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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배경 : 수술을 필요로 하는 소아 질환 중 가장 많은 질환이 서혜부 탈장이다. 소아 

서혜부 탈장 수술은 전통적으로 서혜부 소절개로 탈장낭 고위 결찰수술이 시행되

어 왔다. 서혜부 탈장 수술 후 비환측 이시성 대측 탈장의 발생은 오랜 기간 소아 

외과 영역에서 중요시 다루어져 왔다. 성인에 비해 소아의 경우 이시성 대측 서혜

부 탈장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행해 졌다. 증상이 

없는 비환측 복막초상돌기의 개존이 이시성 대측 탈장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아 서혜부 탈장 수술시 증상이 없는 비환측 복막초상돌기의 개폐여부를 임상적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복강경 수술의 도입으로 수술 시 비 환측 서혜부의 관

찰이 용이해져, 비환측 복막 초상돌기의 개존 시 결찰 하는 수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비환측 초상돌기의 결찰이 이시성 탈장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장기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편측 탈장으로 진단된 소아에서 복강

경 수술 시 반대 측 복막초상돌기의 개폐를 확인하여,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 소견

을 비교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서혜부 탈장 수술시 시행하는 초음파의 정확성을 조

사하여 이시성 탈장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초음파의 유의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복강경 소아 서혜부 

탈장 수술을 시행 받은 211명의 환자 중 비환측 서혜부 초음파를 실시한 일측성 

서혜부 탈장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107명의 일 측성 서혜부 탈장환자를 분석한 결과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의 

민감도는 20.5%, 특이도는 95.2%, 양성 예측도는 75.0%, 음성 예측도는 25%, 검

사 정확도는 64.5%였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기간은 편측 수술만 시행한 환자 63

명은 57.6개월, 초상돌기 개존 으로 비환측 서혜부 결찰을 시행한 환자 44명은 

56.0 개월이었다. 107명의 환자는 경과 관찰기간 동안 탈장의 재발이나 이시성 대

측 서혜부 탈장 발생은 없었다.

결론 : 전통적 소아 서혜부 탈장 수술 전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비환측 초상돌기 

개폐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소아 서혜부 탈장수술 전 시행하

는 초음파로는 이시성 서혜부 탈장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심 단어 : 복막 초상돌기, 소아 서혜부 탈장, 비환측 이시성 탈장,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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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lateral 

PPV (-)

Contralateral 

PPV (+)
Total cases p-value

Age 

(months)
60.1 ± 47.0 31.0 ± 30.6 49.4 ± 43.6 0.03

Gender 

(male: 

female)

44:19 31:13 75:32 0.94

Body weight 

(kg)
19.2 ± 14.0 12.2 ± 8.4 16.3 ± 12.4 0.004

Prematurity 

(<36weeks)
8 9 17 0.29

Hernia site 

(right: left)
35:28 22:22 57:50 0.69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07)

PPV(-)= no patent processus vaginalis

PPV(+)= patent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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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lateral 

PPV (-)

Contralateral 

PPV (+)
Total cases

Contralateral 

PPV(-)
60(56.1%) 35(32.7%) 95(88.8%)

Contralateral 

PPV(+)
3(2.8%) 9(9.4%) 12(11.2%)

Total cases 63(58.9%) 44(41.1%) 107

Table 2. Results of sonography finding (N=107)

PPV(-)= no patent processus vaginalis

PPV(+)= patent processus vaginalis

opߙ = operative finding

sonoǂ = sonography finding

Positive predictive value = 75.0% 

Negative predictive value = 63.2%

Sensitivity = 20.5%

Specificity = 95.2%

Accuracy = 64.5%

opߙ

sono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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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lateral 

PPV(-)

N=63

Contralateral 

PPV (+)

N=44

Follow-up(month) 57.6±13.9 56.0±14.4

Post-operative 

complications
1(0.9%) 2(1.9%)

Recurrence 0 0

Metachronous hernia 0 0

Table 3. Results of post operative follow-up (N=107)

PPV(-)= no patent processus vaginalis

PPV(+)= patent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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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paroscopic view of hernia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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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paroscopic view of purse-string repair.



- vii -

Fig. 3. Peritoneal veil



- viii -

Fig. 4. Positive sonographic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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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sitive operative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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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egative sonographic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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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sitive operative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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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아에서 발생하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중 서혜부 탈장이 가장 흔한 질환이다. 소아 

서혜부 탈장 수술은 전통적으로 서혜부 소절개로 탈장낭 고위 결찰수술이 시행되

어 왔다. 서혜부 탈장 수술 후 비환측 이시성 대측 탈장의 발생은 소아 외과 영역

에서 중요시 다루어져 왔다. 환측 수술 후 이시성 대측 탈장의 발현으로 수술을 해

야 하는 경우가 3.0~15%까지 보고된다. 성인에 비해 소아의 경우 이시성 대측 

서혜부 탈장의 빈도가 높다. 소아 서혜부 탈장의 원인으로 선천적 복막 초상돌기의 

개존이 알려져 있으며, 이시성 대측 서혜부 탈장의 원인도 비환측 복막 초상돌기의 

개존이 원인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술 전 증상이 없는 비환측 복막초상돌

기의 개폐여부를 알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지만 진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대측 복막 초상돌기의 개존 여부 진단을 위해 수술 전 초음파 검사, 조영제를 이용

한 탈장 조영술, 절개 수술시 탈장낭을 통한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대측 서혜부

의 초상돌기 개존 확인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시성 서혜부 탈장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 양측성 절개수술을 시행하는 

연구자도 있었지만, 고환위축이나 불임 등의 합병증 가능성으로 지금은 거의 

시행 되지 않고 있다.  복막초상돌기가 개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탈

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 초상돌기 결찰에 반대하는 주장

도 있다.

초상 돌기의 탈장으로의 진행 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이시성 탈장

의 발생만으로 수술 전 초음파의 초상돌기 개폐 정확성을 비교하여 초음파의 

유용성을 정하기는 힘들다. 최근 복강경 수술의 발전으로 복강경 서혜부 탈

장 수술시 탈장이 있는 반대 측 초상 돌기의 개폐여부 확인 후 복막 초상돌

기의 봉합으로 이시성 탈장의 빈도를 감소 시켰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 소견으로 탈장 반대 측 초상 돌기의 개폐 여부를 정확히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편측 탈장으로 진단된 환아 에서 수술 전 초음파 검사와 복강경 

수술중의 반대 측 복막초상돌기의 개폐여부의 결과의 비교로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 검사의 정확성을 알아보고, 기존의 개복 탈장수술시 시행하는 초음파

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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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방법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소아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을 

시행한 2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11명중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96명, 이전에 반대 측 탈장 수술력이 있는 환자 4명, 수술 전 양측성으로 진단된 

환자 4명을 제외하고, 환측, 비환측 서혜부 초음파를 시행한 107명에 대하여 후향

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초음파는 비뇨 생식기 영상의학과 교수 1인에 의해 진행하

였다. 107명에 대한 수술 전 후에 확인된 환자의 자료를 중심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 하였다. 

초음파 방법

초음파는 10MHz의 탐색자를 사용하였고, 비뇨 생식기 영상의학과 의사 1인에 의

해 진행 되었다.

초음파 음성 소견은 정상 서혜부 소견을 간주했고, 초음파 양성 소견은 비정상적 

음영이 보일 때를 간주하였고, 서혜부 내륜의 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혜부 탈장 복강경 수술 방법

수술시 환자의 자세는 앙와위에서 골반을 약간 높인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배

꼽이나 배꼽 상방에 5 mm 30도 복강경을 삽입하고, 기복( 8mmHg )을 만들어 시

야를 확보하고, 편측 탈장을 확인하고 반대 측 복막 초상돌기의 개폐여부를 확인 

하였다. 양측 외복부에 2.7 mm소아용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탈장부위를 쌈지 봉합 

방법을 이용하여 결찰을 시행하였다. 반대 측 복막초상돌기가 개존 되어 있는 경우

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봉합하였다.( Fig. 1.,Fig. 2.)

Fig. 1. Laparoscopic view of hernia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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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paroscopic view of purse-string repair.

통계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5.0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사용하였고, 통

계적 의미는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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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lateral 

PPV (-)

Contralateral 

PPV (+)
Total cases p-value

Age 

(months)
60.1 ± 47.0 31.0 ± 30.6 49.4 ± 43.6 0.03

Gender 

(male: 

female)

44:19 31:13 75:32 0.94

Body weight 

(kg)
19.2 ± 14.0 12.2 ± 8.4 16.3 ± 12.4 0.004

Prematurity 

(<36weeks)
8 9 17 0.29

Hernia site 

(right: left)
35:28 22:22 57:50 0.69

결과

107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서혜부 탈장은 모두 간접 탈장이었다. 남녀분

포는 남자 75명, 여자 32명으로 성비는 2.3:1 이었다. 연령분포는 생후 39일에서 

15세로 평균 연령은 4.1세 이었다. 반대 측 복막초상돌기가 개존 되어 있는 경우

는 44명으로 수술 환자의 41.1%였다. 반대 측 복막초상돌기 개존율은 나이가 어릴

수록 높았다(p=0.03). 반대 측 서혜부 복막초상돌기 개존율은 좌측 서혜부 탈장의 

경우 38.5%, 우측 서혜부 탈장의 경우 44%, 남자의 경우 41.3%, 여자의 경우 

40.6%였다(p=0.541).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07)

PPV(-)= no patent processus vaginalis

PPV(+)= patent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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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ߙ

sonoǂ

Contralateral 

PPV (-)

Contralateral 

PPV (+)
Total cases

Contralateral 

PPV(-)
60(56.1%) 35(32.7%) 95(88.8%)

Contralateral 

PPV(+)
3(2.8%) 9(9.4%) 12(11.2%)

Total cases 63(58.9%) 44(41.1%) 107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12명의 환자에서 복막초상돌기의 개존이 확인되

었고, 실제 수술중 개존 되어 있는 경우는 44명으로 복막 초상돌기 개존 환자 44

명중 9명의 초음파 결과가 개존 으로 확인 되어 검사 민감도는 20.5%였다. 수술 

중 복막 초상돌기가 폐쇄되어 있던 환자 63명중 초음파에서 폐쇄된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60명으로 검사 특이도는 95.2%였다. 초음파 결과에서 개존 으로 진단한 

12명중, 수술 중 결과가 개존인 경우가 9명으로 양성 예측도는 75%였고, 수술 중 

결과가 폐쇄되어 있던 경우가 3명으로 음성 예측도는 25%였다. (Table 2.) 수술장 

소견과 초음파 소견이 일치한 경우는 69명으로 정확도는 64.5%였다.

Table 2. Results of sonography finding (N=107)

PPV(-)= no patent processus vaginalis

PPV(+)= patent processus vaginalis

　op = operative findingߙ

ǂsono = sonography finding

Positive predictive value = 75.0% 

Negative predictive value = 63.2%

Sensitivity = 20.5%

Specificity = 95.2%

Accuracy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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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lateral 

PPV(-)

N=63

Contralateral 

PPV (+)

N=44

Follow-up(month) 57.6±13.9 56.0±14.4

Post-operative 

complications
1(0.9%) 2(1.9%)

Recurrence 0 0

Metachronous hernia 0 0

수술 후 합병증은 3명에서 발생하였다. 2건의 음낭수종이 수술 후 1주일째 발생하

였으며, 경과 관찰 3개월째 호전 되었다. 1건의 창상부위 감염이 수술 후 1주일째 

발생하였고, 상처소독 및 항생제 치료로 1주일 후 호전되었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기간은 편측 수술만 시행한 환자 63명은 57.6개월, 초상돌기 개존 으로 비환측 서

혜부 결찰을 시행한 환자 44명은 56.0 개월이었다. 편측 탈장 수술 환자에서 추적 

기간 중 탈장의 재발이나 대측 이시성탈장의 발생은 없었다. (Table 3)

Table 3. Results of post operative follow-up (N=107)

PPV(-)= no patent processus vaginalis

PPV(+)= patent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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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소아 서혜부 탈장은 성인에 비해 이시성 탈장의 빈도가 높다. 소아에서 반대 측 이

시성 서혜부 탈장의 빈도는 3.0~12.3%로 보고되고 있다. Ron 등은 좌측 편측 

서혜부 탈장의 경우 이시성 탈장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편측 탈장의 경우 반대 측 복막초상돌기의 개존율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직은 열려 있는 복막 초상돌기중 어떤 경우 탈장으로 발전하고, 어떤 경우 무증

상으로 남아 있는 지에 대한 결론은 없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시성 탈장의 원인으

로 열려있는 복막 초상 돌기가 원인으로는 받아 들여 진다. 

최근 전 국가적으로 연구를 시행한 대만의 수술 후 경과관찰 17년간의 이시성 탈

장 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시성 탈장의 발생률은 12.3%이며, 91.7%에서 

수술 후 5년 내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4세 이하 여자환자에서 이시성 탈장의 

발생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107명의 편측 서혜부 복강경 수술 환자에서 

평균 경과 관찰 56개월 동안 이시성 탈장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아외과 영역에서 서혜부 탈장 수술 후 반대 측 이시성 서혜부 탈장의 예방은 오

랜 연구 과제 이었다. 1955년 Rothenberg등이 소아 서혜부 탈장 수술시 반대 측 

탈장에 대한 탐색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이후로 반대 측 서혜부 평가를 위한 다양

한 탐색이 이루어 졌다. 반대측 서혜부 탈장에 대한 예방적 수술 및 기복 검사

법, 탈장 조영술, 탈장낭을 통한 복강경 수술 등의 여러 방법들이 연구 되어졌다.

 

전통적으로 우측 서혜부 탈장의 경우 4-14%의 양측성 탈장 확률, 좌측 서혜부 탈

장의 경우 50%의 양측성 탈장 발생을 보고하고 있다. Sozubir등의 연구에 의하

면 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한 경우 30%이상에서 이시성 탈장이 발생한다는 보

고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연구자에 의해 절개수술시 좌측의 경우 반대

측 서혜부 예방적 절개수술을 주장하기도 했고, 반대측 서혜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Bronsther등이 전신마취 후 탈장 대측 부위 이학적 검사상 복막 초상돌기에 대한 

평가로 93%의 정확성을 보고하며, 비 침습적 방법으로 한때 임상적으로 적용된 적

이 있다. 하지만, Valusek 등의 연구에 의하면 10세 이하 1603명의 복강경을 

이용한 대측 초상돌기 관찰 결과와 마취 하 이학적 검사의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

에서 유음성률이 39%로 보고하면서 최근에는 임상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Keskin 등은 수술 중 기복 검사법으로 56명의 일측성 탈장 환자 중 6개월 이

하의 환자에서 33%의 반대측 서혜부 초상돌기 양성률과 24개월 이상의 환자에서

는 18%의 반대측 서혜부 초상 돌기의 양성률을 보고하였고, 반대측 절개 탈장수술

의 음성수술율을 낮출 수 있었고, 2년경과 관찰에서 이시성 탈장이 없었다고 보고 

했다.

수술 전 탈장낭 조영술은 효율성 및 부가적 합병증 발생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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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되지 않고 있다.

1992년 Lobe등에 의해 탈장낭을 통해 복강경을 이용한 대측 서혜부 평가가 처음

으로 보고되었다. 1998년 Miltenburg등은 서혜부 탈장낭을 통한 복강경 평가의 

민감도와 예민도를 각각 99.4%, 99.5%로 보고 했다. 2005년에 Antonoff등은 소

아외과 의사의 대측 서혜부 관찰을 위한 복강경 적용률을 1996년 2%, 2002년 

24%, 2005년 37%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한바 있다. Klin 등은 서혜부 탈장

낭을 통한 반대측 서혜부 복강경 관찰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음성 절개수술율

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했다.


대측 서혜부 관찰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서혜부 탈장낭을 통한 복강경 관찰

과 배꼽부위에서의 복강경 관찰방법이다. 서혜부 탈장낭을 통한 복강경 서혜부 관

찰 방법은 Lobe등에 의해 첫 보고후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졌다.


Sozubir

등은 497명의 환자에서 서혜부 탈장낭을 통한 복강경 서혜부 관찰을 시행했고, 

19.4%의 복막초상돌기 개존을 확인 하였고, 100%의 양성 예측률을 보고 했다. 하

지만 6명의 환자에서는 서혜부 탈장낭 복강경 관찰을 해부학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다. 서혜부 탈장낭을 통한 복강경 서혜부 관찰은 탈장낭이 너무 약할 때는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복막 망사에 의해 유음성율이 발생할 수 있다.(Fig. 

3.) 

Fig.3. Peritoneal veil

복막 망사에 의한 대측 서혜부 관찰 실패율은 3-8% 보고 된다. 2001년에 배꼽

을 통한 복강경 서혜부 관찰은 Schier등에 의해 첫 보고되었다. 2010년에 

Niyogi등은 서혜부 탈장낭을 통한 복강경 서혜부 관찰보다 배꼽을 통한 복강경 서

혜부 관찰이 더 높은 대측 서혜부 초상돌기 관찰율과 대측 이시성 서혜부 탈장의 

발생률이 적어서 더 효과적인 관찰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2014년에 Zhong등

은 이시성 서혜부 탈장 발생률을 배꼽을 통한 복강경 관찰시 0.85%, 서혜부 탈장

낭을 통한 복강경 관찰시 1.78%로 보고하면서 복막 초상돌기 관찰시 배꼽을 통한 

관찰이 장점을 가진다고 보고 했다.

국내에서는 이시성 서혜부 탈장예방을 위한 가장 대중적 방법으로 절개 수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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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를 통한 탈장 대측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서, 복강경 탈장 수술시 대측 

초상돌기 관찰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인 배꼽을 통한 복강경 서혜부 관찰을 통

한 결과와 초음파의 정확성을 본원에서 비교하였고, 정확성이 64.5%로 낮아서 이

시성 서혜부 탈장의 발생을 줄이는데 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에 초음파의 서혜부 탈장에 대한 진단에 대한 정확성 보고는 Chou등에 

의해 95%라고 보고되었다. 2004년 Hata등은 348명의 일측성 서혜부 탈장 환자

에서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해서 78명에서 대측 서혜부 초상 돌기 개존을 확인하

여 양측성 절개 수술을 시행해서 수술 결과와 초음파 소견을 비교하여 78명의 환

자 중 74명의 환자에서 초상돌기 개존이 확인 되어 94.9%의 정확성을 보인다고 

보고 했다. 2011년 Hasanuzzaman등은 30명의 일측성 서혜부 탈장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여 대측 복막초상돌기를 관찰하여 12명의 초상돌기를 발견하고, 

양측성 절개수술을 시행하여 91.7%의 정확성을 보인다고 보고 했다. 2015년 

Kaneda 등은 복막 초상돌기에 대한 초음파의 유용성에 대해 105명의 일측성 서

혜부 탈장 환자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수술 전 초음파로 탈장 대측 서혜

부를 관찰하여 내륜 크기를 확인하고, 36개월경과 관찰하였다. 105명의 일측성 서

혜부 탈장 수술 환자 중 11명의 환자에서 대측 이시성 탈장이 발생 했고, 이시성 

탈장 환자와 탈장 비 발생군 간에는 초음파 결과가 대측 서혜부 내륜의 크기가 2 

mm이상의 경우가 이시성 탈장의 가능성이 높았고(p=0.001), 성별(p=0.350), 나이

(p=0.185), 출생 시 체중(p=0.939), 서혜부 탈장 부위(p=0.350)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초음파검사로 수술 전 시행시 대측 초상돌기 관찰에 의해 대측 

이시성 탈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모든 환자에서 직

접 초상 돌기를 관찰 하지는 않았다. 1994년 Lawrenz등은 23명의 환자에서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하고 대측 서혜부를 모두 절개 수술을 시행하였다. 23명의 환자 

중 15명의 환자에서 초음파상 복막 초상돌기 개존이 확인 되었고, 절개 수술로 23

명의 환자 중 18명에서 개존이 확인 되었다. 4명의 위양성과 4명의 위음성이 관찰 

되었다. 초음파의 민감도는 78%, 특이도는 20%, 정확도는 65%로 보고 하였다.

초음파의 정확도는 본원의 연구 결과 64.5%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의 해상도, 진단 기준, 술자의 숙련도가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비뇨 생식기 전문 영상의학과 의사 1인에 의해 초음파를 시행하였

으며, 대측 초음파 소견상 내륜 크기의 측정은 시행하지 않았고, 비정상적 음영의 

관찰시 초음파 검사 상 양성으로 진단하였다. 초음파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복강경 

수술소견과 비교함으로 해서, 대측 복막 초상돌기에 대한 초음파 정확성을 더 자세

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Fig. 4.,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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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itive sonographic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Fig. 5. Positive operative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본 연구의 결과에서 초음파의 정확도는 64.5%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전 초음파

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환자 95명중 35명의 환자에서 수술 소견상 복막 초상 돌기

가 열려있는 소견을 보였다. 저자는 수술 전 초음파 시행만으로는 복막 초상돌기의 

개존을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Fig. 6., Fig. 7.)

Fig. 6. Negative sonographic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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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sitive operative finding of processus vaginalis

최근 복강경 수술의 대중화로 소아 탈장환자에서도 적용 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

도중 대측 서혜부를 관찰하기 용이하며, 복막 초상돌기가 열려있을 경우 이를 동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수술 시

야가 실제보다 확대 되어 보이고, 복강 내에서 내서혜륜의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

여, 정관 및 정삭 혈관의 수술중 발생하는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적어 고환 위축

이나 정삭의 손상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수술 환자의 경

우 수술 중 탈장부위 및 대측 복막 초상돌기의 복막 부위만 정밀히 쌈지 봉합을 

시행 했고, 혈관 손상이나 고환 위축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양측 탈장수술 시 편측 수술과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수술 술기의 적용에 

있어서도 Becmeur 등의 연구에 따르면 복강경 술기에 익숙한 외과의사인 경우 

20예정도로 학습곡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적용 또한 용이한 이점이 있

다.

아직까지는 복강경 탈장 수술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복강경 수술 술기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대측 이시성 탈장 발

생에 대한 연구는 대규모 연구 및 장기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복강경 수술의 적용

이 증가함으로 해서 향후 소아 서혜부 탈장 복강경 수술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및 기존 수술과의 전향적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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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후향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로는 소아 서혜부 탈장의 수술시 기존의 절개수술시 

시행하는 초음파의 대측 복막초상돌기의 개폐여부 판단을 위한 정확도는 64.5%로 

낮았다. 따라서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 의해 소아 서혜부 절개 수술전 시행하는 초

음파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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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Most of the childhood illnesses requiring surgery are the 

inguinal hernia. The treatment of pediatric inguinal hernia has 

traditionally been operated by a small incision on inguinal region. But, 

contralateral metachronous inguinal hernia has been discussed in a long 

period of time at pediatric surgeon’s domain. In comparison to adult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revent this from occurring due 

to the high frequency of metachronous inguinal hernia. The patency of 

processus vaginalis is the cause of metachronous inguinal hernia.  But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or not to status of processus vaginalis about 

non symptomatic inguinal hernia side preoperatively.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laparoscopic surgery facilitated the observation of 

contalateral inguinal hernia side. And many surgeries are performed 

during inguinal hernia repair of contralateral  hernia side repair in 

patent processus vaginalis. But we have to follow up that the repair of 

contralateral patent processus vaginalis can prevent the occurrence of 

metachronous inguinal hernia. The standard operation of inguinal hernia 

treatment is herniotomy and laparoscopic inguinal hernia repair has not 

applied popullary in korea. We analyzed about accuracy of preoperative 

sonography that checked contralateral side inguinal lesion in patients 

that need laparoscopic operation of inguinal hernia 

Methods : We analysed data of 107 patients that received laparoscopic 

inguinal hernia repair who has been checked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at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From 2011 to 2015. 

Results : The results of accuracy of preoperative sonography about 

inguinal lesion that was contralateral side of inguinal hernia : the 

sensitivity was 20.5%, the specificity was 95.2%, the positive predictive 

value was 75%, the negative predictive value was 25%, the accuracy of 

sonography was 64.5%. 107 patients had no inguinal hernia recurrence 

and had no metachronous contralateral inguinal hernia. 

Conclusions : Ultrasonography, which is performed prior to the surgery 

of a traditional pediatric herniotomy, is less accurate for diagnosis of 

patency of processus vaginalis in our retrospective study. Multi-center 

prospective study can make more actual result of sonographic accuracy.

key words : processus vaginalis, pediatric inguinal hernia, contralateral 

metachronous hernia, 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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