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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 관찰과 그 활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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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Ultrasonography in Korean Medicine to Observe Organs and 
Diseases, and Evidence of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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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ue to advance of science and IT technology, high tech imaging equipment like ultrasonography, CT, 
MRI and PET scan is constantly being developed and progressed; use of these techniques is needed for Korean 
medicine. 
Methods: Historical study was undertaken on the evidence of using ultrasonography. Normal organs and various sorts 
of diseases were also observed by ultrasonography.
Results: Korean medicine judges disease of internal organs and condition of health by symptoms of functional disease 
and organic disease based on anatomical theory. Ultrasonography based on anatomical theory is non-invasive and free 
from radiation exposure and can be performed directly from clinical practice in real-time. Ultrasonography can be 
a big help for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internal organs in inserting needles in the thorax and abdomen as well 
as diagnosing functional and organic diseases based on anatomical theory. 
Conclusion: We look forward to a great development of scient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of Korean medicine by 
using and researching imaging equipment based on anatomical theory as well as ultra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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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剖’라는 용어는 B.C 1세기경에 저술된 <黃帝

內經․靈樞>의 經水篇1)에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可解剖而視之’라고 하여 

解剖라는 용어가 최초로 기재되었으며 <黃帝內經ᆞ

靈樞> 腸胃篇, 平人絶穀篇, 經筋篇, 骨度篇, 脈度篇 

등은 解剖學 전문편으로 인체의 五臟六腑 血脈 肌肉 

筋 骨格 등의 位置 重量 體積 用量 長度 등에 대하

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의학은 해부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기능적 질환뿐만이 아니라 기질적 질

환으로 인해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合參해 

내부장기의 질병여부와 신체의 건강성쇠를 판단한

다. 한의학에서 해부학은 한의학의 중요한 기초이론

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한의

학은 해부학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따

라 현대과학의 산물인 영상진단기기의 사용에 한의

사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과학기술

과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해부학을 기초

로 한 초음파진단기 CT MRI PET 등의 첨단 영상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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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IT BT NT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형 복합기술

로 기존 기술로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힘든 인체 

기관, 조직, 세포, 분자구조, 기능, 대사,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영상화해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정도

의 기술에 이르렀으며2) 서양의학에서는 이러한 첨

단기기 및 기술을 십분 활용 하고 있다. 2011년부터

는 한방에서도 현대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와 한의

학적인 질병분류코드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안(KCD-6)을 활용하여 현대의학

적인 진단명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단을 뒷받

침하기에 필요한 진단기기를 일부 법조계와 의료계

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인 제한으로 이용하기 어려

운 실정에 있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이 해부학적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부학을 기초로 한 영상장비중 비침

습적이고 방사선 피폭이 없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

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자 한다.

 
1. 한의학의 해부학 역사

한의학이 해부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사

학적 시대순으로 한의학 서적 및 관련 논문을 통하

여 연구ᆞ조사 하였다. 한의서에 해부학적인 記述이 

있는 서적중 대표적인 서적인 황제내경 난경 의학입문 

의림개착 동의보감 등 10가지를 선정하여 해부학과 관

련되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였다. 논문 검색은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 (NDSL, http://scholar.ndsl.kr)
과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에서 제공

하는 OASIS (http://oasis.kiom.re.kr),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http://kiss.kstudy.com),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RISS (http://www.riss.kr), 한
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 등의 검

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기간은 검색엔진이 지원하

는 개시일로 부터 2014년 6월까지로 하였고 검색 

키워드는 ‘한의학’ and ‘해부학’으로 하여 검색된 논

문 중에서 해부학에 대하여 상세히 연구된 내용을 

추출ᆞ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초음파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 관찰
2005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상지대학교 부속한

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천부(淺部) 
조직 및 장기의 질환으로 瘀血 浮腫 血脈狹窄 鶴膝

風 歷節風 癭病 瘰癧 痰核 乳癌 등, 심부(深部) 장기

의 질환으로 積聚 脹滿 胃下 胃緩 便秘 泄瀉 排尿困

難 등에 해당하는 환자 중 의무기록상 초음파 자료

사진이 있고 초음파 사진상 병변우위가 명료하게 분

별되는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하여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고 초음파 자료사진이 없거나 명료하지 않

은 자료사진의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초음파 자료사

진은 무기명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진단기기(LOGIQ 200MD 

PRO SERIES, GENERAL ELECTRIC)에서 3.5MHz
의 볼록 탐촉자 및 9MHz의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

여 정상적인 천부(淺部)와 심부(深部)의 조직이나 

장기 및 비정상적인 천부와 심부의 조직이나 장기를 

관찰하였다.

 
1. 한의학의 해부학 역사 

司馬遷(B.C 145~87년)이 저술한 <史記>의 扁鵲

倉公列傳3)에서 ‘上古之時 醫有俞跗 治病不以湯液醴

灑 鑱石撟引 案扤毒熨 一撥見病之應 因五藏之輸 乃

割皮解肌 訣脈結筋 搦髓腦 揲荒爪幕 湔浣腸胃 漱滌

五藏’라고 하였는데 俞跗라는 의사가 湯液醴灑 鑱石

撟引 案扤毒熨 등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옷을 풀어 헤

쳐서 잠시 진찰해 보는 것만으로 질병의 징후를 보

았고, 오장에 있는 수혈의 모양에 따라 피부를 가르

고 살을 열어 막힌 맥을 통하게 하고 끊어진 힘줄을 

잇고, 척수와 뇌수를 누르고, 고황과 격막을 바로하

고, 장과 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오장도 씻었다는 기

연구방법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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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보아 전국시대 이전에 이미 인체를 해부학적

인 지식을 근거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解剖라는 명칭은 B.C 1세기경에 저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인 <黃帝內經ᆞ靈樞> 經水篇1)에 

최초로 記載되었는데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

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可解剖而視之’하여 보통사람

의 皮膚色脈은 그가 살았을 경우는 재어 보거나 손

으로 만져서 가늠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解剖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黃帝內經ᆞ靈

樞> 腸胃篇1)에서 ‘脣至齒長九分, 口廣二寸半. 齒以

後至會厭, 深三寸半, 大容五合. 舌重十兩, 長七寸, 廣
二寸半. 咽門重十兩, 廣一寸半, 至胃長一尺六寸. 胃

紆曲屈 …… 廣腸脊, 以受廻腸 …… 腸胃所入至所

出, 長六丈四寸四分, 廻曲環反, 三十二曲也.’라고 하

여 입에서부터 직장까지 즉 소화기관의 길이 넓이 

직경 용량 형태 위치 등을 해부학적으로 상세히 설

명하였으며 식도와 장도의 길이를 계산해보면 그 비

율이 1:36인데 spalteholz가 저술한 인체해부도에 따

르면 식도의 길이는 약 25㎝, 소장과 결장의 길이는 

각각 750㎝과 175㎝ 합이 925㎝이며 식도와 창자의 

비율이 1:37인데 이는 腸胃篇에 기재된 식도와 腸道

의 비율 1:36와 비교하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1). 
<黃帝內經ᆞ靈樞> 平人絶穀篇1)에서 ‘胃大一尺五寸, 
徑五寸, 長二尺六寸, 橫屈受水穀三斗五升, 其中之穀, 
常留二斗, 水一斗五升而滿 …… 小腸大二寸半, 徑八

分分之少半, 長三丈二尺 …… 廻腸大四寸, 徑一寸寸

之少半 …… 廣腸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

寸, 受穀九升三合八分合之一. 腸胃之長, 凡五丈八尺

四寸, 受水穀九斗二升一合合之大半, 此腸胃所受水穀

之數也’라고하여 胃 小腸 大腸 廣腸 등에 대한 형태 

길이 직경 및 용적 등을 기록하고 있다. <黃帝內經

ᆞ靈樞> 癰疽篇1)에서는 ‘中焦出氣如露, 上注谿谷, 
而滲孫脈,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 血和則孫脈先滿

溢, 乃注於絡脈, 乃注於經脈’이라 하였는데 이는 古

人들이 소화기에서 흡수되고 산포되는 영양물질이 

모두 혈관계를 통하여 운반됨을 말하여 혈관이 체내

에서는 각 장기에 連接되고 체표에서는 전신각부에 

분포된 정황을 관찰하였다고 하였으며4) <黃帝內經

ᆞ素問> 擧痛論篇5)에서 ‘經脈流行不止, 環周不休’라
고 하여 혈액은 혈관내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1628년 영국인 윌리엄하비

(William Harvy)가 혈액순환을 발견한 것에 비해 천 

칠백여년이나 앞선 것이다6). 또한 <黃帝內經ᆞ素

問>의 骨空論篇과 <黃帝內經ᆞ靈樞>의 經脈篇 經筋

篇 등의 骨空과 經脈, 경근의 起始 및 分布에 관한 

서술은 체표해부학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7).
秦漢시대에 저술된 <難經> 第三十二難8)에서 ‘五

臟俱等, 而心肺獨在膈上者, 何也? 然 心者血, 肺者

氣, 血為榮, 氣為衛, 相隨上下, 謂之榮衛, 通行經絡, 
營周於外, 故令心肺在膈上也’ 라 하여 心肺가 횡격

막의 상부에 존재함을 알고 있었고, 第四十一難8)에

서는 ‘獨有兩葉, 以何應也? 然. 肝者東方木也, 木者

春也, 萬物始生, 其尚幼小, 意無所親, 去太陰尚近, 離
太陽不遠, 猶有兩心, 故有兩葉, 亦應木葉也’라 하여 肝

이 兩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第四十二難8)에

서는 ‘人腸胃長短, 受水穀多少, 各幾何? 然. 胃大一

尺五寸, 逕五寸, 長二尺六寸 …… 小腸大二寸半, 逕

八分, 分之少半, 長三丈二尺 …… 迴腸大四寸, 逕一

寸半, 長二丈一尺 …… 廣場大八寸, 逕二寸半, 長二

尺八寸 …… 故腸胃凡長五丈八尺四寸, 合受水穀八

斗七升六合八分合之一. 此腸胃長短, 受水穀之數也. 
肝重四斤四兩, 左三葉右四葉, 凡七葉 …… 心重十二

兩, 中有七孔三毛 …… 脾重二斤三兩, 扁廣三寸, 長

五寸, 有散膏半斤 ……’이라고 하여 五臟六腑에 대

한 형태ᆞ해부학적으로 관찰하여 五臟六腑의 重量 

長 幅 形態 등을 황제내경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다. 특히 肝을 左右로 나누고 左에는 3엽 右에

는 4엽이 있어 합하여 7엽이 있다고 하여 간의 구조

를 세분하였다. 서의학에서는 간을 해부학적으로 겸

상인대 혹은 하대정맥과 담낭와를 이은 선(Cantlie 
line)을 기준으로 하여 좌엽과 우엽을 나누고 방형엽 

미상엽을 추가하여 총 4엽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1954년 Couinaud가 문맥의 혈류에 따라 간좌엽 4구

획, 간우엽 4구획 총 8개 구역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데 임상에서는 Couinaud 분류법이 가장 널리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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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9). <難經>에서 肝을 좌우로 나누고 좌우엽

을 각각 또 세분화한 것이 현대해부학과 정확히 일

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2000년 이전에 肝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와 인식이 뛰어났으며 그 당시 

한의학이 해부학적인 지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難經이후 해부

학에 대한 특별한 진보는 발견하기 어려우나7) A.D. 
610년 경에 저술된 巢元方의 <諸病源候論> 妊娠欲

去胎候10)에 ‘此谓妊娠之人羸瘦, 或挟疾病, 既不能养
胎, 兼害妊妇, 故去之’, 金瘡腸斷候10)에 ‘夫金瘡者, 
視病深淺, 各有死生. 腸一頭見者, 不可連也. 若腹痛

短氣, 不得飲食者, 大腸一日半死, 小腸三日死. 腸兩

頭見者, 可速續之. 先以針縷如法, 連續斷腸, 便取雞
血塗其際, 勿令氣泄, 即推納之’와 拔齒損候10)에 ‘拔
齒而損脈者, 則經血不止, 臟虛而眩悶’이라고 하여 

人工流産 腸吻合 拔齒手術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을 

정도로 해부학을 기초로 한 관련 학문의 발전이 상

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7). 현존하는 중국 最古의 

인체내부도는 10세기 전반 燕眞人이 그렸다는 烟蘿

圖로 烟蘿圖는 煙蘿子首部圖 煙蘿子朝真圖 內境左

側之圖 內境右側之圖 內境正面之圖 內境背面之圖 

등 총 6폭의 그림으로 煙蘿子首部圖 煙蘿子朝真圖 

內境左側之圖 內境右側之圖 등은 道家的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內境正面之圖 內境背面之圖는 인체해

부도에 가까우며 이 두 그림은 이후 醫書의 臟腑圖

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장부도 삽입으로 장부의 이

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11).
 宋代 楊介의 <存眞圖>에는 직접 해부를 한 후 

완성한 최초의 解剖圖가 완성이 되었고, 宋慈의 <洗

冤录>은 해부학을 기초로 한 법의학서로 유명하였

는데 인체해부 시체검안 현장검사 機械的 死傷에 의

한 原因 鑑定을 포괄하고 아울러 많은 自殺 謀殺의 

독물 및 관계된 구급 해독방법을 설명하는 등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어 그 이후 5-6백년 동안 사용

되었으며 심지어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본

어 등으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流傳되었다12). 이후 

金元時代 및 明代에서는 동서의학의 교류가 시도되

었지만 해부학 방면에 있어서 교류의 흔적이 발견되

지 않았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의 큰 진전 없이 

대부분<黃帝內經>과 <難經>의 주장을 따랐으며 의

학서에는 臟腑圖등 인체의 圖譜가 다양하게 삽입되

어 해부학적인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시각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활용되었다7). 醫學入門의 臟

腑圖는 척추와 뇌를 갖추었고 횡격막을 중심으로 상

하로 장부를 위치시켰고 臟腑圖가 側身圖로 상반신

을 온전히 묘사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膻中 丹田

까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점은 明代이전의 장부도

가 단순히 장기위주로 묘사한 것과 비교할 때 커다

란 변화였다13). 淸代에는 實事求是를 이념으로 하는 

고증학이 유행함에 따라 해부학에서도 실증을 통해 

진일보하는데 王淸任의<醫林改錯14)>에서 ‘著書不明

臟腑, 豈非癡人說夢, 治病不明臟腑, 何異盲子夜行’ 
이니 ‘夫業醫診病 當先明臟腑’라고 하여 해부학을 

매우 중요시 하였으며, 직접 해부를 실시하여 古書의 

착오를 교정하였고 과거에 의서에서 언급이 없었던 

복대동맥 복대정맥 신동맥 장골동맥 기관 기관지 세

기관지 폐포 유문괄약근 총담관 수정관 장간막 등을 

발견하는 등 해부학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7).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身形臟腑圖를 

완성하였는데 해부도를 前面部에 배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3).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대한의원 부속학교에서 

해부학 실습교육이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한의

학에서 해부학 실습교육은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에 서울한의과대학(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의 

前身)에서 피난시절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부학실습

을 했다는 당시 학생들의 口傳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15). 1910년 시체해부를 시작한지 반세기가 

지나 시체해부에 대한 법적제도가 정비되었는데 

1962년 2월9일 대통령령으로 법률 제1021호 ‘시체

해부보존법’이 제정되어 의과대학(치과대학포함)에
서는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부학실

습을 할 수 있었지만 한의과대학은 그 대상에서 제

외되었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이후 32년만인 

1995년 1월5일 ‘시체해부보존법’의 법률개정을 통

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뿐만이 아니라 한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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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verse ultrasonography findings of normal thigh(A) and abdominal wall(B)
curved arrow: skin(epidermis and dermis), double arrow: fat of subcutaneous layer,
dotted double arrow: preperitoneal fat, white arrow heads: connective tissue septa, open arrows: muscle fascia, 
open arrow head: fibroadipose septa, white arrow: surface(A) of femur bone and peritoneum(B), black asterisk: linea 
alba, RF: rectus femoralis muscle, RA: rectus abdominalis, VI: vastus intermedius muscle, LL: left lobe of liver

(324)

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과거 의과대학의 보조를 받아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부학 실습교육이 능동적

이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1개 한의과 대학에서 해부학 이론 및 실습

을 포함하여 연간 180-270시간을 이수하고 있으며 

영상진단학 관련 과목도 연간 평균 60시간 이수하

고 있다. 

2. 초음파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 관찰
20,000Hz 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를 초음

파(ultrasound)라고 하는데 초음파진단법이란 인체의 

체표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음향저항(acoustic 
impedance)의 차이가 있는 인체의 조직 즉 밀도나 

경도의 차이가 있는 인체조직에서 초음파를 반사하

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반사된 초음파의 메아리

(echo)를 탐지하고 탐지된 에코를 영상화를 통해 시

각화 하여 그 안의 내용물의 성상(nature)을 알아내

는 것을 말하며 초음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생체 

내에서 흡수되기가 쉬우므로 먼 거리까지 도달하지 

못 한다16). 따라서 表在性 장기에는 7.5-10MHz의 

주파를, 복부 진단용 초음파는 3.5MHz 또는 5MHz
의 주파수를 이용하며, 초음파의 특성상 복부장기

(abdominal organ)와 연부조직(soft tissue)에서는 초

음파가 잘 전달되어 관찰이 용이하나 폐와 같이 공

기로 가득 차있는 장기나 뼈와 같은 조직에서는 은 

초음파의 흡수(absorption)나 반사(reflection) 등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므로 관찰이 어렵다16).
인체의 천부(淺部)에 위치한 조직인 피부 피하지

방층 근육층, 천부 장기인 갑상선 타액선 유방 등은 

주파수 7.5-10 MHz의 선형 탐촉자(linear probe)를, 
심부(深部)에 위치한 내부 장기들은 3.5MHz 또는 

5MHz 주파수의 볼록 탐촉자(convex probe)를 활용

하여 조직 및 장기의 정상소견 및 이상여부를 관찰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천부(淺部)와 심부(深部)

의 조직이나 장기 및 비정상적인 천부와 심부의 조

직이나 장기를 관찰해 보되 보편적 의학이론이나 한

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심

부장기의 정상 초음파상은 분량 관계로 略述하고 증

례 위주로 논하고자 한다.

1) 천부 장기 및 조직
(1) 천부 조직 및 장기의 정상소견

가) 피부, 기육(肌肉) 및 筋 : 피부는 표피(epidermis)
과 진피(dermis)로 구성되며 그 두께는 1.5~4.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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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ngitudinal ultrasonography finding of normal geun(筋)
curved arrow: skin(epidermis and dermis), arrow 
heads: achilles tendon, SO: soleus muscle, FHL: 
flexor hallucis longus muscle, KFS: Kager fat space

 

Fig. 3. Longitudinal ultrasonography findings of normal common carotid bifurcation(A) and wall of CCA(B) around 
inyeong-maek(人迎脈)
CCA: common carotid artery, ICA: internal carotid artery, ECA: external carotid artery
B: carotid bifurcation, arrow heads: smooth echogenic intimal surface.

(325)

데 초음파상 표피와 진피의 구별은 어렵다.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는 초음파 소견상 고에코

성(hyperechoic) 얇은 층(thin layer)으로 나타난다

(Fig.1A). 肌肉중 ‘肌’를 피하지방층이라고 할 수 있

는데17), 초음파상 피부에 비하여 저에코성(hypoechoic)
의 층(layer)으로 관찰되고 피부와 거의 평행하게 주

행하는 線狀 구조물인 결합조직 격막(connective tissue 

septa)들이 고에코성(hyperechoic)으로 지방층을 여

러 갈래로 관통하여 지나간다(Fig.1A). 肌肉중 ‘肉’
을 근육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17) 근육의 가장 바깥 

부위에 강한 에코성(strong echoic)으로 보이는 筋膜

(fascia)인 筋外膜(epimysium)이 있고 근외막 내측으

로 근육조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근육조직내로 선상

으로 주행하는 고에코성의 섬유지방격막(fibroadipose 
septa)을 관찰할 수 있다(Fig.1A). 근외막은 筋 즉 腱

(tendon)을 통해 뼈의 기시부와 종지부에 연결되는

데 腱은 고에코성의 미소섬유성(fibrillar) 모양을 나

타낸다(Fig.2). 사지말단에서는 근육조직 다음으로 

골 표면이 밝은 고에코성 선(bright hyperechoic 
line) 형태로 관찰된다(Fig.1A). 복부에서는 근육조

직 다음으로 복막(peritoneum)이 관찰되고 복막 다

음으로 복강장기를 관찰할 수 있지만((Fig.1B), 흉부

에서는 흉강의 공기로 초음파 빔의 흡수로 인하여 

심장 이외에는 관찰이 어렵다. 따라서 초음파를 통

해 肌肉의 肥瘦, 肌肉내 瘀血이나 浮腫 혹은 종괴성 

병변, 筋傷의 유무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나) 血脈과 血絡

血脈은 주로 굵은 동맥을 말하고 血絡은 가는 동

맥 혹은 정맥을 말한다. 초음파상 혈맥과 혈락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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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ltrasonography finding of IMT of 
inyeong-maek(人迎脈)
US image of IMT of the CCA shows normal range 
within 1㎜ 
US: ultrasonography, IMT: intima-media thickness, 
CCA: common carotid artery

 

Fig. 5. Ultrasonography findings of ulna bone(A) and lateral knee joint of knee (B)
black asterisks: skin, double arrow: subcutaneous layer, white arrow heads: surface of ulnar bone, black arrow 
heads: lateral collateral ligament, white asterisks: popliteus tendon, M: miniscus, F: femor bone, T: tibia bone 

(326)

에코성(anechoic)의 관상구조물로 관찰되는데, 직경

이 7-8㎜ 이상의 동맥부터는 혈관박동과 함께 고에

코성의 혈관벽이 관찰된다. <黃帝內經ᆞ靈樞> 寒熱

病篇7)에 ‘頸側之動脈人迎. 人迎, 足陽明也, 在嬰筋之

前’이라고 하여 人迎脈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人迎

脈은 후두융기인 結喉의 양방 1寸.5分 부위 搏動處

로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과 외경동맥

(external carotid artery)이 갈라지기 직전의 총경동

맥(common carotid artery)에 해당된다18)(Fig.3A). 
총경동맥의 직경은 보통 7-8㎜ 전후로 혈관벽을 관

찰할 수 있는데 혈관벽은 외막(tunica externa), 중막

(tunica media), 내막 (tunica interna)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Fig.3B), 혈관내강으로부터 중막과 

외막의 경계까지를 내막-중막 복합체(IMC: intima-media 
complex)라고 하며 그 거리를 내막-중막 복합체 두

께(IMT: intima-media thickness)라고 하는데(Fig.4) 
IMT가 1.1㎜ 이상일 때 비정상으로 본다19). 초음파

를 통하여 정상적인 人迎脈 및 人迎脈의 협착이나 

동맥경화 경화반(plague)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다) 骨과 關節

초음파상 골은 음향저항(acoustic impedance)이 

커 초음파 빔이 반사(reflection)되어 초음파 빔의 진

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골 표면에서 강한 후방음향증

강(posterior acoustic shadow enhancement)을 동반

한 밝은 고에코성 선(bright hyperechoic line) 형태

로 관찰되어 골 표면을 관찰할 수 있지만 골 내부 

관찰은 어렵다(Fig.5A). 관절주위에서는 인대 연골 

활막강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슬관절에서는 관절

사이의 반월판이 관찰된다(Fig.5B).
라) 천부 장기

갑상선은 나비모양으로 갑상연골 아래쪽에 좌우2
개의 葉이 협부(峽部)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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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ltrasonography findings of thyroid glands(A) and submandibular salivery gland(B)
white asterisks: thyroid, double asterisks: submandibular gland, E:esophagus, arrow heads: esophagus wall

 

Fig. 7. Ultrasonography findings of eohyeol(瘀血)
(A) Transverse US image of the thigh shows hematoma(arrow head) with detached fat fragments(asterisks). 
(B) Longitudinal US image of the medial head of gastrocnemius muscle shows hypoechoic lesion(asterisks) with 
hemorrhagic infiltration. white arrow: surface of femur bone, R: rectus femoralis muscle, V: vastus intermedius muscle

(327)

인에서 무게가 15-20g, 두께가 약 2㎝, 폭이 약 3㎝, 
길이가 4-5㎝ 정도하는 장기로3) 초음파상 갑상선 실

질은 균질한 경도의 에코발생도(homogeneous mid-level 
echogenicity)를 나타낸다(Fig.6A). 이하선, 악하선

(Fig.6B), 설하선 등의 타액선 실질도 초음파상 고형

성 균질 에코양상(solid homogeneous echo pattern)
으로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

(2) 주요 증례

가) 瘀血

종괴성의 瘀血은 肌部나 肉部 즉 피하지방층이나 

근육층에 주로 발생한다.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의 

경우는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종괴성 어혈이 많이 발

생하는데 초음파상으로 박리된 지방조직과 출혈된 

혈액 종괴를 관찰할 수 있으며(Fig.7A), 무리한 운동

이나 과격한 운동 혹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자

발성 출혈로 인한 경우는 주로 근육층에 종괴성 어

혈이 발생한다(Fig.7B). 초음파상 어혈의 위치 크기 

및 어혈量 등을 측정하고 관찰 할 수가 있어 瀉血時 

사혈의 범위 및 사혈 심도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혈 전후의 상태를 비교 관찰할 

수 있어 치료 및 경과 관찰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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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ltrasonography findings of bujong(浮腫) of the shin(A) and the dorsum of foot(B) 
(A) US image of the shin shows the fluid collections of the lymphatic channel(asterisks). (B) US image of the dorsum 
of foot shows the fluid collections of the lymphatic channel(arrows). 
M: metatarsus

Fig. 9. Ultrasonography finding of increased IMT of 
inyeong-maek(人迎脈)
US image of the internal carotid artery shows the 
increase of the IMT with 2.5㎜. 
IMT: intima-media thickness

(328)

나) 浮腫

부종은 주로 피하지방층에 생기는데 피하지방층

의 결합조직 격벽(connective tissue septa)을 따라 분

포하는 림프관(lymphatic channel)에 수분이 축적 확

장되고 결합조직 격벽 진행방향으로 주행하는 두꺼

운 형태의 수분 층이 초음파상 무에코성 층(anechoic 
layer)으로 관찰 된다20)(Fig.8A,B). 부종 부위를 손으

로 눌러 보아 들어간 자국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

는 경우를 압흔 혹은 함요 부종(Pitting edema)이라

고 하는데 이렇게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와 

아울러 초음파를 통해 피하지방층에 축적된 수분의 

정도 및 치료 경과시 부종의 변화상을 관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 血脈의 협착 

脈診法은 예로부터 三部九候法, 氣口人迎比較脈

法, 寸口脈法, 臟腑經絡遍診脈法 등이 사용되어 오

는데, 그중 氣口人迎比較脈法은 氣口와 人迎脈의 盛

衰를 비교하여 病邪의 所在 질병의 변천과정 및 병

세변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이다21). <黃帝內經ᆞ

素問> 六節藏象論 至眞要大論 腹中論 및 <黃帝內經

ᆞ靈樞> 終始篇 經脈篇 五色篇 禁服篇 陰陽二十五

人篇 論疾診尺篇 등에서 氣口와 人迎 脈象에 대해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데 氣口는 手太陰肺經의 寸口

脈을 지칭하며 人迎은 足陽明胃經의 人迎脈을 치칭

하는 것으로 氣口와 人迎을 서로 비교하여 氣血의 

升降정도, 陰陽의 調和정도, 有餘不足여부, 陰經病인

지 陽經病인지, 內傷인지 外感인지 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21). 氣口人迎比較脈法

은 맥파 정보를 정량화하기가 가장 용이하여 氣口ᆞ

人迎脈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

러한 정량화를 통해 氣口人迎比較脈法의 객관적 지

표로 삼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21). 초음파를 

통하여 혈맥의 협착이나 폐쇄 등을 관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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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Ultrasonography findings of stenosis(A) and plague(B) of inyeong-maek(人迎脈)
(A) Transverse US image of the CCA shows severe stenosis with hypoechoic atheroma(arrows). 
(B) Longitudinal US image of the CCA shows plague with hyperechoic plague(arrows).

 

Fig. 11. Transverse(A) and longitudinal(B) ultrasonography findings of bujong(浮腫) around geun(筋)
US image shows effusion of biceps tendon sheath. 
arrow: biceps tendon, arrow heads: biceps tendon sheath effusion 

(329)

데, 경동맥 부분의 혈관벽의 물리적 특성은 관상동

맥이나 뇌동맥 동맥경화와 상관성이 높고 내경동맥

과 외경동맥이 갈라지기 직전의 총경동맥 부위로 이 

부위는 혈류의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죽상경화반이 

잘생기며 경동맥의 협착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다19). 
초음파상 人迎脈 부위인 총경동맥 및 총경동맥 분기

부, 내경동맥 등의 IMT 비후(Fig.9), 협착(Fig.10A), 
경화반(Fig.10B) 등의 병변을 관찰할 수가 있다. 경

동맥 부위의 협착, 경화반이나 폐쇄 등은 총경동맥 

즉 人迎脈의 압력이나 혈류변화를 초래하리라 추측

되는데 초음파의 활용이 氣口人迎比較脈法 및 氣口

人迎比較脈法의 맥파 정보 정량화 및 객관적 지표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라) 筋, 骨 및 關節 疾患

초음파상 정상적인 筋 즉 腱은 고에코성의 미소

섬유성(fibrillar) 모양을 띤 두꺼운 선상 형태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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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ltrasonography and X-ray findings of goljeol(骨折) of 1st metatarsal bone 
(a) US image demonstrates focal breaks of hyperechoic cortical line(white arrow) of the 1st metatarsal bone surface 
with overlying soft tissue edema(black arrows). (b) X-ray image demonstrates fracture of the 1st metatarsal 
bone(white arrows). 

Fig. 13. Ultrasonography finding of hakseulpung(鶴膝風)
Longitudinal US image of medial knee shows 
osteophytes(asterisks) and joint effusion(arrows).

(330)

되는데(Fig.2) 腱의 염증 및 파열, 腱鞘의 염증 및 

삼출(Fig.11) 등의 병변시 비정상적인 소견을 관찰

할 수 있다. 초음파상 골 표면은 초음파상 고에코성 

선형태의 관찰되므로 골절의 경우 골 표면상에서 부

분적 결손 혹은 불연속성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결손 

혹은 불연속성 부위 근변에서 연부조직의 부종이 관

찰된다(Fig.12). 鶴膝風 歷節風과 같은 슬관절 질환

의 경우 초음파로 관절부종(joint effusion)(Fig.13) 
활액막염(synovitis) 활액막낭종(synovial cyst) 활액

막연골종증(synovial chondromatosis) 점액낭부종(bursa 

effusion)(Fig.14) 점액낭염(bursitis) 골극(osteophyte) 
(Fig.13) 유리체(loose body) 등의 병변소견을 관찰

하여 병증의 淺深 輕重 등을 판단하거나 치료경과 

관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마) 천부 장기 및 조직의 병변

갑상선, 타액선(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유방, 임

파선 등은 천층부 장기 및 조직으로 이들의 비대 종

괴형성 등의 병변시 초음파 관찰로 그 형태학적인 

변화상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 갑성선 종대 및 

갑상선의 종괴류를 총칭하는 癭病(Fig.15), 皮膚神經

性纖維瘤에 해당되는 氣瘤, 毛細血管瘤와 海綿狀血

管瘤에 해당되는 血瘤, 脂肪瘤에 해당되는 肉瘤, 靜
脈曲脹에 해당되는 筋瘤, 피지선 감염으로 인한 囊

性腫瘤인 脂瘤, 또한 경부임파선종대 혹은 임파절 

결핵에 해당뇌는 瘰癧(Fig.16), 악성 임파선 종대에 

해당되는 失榮, 結節腫(ganglion) 혹은 腱鞘囊腫에 

해당되는 痰核(Fig.17), 유방 샘조직의 급성염증인 

乳癰, 유방의 결핵성 질환인 乳癆, 유방의 양성종양

인 乳癖, 유방의 악성종양인 乳石癰(乳癌)(Fig.18) 
등의 종괴성 병변 등 천부 장기 및 조직의 병변22)을 

초음파를 통하여 장기의 비대정도 및 종괴의 크기 

위치 성상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치료시 경과 변화상

을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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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Ultrasonography finding of yeokjeolpung(歷節風)
Longitudinal US image of anterior knee shows 
patella(open arrow), fat pad(arrows), quadriceps 
tendon(arrow heads) and suprapatellar bursa 
effusion(asterisks).

 

Fig. 15. Ultrasonography findings of yeongbyeong(癭病)
(A)US image shows enlarged thyroid gland(asterisks). (B) US image shows hypoechoic mass(arrow heads) in 
thyroid gland, which turned out to be malignant. 
C: common carotid artery, T: trachea

(331)

2) 심부 장기 
(1) 심부 장기 및 흉ᆞ복강 정상소견 

가) 五臟六腑

공기로 가득 차있어 초음파 빔의 흡수현상으로 

인하여 초음파상 관찰이 어려운 肺와 有名而無形한 

三焦를 제외한 모든 오장육부 및 식도의 일부, 췌장, 
전립선, 자궁 및 부속기계를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서 관찰 할 수 있다. 오장육부는 각 장부별 기능실

조 뿐만이 아니라 형태학적 비정상으로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黃帝內經ᆞ靈樞> 本藏篇1)

에서 ‘五藏者 有小大高下堅脆端正偏傾者 六府亦有

小大長短厚薄結直緩急 凡此二十五者 各不同 或善或

惡 或吉或凶 ……’라고 하여 五臟의 大小 高下 堅脆 

正偏 에 따라 그에 따른 병증이 각각 발생한다고 하

였으며 또한 大腸 小腸 胃 膽 膀胱 등 六腑의 大小 

長短 厚薄 結直 緩急 등의 변화에 따라 ‘或善或惡 

或吉或凶’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장육부의 형태학

적 비정상 즉 해부학적 비정상이 질병을 발생시킨다

고 보았다.
간장은 해부학적으로 겸상인대(falciform ligament)

에 의해 좌우로 나누어 좌엽 우엽 및 방형엽 미상엽 

총 4엽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문맥의 혈류에 따라 

간좌엽 4구획 간우엽 4구획 총 8개 구역으로 분류하

기도 하는데 임상에서는 문맥혈류에 따른 Couinaud 
분류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9). 우늑궁하 走査

((right subcostal scan)와 우늑간 走査(right intercostal 
scan)로 간의 高下, 위축과 종대, 종괴성 병변 유무 

및 간 실질의 粗大여부를 관찰할 수 있다. 심장은 

늑골에 싸여 가려져 있어 초음파 검사가 쉽지 않아 

특수하게 개발된 부채꼴 탐촉자(sector probe)를 통

해 심방 심실 및 판막을 관찰할 수가 있다. 췌장은 

일반적으로 위의 유문부 後上部에 위치하는데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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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Ultrasonography finding of naryeok(瘰癧)
US image shows benign lymph node 
enlargement(arrows) about 12㎜ with an regular 
hypoechoic oval-shape at the neck.

Fig. 17. Ultrasonography finding of damhaeg(痰核)
US image shows ganglion(arrow heads) about 6㎜ 
with an regular anechoic oval-shape at the wrist.
DVN: dorsal venous network, EDT: extensor 
digitorum tendons, L: lunate, S: scaphoid

Fig. 18. Ultrasonography finding of yuam(乳癌)
US image shows heterogeneous hypoechoic huge 
mass(arrows), which turned out to be breast cancer.

(332)

의 형태 크기 및 췌관의 확장여부, 췌석 및 종괴성 

병변 유무 등을 관찰 할 수가 있다. 비장은 복강 좌

상부 횡격막하에 위치하는데 초음파상 좌늑간 走査

(left intercostal scan)을 통해 비장의 형태 크기 및 

종대여부를 관찰할 수가 있다. 신장은 좌늑간 走査

(left intercostal scan) 및 우늑간 走査(right intercostal 
scan)을 통해 신장의 형태 크기 高下 및 결석 종괴

성 병변 유무 등을 관찰할 수가 있다. 담낭은 우늑

궁하 走査((right subcostal scan)와 우늑간 走査(right 

intercostal scan)로 담낭의 크기 벽의 두께 및 종괴

나 담석의 유무 등을 관찰 할 수가 있다. 위는 위완

부에서 縱斷 走査(longitudinal scan) 및 橫斷 走査

(transverse scan)를 통해 위유문부를, 좌늑궁하 走査

(left subcostal scan)을 통해 위체부 및 분문부를 관

찰할 수가 있는데 위 유분부의 高下, 위벽의 비후, 
종괴유무, 연동운동의 강약 등을 관찰할 수가 있다. 
위벽 두께는 5㎜전후가 되며 공복시나 위수축시 8
㎜ 전후가 되기도 하는데 10㎜를 넘어서면 병적 비

후로 판단한다23). 식사 직후에 위의 연동 수축운동

(peristaltic contraction)이 잘 관찰되는데 정상적인 

경우 20초에 1회의 완전한 수축이 이루어진다24). 소
장과 대장은 벽두께 및 직경, 내용물, 가스 등을 관

찰할 수 있다. 직장을 제외한 소장 및 대장 벽의 두

께는 4㎜(직장은 6㎜)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그 이상

이면 병적 비후로 판단한다23). 장관의 직경은 소장

이 22㎜, 대장이 14~18㎜ 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

다23). 방광은 하복부에서 관찰되는데 방광벽의 두께, 
종괴 유무, 뇨량 등을 관찰할 수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방광 下面에 밤알 크기의 전립선이, 여자의 경우 

방광주위 및 방광하면에서 자궁과 질부가 관찰된다. 
나) 흉ᆞ복강

심장이외에 흉강내 장기는 폐의 공기로 인한 초

음파 빔의 흡수로 관찰이 어려우나 흉강에 삼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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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Ultrasonography findings of jeokchwi(積聚) 
(A) Metastatic liver cancer with hepatomegaly (B) Longitudinal image of the pyrolus of stomach shows hypoechoic 
wall thickening(pseudokedney sign,arrow heads) due to gastric cancer with lymphadenopathy(arrows). (C) 
Splenomegaly (D) Huge kidney cancer 

(333)

저류시 무에코성(anechoic)의 액체가 관찰이 된다. 
복강내 유리가스(free air)나 복수(ascites) 저류시 초

음파로 관찰할 수 있는데 30-40㏄ 정도의 소량의 복

수도 찾아낼 수 있다.

(2) 주요 증례

가) 積聚

積聚와 癥瘕는 同類의 질병으로 癥積 瘕聚 라고

도 하는데 積은 固定不移하여 痛脹이 一定部位에 있

고, 聚는 攻竄作痛하면서 痛無定處하며 이외 痃癖 

痞塊 癖塊 癖散 成鼓 등도 그 성질로 보아 기본상 

모두 積聚의 범주에 속한다25). 積聚란 복강내 종괴

나 종대성 병변을 총칭한 것으로 간비종대 복강내 

종양 장폐색 내장하수 등의 범주로 보고 있다14). 積
聚는 肝積(肥氣 癖黃 肝着: 간의 종양)(Fig.19A), 心
積(伏梁: 위암 및 간 담 췌장종양)(Fig.19B), 脾積(痞
氣: 간암 및 간비종대)(Fig.19C), 폐적(息賁: 폐암), 
腎積(奔豚:腎癌)(Fig.19D)의 五積과 大腸 小腸 膽 胃 

膀胱 三焦에서 기인하는 六聚로 세분되는데 모든 장

부에서 종괴성 병변 및 종대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

다26). 望聞問切의 四診을 合參하여 積聚를 진단해낼 

수도 있지만 발병초기 혹은 크기가 작은 종괴의 경우 

四診을 통해 積聚를 진단해 내기에 어려움이 많다. 
초음파를 통해 복강안의 모든 장부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적취의 관찰이 용이함으로 적취의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에 초음파기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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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Ultrasonography findings of changman(脹滿)
(A) normal colon gas pattern : US image shows hyperechoic short lines(arrows)due to gases and dirty 
shadow(asterisks) secondary to reflection. (B) severe gastric distention (arrows) (C) dilatation of jejunum due to 
ileus with prominent valvulae conniventes(arrows) (D) dilatation of ileum due to ileus with small amounts of 
ascites(asterisks) (E) massive acites (asterisks) due to live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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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Longitudinal ultrasonography findings of normal person(A) and wiha(胃下) person(B)
(A) US image shows normal pylorus(arrow heads)which is above from inferior border angle of left lobe of 
live(asterisk). (B) US image shows drooped pylorus(arrow heads)which is below from inferior border angle of left 
lobe of live(asterisk). 
L: left lobe of live, white arrow: splenic vein

(335)

나) 脹滿

脹滿이란 복부만 脹大하고 面目四肢에는 부종이 

없는 것을 말한다26). 腹部를 눌러보면 鼓와 같이 膨

滿하므로 鼓脹이라고도 하며 寒脹, 熱脹, 穀脹, 水脹, 
氣脹, 血脹, 蠱脹 등의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

성소화불량증 위확장 장내과다가스 장마비 간경화 

혹은 복강내 종양으로 인한 복수 등의 범주로 보고 

있다26). 복부가 脹大할 경우 脹滿의 변증 이전에 복

부 脹大의 원인이 위장관내의 과다가스 때문인지, 
음식내용물 정체 때문인지, 복수축적 때문인지 혹은 

복강내 장기의 종대나 종괴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상 장관내 가스는 고에코성의 짧은 

선으로 나타나고 공기층의 반향으로 고에코성의 짧

은 선 아래로 지저분한 음향음영(dirty acoustic show)7)

가 나타나 위장관내 공기의 분포 상태 및 정도를 관

찰 할 수가 있다(Fig.20A). 위나 장관의 폐쇄로 위확

장(Fig.20B)이나 장마비(Fig.20C)가 발생되면 위나 

장관내 음식물의 정체 및 저류로 무에코성(anechoic) 
액체에 작은 입자 형태의 고에코성 고형음식물이 산

재된 형태로 확장된 위나 장관 내에서 관찰되며 특

히 소장에서는 확장된 장관내로 윤상주름(valvulae 
conniventes)이 특징적으로 잘 관찰되어(Fig.20C) 위

나 장관의 확장 및 폐쇄 여부를 살피는데 초음파가 

도움이 된다. 복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명음과 

둔탁음의 분포차이를 이용한 전위성 둔탁음(shifting 
dullness)검사, 옆구리를 손가락 끝으로 쳐서 전달되

는 파동의 전달을 이용한 파동전달(fluid wave) 검사 

등의 타진 방법이 과거에 많이 활용되어 왔지만 정

확성이 떨어지고 특히 소량의 복수일 경우 타진 및 

기타 신체검사로도 찾아내기가 어렵다. 초음파는 

30~40㏄ 의 적은 양의 복수도 찾아 낼 수 있어 복수

의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Fig.20D,E). 따
라서 脹滿의 원인이 복강내 과다가스인지, 위장관 

폐쇄로 인한 위장관 내용물의 정체인지, 복수 축적

인지 혹은 종괴성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초음파의 활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胃下 

<黃帝內經ᆞ靈樞> 本藏篇1)에 ‘肉䐃不稱身者 胃

下 胃下者 下管約不利’이라고 하여 肌肉이 신체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胃가 아래로 처진 것인데 胃

가 아래로 처지면 위의 下口가 수축되므로 음식물이 

잘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胃의 下口를 幽門 또

는 下脘이라고 하며 胃의 上口를 噴門 또는 上脘이

라고 하고 上脘과 下脘의 사이를 中脘이라고 하며 

上脘 中脘 下脘을 통틀어 胃脘이라고 하는데 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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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Longitudinal ultrasonography findings of pyloric part of stomach about 10 minutes after meal on normal person(A,B) 
and wiwan(胃緩) person(C,D)
(A) pylorus extension (B) full pylorus contraction about 10 seconds after pylorus extension (C) pylorus extension 
(D) incomplete pylorus contraction about 10 seconds after pylorus extension

(336)

의 경우 下脘 부위를 縱斷 走査하면 위의 幽門部 단

면을 관찰할 수 있어 幽門部의 처짐 여부를 쉽게 관

찰 할 수 있다. 정상인의 경우 幽門部 단면은 간좌

엽 뒤쪽으로 위치하는데(Fig.21A) 위의 幽門部 처짐

이 심해질수록 간좌엽에서 이탈하여 간좌엽 하연각

에서 멀어지게 된다(Fig.21B). 이처럼 下脘 부위를 

종단 주사하여 幽門部의 처짐 여부 즉 胃下 여부를 

쉽게 관찰 수 있다. 따라서 초음파를 이용해 胃下 

여부나 胃下 정도를 관찰하는 것이 정확하고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라) 胃緩

<黃帝內經ᆞ靈樞> 本藏篇1)에 ‘肉䐃不堅者, 胃緩’
이라고 하여 肌肉이 緩慢하면 胃氣가 緩慢하다고 하

였는데 胃緩은 장기간 飮食失節 혹은 七情內傷 혹 

勞倦過度로 中氣가 下陷하고 升降이 실조되면 脘腹

痞滿 噯氣不舒 胃脘疼痛 漉漉有聲 하는 등의 脾胃虛

弱을 특징으로 하는 병증으로 이러한 胃緩證은 위의 

연동 수축운동(peristaltic contraction) 부족으로 나타

날 수 있다26). 정상인의 경우 下脘穴 부위를 종단 주

사하면 유문부의 연동 수축운동을 관찰 수 있다. 공
복시에는 연동 수축운동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게 관

찰되는데 식사 직후에는 위의 연동 수축운동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 위에 음식이 차게 되면 위체부의 

대만부에 위치한 pacemaker 부위로부터 시작되는 

위서파(gastric slow wave)의 평활근 전도에 의해 고

리모양의 연동 수축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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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Ultrasonography findings of constipation(便秘)(A) and diarrhea(泄瀉)(B) in the colon 
(A): US image shows hyperechoic arc lines(arrows) due to gases and clean acoustic shadows(asterisks) 
secondary to reflection due to hard stool. (B) US image shows anechoic fluid collection in the colon(arrow heads).

(337)

施長되면서 유문부는 괄약근의 수축으로 폐쇄된 상

태에서 연동 수축운동을 시작하여 음식을 십이지장

쪽으로 이동시키려하는데 이러한 연동 수축운동은 

정상인의 경우 분당 3회, 즉 20초 간격으로 연동 수

축운동이 일어나게 된다23). 정상인의 경우 유문부의 

완전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는데(Fig.22A,B) 소화불

량증 환자의 경우는 유문부의 불완전한 수축과 확장

이 반복되는 소견을 보인다(Fig.22C,D). 초음파를 

통해 유문부의 완전 혹은 불완전 수축이나 확장 즉 

연동 수축운동의 강약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이를 

胃緩 진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며 관련 연구

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마) 便秘 및 泄瀉

일반적인 정상적인 대변은 결장팽대(haustra coli)
를 따라 팽대부에 모인 가스로 인해 고에코성의 짧

은 선상으로 나타나고 선상 아래로 가스로 인한 초음

파 빔의 반향으로 지저분한 음향음영(dirty acoustic 
show)가 아래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인다(Fig.20A). 
딱딱한 고형변의 경우 즉 대변이 乾硬할 경우 결장

팽대를 따라 팽대부에 모인 가스가 강한 에코성의 

弧狀(arc)을 나타내며 고형변으로 인해 호상아래 명료

한 음향음형(acoustic shadow)이 나타난다23)(Fig.23A). 
水樣性 변일 경우는 대장내 저에코의 액체상에 粒

狀의 에코가 보이는 형태를 나타낸다23)(Fig.23B). 

따라서 초음파를 통해 正常便 乾硬便 水樣便 등 대

변의 성상을 관찰 할 수 있어 변비나 설사의 경우 

변증과 진단 및 증세의 輕重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便秘를 熱秘 氣秘 虛秘(氣虛秘 血虛秘 陰虛秘) 冷

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변의 성상으로 보아 대변이 

乾硬者는 熱秘나 陰血虛秘에 속하고 不乾硬者는 氣

虛秘나 冷秘에 속하는 것으로 변증 한다26). 초음파를 

통해 직접 장관 내의 대변 성상이 乾硬한지 不乾硬

한지를 분별하는 것은 정확한 변증에 도움이 된다. 
바) 排尿困難 

排尿困難은 難尿로 소변배출이 快通順利하지 못

하여 難澁한 경우를 말하며 배뇨시 통증이 있으면 

淋病이라고 하고 소변이 不通하면서 臍下가 急痛하

는 것을 轉脬證이라고 한다27). 배뇨곤란은 주로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 장애, 만성방광염(Fig.24B), 
전립선비대증(Fig.24B), 과민성 방광 등으로 발생하

게 된다27). 배뇨곤란 환자의 경우 초음파를 통하여 

방광 및 방광내 尿量, 주변장기(전립전 자궁) 등을 

관찰할 수 있어 그 원인질환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

고 방광내 뇨량을 측정할 수 있어 배뇨장애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정상성인의 

방광((Fig.24A) 용적은 400~450㏄로 150~200㏄ 정도 

소변이 차면 尿意를 느끼고 3-4시간마다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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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Ultrasonography findings of bladder of normal person(A) and yobulri(尿不利) person(B)
(A) US image show normal bladder(asterisks) and prostate. (B) US image show bladder wall thickening(arrow 
heads) due to chronic cystitis with BPH. 
P: prostate,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338)

정도의 소변을 보게 되며 하루 평균 총 1,200~1,500
㏄의 소변을 보게 된다27).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

경계 장애로 배뇨곤란시 방광이 소변을 수용할 수 

있는 용적인 500㏄를 넘고 1000㏄이상이 되어도 尿

意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도하게 방

광에 소변이 차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비뇨기계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 방광이 늘어나 방광 

수축력저하로 인해 방광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환자가 자력으로 배뇨하거나 導尿를 통

해 배뇨를 시키더라도 남은 잔뇨량의 측정이 어렵게 

된다. 정상인의 경우 배뇨 후 잔뇨량은 50㏄ 이하인

데 배뇨장애 환자의 경우 잔뇨량을 최대한 100㏄이

하로 유지시켜 주어 방광의 세균번식을 막아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어 주어야하는데 임상에서 실제로 복

진이나 타진 등의 신체검사나 문진 등의 방법으로 

방광내 뇨량이나 배뇨후의 잔뇨량을 정확히 예측해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뇨곤란의 

원인질환을 찾거나 배뇨곤란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

가고 관리함에 있어서 초음파진단기기의 활용이 중

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刺鍼時 복강 및 흉강 장기의 안전성 확보 

肺나 心臟은 흉벽에 바로 연접해 있으며 肝 膽 小

腸 大腸 脾臟 膀胱 등은 복벽에 바로 연접해 있고 

간혹 胃幽門部 膵臟 子宮 등이 복벽에 바로 연접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복부나 흉부 경혈 刺針時 

흉벽이나 복벽에 연접된 장기가 刺針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黃帝內經ᆞ素問> 刺禁論篇5)에서 ‘刺中心, 一日

死, 刺中肝, 五日死, 刺中腎, 六日死, 刺中肺, 三日死, 
刺中脾, 十日死, 刺中膽, 一日半死, …… 刺少腹, 中

膀胱, 溺出, 令人少腹滿’이라고 하여 오장육부에 禁

刺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黃帝內經ᆞ素問> 診要經

終論篇5)에서는 ‘凡刺胸腹者, 必避五藏, …… 中鬲者

皆爲傷中, 其病雖愈, 不過一歲必死. 刺避五藏者, 知

逆從也. 所謂從者, 鬲與脾腎之處, 不知者反之. 刺胸

腹者, 必以布繳著之, 乃從單布上刺,……’라고 하여 

흉부와 복부 자침시 五臟 및 橫膈膜을 피해야하며 

‘逆從’을 알아야 하는데 ‘從’이란 橫膈膜과 脾 腎 등

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것을 말하고, 위치를 명확히 

모르는 것을 ‘反’ 즉 ‘逆’이라고 하여 내부 장기의 

위치를 명확히 알아서 내부 장기에 刺鍼을 禁할 것

을 강조하였다. 
문28) 등에 의하면 黃帝鍼灸甲乙 張氏類經 鍼灸大

成 醫學入門 東醫寶鑑 등 한의서 5권에서 제시된 경

혈 直刺 刺針深度의 중앙값을 조사한 결과 흉부경혈

에서는 輒筋이 6分으로 深度가 가장 깊었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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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Ultrasonography findings on jungwan-hyeol(CV12,中脘穴) of 42kg-150㎝ woman
(a) Longitudinal US image shows 12.9㎜ depth from epidermis to surface of left liver. (b) Transverse US image 
shows 12.9㎜ depth from epidermis to surface of left liver. 
L: left lobe of liver, Pa: pancreas, IV: inferior vena cava, A: abdominal aorta

 

Fig. 26. Ultrasonography findings on geonri-hyeol(CV11,建里穴) of 42kg-150㎝ woman
(a) Longitudinal US image shows 15.8㎜ depth from epidermis to surface of pancreas body. (b) Transverse US 
image shows 15.8㎜ depth from epidermis to surface of pancreas body. 
L : left lobe of liver, Pa: pancreas, IV: inferior vena cava, A: abdominal aorta, SMA : superior mesenteric artery

(339)

경혈들은 2.5~4分 사이였으며 복부경혈에서는 水道

가 20分으로 가장 심도가 깊었고 그 다음으로 曲骨

15分, 中極과 氣海가 12分이었으며 京門 氣衝 腹哀 

등이 3分으로 자침심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
한 흉부 전체 경혈 直刺 평균 자침심도 는 3.33分이

었으며 복부 전체 경혈의 直刺 평균 자침심도는 

7.52分으로 조사되어 흉부의 자침심도 평균값은 복

부의 자침심도 평균값보다 낮았는데 이는 일반적으

로 흉벽이 복벽보다 얇으며 흉강안에 심장이나 폐와 

같은 중요 장기의 보호 차원으로 생각된다.
복부 경혈중 頻用穴인 上腕ᆞ中脘ᆞ下脘穴에 대

하여 살펴보면 胃脘에 해당되는 上腕 中脘 下脘 부

위에는 간좌엽 췌장 위유문부 등 중요한 장기가 위

치하고 있는데, 문28) 등에 의하면 黃帝鍼灸甲乙 張

氏類經 鍼灸大成 醫學入門 東醫寶鑑 등 한의서 5권

에서 제시된 경혈 直刺 刺針深度 중앙값은 上腕ᆞ中

脘ᆞ下脘穴 모두 8分이며, 최근 한의과대학 공통교

재인 <大學經絡經穴學>에서는 上腕ᆞ中脘ᆞ下脘穴 



대한한의학회지 제35권 제3호 (2014년 9월)

http://dx.doi.org/10.13048/jkm.1403290

 

Fig. 27. Ultrasonography findings on the hawan-hyeol(CV10,下脘穴) of 42kg-150㎝ woman
(a) Longitudinal US image shows 15.0㎜ depth from epidermis to surface of pylorus.
(b) Transverse US image shows 15.0㎜ depth from epidermis to surface of pylorus.
L : left lobe of liver, P: pylorus, IV: inferior vena cava, A: abdominal aorta

(340)

直刺 자침심도를 5-10分으로 제시하고 있다18). 
신장 150㎝, 체중 40kg 정도의 마른 여성 환자의 

中脘穴 위치에 해당되는 복벽의 두께는 12.9㎜(약 

4.3分)이며 복벽아래 바로 간좌엽이 위치하고 있다

(Fig.25). 이 여성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毫鍼(鍼體 

길이: 3~4㎝)으로 문28) 등의 조사에 의거해 中脘穴

의 자침심도 중간값인 24㎜(8分)으로 直刺한다면 鍼

尖 및 鍼體가 간좌엽 표면을 관통하여 간좌엽 실질

에 도달되고 이어 췌장 체부에 까지 도달 될 수 있

다. 또한 建里穴 위치의 복벽 두께는 15.8㎜(약 5.2
分)으로 바로 췌장 체부가 인접하고 있고(Fig.26) 下
脘穴 위치의 복벽 두께는 15.0㎜(약 5.0分)으로 바로 

위유무부가 위치하고 있어(Fig.27) 建里穴과 下脘穴 

자침심도 중간값인 24㎜(8分)으로 直刺 한다면 建里

穴 자침시는 췌장체부에, 下脘穴 자침시는 위유문부

에 針體가 도달되고 貫通될 것이다.
흉부나 복부 경혈 자침시 性別 體形 肥瘦 나이 등

을 고려하고 경험적으로 자침심도를 결정할 수 있지

만 특히 마른체형의 환자의 경우 초음파를 통해 자

침부위의 흉벽 혹은 복벽의 두께를 측정하고 그 측

정값을 참고하여 直刺나 斜刺時 자침심도를 결정하

는 것이 장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확한 방법이 

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음파진단기기로 인

체의 천부(淺部) 및 심부(深部)에 위치한 조직과 장

기들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 및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위의 정밀검

사(diagnostic test)를 통해 질병의 유무, 진단의 배제

(rule out) 및 이상 부위의 병태를 정확하게 관찰하

고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의 운동성 관찰 및 자침심

도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 초음파와 관

련된 논문으로 한의학적으로 초음파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관한 논문은 全無한 상태고 연구자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하여 연구한 한 논문도 거의 없

는 실정이며, 있더라도 주로 양방에 의뢰하여 얻고 

판독 받은 자료 혹은 CT나 MRI 같은 영상자료에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된 논문들이다. 본 연구에 활

용된 초음파 자료사진은 저자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다양한 부위를 관찰하고 연구하였으나 전문성에 있

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博而不精 한 연구라고 생

각된다. 추후 초음파진단기기를 한의학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폭넓은 연구가 있

기를 바라며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초음파를 활

용하여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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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剖라는 명칭은 B.C 1세기경에 저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醫書인 <黃帝內經ᆞ靈樞> 經水篇에 최

초로 記載되어 있으며 黃帝內經 素問과 靈樞에는 五

臟六腑 血脈 筋 筋肉 骨 등 인체의 해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詳述하고 있다. 18세기 일본학자가 西醫學의 

‘anatomy’라는 용어를 <黃帝內經ᆞ靈樞> 經水篇에 

나오는 ‘解剖’라는 한자 용어로 借用29)하여 쓰기 시

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黃帝內經ᆞ

靈樞> 腸胃篇에서 입에서부터 직장까지 즉 소화기

관의 길이 넓이 직경 용량 형태 위치 등을 해부학적

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현대해부학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黃帝內經ᆞ素問> 診要經終論

篇에서는 ‘凡刺胸腹者, 必避五藏, …… 中鬲者皆爲

傷中, …… 刺避五藏者, 知逆從也. 所謂從者, 鬲與脾

腎之處, 不知者反之’라고 하여 흉부와 복부 자침시 

내부장기 및 횡격막의 위치를 명확히 알아서 내부 

장기에 刺鍼을 禁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刺鍼時 

해부학적인 장부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黃帝內經ᆞ靈樞> 癰疽篇에서는 

소화기에서 흡수되고 산포되는 영양물질이 모두 혈

관계를 통하여 운반됨을 말하여 혈관이 체내에서는 

각 장기에 連接되고 체표에서는 전신각부에 분포된 

정황을 이해하였고 <黃帝內經ᆞ素問> 擧痛論篇에서

‘經脈流行不止, 環周不休’라고 하여 혈액은 혈관 

내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1628년 영국인 윌리엄하비(William Harvy)가 

혈액순환을 발견한 것에 비해 천 칠백여년이나 앞선 

것이다. 秦漢시대에 저술된 <難經>에서는 횡격막의 

존재를 인식하여 횡격막 위로 는 심폐가 있고 아래

로는 내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五臟六

腑에 대한 형태ᆞ해부학적 내용을 黃帝內經 素問과 

靈樞에 나오는 내용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는데 특히 肝은 ‘左三葉右四葉 凡七葉’이라고 하여 

肝을 左右로 나누고 左에는 3엽 右에는 4엽 합하여 

모두 7엽이 있다고 하였다. 서양의학에서는 해부학

적으로 간을 좌엽과 우엽으로 나누고 방형엽 및 미

상엽을 추가하여 4엽으로 분류하여 오다가 1954년 

Couinaud가 문맥의 혈류에 따라 간좌엽 4구획, 간우

엽 4구획 총 8개 구역으로 분류한 이후 Couinaud 
분류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難經>에서 설

명된 肝의 해부학적 내용이 현대해부학과 정확히 일

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이천년 이전에 肝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와 인식이 뛰어났으며 그 당시 

한의학이 해부학적인 지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체의 천부(淺部)에 위치한 조직인 피부 피하지

방층 근육층, 천부 장기인 갑상선 타액선 유방 등은 

7.5-10 MHz, 심부(深部)에 위치한 내부 장기들은 

3.5MHz 또는 5MHz 주파수의 초음파를 활용한 조

직과 장기의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조직 및 

장기의 이상여부 혹은 진단의 배제 및 이상부위의 

병태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 임상에서 四診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초음파 자료를 合參하여 진단률 

提高 뿐만이 아니라 치료 경과 관찰에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최근 눈부신 과학기술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부학을 기초로 한 초음파진단기 CT MRI PET 등
의 첨단 영상 장비가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진단기기는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피폭이 없고 임상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real time)으로 관찰할 수 있어 장부의 기질

적인 질환과 장부의 動的 변화상을 관찰하여 기능적 

질환의 변증과 진단뿐만이 아니라 자침시 내부장기

의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초음파진단기기는 물론 해부학을 기초로 한 영상장

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하여 한의학의 객관

화와 과학화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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