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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use of abdominal ultrasonography (US)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medical practice.
Abdominal US has major advantages over other diagnostic modalities such as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US does not require ionizing radiation and we can obtain real-time imaging of abdominal
organs by US. Furthermore, US allows correlation of the clinical impression with US findings. Thus, the demand for
abdominal US has been growing rapidly. With increasing use of US in medical settings, the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US is a highly subjective modality compared with other examinations. Consequently,
fears of ‘malpractice’ due to insu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commonly arise. Thus, considerable training and
experience is required for optimal performance of abdominal US. In the current review article, we will attempt to explain
for primary care physicians the methods for performing abdominal US. The authors believe that this article may be helpful
to primary care physicians who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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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많이 시행되고 있다. 초음파검사의 장점으로는 다른 영상학
적 검사에 비해 검사를 위한 전처치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

복부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기기의 발달과 보편화로 인하

며, 검사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나 낮으며, 비침습

여 복부질환의 감별진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검사로 여겨지고

적이라 검사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일차적인 검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차의료인에 의해서도 검사가

사로서 질병의 발견을 위한 예민도가 뛰어나고, 병변의 발견
시 감별진단을 위해 다음 단계의 검사방향을 결정하는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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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복부초음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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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E-mail: drhwa@ajou.ac.kr

하다. 하지만 초음파검사의 정확도가 검사자의 기술 및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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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복부초음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Copyright © 2014 by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8 |

Vol. 4, No. 1 Mar 2014

파검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차의료인 및 현재 수련 중인 전
공의와 전임의를 위해 복부초음파의 기본 검사법, 진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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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 위주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역시 후복막강 장기(retroperitoneal organ)이기 때문에 역시 늑
골이나 척추근육 등에 가려져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복부초음파검사의 한계점
복부초음파검사가 방사선노출의 위험이 없고, 검사 중 발

있다.

복부초음파검사의 기본자세

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발생이 가능성이 낮으면서, 장기들에 대
한 실시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검사임은 명

1. 피검자

확한 사실이나 완전무결한 완벽한 검사법은 아니다. 따라서

피검자(examinee)는 수검자라고도 표현하며 검사를 받는

초심자들은 오히려 복부초음파검사가 가지는 한계점을 잘 알

사람을 지칭한다. 복부초음파검사에서 피검자의 기본자세는

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초음파검사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앙와위로 검사 시에 양팔이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력의 과정에서 더욱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머리 뒤에서 깍지를 낀 자세를 취하도록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겠다. 복부초음파검사의 정확

하는 것이 좋다. 또 검사과정에서 가장 높이 위치한 복부 장기

도가 떨어지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인 간부터 아래쪽으로는 신장 및 비장까지 관찰하게 되므로
위로는 명치 끝까지, 아래쪽은 장골능선까지 노출을 시켜놓

1. 복부에 공기가 차 있는 경우

는 편이 검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Supplement 1). 하지만 주

공기가 대부분의 초음파 빔을 반사하기 때문에 공기 뒤에

의해야 할 점은 여성의 경우 이러한 노출에 민감해하거나 불

가려져 있는 장기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데 대표적인 장

편해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경우에

기가 췌장의 미부, 간의 좌엽 등이다.

따라서 가슴부위와 치골부위에 면으로 된 천을 덮어주는 것
도 좋겠다.

2. 늑골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거나 간이 상대적으
로 위에 위치해있는 경우

2. 검사자

간 및 담낭의 관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늑골로

검사자는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지칭한

이는 뼈가 대부분의 초음파 빔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 단시간에 여러 건의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야 하

늑골을 피해서 간 및 담낭을 관찰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데

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경우 검사자의 자세도 피검자의 자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피검자의 호흡조절이다.

세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는 검사자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여

하지만 평균보다 늑골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거나 간이 위에

야 장시간의 검사에도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절만으로는 원하는 선명한 영상

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자가 앉는 의자의 높이이

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늑골사이접근법

다. 기본적으로 의자의 높이는 피검자의 배를 누르기에 편안

(intercostal method)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높이여야 하며, 침대의 높이와 같거나 약간 높은 것이 좋다
(Supplement 2). 그 이유는 의자의 높이가 높아야 초음파검사

3. 심한 비만 환자의 경우

시에 환자의 복부를 누르면서 검사하기가 편하고, 어깨나 손

비만 환자의 경우 피하 지방층 또는 내장지방층이 두꺼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

초음파가 지방을 통과하는 동안 감쇄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에 따라 손목에 보호대(wrist bandage)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실제로 간, 담낭, 신장, 췌장, 비장 등을 비롯한 복부 장기들에

되므로, 검사가 많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고려해보는 것도

도달하는 초음파의 양이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원

좋겠다.

하는 영상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 탐촉자 잡는 법
4. 정상적으로도 초음파 빔이 잘 도달하지 않는 부위

탐촉자(probe)는 probe, transducer, scanner 등 다양하게 표

간 우엽의 돔(dome)에 해당하는 7번 및 8번 구역의 경우

기되는 데 결국은 같은 용어이며, 초음파검사에서 사용되는

늑골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고, 초음파 프로브(probe, 탐촉자)

탐촉자는 굴곡형(curved), 선형(linear), 구역형(sector) 등이 있

로부터 멀리 있어 초음파 빔이 도달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로

다.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탐촉자는 굴

인해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비장의 경우

곡형 탐촉자(curved probe)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형 탐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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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probe)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1) 일반적으로

자에게 복식호흡을 유도하여야 하며, “숨을 참으세요,” “숨을

검사자는 오른손을 이용해 탐촉자를 잡게 되는데, 이 때 탐촉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라고 번갈아 말해주어 환자가

자의 좌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튀어나온 부분을 항

오래 숨을 참아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없게 해주어야 한다.

상 오른쪽 방향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
른손의 엄지로 탐촉자의 좌측 끝, 검지와 중지로 탐촉자의 우
측 끝을 감싸듯이 잡고, 약지와 소지는 탐촉자의 후면을 받쳐
주는 형태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plement 3).

2. 검사순서
복부초음파검사의 순서는 정해진 권고안(guideline)이 없
으므로 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췌장-간-담낭-담도-신장-비장,’ 혹은 ‘간-담낭-담도-신장-비장-

복부초음파검사의 장기별 검사법

췌장’의 순서로 관찰하게 된다. 췌장의 경우 복부초음파검사
처음에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 관찰 시에 복강 내 공기로

복부초음파검사의 검사순서 및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모든 장기를

것은 검사자 자신의 일정한 검사계획을 가지고, 사각지대 및

다 관찰한 후 마지막으로 췌장을 다시 한 번 관찰하는 것도 좋

중복되는 관찰부위를 최소화하며, 각 장기를 빠짐없이 검사

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다. 이때 검사순서는 검사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어느 일률적인 방법만이 원칙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

3. 췌장 관찰법

다. 하지만 초심자들이 숙련자의 초음파검사를 관찰하다 보

췌장은 내분비 및 외분비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화

면 다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될

기관으로 복부를 가로질러 십이지장(duodenum)에서 비장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복부초음파검사의 보편적인 검사법

문(hilum of spleen)까지 위치하며, 전방 신장주위강(anterior

을 설명함과 함께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하우

pararenal space)에 놓여있다. 해부학적으로는 두부(head), 경부

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neck), 체부(body), 미부(tail)로 구분한다. 췌장의 앞쪽으로는
위장관 가스(특히 위의 전정부)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초음

1. 검사의 준비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음파검사를 위해서는 일반

파상 췌장을 완벽하게 관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특히 췌
장의 미부 쪽이 대표적인 사각지대이다.2)

적으로 피검자는 8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다. 이는 음식물

췌장은 혈관 지표점(vascular landmark)을 이용하여 그 위

섭취 시 담낭이 수축되어 관찰이 어려우며, 또한 위장관 내에

치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지표점은 비장정맥

잔존하는 음식물과 공기들이 췌장(특히 체부와 미부)의 관찰

(splenic vein)이다. 비장정맥이 췌장의 후측경계선(posterior

을 방해하기 때문인 점이 주된 이유이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border)을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우선 검사자는 비장정맥을

검사자는 피검자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은데 이는

찾고 그 위에 얹혀져 있듯 위치한 췌장을 관찰하면 되겠다

피검자와의 신뢰형성(rapport)이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

(Suppement 4A). 췌장을 관찰하기 위한 피검자의 기본자세는

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시행될 검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

앙와위(supine)이다. 하지만 앙와위에서 췌장을 관찰하기 어

고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등), 수술력(특히 복부 관련), 간염

려운 경우는 피검자에게 검사대에 양측 팔을 짚어서 반쯤 앉

보균 유무(B형, C형), 음주력, 평소 불편감이 있었던 부위 등에

은(sitting) 자세를 취하게 하면, 간의 좌엽이 내려오고 위의 전

대해 물어 임상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초음파를 검사하는데

정부에 물이 차게 되어 췌장의 두부와 체부를 잘 관찰할 수 있

있어서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건

게 되는 경우가 있다(Supplement 4B). 초심자의 경우는 췌장관

강검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

찰을 위한 이러한 노하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우 혈액검사가 초음파검사에 선행되어 시행되고 간기능과 신

정상췌장의 에코는 간과 정도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

장기능과 관련된 혈액검사가 초음파검사 전에 결과가 나오는

하게 관찰되며, 에코는 췌장 전반에 걸쳐 균일해야 한다

경우도 많으므로 검사 전에 피검자의 혈액검사결과를 확인하

(Supplement 4C). 췌장의 에코가 크게 증가해 있는 경우 지방

는 것도 정확한 초음파검사에 도움이 되겠다. 검사자는 검사

침윤(fatty infiltration)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60세 이상에서

전 피검자에게 호흡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는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소견이다(Supplement 4C). 췌장관

언급한 것처럼 늑골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검사자는

(pancreatic duct)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가느다란 선으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불룩하게 내미세요”라고 말하여 피검

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굵기는 초음파상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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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2 mm를 넘지 않는다. 췌장관이 2 mm 이상으로 관찰되는 경

간 우엽을 관찰할 때 검사의 정확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우는 췌장관의 확장이 의심되며, 이에 대한 원인질환을 감별

미치는 요소는 환자의 호흡인데, 간 우엽의 경우 대부분 늑골

할 필요가 있다(Supplement 4D).

내에 위치하여 환자의 호흡이 충분치 않은 경우 우늑골하스

췌장을 관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앞서서 언급한 대로 위

캔으로는 간 우엽의 영상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심

장관 내 공기의 영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탐

한 복부비만 환자의 경우에도 복부 피하지방으로 인해 간 우

촉자로 복벽을 기계적으로 압박하여 위 또는 횡행결장의 가

엽을 잘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늑

스를 밀어내는 방법, 피검자의 자세를 바꾸어(우측와위, 반좌

골간스캔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간 우엽의 관찰에 많은 도움이

위) 검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검자의

된다. 후액와선(posterior axillary line)에서 전액와선(anterior

호흡을 이용하는 것으로 탐촉자를 명치 끝에 횡측(transverse)

axillary line)까지 모든 늑간을 이용하여 늑간스캔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댄 상태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훅하고 내쉬세

데 기본이 되는 위치는 전액와선이다(Supplment 5I). 간의 횡

요”라고 하며 호흡을 조절시키면서 관찰하면 흡기 시에는 비

단스캔 시와 비슷한 위치 정도로 탐측자를 늑간에 위치시켜

장정맥이 확장되며 췌장과 앞뒤로 정렬하게 되므로 췌장을

스캔을 하면 간첨부 및 중간간정맥과 우간정맥을 한 영상에

o

담을 수 있다(Supplement 5J). 늑간스캔에서 관찰하여야 할 부

3)

분은 우측 간원개를 포함한 간 우엽, 문맥 앞에 위치한 간외담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탐촉자를 15 이상 기울이지
않아야 췌장과 비장정맥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도(extrahepatic bile duct), 담낭 경부(gall bladder neck)와 담낭관

4. 간 관찰법

(bile duct)이다.

종단스캔(longitudinal scan), 횡단스캔(transverse scan), 우
늑골하스캔(right subcostal scan) 및 우늑간스캔(right intercostal

5. 담낭 관찰법

scan)을 모두 시행하여 각각의 스캔에서 간의 모든 부위를 빠

담낭(gall bladder)은 간우엽의 아래 면의 함몰된 부위인 담

짐없이 관찰하여야 한다. 이때 환자는 심호흡을 하고 배를 불

낭와(gall bladder fossa)에 위치한다. 담낭의 크기는 길이 6–8

룩하게 하여 간을 최대한 늑골의 아래로 빠져 나오게 하는 것

cm, 폭 2–4 cm 정도이며, 정상 담낭벽의 두께는 3 mm 미만이며

4)

이 좋다.

층구조를 보이기도 한다(Supplement 6A). 담낭 내부에 병변이

처음으로 관찰하게 되는 부위는 간 좌엽으로 명치 끝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되면 식후상태

횡단스캔으로 간 좌엽의 끝 부위를 확인한 후 다시 간의 좌엽

(post-prandial state), 복수(ascites), 간염(hepatitis), 간경변증(liver

끝부터 우엽까지 종단스캔을 시행한다(Supplement 5A, B). 이

cirrhosis), 만성담낭염(chronic cholecystitis) 등 담낭벽의 비후를

때 얻어야 할 영상은 횡단 및 종단스캔에서 간문맥의 좌엽 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지가 잘 보이는 영상이다(Supplement 5C). 간 좌엽의 관찰 시

담낭의 체부에서 경부에 걸쳐 굴곡이 보이며 굴곡이 심한 경

에는 간원개(hepatic dome)와 간의 앞쪽에 병변이 있는지 유의

우 초음파상에서 담낭 내에 격벽이 있는 듯한 모양으로 비교

해서 관찰해야 하며, 더불어 간의 좌측 끝에 병변이 있는지를

적 흔히 관찰된다(Supplement 6B). 경우에 따라서는 굴곡진 부

확인해야 한다(Supplement 5D). 탐촉자를 이용하여 충분히 간

위의 점막이 튀어나온 것처럼 관찰되어 마치 용종이나 담석

의 좌측 끝까지 관찰하지 않으면 돌출성 종괴(exophytic mass)

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종단스캔이나 횡단

3)

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스캔으로 감별할 수 있다.3)

다음으로는 우늑골하스캔을 시행하게 되는데 환자에

검사의 기본자세는 앙와위, 좌측 와위가 기본으로 담낭이

게 숨을 크게 들이쉬게 한 후 탐촉자를 피부에 닿도록 누였다

나 용종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경우 적어도 2방향 이상에

가 서서히 각도를 세우면 늑골하스캔에서 간원개 및 간정맥

서 병변을 확인하여 허상(artifact)과 구분하여야 한다. 앙와위

(hepatic vein)의 세 분지를 관찰할 수 있다(Supplement 5E–G).

에서 기본이 되는 스캔법은 우늑간스캔과 우늑골궁하스캔으

이후 탐촉자를 더 세우면서 내분절을 관찰하고 아래로 내려

로 우늑간스캔은 익숙지 않은 경우 힘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오면 주간문맥(main portal vein)이 좌, 우로 나뉘는 영상을 얻을

(Supplement 6C). 하지만 담낭이 간 내에 파묻히듯 위치한 경

수 있다(Supplement 5H). 여기서 우측문맥지(right portal vein

우, 장내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경우, 간 및 담낭이 위에 위치하

branch)를 따라 탐촉자를 우측으로 이동시켜가며 간의 우엽을

여 우늑골궁하스캔으로 담낭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탐촉자의 각도를 위아래로 조절하여

담낭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검사자는 필요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우늑골궁하스캔은 흔히 앙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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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장 관찰법

저부가 중력에 의해 늑골에서 내측으로 하강하게 되어 다른

비장은 좌횡격막과 위 사이에 있는 복막강 내 장기로 종

구조물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담낭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

축은 좌측 10번째 늑골선상에 있다. 한국인의 비장 장축의 평

법이 된다. 좌측 와위에서 우늑골궁하종단스캔으로 담낭이

균 길이는 9–10 cm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크기가 감소한

가장 길게 보이는 영상을 얻은 후 좌우로 스캔하고 우늑골궁

다(Supplement 9A). 길이 12 cm 이상의 경우를 비장비대로 여

하횡단스캔으로 위 아래도 빠짐없이 관찰한다.

기며 가장 흔한 원인은 문맥 고혈압에 의한 울혈(congestion)이
다.7)

6. 담도 관찰법

비장은 좌상복부의 후외측(posterolateral portion)에 위치하

간 내 담관은 간동맥 및 문맥과 함께 주행하며 해당 간문

며 바로 누운 자세에서 좌측 9–11번째 늑간스캔을 통해 쉽게

맥 앞에 있는 경우가 많다. 간 내 담관은 주로 간을 관찰할 때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

각 구역별로 관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려 좌측 옆구리를 살짝 들어올린 후 등 뒤쪽으로 탐촉자를 위

정상이나 중심부의 간 내 담관은 간문맥 앞에서 흔히 관찰된

치시켜 보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Supplement 9B). 비장은 간혹

5)

다(Supplement 7A). 간의 각 구역에서 간 내 담관이 관찰되는

갈비뼈에 가려 전체를 잘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전

경우 초음파상에서는 흔히 두 개의 관이 같이 주행하는 양상

방접근법(anterior approach)은 위장관 내의 공기음영 때문에

으로 관찰되어, 이를 ‘double-track sign’ 또는 ‘shot-gun sign’이라

비장에 대한 검사가 어려워 시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 하며 간 내 담관의 확장을 의미한다(Supplement 7B). 간 외

비장의 에코는 균일하며 일반적으로 정상 간보다는 약간 높

담관은 총간관과 총담관으로 구성되며 담낭관의 연결 부위가

은 에코를 보인다. 비문(splenic hilum)은 비장동맥과 정맥이 결

경계가 된다. 총담관의 경우 정상크기는 5–6 mm 이하로 고령

체조직과 인대 등에 싸인 구조물로 혈관을 감싸는 고에코 부

의 경우는 8 mm,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10 mm까지도

위로 관찰된다(Supplement 9C). 흡기상태에서 비장이 잘 관찰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담관의 직경이 7 mm가 넘

되지 않는 경우 좌측 폐에 의해 비장이 가려졌을 가능성을 생

는 경우를 담관확장이라고 한다(Supplement 7C). 간 외 담관을

각하고 호기상태에서 비장을 찾아본 후 중액와선에서 스캔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자세는 좌측 와위로 종단스캔법을 이

다.7)

용해 담낭을 관찰하고 담낭의 경부에서 조금 더 탐측자를 옆
으로 돌려 파고들듯이 관찰하면 경부에서 이어지는 총담관과

복부초음파 표준검사법

간문맥을 관찰할 수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는 2003년 초음파검사를 객관화하

7. 신장 관찰법

기 위한 표준진료지침서를 배포하였고, 이것을 사용하여 간

신장은 좌, 우 후복막강에 위치하는 장기로 한국인에서 신

암검진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개정된 표준검사법이 공포

장의 정상 크기는 10 cm 정도이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크기가

되었다.3) 복부초음파검사의 표준검사법을 구체적으로 살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upplement 8A, B)6) 우측 신장을 관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간의 좌엽의 횡스캔: 좌문맥의 분지가

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스캔법은 좌측 와위에서의 종단

간의 좌측 끝과 함께 보여야 한다. 2) 간의 좌엽의 종스캔: 흉복

스캔 및 횡단스캔법이다. 종단스캔에서 신장의 장축의 길이

대동맥을 종스캔하듯이 하여 대동맥과 식도의 최하부 및 간

를 측정할 수 있으며 탐촉자를 움직여 신장의 피질과 수질을

좌엽의 종스캔을 한다. 3) 주간문맥(main portal vein)의 분기점

관찰한다. 이때 간과 신장의 피질이 동시에 보이는 영상을 잡

(bifurcation) 부분을 횡스캔: 좌우로 나뉘는 양측 문맥이 보여

아 지방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Supplement

야 한다. 4) 간정맥의 분지를 횡스캔: 간정맥의 세 분지가 모두

8C). 그 다음 종단스캔으로 상극(upper pole)에서 하극(lower

보여야 한다. 5) 간우엽을 횡스캔: 우문맥과 함께 간의 우엽 가

pole)까지 빠짐없이 관찰하여야 하며, 하극의 피질 끝을 확인

장자리까지 보여야 한다. 6) 우간문맥의 늑간스캔: 간 외 주문

하여 마제신을 감별할 수 있다. 좌측 신장의 경우 앙와위에서

맥으로 연결되는 우문맥이 보여야 한다. 7) 우간정맥의 늑간

좌측 후액와선에서의 종단스캔법으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

스캔: 중액와선에서 스캔하여 우간정맥이 하대정맥과 연결되

이나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 우측 와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8) 간첨부의 늑간스캔: 전액와선에

된다.

서 비스듬한 늑간스캔을 하여 중간정맥과 우간정맥을 간첨부
와 함께 보여준다. 9) 담낭의 종스캔 10) 간 외 담도의 종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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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외 담도를 전장에 걸쳐 보여주어야 한다. 11) 췌장두부의 횡

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검사자가 검사를 시행한다

스캔 12) 췌장체미부의 횡스캔 13) 췌장두부의 종스캔 14) 우

면, 오진 및 그로 인한 잘못된 의료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측 신장 15) 좌측 신장 16) 비장: 비장의 장축을 늑간스캔하여

본 종설에서는 이러한 복부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술기를 중심

비장문이 보여야 한다.

으로 기초부터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술기를 습
득하려고 하는 일차의료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저

결론

자들은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가정의들이 복부초음파 술기는
배워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일차의료의사로서 경쟁력 확

복부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의 가장 유용한 선별검사
로 현재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있다 . 하지만 이러한 수요의

보와 더불어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인들이 제대로 복부 초음파 술기
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종설이 복부초음

중심단어: 복부초음파; 교육; 술기

파 검사를 처음 접하는 일차의료인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더 많은 검증된 교육자료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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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1. 피검자의 기본자세, 앙와위. 피검자는 양팔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자세로 눕는다. 검사자 혹은 검사 보조자는 피검자의 복부를 충분
히 노출시킨다.

Supplement 3. 탐촉자 잡는 법. 탐촉자는 오른손 엄지로 탐촉자의 좌측
끝, 검지와 중지로 탐촉자의 우측 끝을 감싸듯이 잡는다.

Supplement 2. 검사자의 기본자세. 검사자의 의자의 높이는 피검자의 복
부를 누르기에 충분한 높이가 좋은데 피검자의 침대의 높이와 같거나 약
간 높은 것이 좋다.

34 |

Vol. 4, No. 1 Mar 2014

Korean J Fam Pract

박시은 외 : 복부초음파검사: 술기와 교육

Supplement 4. 췌장 관찰법. 췌장을 관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구조물은 비장동맥이다. (A) 췌장을 관찰하기 위한 피검자의 기본자세는 앙와
위이나 앙와위에서 췌장의 관찰이 어려운 경우 사진에서와 같이 반좌위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 췌장의 정상 에코는 간보다 약간 높거나 같으
며 균질하다. (C) 그러나 췌장에 지방침윤이 있는 경우 주위보다 에코가 높게 관찰될 수 도 있다. (D) 정상적으로 췌관은 2 mm 미만으로 복부초음파상
관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췌관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 초음파상에서 관찰되기도 하는데 2 mm 이상 확장되어 있는 경우를 췌관확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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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5. 간 관찰법. (A) 간좌엽의 종단스캔법, (B) 간좌엽의 횡단스캔법, (C) 간좌엽의 횡단
스캔면, 간문맥의 좌엽분지가 잘 보이는 단면을 찾는다. (D) 간좌엽의 관찰 시는 반드시 간좌엽의
끝까지 이상소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 간우엽의 우늑골하스캔법. 명치끝에서 우측 갈비뼈의
아래 면을 따라 탐촉자의 각도를 최대한 눕힌 후 서서히 세워가며 관찰한다. (F) 각도를 최대한 눕
히면 간우엽의 간원개가 관찰되며, (G) 이후 서서히 각도를 세우면서 관찰하면 간정맥의 세 분지
가 관찰된다. (H) 간문맥의 좌엽분지와 우엽분지가 나뉘는 영상, (I) 늑골사이스캔법, (J) 늑골사이
스캔 면에서 우측 간정맥과 중간 간정맥이 같이 보이는 영상을 찾는다.

Supplement 6. 담낭의 관찰. (A) 담낭의 정상 크기는 공복 시에 장축 6–8 cm, 단축 2–4 cm이다. (B) 굴곡담낭, (C) 좌측 와위 늑간스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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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7. 담도의 관찰. (A) 정상담관은 간 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나 간문맥의 중심부 주변에서는 얇은 관모양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다.
(B) Double track sign, 간내담관의 확장, 간문맥지와 같이 주행하는 간내담관을 관찰할 수 있다. (C) 총담관의 확장, 노란색 화살표는 총담관, 파란색 화살
표는 간문맥을 가리킨다.

Supplement 8. 신장의 관찰. (A) 우측 신장, (B) 좌측 신장, (C) 신장의 관찰 시 반드시 간과 신장 피질의 에코 정도를 비교하여 지방간 여부를 확인한다.
간의 에코가 신장 피질의 에코보다 높은 경우 지방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Supplement 9. 비장의 관찰. (A) 정상 비장, (B) 우측 와위에서의 비장관찰법, (C)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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