Carpal tunnel  8.61 (1.65)  9.42 (1.88)  9.46 (1.41) 9.26 (1.06) 0.277  8.69 (1.44)  9.68 (1.49) 0.003
Median, Rt Foream  6.63 (1.52)  6.91 (1.79)  7.31 (1.89) 6.63 (1.16) 0.668  6.11 (1.22)  7.63 (1.61) <0.001
Median, Lt Forearm  6.59 (1.20)  6.61 (1.37)  7.07 (1.62) 6.73 (0.84) 0.625  6.33 (1.01)  7.17 (1.39) 0.003
Ulnar, Rt Wrist  4.40 (0.84)  4.52 (0.84)  5.03 (0.70) 4.93 (1.12) 0.069  4.45 (0.91)  4.99 (0.83) 0.007
Ulnar, Rt Medial epicondyle  6.89 (1.10)  6.28 (1.04)  6.97 (1.61) 6.42 (1.44) 0.249  6.37 (1.19)  6.90 (1.41) 0.075 
Radial, Rt Spiral groove  6.83 (1.42)  6.42 (1.94)  6.64 (1.96) 6.03 (1.29) 0.386  5.91 (1.42)  7.05 (1.73) 0.002
Peroneal, Rt Popliteal fossa  8.92 (1.76)  9.49 (2.38)  9.73 (1.68) 9.07 (2.73) 0.244  9.11 (2.33)  9.50 (1.99) 0.423 
Peroneal, Rt Fibular head 11.19 (2.94) 11.24 (2.92) 13.29 (3.81) 13.68 (3.89) 0.027 10.99 (2.88) 13.71 (3.65) <0.001
Tibial, RT Popliteal fossa 26.05 (7.27) 25.32 (5.51) 28.77 (7.48) 27.77 (7.24) 0.553 24.39 (6.30) 29.57 (6.61) 0.001

All values are in mm2. Significant values are highlighted in bold (p<0.05).
Rt; right, Lt; left, SD; standard deviation.

결 과

총 80명(남녀 각각 40명)의 정상 한국인이 연구에 참여하였

고, 평균 연령은 39.5±11.0(21-60)세였다. 평균 신장은 167.1±8.2 

cm, 평균 체중은 63.2±10.0 kg, 평균 신체비만지수(BMI)는 

22.5±2.3이었다. 양측 손목굴에서 검사한 정중신경과 좌측 아래

팔에서 측정한 정중신경, 손목에서 측정한 척골신경의 단면적

은 정규분포를 보였지만, 나머지는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았다.

각 말초신경의 단면적과 측정한 수치를 토대로 구한 정상범

위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단면적은, 손목굴입구에서 우측 정

중신경은 9.58±1.55 mm2, 좌측 정중신경은 9.19±1.54, 아래팔에

서 우측 정중신경은 6.87±1.61, 좌측 정중신경은 6.75±1.28, 원

위부손목주름에서 척골신경은 4.72±0.91, 내측위관절융기에서 

척골신경은 6.64±1.33, 나선고랑에서 요골신경은 6.48±1.68, 종

아리머리에서 비골신경은 12.35±3.55, 다리오금주름에서 비골

신경은 9.30±3.55, 다리오금주름에서 경골신경은 26.9±6.92였

다. 정규분포인 경우는 정상범위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

해서 mean±2SD으로,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는 2.5th 에서 97.5th 

검사값으로 하였다. 정중신경에서 손목과 아래팔의 단면적 비

(swelling ratio)는 우측이 1.44±0.27, 좌측이 1.39±0.27이었다.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누어 단면적을 비교했을 때 나이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 2). 단, 종아리머리에서 검사한 비

골신경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단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소견

을 보였다(p<0.05). 남녀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두 부위를 제

외하고 모든 측정부위에서 남자에서 유의하게 단면적이 큰 결

과를 보였다(Table 2). 내측위관절융기에서 측정한 척골신경과 

다리오금주름에서 측정한 비골신경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값은 남자에서 컸다. 체중과 신장도 대부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비만지수의 경우에는 모든 측

정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체비만

지수가 클수록 단면적도 증가하였다(Table 3). 정중신경만 좌우

를 모두 측정하여서 정중신경의 단면적이 좌우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아래팔에서는 좌우의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손목굴에서 검사한 단면적은 우측이 좌측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결과를 보였다(p=0.001).

손목굴에서 BMN은 총 160손 중에서 12손(7.5%)에서,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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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nerve cross-sectional area and demographic factors (height, weight, and BMI)

Nerve Site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Weight Height BMI
Median, Rt Carpal tunnel 0.192 (0.088) 0.354 (0.001) 0.362 (0.001)
Median, Lt Carpal tunnel 0.238 (0.034) 0.385 (<0.001) 0.362 (0.001)
Median, Rt Foream   0.454 (<0.001) 0.563 (<0.001) 0.433 (<0.001)
Median, Lt Forearm 0.339 (0.002) 0.418 (<0.001) 0.323 (0.003)
Ulnar, Rt Wrist 0.239 (0.033) 0.354 (0.001) 0.336 (0.002)
Ulnar, Rt Medial epicondyle 0.255 (0.022) 0.306 (0.006) 0.229 (0.041)
Radial, Rt Spiral groove   0.412 (<0.001) 0.500 (<0.001) 0.377 (0.001)
Peroneal, Rt Popliteal fossa 0.119 (0.292) 0.215 (0.056) 0.227 (0.043)
Peroneal, Rt Fibular head 0.338 (0.002) 0.527 (<0.001) 0.495 (<0.001)
Tibial, RT Popliteal fossa 0.294 (0.008) 0.493 (<0.001) 0.491 (<0.001)

Significant values are highlighted in bold (p<0.05).
Rt; right, Lt; left, BMI; body mass index.

는 4손(2.5%)에서 관찰되었다.

고 찰

포착신경병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임상소견으로 의심한 뒤 전

기생리학검사로 확진을 한다. 전기생리학적검사는 포착신경병

을 진단하는데 있어 민감하고 특이도가 높지만 대표적인 두 가

지 단점이 있다. 우선 검사 자체가 통증이 있어서 환자가 불편

함을 많이 느끼고, 두 번째는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환된 신경과 주변조직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초음파검사는 가장 안전하고 통증이 없는 검사이고, 

해부학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경의 단면적 증가는 

초음파를 통한 포착신경병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소견이며, 특

히 CSA값을 통한 평가가 가장 신뢰성이 높고 흔히 이용된다.5

포착신경병이 생기는 위치는 대부분 표면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정상인에서 단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외국의 보고와 

비교했을 때 CSA값은 전반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인종과 신체

비만지수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2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보고와 비교했을 때 CSA값은 대부분의 신

경에서 약간 큰 편이었고, 내측위관절융기에서 측정한 척골신

경과  다리오금주름에서의 비골신경은 약간 작은 값을 보였다.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초음파기계의 기종에서 차이가 있었고, 

검사대상자의 자세와 검사위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6,7 신

체비만지수가 비슷하고 같은 인종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검사실마다 정상범위에 대한 자료를 

구할 필요가 있다.  

포착신경병의 주요한 초음파 소견은 단면적의 증가이므로 측

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각 신경단면적의 상한값(upper normal 

limit)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손목굴에서 우측 정중신경은 

12.68 mm2, 좌측 정중신경은 12.27, 손목에서 척골신경은 6.54, 

내측위관절융기에서 척골신경은 8.89, 나선고랑에서 요골신경

은 9.97, 종아리머리에서 비골신경은 19.19, 다리오금주름에서 

경골신경은 42.10이다. 정중신경에서 손목과 아래팔의 단면적

의 비율은 우측이 1.44±0.27, 좌측이 1.39±0.27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기존의 국내연구(swelling ratio, 1.30±0.25)와 비교했을 

때 아래팔에 비해 손목의 단면적이 다소 커 보이지만,6 단면적

의 비를 구해서 정상인과 환자군에서 비교한 다른 국내연구

(swelling ratio, 1.34±0.14)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8 국외

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정상 단면적 비가 1.53±0.30이었고, 

검사를 시행하는 아래팔의 위치가 단면적 비율에 영향을 준다

고 설명하고 있다.9

이전 연구에서 좌우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어

서,10,11 정중신경을 제외하고는 우측에서만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목굴에서 우측이 좌측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결과

를 보였다. 정중신경의 단면적은 손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관련

이 있으므로 우측 손이 대부분 우세손인 우리나라 인구의 특성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신장이 클수록 대부분의 신경에서 단면

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신체비만지수와의 비교에서는 모든 

측정 부위에서 신체비만지수가 클수록 단면적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이전의 다른 보고에서도 유사하였다.6,10 성별의 비교에

서는 남자에서 유의하게 큰 단면적을 보였고, 이는 이전의 보고

와 유사하다.6,10 연령별 비교에서는 20대에서 40대까지는 단면

적이 커지다가 50대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나이와 단면적의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연구 내에서도 검사한 신경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유의하

게 단면적이 증가하는 신경도 있고 감소하는 신경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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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N와 PMA의 유무에 관한 정보는 손목굴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BMN는 손목굴증후군의 위험인자

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손목굴증후군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

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가 있어 아직은 결론을 내리

기 어렵다.13,14 PMA는 혈전증이나 혈관확장에 의해 손목굴증후

군을 유발할 수 있고,15,16 수술 전에 이 혈관의 존재를 알면 혈

관손상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빈도는 보고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며,17 검사시의 나이와 검사기계 등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단면적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20세에

서 60세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한 수치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중신경을 제외하고는 우측만 검사

에 포함시켰다. 최근에 좌우 차이값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하면 

다른 인구학적 특징(성별이나 신체비만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

아 장점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12

초음파검사가 특히 진단에 도움이 되는 포착신경병이 주로 

발생하는 말초신경의 정상범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정상범위를 구하였다. 단면적을 이용해서 이상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신체비만지수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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