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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급성 복통으로 내원하여 응급초음파를 시행한 환자들의 질병의 분포를 알아보고 초음 

파 진단과 임상진단， 특히 수술후 진단을 비교분석하여 수술의 결정에 있어 응급초음 

파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으로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총 145 예를 후향적으 

로 분석하였다. 초음파검사 결론과 후에 확진된 임상진단， 특히 수술소견 및 병리조직 

학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응급초음파 시행후 내과적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후에 

확진된 예를 찾아 원인이 된 내과적질환의 종류별 빈도를 알아보았다. 

결과: 총 145 명의 환자중에서 28 명(1 9.3 %)은 수술적치료로 확진되고， 나머지 117 명은 내 

과적으로 치료되었다.28 명의 환자는 응급수술을 시행받았으며 ， 이중 19 명 (67.9 %)의 

환자에서 수술전에 초음파검사로서 정확히 진단하였다 이 19 명의 진단은 급성충수 

돌기 염 이 8 예 (42,1 %), 급성 담낭염 7 예 (3 7 %), 난소낭종염전 2 예， 자궁외 임신 l 예， 

간농양 l 예였다. 초음파검사상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는 9 예 (32.1 %)였다. 

이는 급성충수돌기염이 4 예 (44.4 %), 장관파열에 의한 복막염 2 예 (22.2 %)와 자궁외 

임신， 장게실염 ， 골반염이 각각 l 예씩이었다 응급초음파 검사후 내과적으로 치료받 

은 117 명중 50 예는 입원 또는 외래추적검사에서 확진되었는데 만성 간질환이 14 예 

(28 %)로 가장 많았다. 

결론 ， 응급초음파검사는 내과질환과 외과질환의 감별에 도움을 주어 치료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응급수술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 Abdomεn. Utrasonography, Acute appendicitis. Ultrasonography, 

Acute cholecystitis. Ultrasonography, Ovarian torsion. Ultra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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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 월부터 1995 년 7 월까지 14 개월 동안 본원 응 

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으로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총 

145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45 명중 남자 76 명 ， 여 

자 69 명이었으며 나이는 14세에서 85 세 (평균 40 세)까지 

였고， 초음파기기는 Acuson 128X/ l 0 (California , USA)으 

로 3.5 MHz 볼록 탐촉자 (convex t ransducer)를 이 용하였 

고 필요한 경우 7 MHz 선형 탐촉자(linear transducer)를 

사용하였다 

응급초음파 사진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응급실 

내원후 초음파검사까지의 경과 시간을 알아보았고， 초음 

파검사 결론과 후에 확진된 임상 진단， 특히 수술소견 및 

병리조직학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응급초음파 시행 

후 내과적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입원검사나 외래 추적 

관찰에서 임상적으로 확진된 예를 찾아 그 원인이 된 내 

과적 질환의 종류별 빈도를 알아보았다 

1996 

1 8-20 시간 3 예， 22-24시간은 2예로， 69. 1 %의 환자가 

내원 4시간이내에 응급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총 145 명의 대상환자중에서 28 명 (1 9.3 %)은수술적 치 

료로 확진되었고， 나머지 11 7 명 (80.7 %)은 내과적으로 치 

료하였다.28 병의 환자는응급수술을시행받았으며 ， 이중 

1 9 명 (67 . 9 %)의 환자에서 수술전에 초음파검사로서 정확 

히 진단하였다- 이 1 9 명의 진단은 급성충수돌기염이 8 예 

(42. 1 %), 급성 담냥염 7 예 (36.8 %), 난소냥종염전 2 예， 

자궁외임신 2 예， 간농양 l 예이다 (Table 1) 초음파검사후 

응급수술을 시행하게된 원인질환중 급성충수돌기염과 급 

성담낭염이 많은 비율 (43 % , 25 %)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 

음파검사의 진단율도각각 67% 와 100 % 로높게 나타나 

고 있다 (Fig. 1) 

응급수술을 시행한 28 명의 환자중 초음파검사상 정확 

한 결론을 내려지 못한 경우는 9예로서 32.1 % (9 /28)였 

다. 이 들은 급성 충수돌기 염 이 4 예 (44.4 %), 장관파열에 

의한복막염 2 예 (22 . 2 %), 자궁외임신 l 예(11. 1 %), 장게 

실염이 l 예(11. 1 %) ， 골반염이 l 예(1 1. 1 %)였q(Table 

1) 이중 급성충수돌기염 4 예중 2예는 복강내 체액저류 

(fluid co ll ecti o n)나 충수볼기벽의 비후 빛 압통의 소견없 

이 맹장과 회장의 염증성 장관벽 비후만을 보였고， 나머 

지 2예는 초음파검사상 충수돌기와 체액저류 모두를 볼 

수 없었던 경우이다 장관 파열에 의한 복막염 2예중 l 예 

서만 복강내 소량의 체액저류를 보였다 (Fig. 2A). 자궁외 

임신 l 예는골반초음파검사를시행하지 않고복부초음파 

검사만 시행하였으며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골 

반염 l 예는초음파검사상우하복부에 체액저류없이 직경 

6.3 mm 의 비 압축성 관구조물 (non-compressible tubular 

structure)이 보여 급성충수돌기염을 의심하였으나 복강 

제 2호 제 1 5 권 대한초음파의학회지 

급성복증은수시간이내에 갑자기 발생한섬한복통이 

특정인 임상적 상태이다 [1). 국소적 또는 전반적인 복부 

압통과 때로는 복부경직을 보이며 응급처치를 요하므로 

신속하고정확한진단이 필수적이다. 

급성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 즉각적인 수술치료 

를 요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이 필요없거나 금기가 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진단방법을 이용한 신 

속한 검사로 수술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1 ， 

2) 급성복증의 진단에는 단순복부촬영， 초음파， 전산화단 

층촬영 등이 이용되나， 저자들은 이중 특히 초음파의 역 

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급성복증으로 내원하여 응급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환 

자들의 질병의 분포를 알아보고 초음파 진단과 임상진단， 

특히 수술후 진단을 비교해보아 응급수술의 결정에 있어 

응급초음파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및방법 

흐료 
‘-서 

Table 1. Ultrasonograph ic Conclusions in Surgicall y Con
firmed Cases 

Incorrect 
Diagnosis 

Correct 
Diagnosi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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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appendicitis 
Acute cholecystitis 
Ovarian cyst torsion 
Acute peritonitis 
Ectopic pregnancy 
Liver abscess 
Colonic diverticulitis 
Pelvic inflammatory disease 

Disease 

Total 

과 

응급 초음파검사는 응급실 내원후 5분에서 23시간 20 

분사이에 시행하였으며 경과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136 예 중 내원 2시간이내에 시행한 경우가 48 예였고 2-

4시간은 46 예 ， 4-6시간 1 8 예， 6-8시간 8 예 ， 8-10시간 

3 여]; 10-12시간 5 예 ， 14-16시간 4예 ， 16-18시간 l 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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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Correct Diagnosis : Acute appendicitis. 9.4 mm thic

kened, low echoic tubular st ructure was noted in right lower 

abdomen without compressibi lity and pathologic specimen 

showed inllamed appendix 

경검사 및 개복술상 자궁유착증을 동반한 골반염을 보였 

으며， 절제한 충수돌기의 병리조직검사상 충수돌기에 염 

증소견은 없었다 (Fig.2B). 

A B 

응급 초음파검사후 내과적으로 치료받은 11 7 명중 50 

예는 임상적으로 확진되었고 나머지 67 예는 입원이나 외 

래추적검사상 확진할 수 없었거나 외래추적검사가 중단 

된 예였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혈청검사와 소변검사 

등 각종 검사소견 및 일반촬영 ， 경정맥요로조영술， 전산 

화단층촬영 또는 역행성 내시경적 춰1담도조영술(ERCP) 

등의 각각 다른 영상진단방법이 추가로 이용되었다 일반 

촬영 (단순복부촬영 이나 단순요로사진)은 47 명 ， 역 행성 

내시경적 춰l담도 조영술은 9 명 ， 전산화단층촬영은 8 명 ， 

정맥성요로조영술은 4명에서 시행되었다‘ 내과질환중 가 

장 흔한 질병은 만성간질환으로 1 4 예 (28 %)였고 진단은 

초음파검사상 간의 에코의 이상소견과 만성 또는 알콜성 

간엽의 과거력 및 6개월 이상의 간기능검사의 변동， 간염 

혈청 검사 등을 기초로 내린 임상진단에 의존하였다 초 

음파검사의 진단율은 14 예중 11 예로 78.6% 였다， 급성신 

우신염은 10 예 (20%)로 측복부통증， 발열 등의 증상과 농 
뇨 (pyuria)， 백혈구증가증이 있는 경우 진단하였으며 ， 2 

예에서만 초음파검사 소견상 신장이 커지고 신피질-수질 

경계부위의 저에코 소견을 보였으며， 나머지 8 예에서는 

정상초음파소견이었다， 담석증은 초음파검사， 역행성 내 

시경적 훼담도조영술， 또는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영상진 ‘ 

단과 빌리루빈 수치를 참고하여 진단하였으며 1 0 예 (20 

%)였고， 이중 8 예에서 초음파검사로 진단하여 진단율은 

80% 였다. 

Fig . 2. Incorrect diagnosis: Panperitoni t is and Pelvic in llammatory disease. A . In case 01 panperitonitis, smal l amount 01 free 

peritoneal Iluid collection was the only finding. B . 6.3 mm thickened, noncompressible tubular structure in right lower abdomen 

suggested acute appendicitis, but it was the secondary change in pelvic inflammato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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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음파의학회지 제 15 권 제 2호 1996 

급성혜장염 5 예(1 0%)는 혈청 아밀라제， 리파제 상승 

과 임상증상을 근거로 진단하였으며， 초음파검사상 3 예 

에서 혜장경계가 불분명하게 보였다 담낭엽은 Murphy 

증후 및 우상복부통증， 발열， 백혈구증가증 등의 엄상양 

상과 초음파 소견 Murphy증후와 담석이 있거나 담냥벽 

의 두께가 4mm 이상을 보인 4예 (8 %)였고 4 예 모두 초 

음파검사로 진단하였다. 요로결석증 4예 (8 %)는 단순요 

로사진소견이나 정액성 요로조영술 및 혈뇨소견으로 진 

단하였으며 이 중 2예의 요관방광이행부결석은초음파상 

후방음영을 갖는 고에코상이 요관방광이행부위에서 관찰 

되였다. 골반염 환자 2명에서는 초음파검사상 정상이었 

으나 이학적 소견과 복강경검사로 진단하였다 만성혜장 

염 은 흡수장애 , 당불내 성 (glucose intolerance), 체 중감소 

등의 임상양상과 일반촬영 및 초음파검사상 위축성 훼장 

과 석회화소견으로 진단하였으며 l 예 (2 %)였q(Table 

2). 각각 진단율 79% 와 100% 를 보인 만성 간질환과 담 

냥염을 제외하고는 내과적 질환의 초음파상 진단율은 요 

로결석 50 % (2 /4), 급성 춰1 창염 60 % (3/5), 급성신우신염 

20%(2/ 10)으로 비교적 낮았다 

고 찰 

급성 복통을보이는환자의 초기평가는종래에는문진， 

이학적 검사로 시작해서 혈액검사， 단순복부촬영 때로는 

투시조영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자에서 

는 더 정밀한 영상진단이 요구된다 최근 비침습적 횡단 

면 영 상진단법 (Noninvasive cross-sectional imaging mo

dality)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급성복증의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중 특히 초음파검사는 급성 담낭염 ， 당석 

증， 급성 충수몰기엽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초기 영상진단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2] 또한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복증환자에서 내과적질환과 외과척질환의 감별과 응 

급수술을 요하는 경우의 초기 선별검사로서 많이 이용된 

다 [2]. 

여러 연구들에서 급성복증을 유발하는 각 질환의 초음 

파소견과 유용성 에 대 해 언급하고 있으나， 응급으로 시 행 

하는 초음파검사 전반의 유용성이나 초음파결론의 정확 

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본 저자들의 조사 

에 의하면 초음파검사후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된 원인질 

환중 급성충수돌기염과 급성담냥염이 많은 비율 (43% ， 

25%)을 차지하고 있으며 ， 초음파상 진단율도 각각 67% 

와 100% 로높게 나타나고있다.급성 충수돌기염의 경우 

4 예 (33 %)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중 2 예 

Table 2. Incidence 01 Medically Treated Diseases 

Disease 

Chronic liver disease 
Acute pyelonephritis 
Billiary stone 
Acute pancreatitis 
Acute cho1ecystitis 
Urinary stone 
Pelvic inflammatory disease 
Chronic pancreatitis 

Total 

Incidence (%) 

14 (28 %) 
10 (20%) 
10 (20%) 
5 (1 0 %) 
4 ( 8 %) 
4 ( 8 %) 
2 ( 4 %) 

1 ( 2%) 
50 (1 00 %) 

에서 복강내 체액저류나 염증성 장관벽 비후 등의 이차적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진단 또는 감별진단에 유용한 간접 

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였다 [3] 급성충수돌기염을 의심하 

는 경우 외과의가 즉각적인 수술을 결정할 정도로 심한 

임상양상을 보일 때의 초음파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4] . 그러냐 Larson 등 [5]은 임상적으로 급 

성충수돌기엽이 불확실한 경우， 특히 업원하여 관찰하기 

로 판단한 경우에 초음파진단의 정확도를 95% 로 보고 

하였고 이런 경우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 하였다 [4-6] 본 연구에서도 12 예의 급성충수돌기염중 

8 예 (67%)에서 정확한 수술전 진단을 하였고 수술전 진 

단하지 못하였던 4예중 2 예에서도 체액저류나 장관벽 비 

후등의 이차적 소견을제시함으로서 응급수술의 결정에 

기여하였다. 초음파검사로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잘못 진 

단하였던 골반염 l 예는 우하복부에 체액저류없이 직경 

6.3 mm 의 압축성 관구조물 (non-compressible tubular 

structure)이 보여 급성 충수돌기염을 의심하였었는데 ， 이 

는 충수돌기엽의 초음파 진단기준인 충수돌기직경 7 mm 

보다는 그 직경이 작았으며， 특정적인 직접， 간접적 압통 

이 없였던 경우였다 [7] . 

급성담낭염의 경우 임상증상이 비담도계 질환의 증상 

과 혼돈되며 ， 이학적검사상 Murphy 증후가 양성이더라 

도 이학적검사를 기초로 급성담낭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1/3 만이 실제 급성담낭엽이라고 한다 [2] . 반면 초음파검 

사상 Murphy 증후는 급성 담낭염환자의 95%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며 [8], 초음파상 진단의 민감도는 92 

%, 특이도는 96% 로 높은 진단율을 보인다 [9]. 저자들의 

결과에서도 수술을 시행한 7 예 모두에서 수술전에 정확 

히 진단하였다. 또한 초음파검사는 많은 비담도계 질환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급성 우상복부통증을 보이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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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현 등 급성 복중에서 응급초음파검사의 역할 

초기검사로 추천되고 있다 [2， 1 이 . 

본 연구에서 난소낭종염전， 자궁외 임신의 예는 그 수 

가 적어 초음파검사의 진단율을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 

미 이들의 진단에 초음파검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3] 이들 질환은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비특이적 

이라서 수술전 정확한 진단이 35% 정도 뿐이므로 수술 

전 초음파검사로써 진단뿐 아니라 불필요한 충수돌기 절 

제술의 경향도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매우유용하다 [1 2 ] . 

본 연구에서 2예의 난소낭종염전은 모두 수술전에 진단 

하였고， 자궁외임신은 2예중 l 예만 진단하였는데 이는 

복부초음파만을 시행하고 골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13 세 -40세의 여자집단 

에서는 충수돌기천공율이 낮은 반면 오진율이 높기 때문 

에 부당한 충수돌기절제술(Negative appendectomy)을 방 

지하기 위하여 좀더 자세한 수술전 평가가 요구된다 [2]. 

따라서 복부초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을때 골반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증상을 유발한 다른 원인을 찾아 

야한다 

본 연구에서 초음파검사에서 진단하지 못한 장관파열 

에 의한 급성 복막염 2예중 l 예는복강내 체액저류가 있 

어서 진단의 단서를 제공한 예이다. 초음파검사 결론이 

정확한진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도진단의 단서를제공해 

줄 수 있으며 ， 다음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장게실염 l 예에서는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 

으나， 대장벽에서 돌출하는 짧은 관상형 또는 난원형 구 

조물이 특징적 인 초음파검사소견이며 ， 국소적 장벽비후 

및 대장주위 국소적인 액체저류 등의 소견은 다른 염증성 

장질환과의 감멸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 [ 13 ， 14]. 

응급초음파검사후 업원이나 추후 외래추적검사에서 확 

진된 내과적 질환 50 예의 원인질환별 빈도를 알아본 결 

과， 이들 내과질환들은 초음파상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질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응급복부초음 

파는 내과질환의 정확한 진단보다는 수술을 요하는 외과 

적 질환의 감별을 위하여 시행되는 경향이며 여기에 의미 

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급성 담낭염의 경우 천공이나 

담낭 축농증 (gallbladder empyema)의 합병 증이 생 긴 경 우 

를 제외하고는 내과적 치료가 원칙이다. 초음파검사는 이 

런 경우 내과적 질환과 외과적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을 

줌으로써 치료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 외의 급성신 

우신엽같은 염증성 신장질환의 경우 초음파검사는 비교 

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검사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l 차 

진단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항생제치료에도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측복부총물(f1ank mass)이 의심되는 경우， 진 

단 및 치료목적으로 경피적 흡입 또는 배액 (percu taneous 

aspirat ion or drai nage)을 요하는 경 우， 이 의 지 표로써 적 

용될 수 있다 [15 ， 16] . 

결론적으로 응급으로 시행되는 초음파검사는 내과질환 

과 외과질환의 감별에 도움을 주어 치료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응급수술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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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Ultrasonography in Acute Abdomen 1 

Ji Hyun An , M.D. , Yeon Hee Lee , M.D. , Tae Hoon Kim , M.D. , 

Jae Jun Jung , M.D! , Pil Mun Yu , M.D. , Young Hi Choi , M.D. , 

Sang Joon Kim , M.D. , Seung Cheul Kim , M.D. , Jeong Hee Cho , M.D.3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 Yonsei Uni versity College of Medicine2 

Department of pathiology ,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3 

PURPOSE : Authors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diseases and compared ultrasonographic 
conclusions with confirmed diagnoses of emergency abdominal ultrasonographies in 
acute abdominal conditions. We evaluated the role of emergency abdominal ultra
sonography especially in the decision of emergency operation. 

MATERIALS & METHODS: In one hundred and forty five patients , emergent abdominal 
ultrasonography was performed within on admission. We compared the sonographic 
conclusion with postoperati ve pathology and analyzed the diagnoses of medically 
treated diseases . 

RESUL TS: Twenty-eight patients underwent surgery and 1 17 patients were treated 
conservatively. Among the surgically treated patients , 19 patients (70 .4 0/0) were 
correctly diagnosed by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These included acute appendicitis 
(n = 8) , acute cholecystitis (n = 7) , ovarian cyst torsion (n = 2) , and liver abscess (n = 
1). Correct preoperati ve diagnosis was not made in 9 patients , including acute 
appendicitis (n = 4) , peritonitis due to bowel perforation (n = 2) , ectopic pregnancy (n 
= 1) , colonic diverticulitis (n = 1) and pel vic inflammatory disease (n = 1). Clinical 
follow up was possible in 50 patients among the non-operative patient group , and the 
clinical diagnoses were chronic liver disease (n = 14) , acute pyelonephritis (n = 1 이 ， 

and biliélry stone (n = 10) 
CONCLUSION : Emergent ultrasonograp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ute abdominal 

conditions by supporting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medical and surgic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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