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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서혜부 탈장에 있어서 수술 전 초음파 검사는 필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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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Necessary in Pediatric Inguinal He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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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USG) in pediatric inguinal hernia has controvers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s of pediatric inguinal hernia with/without preoperative USG and discussed whether USG is necessary.
Methods: We reviewed medical records of 1,441 patients who underwent inguinal hernia repai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between January 2011 and August 2016 retrospectively.
Results: Male were 69.3% and age at operation was 37.8±36.5 months old. There were 150 patients (10.4%) performed USG
preoperatively. The department ordered to perform USG included department of surgery (n=71), emergency medicine (n=42), pediatrics (n=26), urology (n=10) and outside hospital (n=1). The reasons of performing USG included evaluation for hernia laterality (n=82),
incarceration (n=28), testis (n=15), request of parents (n=14), scrotal mass (n=6) and incidentally found during evaluation for another
disease (n=5). Excepting 5 cases of incidental finding, of 145 cases with USG, 12 (8.3%) cases changed the surgical plan; change to bilateral repair from unilateral repair (n=5), emergency operation due to incarceration (n=4) which include 1 salpingo-oophorectomy, 1
open abdomen surgery and 2 hernia repair after reduction of ovary, change to co-operation of orchiopexy (n=2) and change to laparoscopic surgery from open surgery due to herniation of both ovaries into one inguinal canal (n=1). In group without USG (n=1,291), 5
patients (0.4%) had unexpected problems during operation; 2 co-operation of orchiopexy because of transverse testicular ectopia (n=1)
and right undescended testis (n=1), 2 hypertrophy of major labia and 1 retroperitoneal lymphangioma at inguinal area misdiagnosed
as inguinal hernia.
Conclusion: It was difficul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preoperative USG because not all patients had performed it. In this study, 10.4%
of patients performed USG and 8.3% of them changed surgical plan. About 0.4% of patients without preoperative USG would have
benefited from it for surgery if they had performed it. Since the percentage is too low, it is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USG has diagnostic utility in inguinal hernia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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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아 서혜부 탈장의 유병률은 0.8%-4.4%이며 소아외과
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이고 대부분 병력청취
와 신체검진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병력 청
취에서 복압이 상승할 때 서혜부에 덩어리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던지 신체 검진상 서혜부에 복
강 내로 복원이 되는 덩어리가 있거나 두꺼워진 정삭이 만져
지면 진단이 가능하다[1].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초음파 검
사가 도입되면서부터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으로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 초음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비침습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검사 후 합병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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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Zaidi 등[4]에 따르면 초음파를 시행한 환자의 18.7%
가 실제 수술 소견과 차이를 보이는 등 서혜부 초음파의 정확
도에는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소아 서혜부 탈장의 진단에 있어서 수술 전 초음
파 시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보고는 거의 없으며, 어떤 경우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가 등에 대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본원에서 서혜부 탈장에 있어서 초음
파 시행의 실태를 조사하고, 초음파를 시행한 증례들의 초음
파 시행 이유와 그로 인해 수술 계획이 변경되었던 사유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은 환
자들 중 수술장 소견으로 보아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
이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는 증례를 분석하여 수술 전 초음파
시행이 반드시 필요할지 그 진단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에서 서혜부 탈장 수술을 시행받은 20세 미만의 1,441명 환
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징과 초음파를 시행한 분과와 시

Table 1. Demographics (n=1,441)
Variable
Age at operation (mo)
Sex, male
Body weight at operation (kg)
Open surgery
Site
Right
Left
Bilatera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r n (%).

Data
37.8±36.5
999 (69.3)
14.4±8.7
999 (69.3)
987 (68.5)
283 (19.6)
171 (11.9)

행한 이유, 초음파검사소견, 수술소견 등을 포함한 의무기록
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stistic ver. 19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
였으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706-026-867).

결과
전체 1,441명 환자의 수술 시 평균 연령은 37.8±36.5개월
이었으며, 남자가 999명(69.3%)이었고 전체의 69.3%가 절
개수술로 탈장교정수술을 시행받았다(Table 1). 이 중 150
명의 환자들이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받았으며, 1,291명은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았다(Fig. 1).
150명(10.4%)에서 수술 전 초음파가 시행되었다. 초음파
를 시행한 분과를 살펴보면 소아외과(71예)와 응급의학과
(42예)가 많았고 행한 이유로는 반대쪽 탈장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82예) (Table 2).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한 환자들 중 12명(8.3%)이 초음파
를 시행한 후 수술계획을 변경했다. 편측 탈장교정수술에서
양측 탈장교정수술로 변경한 경우가 5명, 감돈이 의심되어
정규수술에서 응급수술로 변경한 경우가 4명으로 이 중 2명
은 장기 괴사로 인해 각각 난소 절제와 장 절제가 함께 시행
되었다. 수술 전 초음파에서 잠복고환이 발견되어 고환고정
수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가 2명이었다. 나머지 한 명에서는
양측 난소가 한쪽 서혜부로 함께 탈장되어 있어 절개수술에
서 복강경 수술로 수술 계획을 변경하였다(Fig. 2).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중 수술 소견 결과
수술 전 초음파 시행이 필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예
(0.4%) 있었다. 수술 중 예정에 없던 고환고정수술을 같이 시

Fig. 1. Patients with and without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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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with Ultrasonography (n=150)
Reason for
evaluation

Pediatric
surgery (n=71)

Emergency
medicine (n=42)

Pediatrics
(n=26)

Urology
(n=10)

Outside
hospital (n=1)

Hernia laterality
Suspicious incarceration
Evaluation of testis
Request of parents
Scrotal mass
For another disease

26 (36.6)
14 (19.7)
15 (21.1)
13 (18.3)
3 (4.2)
-

28 (66.7)
14 (33.3)
-

21 (80.8)
5 (19.2)

6 (60.0)
1 (10.0)
3 (30.0)
-

1 (100.0)
-

Values are presented as n (%).

Fig. 2. Herniation of both ovaries into
unilateral inguinal canal. (A) Before
reduction. (B) After reduction.

Fig. 3. Transverse testicular ectopia
with persistent Mullerian duct syndrome. (A) Left testis at right inguinal
internal ring. (B) Reduction of right
testis.

행한 경우는 2명으로 1예는 수술 중 잠복고환이 발견된 경우
이고 다른 1예는 지속성뮬러관증후군과 동반된 횡고환전위
증(transverse testicular ectopia with persisten Mullerian
duct syndrome)이 발견된 경우였다(Fig. 3). 나머지 3예는
수술 소견 결과 비대된 대음순(2예)과 후복막 림프관종(1예)
을 탈장으로 오인한 경우였다(Fig. 4).

고찰
소아 서혜부 탈장은 신체검진이나 병력청취 만으로 진단
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경험 많은 소아외과 의사

라면 신체검진이나 병력청취 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도 다른 분과(응급의학과 66.7%, 소아과
80.8%, 비뇨기과 60.6%)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장 진단을 목
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한 비율(36.6%)은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간혹 탈장의 진단-환측 또는 반대측-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5]. 잠재적 탈장의 경우 초상돌기의 지름이 4 mm를 넘을 경
우 이를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초상 돌기 개존에 관한 진단적 정확도를 62%에서 94%까지
보고하고 있다[5-8]. 초음파는 시행이 용이하고 합병증이
없으며 탈장낭의 내용물과 감돈 여부 뿐만 아니라 동반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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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troperitoneal lymphangioma
which was misdiagnosed as inguinal
hernia (arrow).

환에 대한 평가도 같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6].
이렇게 서혜부 탈장에서 초음파의 진단적 가치를 높게 평
가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 반면 수술 전 초음파 소견이 수술
소견과 차이가 난다는 연구들도 있다. Zaidi 등[4]은 287명
의 소아 서혜부 탈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수
술 전 초음파상 반대측 탈장의 증거가 없었던 환자들의 5.4%
에서 2년 추적관찰 기간 동안 반대측에 시차성 탈장이 발생
하였으며, 반대로 수술 전 초음파 검사상 반대측 탈장이라고
진단되어 양측을 같이 수술한 환자들의 13.3%에서 실제 수
술에서는 탈장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시차성 탈장 환자는 6명으로 이들 모두 첫 번째 수술
당시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았다. 반면 반대측 탈장여부를 확
인하게 위해 초음파를 시행한 환자 중 초음파 검사상 양측 서
혜부 탈장이라고 판독했었으나 실제 복강경 수술 시 반대쪽
은 탈장이 없는 경우가 6예 있었다. Lee와 Choi [3]의 연구에
따르면 초음파 시행 후 전체 양측성 탈장의 발견율이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으나(17%→25%) 시차성 탈장의 발견율은 오
히려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33%→19%).
Kwon 등[5]은 서혜부 탈장이 의심되어 초음파를 시행한
환자들 중 약 7%에서 서혜부 탈장 소견이 보이지 않아 수술
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초음파의 시행이 불필요한 수술을 줄
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사례들 중 대
음순 비대(2예)와 후복막강 림프관종(1예)의 경우 수술 전
초음파를 했었다면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거나 또는 진단에
맞는 적절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Kwon 등
[5]의 주장과 부합한 소견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Zaidi
등[4]의 연구에서처럼 초음파 검사상 음성이었어도 5.4%에
서 2년 추적관찰 기간 동안 반대측 탈장이 생긴 사례들이 있
기 때문에 이 또한 단정짓기 어렵다.
8

초음파의 유용성 중 하나는 동반질환의 평가에 유용하다
는 점이다. Lee와 Choi [3]는 수술 전 초음파 검사에서 감돈
성 서혜부 탈장(1.78%), 잠복고환(2.8%), 뇌실복강간 단락
(0.3%) 등이 함께 진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 전 초음파를 통해 감돈이 의심되어 감돈된 장기와 혈류
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행한 사례(4예)와, 초음파를 통해 음
낭수종(35예) 및 잠복고환(2예)이 진단된 사례가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 중 1예는 수술 전 외래 내원 당시 애매한 성기를
보여 수술 전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상 한쪽 내서혜
부륜을 통해 양쪽 난소 및 자궁이 탈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환자의 경우 기존의 절개수술에서 복강경 수술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복강경을 통해 탈장된 장기를 정복한
후 탈장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소아 서혜부 탈장에 있어서 초음파의 유용
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에서 소아 서혜부 탈
장 환자에게 초음파를 일상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2006
년 소아외과 학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아외과
전문의의 19%가 반대측 탈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를 시행한다고 한다[9]. 본 기관에서도 서혜부 탈장 진단이
모호하였다든지, 탈장된 장기의 감돈이 의심된다든지, 음낭
에 고환이 만져지지 않아 고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다든지
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초음파를 수술 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수술 계획에 도움
이 되었던 8.3%와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아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0.4%가 확인되었으나 모든 환자에서 초
음파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 중 150명이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그 중 17예에서 초음파의 시행이 도움
이 되었었다. 이는 초음파를 시행했을 시 실제적으로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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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약 11.3%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앞에서 언급된 많은 초음파의 장점이 있지만
위의 결과 만으로 초음파가 소아 서혜부 탈장에 반드시 필요
하다고 결론짓기에는 본 연구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소아 서혜부 탈장 환자에 있어서 초음파가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국적으로 소아 서혜부 탈장 환자들
의 몇 퍼센트에서 수술 전 초음파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가 수술소견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 즉 초음파 검사비, 외래 진료비, 수술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함께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자료 조사와 전향적인
연구 및 무작위대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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