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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해부학은 다른 의학의 밑바탕인 중요한 과목이며, 대부분의 내용을 실습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습실에서 빨리 해부하고 많이 보기 위해서는 실습책이 필
요한데, 출판사에서 펴낸 실습책보다 간단한 것이 학생한테 도움 된다고 생각해서 이 실
습책을 만들었다. 또한 선생님이 해마다 실습실에서 잔소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실습책을 만들었다.
이 실습책에서는 해부하는 방법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꼭 이 방법대로 해부
할 필요는 없다. 보기를 들어서 팔다리처럼 좌우가 대칭인 구조물은 다르게 해부해서 다
양하게 보는 것이 좋다. 해부의 목표는 많은 구조물을 되풀이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다.
간단한 그림 밑에 실제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박진서 교수가
그림책(Clemente, 2007)에서 따온 것이다. 학생은 더 좋은 그림을 그림책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각 그림 밑에 해부하면서 찾아봐야 할 구조물을 적었고, 각 단원의 끝에는 꼭 봐야
할 구조물을 적었다. 공책에 있는 거의 모든 구조물을 시신에서 찾아보기 바라며, 이것
을 위해서 공책과 그림책을 실습실에 가져와야 한다. 구조물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고민해야 한다. 공책을 외운 다음에 실습실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것은 빨리 해부해서 많이 보고, 마음껏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 과감하게 해부하면 중요한 구조물을 못 보게 되고, 너무 신중하게 해부하면 진
도가 느리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구조물을 못 보게 된다. 너무 과감하지도 않게, 너무
신중하지도 않게 해부해야 한다.
끊임없이 해부하면서 사람의 몸을 많이 느껴야 한다. 보기를 들어서 피부와 근막을
벗기는 것은 지루하지만, 사람 몸을 손으로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해부하면서
동료 학생, 선생님과 논리적인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열심히 해부하고 토론하면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의사도 될 수 있다. 손과 입으로 배운 의학 지식이야말로 영
원히 자기 것이다.
시신을 기증하신 분과 유가족께 고마움을 잊지 말고, 경건하게 해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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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한글, 영어 해부학용어는 해부학용어(다섯째판)을 따랐으며, 교과서(Clinical Anatomy
Made Ridiculously Simple)를 따르지 않았다.
2. 영어의 줄임말을 아래처럼 썼다.
ant = anterior(앞)

III

= oculomotor n(눈돌림신경)

post = posterior(뒤)

IV

= trochlear n(도르래신경)

sup = superior(위)

V

= trigeminal n(삼차신경)

inf

= inferior(아래)

V1

= ophthalmic n(눈신경)

med = medial(안쪽)

V2

= maxillary n(위턱신경)

lat

= lateral(가쪽)

V3

= mandibular n(아래턱신경)

rt

= right(오른)

VI

= abducens n(갓돌림신경)

lt

= left(왼)

VII

= facial n(얼굴신경)

int

= internal(속)

VIII = vestibulocochlear n(안뜰달팽이신

ext

= external(바깥)

b

= bone(뼈)

경)
IX

= glossopharyngeal n(혀인두신경)

CV1 = 1st cervical vertebra(첫째목뼈)

X

= vagus n(미주신경)

TV1 = 1st thoracic vertebra(첫째등뼈)

XI

= accessory n(더부신경)

LV1 = 1st lumbar vertebra(첫째허리뼈)

XII

= hypoglossal n(혀밑신경)

SV1 = 1st sacral vertebra(첫째엉치뼈)

CN1 = 1st cervical n(첫째목신경)

R1

TN1 = 1st thoracic n(첫째가슴신경)

= 1st rib (첫째갈비뼈)

cart = cartilage(연골)

LN1 = 1st lumbar n(첫째허리신경)

j

= joint(관절)

SN1 = 1st sacral n(첫째엉치신경)

lig

= ligament(인대)

a

= artery(동맥)

m

= muscle(근육)

v

= vein(정맥)

n

= nerve(신경)

br

= branch(가지)

I

= olfactory n(후각신경)

gl

= gland(샘)

II

= optic n(시각신경)

3. 방향을 나타내는 머리, 그리고 해부 방법을 나타내는 기호를 아래처럼 썼다.

-

앞에서 본 그림

-

뒤에서 본 그림

-

위에서 본 그림

-

아래에서 본 그림

-

오른쪽에서 본 그림

-

비스듬히 본 그림

-

자름.

-

젖힘. 펼침.

-

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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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른뼈(dry bone)
1. 마른뼈를 들고 실습실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마른뼈에 낙서하지 않고, 마른뼈가 부
서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2. 마른뼈를 아래처럼 정리한 다음에 실습실에서 나간다.
머리덮개뼈(1개)
머리뼈바닥(1개)
아래턱뼈(1개)
척주(1개)

빗장뼈(2개)

골반뼈(1개) 또는 볼기뼈(2개)

첫째갈비뼈(1개)

어깨뼈(2개)

넙다리뼈(2개)

갈비뼈(2개)

위팔뼈(2개)

무릎뼈(1개)

복장뼈(1개)

노뼈(2개)

정강뼈(2개)

자뼈(2개)

종아리뼈(2개)

손뼈(1개)

발뼈(1개)

<마른뼈에서 봐야 할 구조물>
아래에 있는 뼈의 구조물을 마른뼈에서 만지고 외운다. '표면'이라고 쓴 뼈의 구조물을 자
기 몸에서 만진다.
* 머리뼈(skull)

아래바위정맥굴고랑(groove for inf pet-

머리덮개뼈(calvaria)

rosal sinus)

머리뼈바닥(cranial base)

앞숫구멍(ant fontanelle)

머리뼈안(cranial cavity)

눈확(orbit)

바깥판(outer table)

눈확위모서리(supraorbital margin)

판사이층(diploe)

눈확아래모서리(infraorbital margin)

속판(inner table)

위눈확틈새(sup orbital fissure)

위시상정맥굴고랑(groove for sup sagittal

아래눈확틈새(inf orbital fissure)

sinus)

시각신경관(optic canal)

앞머리뼈우묵(ant cranial fossa)

뒤콧구멍(choana)

중간머리뼈우묵(middle cranial fossa)

코눈물뼈관(nasolacrimal canal)

뒤머리뼈우묵(post cranial fossa)

관자놀이점(pterion)

비스듬틀(clivus)

관자우묵(temporal fossa)
광대활(zygomatic arch) -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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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아래우묵(infratemporal fossa)

앞침대돌기(ant clinoid process)

날개입천장오목(pterygopalatine fossa)

큰날개(greater wing)

날개위턱틈새(pterygomaxillary fissure)

원형구멍(foramen rotundum)

목정맥구멍(jugular foramen)

타원구멍(foramen ovale)

파열구멍(foramen lacerum)

뇌막동맥구멍(foramen spinosum)

큰입천장구멍(greater palatine foramen)

가쪽날개판(lat pterygoid plate)

앞니구멍(incisive foramen)

안쪽날개판(med pterygoid plate)

o 마루뼈(parietal b)

o 관자뼈(temporal b)

구불정맥굴고랑(groove for sigmoid sinus)

붓돌기(styloid process)

중간뇌막동맥고랑(groove for middle men-

꼭지돌기(mastoid process) - 표면

ingeal a)

목동맥관(carotid canal)

위관자선(sup temporal line)

속귀길(int acoustic meatus)

아래관자선(inf temporal line)

붓꼭지구멍(stylomastoid foramen)

마루뼈구멍(parietal foramen)

바깥귀길(ext acoustic meatus)

시상봉합(sagittal suture)

광대돌기(zygomatic process)

o 이마뼈(frontal b)

턱관절오목(mandibular fossa)

눈확위패임(supraorbital notch) - 표면

관절결절(articular tubercle)

눈확위구멍(supraorbital foramen)

o 귓속뼈(auditory ossicle)

이마굴(frontal sinus)

o 망치뼈(malleus)

관상봉합(coronal suture)

o 모루뼈(incus)

o 뒤통수뼈(occipital b)

o 등자뼈(stapes)

큰구멍(foramen magnum)

o 벌집뼈(ethmoid b)

뒤통수뼈관절융기(occipital condyle)

체판(cribriform plate)

관절융기관(condylar canal)

볏돌기(crista galli)

혀밑신경관(hypoglossal canal)

수직판(perpendicular plate)

바깥뒤통수뼈융기(ext occipital protuber-

벌집(ethmoidal cell)

ance) - 표면

위코선반(sup nasal concha)

맨위목덜미선(highest nuchal line)

중간코선반(middle nasal concha)

위목덜미선(sup nuchal line)

o 코선반뼈(inf nasal concha)

아래목덜미선(inf nuchal line)

o 눈물뼈(lacrimal b)

속뒤통수뼈융기(int occipital protuberance)

o 코뼈(nasal b)

시옷봉합(lambdoid suture)

o 보습뼈(vomer)

o 나비뼈(sphenoid b)

o 위턱뼈(maxilla)

안장(sella turcica)

눈확아래구멍(infraorbital foramen)

뇌하수체오목(hypophysial fossa)

위턱굴(maxillary sinus)

뒤침대돌기(post clinoid process)

이마돌기(frontal process)

나비굴(sphenoid sinus)

광대돌기(zygomatic process)

작은날개(lesser wing)

입천장돌기(palatin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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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돌기(alveolar process)

고리뿌리(pedicle)

치아활(dental alveolus)

고리판(lamina)

o 입천장뼈(palatine b)

척추뼈구멍(vertebral foramen)

수직판(perpendicular plate)

위척추뼈패임(sup vertebral notch)

수평판(horizontal plate)

아래척추뼈패임(inf vertebral notch)

작은입천장구멍(lesser palatine foramen)

척추사이구멍(intervertebral foramen)

o 광대뼈(zygomatic b)

가시돌기(spinous process)

관자돌기(temporal process)

가로돌기(transverse process)

이마돌기(frontal process)

위관절돌기(sup articular process)

o 아래턱뼈(mandible)

아래관절돌기(inf articular process)

턱뼈몸통(body of mandible)

o 목뼈(cervical vertebra)

턱끝가시(mental spine)

가로구멍(foramen transversarium)

턱목뿔근선(mylohyoid line)

o 고리뼈(atlas = CV1)

턱뼈가지(ramus of mandible)

가쪽덩이(lat mass)

턱뼈구멍(mandibular foramen)

앞고리(ant arch)

혀돌기(lingula) - 표면(입안(oral cavity)에

뒤고리(post arch)

손을 넣어야 만질 수 있음.)

척추동맥고랑(groove for vertebral a)

턱뼈관(mandibular canal)

o 중쇠뼈(axis = CV2)

턱끝구멍(mental foramen)

치아돌기(dens)

턱목뿔근신경고랑(mylohyoid groove)

o 솟을뼈(vertebra prominens = CV7) - 표

근육돌기(coronoid process)

면

관절돌기(condylar process)

o 등뼈(thoracic vertebra)

턱뼈머리(head of mandible) - 표면

위갈비오목(sup costal facet)

턱뼈목(neck of mandible)

아래갈비오목(inf costal facet)

o 목뿔뼈(hyoid b) - 표면

가로돌기갈비오목(transverse costal facet)

목뿔뼈몸통(body of hyoid b)

o 허리뼈(lumbar vertebra)

큰뿔(greater horn)

o 엉치뼈(sacrum)

작은뿔(lesser horn)

엉치뼈곶(promontory)
엉치뼈날개(ala of sacrum)

* 척추뼈(vertebra)

귓바퀴면(auricular surface)

척주(vertebral column)

앞엉치뼈구멍(ant sacral foramen)

목굽이(cervical curvature)

뒤엉치뼈구멍(post sacral foramen)

등굽이(thoracic curvature)

정중엉치뼈능선(median sacral crest) - 표

허리굽이(lumbar curvature)

면

엉치굽이(sacral curvature)

중간엉치뼈능선(intermediate sacral crest)

척추관(vertebral canal)

가쪽엉치뼈능선(lat sacral crest)

척추뼈몸통(vertebral body)

엉치뼈뿔(sacral horn)

척추뼈고리(vertebral arch)

엉치뼈틈새(sacral hiatus) -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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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치뼈관(sacral canal)

어깨뼈패임(suprascapular notch)

o 꼬리뼈(coccyx)

접시오목(glenoid cavity)
부리돌기(coracoid process) - 표면

* 갈비뼈(rib)
참갈비뼈(true rib)

* 위팔뼈(humerus)

거짓갈비뼈(false rib)

위팔뼈머리(head of humerus) - 표면

뜬갈비뼈(floating rib)

해부목(anatomical neck)

갈비뼈연골(costal cart)

외과목(surgical neck)

갈비뼈머리(head of rib)

큰결절(greater tubercle)

갈비뼈목(neck of rib)

작은결절(lesser tubercle)

갈비뼈몸통(body of rib)

결절사이고랑(intertubercular groove)

갈비뼈결절(tubercle of rib)

위팔뼈몸통(body of humerus)

갈비뼈각(costal angle)

노신경고랑(radial groove)

갈비뼈고랑(costal groove)

안쪽관절융기위능선(med supracondylar

앞목갈비근결절(scalene tubercle)

ridge)

빗장밑동맥고랑(groove for subclavian a)

가쪽관절융기위능선(lat supracondylar

빗장밑정맥고랑(groove for subclavian v)

ridge)
세모근거친면(deltoid tuberosity)

* 복장뼈(sternum)

위팔뼈작은머리(capitulum of humerus)

복장뼈자루(manubrium of sternum)

위팔뼈도르래(trochlea of humerus)

목아래패임(jugular notch) - 표면

팔꿈치오목(olecranon fossa)

빗장패임(clavicular notch)

갈고리오목(coronoid fossa)

복장뼈각(sternal angle) - 표면

안쪽위관절융기(med epicondyle) - 표면

복장뼈몸통(body of sternum)

가쪽위관절융기(lat epicondyle) - 표면

칼돌기(xiphoid process)
갈비패임(costal notch)

* 노뼈(radius)
노뼈머리(head of radius) - 표면

* 팔이음뼈(shoulder girdle)

노뼈목(neck of radius)

o 빗장뼈(clavicle)

노뼈몸통(body of radius)

복장끝(sternal end) - 표면

노뼈거친면(radial tuberosity)

봉우리끝(acromial end) - 표면

뼈사이모서리(interosseous border)

원뿔인대결절(conoid tubercle)

붓돌기(styloid process) - 표면

o 어깨뼈(scapula)

뒤결절(dorsal tubercle) - 표면

어깨뼈밑오목(subscapular fossa)
어깨뼈가시(spine of scapula) - 표면

* 자뼈(ulna)

가시위오목(supraspinous fossa)

팔꿈치머리(olecranon) - 표면

가시아래오목(infraspinous fossa)

갈고리돌기(coronoid process)

봉우리(acromion) - 표면

도르래패임(trochlear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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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패임(radial notch)

폐쇄구멍(obturator foramen)

뼈사이모서리(interosseous border)

o 엉덩뼈(ilium)

자뼈머리(head of ulna) - 표면

활꼴선(arcuate line)

붓돌기(styloid process) - 표면

엉덩뼈능선(iliac crest) - 표면
엉덩뼈결절(iliac tubercle) - 표면

* 손목뼈(carpal b)

위앞엉덩뼈가시(ant sup iliac spine) - 표면

o 손배뼈(scaphoid)

아래앞엉덩뼈가시(ant inf iliac spine)

손배뼈결절(tubercle of scaphoid) - 표면

위뒤엉덩뼈가시(post sup iliac spine) - 표

o 반달뼈(lunate)

면

o 세모뼈(triquetrum)

아래뒤엉덩뼈가시(post inf iliac spine)

o 콩알뼈(pisiform) - 표면

큰궁둥패임(greater sciatic notch)

o 큰마름뼈(trapezium)

뒤볼기근선(posterior gluteal line)

큰마름뼈결절(tubercle of trapezium) - 표

앞볼기근선(anterior gluteal line)

면

아래볼기근선(inferior gluteal line)

o 작은마름뼈(trapezoid)

엉덩뼈오목(iliac fossa)

o 알머리뼈(capitate)

귓바퀴면(auricular surface)

o 갈고리뼈(hamate)

o 궁둥뼈(ischium)

갈고리뼈갈고리(hook of hamate) - 표면

궁둥뼈몸통(body of ischium)
궁둥뼈가지(ramus of ischium)

* 손허리뼈(metacarpal b)

궁둥뼈결절(ischial tuberosity) - 표면

손허리뼈바닥(base of metacarpal b)

궁둥뼈가시(ischial spine)

손허리뼈몸통(body of metacarpal b)

작은궁둥패임(lesser sciatic notch)

손허리뼈머리(head of metacarpal b) - 표

o 두덩뼈(pubis)

면

두덩뼈몸통(body of pubis)
두덩뼈능선(pubic crest)

* 손가락뼈(phalanx)

두덩뼈결절(pubic tubercle) - 표면

o 첫마디뼈(proximal phalanx)

두덩뼈위가지(sup ramus of pubis)

o 중간마디뼈(middle phalanx)

두덩뼈빗(pectineal line)

o 끝마디뼈(distal phalanx)

두덩뼈아래가지(inf ramus of pubis)

마디뼈바닥(base of phalanx)

o 골반뼈(pelvic b)

마디뼈몸통(body of phalanx)

위골반문(pelvic inlet)

마디뼈머리(head of phalanx)

분계선(linea terminalis)
해부앞뒤지름(anatomical conjugate)

* 다리이음뼈(pelvic girdle) = 볼기뼈(hip b)

아래골반문(pelvic outlet)

절구(acetabulum)

큰골반(greater pelvis)

절구패임(acetabular notch)

작은골반(lesser pelvis)

절구오목(acetabular fossa)
반달면(lunat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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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다리뼈(femur)

* 종아리뼈(fibula)

넙다리뼈머리(head of femur)

종아리뼈머리(head of fibula) - 표면

넙다리뼈머리오목(fovea for ligament of

종아리뼈목(neck of fibula)

head)

종아리뼈몸통(body of fibula)

넙다리뼈목(neck of femur)

뼈사이모서리(interosseous border)

큰돌기(greater trochanter) - 표면

가쪽복사(lat malleolus) - 표면

작은돌기(lesser trochanter)

가쪽복사오목(malleolar fossa)

돌기사이선(intertrochanteric line)
돌기사이능선(intertrochanteric crest)

* 발목뼈(tarsal b)

넙다리뼈몸통(body of femur)

o 목말뼈(talus)

거친선(linea aspera)

목말뼈머리(head of talus)

가쪽선(lat lip)

목말뼈목(neck of talus)

안쪽선(med lip)

목말뼈몸통(body of talus)

볼기근거친면(gluteal tuberosity)

o 발꿈치뼈(calcaneus)

안쪽관절융기위선(med supracondylar line)

목말받침돌기(talar shelf) - 표면

가쪽위관절융기위선(lat supracondylar line)

발꿈치뼈융기(calcaneal tuberosity) - 표면

안쪽위관절융기(med epicondyle)

o 발배뼈(navicular)

안쪽관절융기(med condyle) - 표면

o 안쪽쐐기뼈(med cuneiform)

모음근결절(adductor tubercle)

o 중간쐐기뼈(intermediate cuneiform)

가쪽위관절융기(lat epicondyle)

o 가쪽쐐기뼈(lat cuneiform)

가쪽관절융기(lat condyle) - 표면

o 입방뼈(cuboid)

융기사이오목(intercondylar fossa)
무릎면(patellar surface)

* 발허리뼈(metatarsal b)
발허리뼈바닥(base of metatarsal b)

* 무릎뼈(patella) - 표면

발허리뼈몸통(body of metatarsal b)
발허리뼈머리(head of metatarsal b)

* 정강뼈(tibia)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tuberosity of 5th

안쪽관절융기(med condyle) - 표면

metatarsal b) - 표면

가쪽관절융기(lat condyle) - 표면
융기사이융기(intercondylar eminence)

* 발가락뼈(phalanx)

정강뼈몸통(body of tibia)

o 첫마디뼈(proximal phalanx)

정강뼈거친면(tibial tuberosity) - 표면

o 중간마디뼈(middle phalanx)

가자미근선(soleal line)

o 끝마디뼈(distal phalanx)

뼈사이모서리(interosseous border)

마디뼈바닥(base of phalanx)

안쪽복사(med malleolus) - 표면

마디뼈몸통(body of phalanx)
마디뼈머리(head of phal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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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부의 일반 원칙(generchial principle of dissection)
1. 선생님은 집게(forceps), 칼자루(handle

5. 해부하지 않는 부위가 마르지 않도록

of scalpel), 칼날(blade), 갈고리(hook),

천을 넉넉히 감싼다. (보기를 들어서 처

가위(scissors), 끌(chisel), 망치(hammer),

음에 등, 팔을 해부할 때에는 머리, 목,

톱(saw), 펜치(nippers), 1 mm 굵기의

골반, 샅, 몸통, 다리에 천을 감싼다.)

연한 철사, 핀, 일회용 면도기, 굄목, 보

그 날의 해부가 끝난 다음에는 깨끗이

존액을 뿌릴 국자, 탁자 밑에 놓을 양

정리하고, 시신이 마르지 않도록 시신

동이, 시신의 일부를 담을 통, 실(빨강,

보존액(cadaver conservative)을 충분히

파랑, 노랑, 초록), 천, 비닐, 가루비누,

뿌리고 비닐을 덮는다. 시신보존액의

소독약, 일회용 반창고 등을 준비한다.

성분은 아래와 같다.
formalin

2. 학생은 고무장갑, 입막개, 수건, 비누,

water

1L
100 L

분필, 수성펜 등을 준비한다.
6. 해부해서 생긴 시신의 일부(벗긴 피부
3. 시신의 팔다리에 달린 꼬리표를 모두

등)를 지정한 통에 모아서 다른 쓰레기

시신을 눕힌 탁자의 다리에 묶어서 각

또는 다른 시신의 일부와 섞이지 않게

시신이 몇 번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시

한다. 나중에 시신의 일부를 시신과 함

신의 나이와 사망원인을 확인한다.

께 관에 넣어서 화장한다.

4. 시신고정액(cadaver fixative) 냄새가 지

7. 시신을 해부할 때 도움될 만한 마른뼈,

나치면 시신에 물을 뿌린다. 시신고정

플라스틱 표본, 해부 표본을 마음껏 꺼

액의 성분은 아래와 같다.

내서 보고 제자리에 놓는다.

formalin
ethanol(95%)
phenol
water

3L
10 L

8. 실습실의 표본을 들고 실습실 바깥으로

1 kg

나가지 않는다.

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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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부(skin): 피부벗기기(skinning)를 위해

11. 근육(m): 근육, 힘줄(tendon), 널힘줄

서 피부를 자를 때 근육을 함께 자를

(aponeurosis)의 겉을 덮는 근막(fascia)

정도로 칼날을 깊게 넣지 않는다. 피부

을 칼로 벗긴다. 이 때 근막을 근육다

를 벗길 때 피부밑유두(subcutaneous

발(m bundle)의 방향으로 벗기는 것이

papilla)를 참고하면서 두껍게 벗기지

좋다. 근육사이막(intermuscular

않는다. 피부에 구멍을 내서 당기면 벗

septum)도 함께 벗긴다. 근막을 벗기

기기 편하다.

는 목적은 근육의 경계, 이는곳(origin),
닿는곳(insertion)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근육을 본 다음에 속에 있는 구조물
(보기: 다른 근육)을 보기 위해서 꼭
잘라야 하는 근육을 잘라서 젖힌다. 이
때 근육의 이는곳에 가까운 근육힘살
(m belly)을 가로로 깨끗하게 자른 다
음에 닿는곳으로 젖히는 것이 원칙이
다. 힘줄을 자르면 나중에 맞춰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근육
을 잘라서 젖힐 때에는 속에 있는 다
른 근육, 신경, 동맥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근육을 다 젖힌 다음에는 근
육 속을 덮는 근막도 벗겨서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 동맥을 본다. 이 때 근
육에 분포하는 정맥은 뗀다.

그 날 해부가 끝난 다음에 벗긴 피부를
12. 혈관(blood vessel): 동맥(a)은 정맥(v)에

다시 덮어서 속이 마르지 않게 하거나,

비해서 벽이 두껍고 속공간(lumen)이

벗긴 피부를 통에 모은다.

작기 때문에 속공간에 피떡(blood clot)
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바깥에서 보면

10. 피부밑조직(subcutaneous tissue): 피부
를 벗긴 다음에는 피부밑조직을 갈고

희다. 동맥은 신경(n)처럼 희지만, 동맥

리로 긁어서 피부신경(cutaneous n)과

은 신경과 달리 벽에 민무늬근육

피부정맥(cutaneous v)을 찾는다.

(smooth m)과 탄력섬유(elastic fiber)가
있기 때문에 절단면이 동그랗다. 동맥
과 동반하는 정맥은 뗀다. 정맥을 뗄
때에는 안에 있는 피떡이 주변을 더럽
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동맥과 동반하
지 않는 정맥, 즉 피부정맥(cutaneous
v), 위대정맥(sup vena cava), 허파정맥
(pulmonary v), 홀정맥(azygos v), 문맥
(portal v) 등은 떼지 않는다.
-9-

13. 림프절(lymph node): 림프절은 어디에

16. 해부 검사를 받을 때 다음처럼 한다.

속한 것인지 보고 뗀다. 림프절을 잇는

선생님이 어느 구조물을 물어 보면 그

림프관(lymphatic vessel)은 거의 볼 수

구조물을 집게로 붙잡은 채로 짧게 대

없다.

답한다. (구조물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구조물을 가리키려고 애쓴다.) 필

14. 뼈(b): 뼈는 끌, 망치를 함께 쓰거나 톱

요할 때에는 다른 조의 시신을 보여

또는 펜치를 써서 자른다. 전기톱, 전

준다. (해부하면 망가뜨린 구조물을 보

기드릴, 골절기를 쓸 수도 있다.

여 주거나, 남성, 여성생식기관을 보여
줄 때)

15. 변이(variation)는 기능의 장애가 없는
것이고, 선천기형(congenital

17. 강의실, 실습실에서 '안녕하십니까' '고

malformation)은 기능의 장애가 있는

맙습니다'라고 인사할 필요 없다. 교수

것이다. 선천기형은 증례보고(case

님 또는 조교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

report)의 재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생님이라고 부른다.

하면 선생님한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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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등(back)
1. 등의 피부를 벗긴다. 피부를 자를 때
깊게 자르지 않고, 피부를 벗길 때 두
껍게 벗기지 않는다. 꼭 아래 그림처럼
피부를 벗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벗긴
피부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피부를 당기면 피부를 편하게
벗길 수 있다. 굄목으로 머리를 받치지
않고 가슴을 받치면 중력으로 머리가
굽혀지기 때문에 목덜미의 피부를 편하
게 벗길 수 있다.

o 뒤가지(post ramus)의 안쪽가지(med br)
와 가쪽가지(lat br), 그리고 가쪽피부가
지(lat cutaneous br)의 뒤가지(post br)
가 안쪽부터 차례대로 있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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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세모근(trapezius)과 넓은등근
(latissimus dorsi)을 잘라서 젖힌다. 넓
은등근을 젖힐 때 넓은등근이 열째-열
두째갈비뼈(R10-R12)와 어깨뼈(scapula)
의 아래각(inf angle)에서 이는곳(origin)
도 자른다. 넓은등근을 젖힐 때 앞톱니
근(serratus ant)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
한다.

o 목덜미인대(nuchal ligament)가 일곱째
목뼈(CV7) 아래에서 가시끝인대
(supraspinous lig)로 이어지는 것을 본
다.
o 등허리근막(thoracolumbar fascia)이 넓
은등근의 널힘줄(aponeurosis)이면서 깊
은등근육(deep back m)의 근막(fascia)
인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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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은마름모근(rhomboid minor m)과 큰

4. 위뒤톱니근(serratus post sup)과 아래뒤

마름모근(rhomboid major m)을 잘라서

톱니근(serratus post inf)을 잘라서 젖힌

젖힌다. 이 때 속에 있는 등쪽어깨신경

다.

(dorsal scapular n)이 다치지 않도록 조
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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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허리근막(thoracolumbar fascia)의 뒤

5. 머리널판근(splenius capitis)과 목널판근

층(post layer)을 뗀 다음에 엉덩갈비근

(splenius cervicis)을 잘라서 젖힌다.

(iliocostalis)을 목(cervicis), 등(thoracis),
허리(lumborum)로 나누고 가장긴근
(longissimus)을 머리(capitis), 목, 등으
로 나눈다. 나누는 기준은 닿는곳
(insertion)이다.

o 한쪽에서는 엉덩갈비근(iliocostalis), 가
장긴근(longissimus), 가시근(spinalis)을
정리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근육을
뗀 다음에 반가시근(semispinalis), 뭇갈
래근(multifidus), 돌림근(rotatores)을 정
리한다.
o 바깥갈비사이근(ext intercostal m)과 속
갈비사이근(int intercostal m)의 일부를
떼어서 갈비사이정맥, 동맥, 신경
(intercostal v, a, n)을 본다.

- 14 -

6. 머리반가시근(semispinalis capitis)을 잘

7. 어깨세모근(deltoid m)을 잘라서 젖힌다.

라서 젖힌다. 이 때 속에 있는 뒤통수

이 때 속에 있는 겨드랑신경(axillary n)

밑삼각(suboccipital triangle)이 다치지

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않도록 조심한다.

o 어깨삼각근을 젖힌 다음에 어깨삼각근
o 뒤통수아래삼각에서 첫째목뼈신경(CN1)

과 봉우리(acromion)의 밑에 있는 봉우

의 가지인 뒤통수밑신경(suboccipital n)

리밑주머니(subacromial bursa)를 본다.

과 척추동맥(vertebral a)이 첫째목뼈

봉우리밑주머니는 윤활관절(synovial j)

(CV1)의 위에 있는 것을 본다.

의 윤활막(synovial membrane)과 비슷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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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시위근(supraspinatus)과 가시아래근
(infraspinatus)을 잘라서 젖힌다. 이 때
속에 있는 어깨위신경(suprascapular n)
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o 이는곳(origin)이 어깨뼈(scapula)의 위
모서리이고, 닿는곳(insertion)이 목뿔뼈
(hyoid b)인 어깨목뿔근(omohyoid m)을
본다.
o 어깨뼈 속에 있는 앞톱니근(serratus
ant)의 근막(fascia)을 벗긴 다음에 손가
락으로 앞톱니근을 찢고 어깨밑근
(subscapularis)을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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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척주(vertebral column)의 고리판떼기
(laminectomy)를 하기 위해서 깊은등근
육(deep back m), 가시끝인대
(supraspinous lig), 가시사이인대
(interspinous lig)를 완전히 뗀다. 가시
돌기(spinous process)와 고리판(lamina)
을 떼고, 가로돌기(transverse process)
와 관절돌기(articular process)를 떼어서
척추사이구멍(intervertebral foramen)에
있는 척수신경절(spinal ganglion)이 모
두 나타나게 한다. 이 때 척수신경
(spinal n)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일부 조에서는 뒤통수밑삼각
(suboccipital triangle)을 떼지 않고 남
긴다. 엉치뼈(sacrum) 뒤부분도 떼어서
모든 척수신경을 찾는다. 이 때 큰볼기
근(gluteus maximus)이 엉치뼈에서 이
는곳을 자른다. 경막(dura mater)의 뒤
를 세로로 자른 다음에 양쪽 옆으로 펼
치고 핀으로 고정한다.
o 고리판의 앞에 붙은 황색인대
(ligamentum flavum)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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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척수(spinal cord)에서 거미막(arachnoid

o 첫째-다섯째목신경(CN1-5)의 뒤뿌리

mater)과 연막(pia mater)을 조금 벗겨

(post root)와 치아인대의 사이에서 더

본다. 치아인대(denticulate lig)와 종말

부신경(XI)의 척수뿌리(spinal root)가 척

끈(terminal filum)이 연막과 같은 조직

수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을 본다.

인지 보고, 종말끈이 꼬리뼈(coccyx)에
붙은 것을 본다.

10. 뒤뿌리(post root)와 앞뿌리(ant root)가
만나서 척수신경줄기(trunk of spinal n)
를 이룬 곳의 가쪽을 모두 자르고, 뇌
(brain)와 척수(spinal cord)가 만나는
곳을 자른 다음에(이 때 척추동맥
(vertebral a)도 함께 자른다.) 척수를
뗀다.

o 경막(dura mater)의 앞을 세로로 자른
다음에 양쪽 옆으로 펼쳐서 뒤뿌리와
앞뿌리가 다른게 생긴 것을 본다.

o 첫째가슴신경(TN1), 첫째허리신경(LN1),

o 뇌와 척수 사이의 절단면에서 속에 있

첫째엉치신경(SN1)의 척수신경절을 찾

는 회색질(gray matter)과 겉에 있는 백

아서 실로 묶는다.

색질(white matter)을 구별한다.

o 척수원뿔(medullary cone)의 높이가 첫

o 척추뼈몸통(vertebral body)의 뒤에 붙

째-둘째허리뼈(LV1-2)인 것을 본다.

은 뒤세로인대(post longitudinal lig)를

o 목팽대(cervical enlargement)에서 다섯

본다.

째목신경(CN5)-첫째가슴신경(TN1)이 일
어나고, 허리엉치팽대(lumbosacral
enlargement)에서 둘째허리신경(LN2)셋째엉치신경(SN3)이 일어나는 것을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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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back)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피부(skin), 피부밑조직(subcutaneous

* 어깨(shoulder)

tissue)

어깨세모근(deltoid m)

등세모근(trapezius)

돌림근띠(rotator cuff) - 어깨밑근

넓은등근(latissimus dorsi) - 등허리근막

(subscapularis), 가시위근

(thoracolumbar fascia)

(supraspinatus), 가시아래근

어깨올림근(levator scapulae)

(infraspinatus), 작은원근(teres minor)

작은마름근(rhomboid minor)

큰원근(teres major)

큰마름근(rhomboid major)

앞톱니근(serratus ant)

널판근(splenius)
깊은등근(deep back m) - 척주세움근
(erector spinae), 가로돌기가시근육
(transversospinalis)
뒤통수밑삼각(suboccipital triangle) - 척추
동맥(vertebral a)
* 척수(spinal cord)
뇌척수막(meninges)
경막(dura mater)
거미막(arachnoid mater)
거미막밑공간(subarachnoid space) - 뇌
척수액(cerebrospinal fluid)
연막(pia mater)
목팽대(cervical enlargement) - 팔신경얼기
(brachial plexus)
허리엉치팽대(lumbosacral enlargement) 허리엉치신경얼기(lumbosacral plexus)
척수원뿔(medullary cone)
척수신경(spinal n)
첫째-여덟째 목신경(CN1-8)
첫째-열두째 가슴신경(TN1-12)
첫째-다섯째 허리신경(LN1-5)
첫째-다섯째 엉치신경(SN1-5)
말총(cauda equ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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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팔(upper limb)
1. 큰가슴근부위(pectoral region)의 피부를

o 앞피부가지(ant cutaneous br)의 안쪽가

벗긴다. 이 때 피부밑조직

지(med br)와 가쪽가지(lat br), 그리고

(subcutaneous tissue)에 있는 넓은목근

가쪽피부가지(lat cutaneous br)의 앞가

(platysma)이 다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

지(ant br)가 안쪽부터 차례대로 있는

한다. 넓은목근을 위로 젖힌다. 젖꼭지

것을 본다.

(nipple), 젖꽃판(areola)을 벗기지 않는
다. 남성 시신에서는 젖꼭지, 젖꽃판을,
여성 시신에서는 젖꼭지, 젖꽃판, 젖
(breast)을 큰가슴근(pectoralis major)에
붙여 놓는다.

o 여성 시신의 젖에서 비교적 흰 젖샘
(mammary gl)과 비교적 노란 피부밑조
직(subcutaneous tissue)을 구별하고, 젖
샘과 젖꼭지를 잇는 젖샘관(lactiferous
duct)을 찾아서 실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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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가슴근(pectoralis major)을 잘라서 젖

3. 작은가슴근(pectoralis minor)을 잘라서

힌다. 이 때 큰가슴근이 배곧은근집

젖힌다

(rectus sheath)의 앞층(ant layer)에서
이는곳(origin)도 잘라야 한다.

o 가쪽가슴근신경(lat pectoral n)이 팔신
경얼기(brachial plexus)의 가쪽다발(lat
cord)에서 이는 것과 갈비부리막
(costocoracoid membrane)을 뚫는 것
을 본다. 안쪽가슴근신경(med pectoral
n)이 안쪽다발(med cord)에서 이는 것

o 근육피부신경(musculocutaneous n), 정

과 작은가슴근(pectoralis minor)을 뚫는

중신경(median n), 자신경(ulnar n)을 몸

것을 본다.

쪽(proximal)으로 쫓아서 팔신경얼기

o 노쪽피부정맥(cephalic v)이 세모가슴근

(brachial plexus)의 가쪽다발(lat cord)과

삼각(deltopectoral triangle)을 뚫고 겨

안쪽다발(med cord)을 찾는다.

드랑정맥(axillary v)으로 들어가는 것을

o 작은가슴근을 기준으로 겨드랑동맥

본다.

(axillary a)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가지를 본다.
o 위팔정맥(brachial v)은 동반정맥
(accompanying veins)이지만, 겨드랑정
맥(axillary v)은 동반정맥이 아닌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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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팔의 피부를 벗긴다. 이 때 손가락의

o 팔에 있는 피부정맥(cutaneous v)의 벽

피부도 모두 벗긴다.

을 세로로 자르고 펼쳐서 판막이 두 개
인 정맥판막(venous valve)을 본다.
o 위팔근막과 아래팔근막(antebrachial
fascia)을 벗길 때, 위팔두갈래근널힘줄
(bicipital aponeurosis)이 위팔두갈래근
(biceps brachii)에 붙어있게 한다.
o 근육피부신경(musculocutaneous n)이
위팔(arm)에서 굽힘근(flexor m)을 지배
하고, 아래팔(forearm)에서 가쪽아래팔
피부신경(lat antebrachial cutaneous n)
이 되는 것을 본다.
o 콩알뼈(pisiform)가 자쪽손목굽힘근
(flexor carpi ulnaris)의 힘줄(tendon)에
있는 종자뼈(sesamoid b)인 것을 본다.

o 자쪽피부정맥(basilic v)이 위팔근막
(brachial fascia)을 뚫고 위팔정맥
(brachial v)과 겨드랑정맥(axillary v)의
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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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팔뼈(humerus)의 노신경고랑(radial

6. 원엎침근(pronator teres)을 잘라서 젖

groove)을 따라서 위팔세갈래근(triceps

힌다.

brachii)의 긴갈래(long head)와 가쪽갈
래(lat head)를 잘라서 젖힌다. 이 때 속
에 있는 안쪽갈래(med head)는 자르지
않는다.

o 자동맥(ulnar a)에서 온뼈사이동맥
(common interosseous a)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o 노신경(radial n)이 노신경고랑에 붙어서
지나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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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얕은손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8. 자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ulnaris)이

superficialis)을 잘라서 젖힌다. 이 때

자뼈(ulna)에서 이는곳(origin)을 잘라서

위팔뼈(humerus), 노뼈(radius), 자뼈

젖힌다.

(ulna)의 이는곳(origin)을 모두 잘라야
한다.

o 뼈사이막(interosseous membrane)을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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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바닥널힘줄(palmar aponeurosis)을 잘

o 굽힘근지지띠 속에서 윤활집(synovial

라서 젖힌다. 이 때 짧은손바닥근

sheath)이 힘줄(tendon)을 싸는 것을

(palmaris brevis)은 손바닥널힘줄에 붙

본다. 윤활집은 폄근지지띠(extensor

인다. 굽힘근지지띠(flexor retinaculum)

retinaculum) 속에도 있으며, 윤활관절

를 뗀다. 손목을 지나는 여러 근육의

(synovial j)의 윤활막(synovial

힘줄(tendon)을 마구 자르면 나중에 맞

membrane)과 비슷하다. 윤활집을 잘

춰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보기 위해서는 지지띠를 자르기에 앞서

않다. 손가락이 굽혀져서 손을 해부하

윤활집에 물감을 주사기로 넣어야 한다.

기 불편하면 깊은손가락굽힘근(flexor

o 손가락에서 얕은깊은손가락굽힘근

digitorum profundus) 등의 근육힘살(m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과 깊은손

belly)를 자른다.

가락굽힘근의 힘줄을 감싸는 섬유집
(fibrous sheath)을 자르고 힘줄이 닿는
곳을 본다.
o 정중신경(median n)이 첫째-넷째손가락
(1st-4th finger)에 분포하고, 자신경
(ulnar n)이 넷째-다섯째손가락(4th-5th
finger)에 분포하는 것을 본다.
o 손톱(nail) 하나를 뽑아서 손톱뿌리(nail
root)가 어디까지 박혔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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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짧은엄지벌림근(abductor pollicis

o 노동맥(radial a)의 얕은손바닥가지

brevis)을 잘라서 젖힌다.

(superficial palmar br)와 자동맥(ulnar a)
이 이루는 얕은손바닥동맥활(superficial
palmar arch)을 보고, 엄지모음근
(adductor pollicis) 속에서 자동맥의 깊
은손바닥가지(deep palmar br)와 노동
맥이 이루는 깊은손바닥동맥활(deep
palmar arch)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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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깨관절주머니(shoulder j capsule)의

12. 팔꿉관절주머니(elbow j capsule)와 손

뒤를 잘라서 펼친다. (오른, 왼어깨관절

목관절주머니(wrist j capsule)의 앞을

중에서 한쪽만 한다.)

잘라서 펼친다. (오른쪽, 왼쪽 중에서
한쪽만 한다.)

o 윤활막(synovial membrane)이 윤활액
(synovial fluid) 덕분에 매끄러운 것을
만져본다.
o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을 벗겨서

o 팔꿉관절(elbow j)에서 노뼈머리(head

뼈의 관절면(articular surface)을 본다.

of radius)를 감싸는 머리띠인대(anular

o 오목테두리(glenoid labrum) 덕분에 접

lig)를 본다.

시오목(glenoid cavity)이 깊어지는 것을

o 손목관절 근처에서 자뼈머리(head of

보고, 위팔두갈래근(biceps brachii)의 긴

ulna)를 감싸는 머리띠인대를 보고, 자

갈래(long head)가 어깨관절안(shoulder

뼈머리와 손목뼈(carpal b) 사이에 있는

j cavity)을 지나는 것을 본다.

관절원반(articular disc)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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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upper limb)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 가슴부위(pectoral region)

* 혈관(blood vessel)

젖샘(mammary gl)

위팔동맥(brachial a) - 자동맥(ulnar a), 노

큰가슴근(pectoralis major)

동맥(radial a)

작은가슴근(pectoralis minor)

노쪽피부정맥(cephalic v) - 겨드랑정맥
(axillary v)

* 겨드랑(axilla)

자쪽피부정맥(basilic v) - 위팔정맥(brachial

팔신경얼기(brachial plexus)

v)

가쪽다발(lat cord) - 근육피부신경
(musculocutaneous n), 정중신경

* 위팔(arm)

(median n)

굽힘근육(flexor m) - 근육피부신경

안쪽다발(med cord) - 자신경(ulnar n),

(musculocutaneous n)

정중신경(median n)

위팔두갈래근(biceps brachii) - 긴갈래

뒤다발(post cord) - 겨드랑신경(axillary

(long head), 짧은갈래(short head), 위

n), 노신경(radial n)

팔두갈래널힘줄(bicipital aponeurosis)

겨드랑동맥(axillary a)

부리위팔근(coracobrachialis)

가쪽가슴동맥(lat thoracic a)

위팔근(brachialis)

어깨밑동맥(subscapular a)

폄근육(extensor m) - 노신경(radial n)

앞위팔휘돌이동맥(ant circumflex

위팔세갈래근(triceps brachii) - 긴갈래

humeral a)

(long head), 가쪽갈래(lat head), 안쪽갈

뒤위팔휘돌이동맥(post circumflex

래(med head)

humer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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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팔(forearm)

* 손(hand)

굽힘근육(flexor m) - 정중신경(median n),

근육(m) - 정중신경(median n), 자신경

자신경(ulnar n)

(ulnar n)

원엎침근(pronator teres)

짧은엄지벌림근(abductor pollicis brevis)

노쪽손목굽힘근(flexor carpi radialis)

짧은엄지굽힘근(flexor pollicis brevis)

긴손바닥근(palmaris longus)

엄지모음근(adductor pollicis)

자쪽손목굽힘근(flexor carpi ulnaris)

엄지맞섬근(opponens pollicis)

얕은손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새끼벌림근(abductor digiti minimi)

superficialis)

짧은새끼굽힘근(flexor digiti minimi

깊은손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brevis)

profundus)

새끼맞섬근(opponens digiti minimi)

긴엄지굽힘근(flexor pollicis longus)

벌레근(lumbrical m)

네모엎침근(pronator quadratus)

바닥쪽뼈사이근(palmar interosseus)

폄근육(extensor m) - 노신경(radial n)

등쪽뼈사이근(dorsal interosseus)

손뒤침근(supinator)

자동맥(ulnar a) - 얕은손바닥동맥활

위팔노근(brachioradialis)

(superficial palmar arch)

짧은노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노동맥(radial a)

radialis brevis)
긴노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자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ulnaris)
손가락폄근(extensor digitorum)
집게폄근(extensor indicis)
새끼폄근(extensor digiti minimi)
긴엄지벌림근(abductor pollicis longus)
짧은엄지폄근(extensor pollicis brevis)
긴엄지폄근(extensor pollicis longus)
해부학코담배갑(anatomical
snuffbox) - 노동맥(radi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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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목(neck)
1. 목의 피부를 벗긴다. 이 때 피부밑조직

2. 넓은목근(platysma)을 젖힌다. 이 때 넓

(subcutaneous tissue)에 있는 넓은목근

은목근 속에 있는 피부신경(cutaneous

(platysma)이 다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

n)과 피부정맥(cutaneous v)이 다치지

한다.

않도록 조심한다.

o 아래턱뒤정맥(retromandibular v)과 앞
목정맥(ant jugular v) 등이 바깥목정맥
(ext jugular v)으로 들어가고, 바깥목정
맥이 빗장밑정맥(subclavian v)으로 들
어가는 것을 본다.

- 30 -

3.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과 복장

o 복장빗장관절에서 관절원반(articular

빗장관절주머니(sternoclavicular j

disc)을 보고, 빗장뼈(clavicle)를 가쪽으

capsule)를 잘라서 젖힌다. 이 때 목빗

로 젖힌다.

근 속에 있는 목신경고리(ansa

o 앞목갈비근(ant scalene m)을 기준으로

cervicalis)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빗장밑동맥(subclavian a)을 세 부분으
로 나누고, 빗장밑동맥의 가지를 본다.
o 왼속목정맥(lt int jugular v)과 왼빗장밑
정맥(lt subclavian v)이 만나는 곳으로
가슴림프관(thoracic duct)뿐 아니라 목
림프줄기(jugular lymphatic trunk), 빗장
밑림프줄기(subclavian lymphatic trunk),
기관지세로칸림프줄기(bronchomediastinal lymphatic trunk)도 들어가
는 것을 본다. 다른 정맥은 떼어도 이
부분의 정맥과 림프관은 떼지 않는다.
o 팔신경얼기(brachial plexus)의 줄기
(trunk), 갈래(division), 다발(cord)과 여
기에서 일어나는 신경(n)을 본다.
o 교감신경줄기(sympathetic trunk)의 목
신경절(cervical ganglion)과 목신경(CN)
이 회색교통가지(gray ramus
communicans)로 이어지는 것을 본다.
o 오른되돌이후두신경(rt recurrent laryngeal n)이 빗장밑동맥(subclavian a)을
감싸고 올라가서 후두(larynx)에 분포하
는 것을 본다.
o 등세모근(trapezius)에 분포하는 더부신
경(XI)으로 둘째-넷째목신경(CN2-4)이
들어가는 것을 본다.
o 혀밑신경(XII)의 가지가 방패목뿔근

o 목신경고리가 속목정맥(int jugular v)을

(thyrohyoid m)에 분포하는 것을 본다.

감싸는 것을 보고, 목신경고리에서 일
어난 신경이 목뿔아래근육(infrahyoid m)
에 분포하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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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혀밑신경의 가지는 실제로 첫째목신
경(CN1)에서 일어난 것이다.

4. 턱밑샘(submandibular gl)의 얕은부분

5. 갑상샘(thyroid gl)을 잘라서 젖힌다.

(superficial part)을 떼고, 턱목뿔근
(mylohyoid m)을 잘라서 젖힌다. 필요
하면 두힘살근(digastric m)도 잘라서
젖힌다.

o 혀신경(lingual n)의 가지가 턱밑신경절
(submandibular ganglion)을 이루고 나
서 턱밑샘에 분포하는 것을 본다. 이
o 갑상샘잘룩(isthmus of thyroid gl)이 둘

혀신경의 가지는 실제로 고실끈신경

째-넷째기관연골(2nd-4th tracheal cart)

(chorda tympani)이다.

의 높이에 있는 것을 본다.
o 부갑상샘(parathyroid gl)을 본다. 비교
적 갑상샘은 빨갛고, 부갑상샘은 노란
데, 실제로 부갑상샘을 구별하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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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패연골(thyroid cart)의 한쪽 판
(lamina)을 뗀 다음에 후두(larynx) 속을
보고, 위, 아래 후두신경(sup, inf
laryngeal n)을 본다. 후두 전체를 뗀다.

o 안뜰주름(vestibular fold)의 점막을 벗겨
서 네모막(quadrangular membrane)의
아래모서리인 안뜰인대(vestibular lig)를
본다. 성대주름(vocal fold)의 점막을 벗
겨서 탄력원뿔(conus elasticus)의 위모
서리인 성대인대(vocal lig)와 방패모뿔
근(thyroarytenoid m)의 일부인 성대근
(vocalis)을 본다.
o 후두에 있는 자체근육(intrinsic m)의 작
용에 맞추어서 방패연골과 모뿔연골
(arytenoid cart)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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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neck)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근육(m)

혀밑신경(hypoglossal n)

넓은목근(platysma) - 얼굴신경(facial n)

목신경얼기(cervical plexus)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 - 더부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

신경(accessory n)

가로막신경(phrenic n)

목뿔위근육(suprahyoid m)

팔신경얼기(brachial plexus)

목뿔아래근육(infrahyoid m)

위, 중간, 아래줄기(sup, middle, inf

앞, 중간, 뒤목갈비근(ant, middle, post

trunk)

scalene m)

앞, 뒤갈래(ant, post division)

온목동맥(common carotid a)

교감신경줄기(sympathetic trunk)

속목동맥(int carotid a)

sup, middle, inf cervical ganglion(위, 중

바깥목동맥(ext carotid a) - 위갑상동맥

간, 아래목신경절)

(sup thyroid a), 혀동맥(lingual a), 얼굴

미주신경(vagus n)

동맥(facial a)

더부신경(accessory n)

빗장밑동맥(subclavian a) - 척추동맥

갑상샘(thyroid gl) - 부갑상샘(parathyroid

(vertebral a), 속가슴동맥(int thoracic a)

gl)

팔머리정맥(brachiocephalic v)

후두(larynx)

속목정맥(int jugular v) - 가슴림프관

후두덮개연골(epiglottic cart), 반지연골

(thoracic duct)

(cricoid cart)

빗장밑정맥(subclavian v) - 바깥목정맥

방패연골(thyroid cart), 모뿔연골

(ext jugular v)

(arytenoid cart) - 성대(vocal cord)

혀신경(lingual n) - 턱밑신경절

가쪽반지모뿔근(lat cricoarytenoid m)

(submadibular ganglion) - 턱밑샘

모뿔근(arytenoid m)

(submadibular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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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머리(head)
1. 얼굴(face)의 피부를 벗긴다. 이 때 피

2. 귀밑샘(parotid gl)의 얕은부분

부밑조직(subcutaneous tissue)에 있는

(superficial part)을 떼면서 얼굴신경(VII)

얼굴근육(facial m)이 다치지 않도록 매

의 다섯 가지를 찾는다.

우 조심한다.

o 얼굴근육을 본 다음에 얼굴근육의 일부
를 떼고, 귀밑샘(parotid gl), 깨물근
(masseter), 관자근(temporal m)을 본다.

o 귀밑샘 속에 있는 바깥목동맥(ext
carotid a)과 아래턱뒤정맥
(retromandibular v)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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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대활(zygomatic arch)을 잘라서 깨물

4. 근육돌기(coronoid process)를 잘라서

근(masseter)과 함께 젖힌다. 턱관절주

관자근(temporal m)과 함께 젖힌다. 턱

머니(temporomandibular j capsule)를

뼈가지(ramus of mandible) 중에서 턱

연다.

뼈구멍(mandibular foramen)의 위부분
을 뗀다. (턱뼈구멍은 턱뼈가지의 속면
에서만 보인다.) 이 때 아래이틀신경(inf

temporomandibular j

alveolar n)와 아래이틀동맥(inf alveolar

zygomatic
arch

a)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condylar
process

temporal m
coronoid
process

masseter m

mandibular
foramen

o 턱관절에 있는 관절원반(articular disc)
과 관절면(articular sruface)의 생김새를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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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쪽날개근(lat pterygoid m)과 안쪽날

5. 머리덮개(scalp)의 피부를 벗긴다. 이

개근(med pterygoid m)을 보고 작용을

때 머리덮개널힘줄(epicranial

깨닫는다.

aponeurosis)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

o 가쪽날개근을 기준으로 위턱동맥

다.

(maxillary a)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위
턱동맥에서 일어나는 중간뇌막동맥
(middle meningeal a), 아래이틀동맥 등
을 본다.
o 아래턱신경(V3)에서 씹기근육
(masticatory m)에 분포하는 신경, 아래
이틀신경, 혀신경(lingual n)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o 타원구멍(foramen ovale)의 밑에서 귀
신경절(otic ganglion)을 본다.

o 머리덮개널힘줄이 이마근(frontalis)과
뒤통수근(occipitalis)의 사이에 있는 널
힘줄인 것을 본다. 머리덮개널힘줄을
잘라서 펼친 다음에 성긴결합조직
(loose connective tissue)을 벗긴다.
o 머리덮개뼈(calvaria)에서 관자근
(temporal m)이 이는곳(origin)을 잘라
서 아래로 젖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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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머리덮개뼈(calvaria)와 뒤통수뼈

7. 위시상정맥굴(sup sagittal sinus)의 위벽

(occipital b)의 뒤부분을 뗀다. 머리뼈

을 세로로 잘라서 펼친다.

(skull)를 자를 때에는 뇌(brain)가 다치
지 않도록 다음처럼 한다. 마른뼈를 보
고 머리덮개뼈의 두께를 가늠한다. 중
력 때문에 뇌가 아래쪽의 머리덮개뼈로
치우치는 것을 고려한다. 머리덮개뼈의
바깥판(outer table)을 톱으로 자르고,
속판(inner table)을 끌과 망치로 자른다.

ext occipital
protuberance
orbit

o 머리덮개뼈와 경막(dura mater)의 골막
층(periosteal layer)를 잇는 샤피섬유
(Sharpey's fiber)를 본다.

o 위시상정맥굴에 있는 거미막과립
(arachnoid granulation)이 거미막
(arachnoid mater)과 같은 조직인 것을
본다.
o 대뇌정맥(cerebral v)이 위시상정맥굴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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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머리덮개뼈(calvaria)를 자른 수평면을

9. 목덜미에 칼을 넣어서 뇌(brain)와 척수

따라서 경막(dura mater)을 자른다. 대

(spinal cord)의 경계, 그리고 척추동맥

뇌낫(falx cerebri)이 볏돌기(crista galli)

(vertebral a)을 자른다. 뇌와 머리뼈바

에 붙은 곳을 잘라서 젖히고, 소뇌천막

닥속면(int surface of cranial base)을 잇

(tentorium cerebelli)이 관자뼈(temporal

는 뇌신경(cranial n)과 속목동맥(int

b)에 붙은 곳을 자른다. 소뇌천막을 자

carotid a)을 자른 다음에 뇌를 뗀다. 신

르는 것은 9번 방법과 함께 한다.

경해부학 실습을 위해서 뇌신경, 속목
동맥, 척추동맥(vertebral a)을 되도록
뇌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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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머리뼈바닥속면에 붙은 경막정맥굴

10. 눈확(orbit)의 위벽을 뗀다.

(dural venous sinus)의 벽을 세로로 잘
라서 보고, 경막정맥굴에서 혈액이 흐
르는 방향을 따진다.
o 해면정맥굴(cavernous sinus)을 조심스
럽게 벗겨서 해면정맥굴 속을 지나는
눈돌림신경(III), 도르래신경(IV), 눈신경
(V1), 위턱신경(V2), 갓돌림신경(VI), 속
목동맥을 본다.

o 눈신경(V1)이 안쪽부터 코섬모체신경
(nasociliary n), 이마신경(frontal n), 눈
물샘신경(lacrimal n)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 눈물샘(lacrimal gl)을 본다.
o 눈돌림신경(III), 도르래신경(IV), 갓돌림
신경(VI)이 어느 근육에 분포하는지 보
고, 동공(pupil)을 작게 만드는 섬모체신
경절(ciliary ganglion)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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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눈꺼풀올림근(levator palpebrae

12. 고실(tympanic cavity)과 속귀(internal

superioris)과 위곧은근(sup rectus)을

ear)의 위벽을 전기 드릴로 아주 조금

잘라서 젖힌다.

씩 뗀다. 안뜰달팽이신경
(vestibulocochlear n)을 참고해서 고실
과 속귀의 위치를 짐작한다.

o 고막(tympanic membrane)에 붙은 귓속
뼈(auditory ossicle)와 얼굴신경(VII)의
가지인 고실끈신경(chorda tympani)을
본다.
o 고실과 이어진 귀관(auditory tube)과
꼭지방(mastoid antrum), 꼭지벌집
o 한쪽 안구(eyeball)만 뗀다. 안구를 움직

(mastoid cell)을 본다.

이는 근육을 본다. 시각신경(II)의 절단

o 속귀에서 뼈미로(bony labyrinth)인 달

면에서 망막중심동맥(central retinal a)

팽이(cochlea), 안뜰(vestibule), 반고리뼈

을 본다.

관(semicircular canal)의 일부를 본다.

o 안구를 잘라서 수정체(lens)의 둘레에
있는 섬모체(ciliary body)와 조리개(iris)
를 보고, 망막(retina)에 있는 시각신경
원반(optic disc) 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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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래턱뼈(mandible)에 붙은 가쪽날개
근(lat pterygoid m), 안쪽날개근(med
pterygoid m), 턱목뿔근(mylohyoid m)
등을 자르고 아래턱뼈를 뗀다. 이 때
아래턱뼈에 붙은 구조물을 아래턱뼈에
남기지 말고 시신에 남긴다. 어떤 시신
은 이 방법대로 해부하지 않고 15번
방법대로 머리를 시상절단(sagittal
section)한다.
o 턱목뿔근의 바깥과 속에 걸쳐 있는 턱
밑샘(submandibular gl)을 보고, 턱목뿔
근 속에 있는 혀밑샘(sublingual gl)을
본 다음에 각 샘의 관(duct)을 쫓는다.
o 혀(tongue)에서 실유두(filiform papilla),
버섯유두(fungiform papilla), 성곽유두
(vallate papilla), 잎새유두(foliate papilla)
를 본다.
o 혀를 잘라서 세 방향으로 뻗는 자체근
육(intrinsic m)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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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두(pharynx) 뒤에 있는 목뼈(cervical

o 목정맥구멍의 근처에서 혀인두신경과

vertebra)와 뒤통수뼈(occipital b)의 일

미주신경의 위, 아래신경절(sup, inf

부를 뗀다. 혀인두신경(IX)과 미주신경

ganglion)을 보고, 혀인두신경과 미주신

(X)이 다치지 않도록 목정맥구멍

경의 가지가 인두에 분포하는 것을 본

(jugular foramen)의 주변은 떼지 않는

다.

다. 어떤 시신은 이 방법대로 해부하지
않고 15번 방법대로 해부한다.

o 목뼈의 몸통(body)에서 앞세로인대(ant
longitudinal lig)와 척추사이원반
(intervertebral disc)을 본다.
o 위, 중간, 아래인두수축근(sup, middle,
inf pharyngeal constrictor), 붓인두근
(stylopharyngeus)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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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두의 뒤벽을 세로로 잘라서 펼친 다
음에 인두의 점막을 벗겨서 입천장올림
근(levator veli palatini), 입천장긴장근
(tensor veli palatini), 입천장인두근
(palatopharyngeus) 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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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머리를 시상절단(sagittal section)한다.

o 턱끝가시(mental spine)에서 이는 턱끝

이 때 너무 가쪽에서 시상절단하면 코

목뿔근(geniohyoid m)과 턱끝혀근

선반(nasal concha)이 다치므로 조심한

(genioglossus)을 본다.

다. 이 방법대로 해부하려면 13번 방

o 입천장혀활(palatoglossal arch)과 입천

법과 14번 방법대로 해부하지 않는다.

장인두활(palatopharyngeal arch)의 사
이에 있는 목구멍편도(palatine tonsil)를
본다.
o 귀관융기(torus tubarius)가 귀관인두주
름(salpingopharyngeal fold)으로 이어지
는 것을 본다.

o 코안(nasal cavity)의 가쪽벽에서 세 개
의 콧길(nasal meatus)과 나비벌집오목
(sphenoethmoidal recess)을 보고, 각각
으로 열리는 코곁굴(paranasal sinus)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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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head)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얼굴근육(facial m) - 얼굴신경(facial n)

* 코안(nasal cavity)

뒤통수이마근(occipitofrontalis)

코중격(nasal septum)

눈둘레근(orbicularis oculi), 눈꺼풀올림

위, 중간, 아래코선반(sup, middle, inf

근(levator palpebrae supis)

nasal concha)

눈썹주름근(corrugator supercilii), 눈살

위, 중간, 아래콧길(sup, middle, inf

근(procerus)

nasal meatus)

입둘레근(orbicularis oris)

코곁굴(paranasal sinus)

윗입술올림근(levator labii supis), 아랫

위턱굴(maxillary sinus), 이마굴

입술내림근(depressor labii infis)

(frontal sinus)

입꼬리올림근(levator anguli oris), 입꼬

나비굴(sphenoidal sinus), 벌집뼈벌

리내림근(depressor anguli oris)

집(ethmoidal cell)

큰광대근(zygomaticus major), 작은광대
근(zygomaticus minor)

* 눈(eye)

입꼬리당김근(risorius), 볼근(buccinator)

코눈물관(nasolacrimal duct)

씹기근육(masticatory m) - 아래턱신경

안구근육(extraocular m)

(mandibular n)

위곧은근(sup rectus), 아래곧은근

관자근(temporalis)

(inf rectus)

깨물근(masseter)

안쪽곧은근(med rectus), 가쪽곧은

안쪽날개근(med pterygoid m)

근(lat rectus)

가쪽날개근(lat pterygoid m)

위빗근(sup oblique m), 아래빗근

바깥목동맥(ext carotid a)

(inf oblique m)

얼굴동맥(facial a)

각막(cornea)

혀동맥(lingual a)

공막(sclera)

위턱동맥(maxillary a)

조리개(iris) - 동공(pupil)

얕은관자동맥(superficial temporal a)

수정체(lens) - 섬모체(ciliary body)

입안(oral cavity)

망막(retina)

단단입천장(hard palate), 물렁입천장

시각신경(optic n)

(soft palate)

방수(aqueous humor)

입천장혀활(palatoglossal arch), 입천장

유리체(vitreous body)

인두활(palatopharyngeal arch) - 목구멍
편도(palatine to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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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ear)

* 뇌(brain)

귓바퀴(auricle)

뇌척수막(meninges)

바깥귀길(ext acoustic meatus)

경막(dura mater)

고막(tympanic membrane)

거미막(arachnoid mater)

고실(tympanic cavity) - 귓속뼈(auditory

거미막밑공간(subarachnoid space) - 뇌

ossicle)

척수액(cerebrospinal fluid)

귀관(auditory tube)

연막(pia mater)

달팽이관(cochlear duct)

경막정맥굴(dural venous sinus), 속목정맥

둥근주머니(utricle), 타원주머니(saccule)

(int jugular v)

반고리관(semicircular duct)

속목동맥(int carotid a), 척추동맥(vertebral

속귀신경(vestibulocochlear n)

a)
대뇌(cerebrum)
소뇌(cerebellum)
뇌줄기(brainstem)
뇌신경(cranial n)
I - XII
* 인두(pharynx)
코인두(nasopharynx), 입인두(oropharynx),
후두인두(laryngopharynx) - 식도
(esophagus)
위, 중간, 아래인두수축근(sup, middle, inf
constrictor)
귀관융기(torus tubarius)
후두덮개(epiglot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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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가슴(thorax)
o 피부는 큰가슴근부위(pectoral region)에
서 이미 벗겼다.
1. 바깥갈비사이근(ext intercostal m)과 속
갈비사이근(int intercostal m)을 잘라서
젖힌다.

o 바깥갈비사이근이 앞에서 바깥갈비사이
막(ext intercostal membrane)으로 이어
지고, 속갈비사이근이 뒤에서 속갈비사
이막(int intercostal membrane)으로 이
어지는 것을 본다.
o 속갈비사이근과 맨속갈비사이근
(innermost intercostal m)의 사이에서
갈비사이정맥, 동맥, 신경(intercostal v,
a, n)이 위부터 차례대로 있는 것을 본
다.

- 48 -

2. 가슴의 앞벽(ant thoracic wall)을 잘라서

o 가슴의 앞벽에서 속가슴동맥(int

뗀다. 이 때 벽가슴막(parietal pleura)이

thoracic a)이 위복벽동맥(sup epigastric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첫째-열째갈

a)과 근육가로막동맥(musculophrenic a)

비뼈(R1-R10)와 갈비뼈연골(costal cart)

으로 갈라지고, 속가슴동맥에서 앞갈비

의 경계를 자를 수도 있다.

사이동맥(ant intercostal a)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o 가슴샘(thymus)이 복장뼈자루
(manubrium of sternum)의 뒤에 있는
것을 본다. 어른의 가슴샘은 거의 지방
조직인 것을 본다.
o 대동맥활(aortic arch)과 왼허파동맥(lt

o 둘째-일곱째갈비뼈연골과 복장뼈
(sternum) 사이를 열어서 윤활관절

pulmonary a)을 잇는 동맥관인대

(synovial joint)인 것을 본다.

(ligamentum arteriosum)가 왼되돌이후
두신경(lt recurrent laryngeal n)과 어떤
위치 관계를 이루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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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심장막(fibrous pericardium)과 장막

o 손을 심장막안(pericardial cavity)에 넣

심장막(serous pericardium)의 벽층

어서 가로심장막굴(transverse

(parietal layer)을 잘라서 펼친다. 벽층

pericardial sinus)이 뚫렸고, 빗심장막굴

과 내장층(visceral layer)이 유착

(oblique pericardial sinus)이 막힌 것을

(adhesion)되어 있으면 손으로 뗀다.이

만진다.

유착은 가슴막(pleura)과 복막

o 장막심장막의 내장층의 일부를 벗겨서

(peritoneum)에도 자주 있으며, 역시 손

내장층이 심장바깥막(epicardium)인 것

으로 떼어야 한다.

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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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심방(rt atrium)의 벽을 잘라서 펼친

5. 오른심실(rt ventricle)의 벽을 잘라서 펼

다.

친다.

o 빗살근육(pectinate m) 때문에 거친 부
분(오른심방귀(rt auricle) 속)을 보고, 위
대정맥(sup vena cava), 아래대정맥(inf
vena cava), 심장정맥굴(coronary sinus)
이 열리는 매끈한 부분을 본 다음에,
두 부분의 경계가 분계능선(terminal
crest)인 것을 본다.
o 타원오목(oval fossa)을 왼심방(lt atrium)
쪽으로 밀어서 오른심방이 왼심방과 통
하는지 본다. 통하면 심방사이막결손
(atrial septal defect)을 의심할 수 있다.

o 거친 부분인 근육기둥(trabeculae
carneae)과 매끈한 부분인 동맥원뿔
(conus arteriosus)을 본다.
o 힘줄끈(tendinous cord)이 삼첨판막
(tricuspid valve)을 붙잡기 때문에 오른
심실이 수축할 때 삼첨판막이 뒤집어지
지 않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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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장(heart)을 뗀다.

o 판막(valve) 네 개의 위치와 생김새를
본다. 대동맥판막(aortic valve) 때문에
생긴 오른, 왼대동맥굴(rt, lt aortic sinus)
o 심방(atrium), 심실(ventricle)의 경계를

을 보고, 이 곳에서 일어나는 오른, 왼

이루는 방실사이고랑(coronary sulcus)

심장동맥(rt, lt coronary a)을 본다.

과 심실사이고랑(interventricular sulcus)
을 보고, 그 고랑에 있는 심장동맥
(coronary a)과 심장정맥(cardiac v)을 쫓
아가면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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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왼심방(lt atrium)의 벽을 잘라서 펼친다.

8. 왼심실(lt ventricle)의 벽을 잘라서 펼친
다.

o 오른심방(rt atrium)과 마찬가지로 왼심
방귀(lt auricle) 속에 있는 빗살근육
(pectinate m)을 본다.

o 왼심실은 오른심실(rt ventricle)에 비해
서 벽이 두꺼우나 속공간 크기가 비슷
한 것을 본다.
o 승모판막(mitral valve)은 첨판(cusp)이
두 개이기 때문에 꼭지근(papillary m)
도 두 개인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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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왼심실의 아주 얇은 심장속막

9. 벽가슴막(parietal pleura)을 잘라서 펼

(endocardium)을 벗겨서 심장속막과 심

친다.

장근육층(myocardium)의 사이에 있는
방실다발(atrioventricular bundle)의 왼
갈래(lt bundle)를 본다. 방실다발을 거
꾸로 쫓아서 심방사이막(interatrial
septum)의 뒤아래부분에 있는 방실결
절(atrioventricular node)을 본다.

o 가슴막안(pleural cavity)에 손을 넣어서
허파뿌리(root of lung)와 허파인대
(pulmonary lig)에서 손을 더 넣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한다.

o 갈비가로막오목(costodiaphragmatic
recess)와 갈비세로칸오목
(costomediastinal recess)에 손을 넣어
서 벽가슴막이 허파보다 더 큰 것을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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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파뿌리(root of lung)를 자른 다음에

o 기관용골(carina of trachea)이 복장뼈각

허파를 뗀다.

(sternal angle) 높이에 있는 것을 본다.
기관용골에서 갈라진 양쪽 기관지가 다
르게 생긴 것을 본다.
o 홀정맥(azygos v), 반홀정맥(hemiazygos
v), 덧반홀정맥(accessory hemiazygos v)
이 결국 위대정맥(sup vena cava)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o 왼속목정맥(lt int jugular v)과 왼빗장밑
정맥(lt subclavian v)이 만나는 곳으로
가슴림프관(thoracic duct)이 들어가는
것을 본다.
o 교감신경줄기(symphathetic trunk)에 있
는 가슴신경절(thoracic ganglion)과 척

o 벽가슴막(parietal pleura)이 가로막

수신경(spinal n)을 잇는 회색, 백색교통

(diaphragm)에 단단히 붙은 것을 본다.

가지(gray, white ramus communicans)

o 허파에 있는 검은 점을 본다. 이 점은

를 본다. 큰내장신경(greater splanchnic

흡연, 공해 때문에 생긴 허파먼지증

n)이 다섯째-아홉째가슴신경절에서 일

(pneumoconiosis)이다.

어나는 것을 본다.

o 허파가슴막(visceral pleura)은 틈새

o 미주신경(X)이 식도신경얼기

(fissure)를 따라 들어가지만, 벽가슴막

(esophageal plexus)를 이룬 다음에 앞,

은 틈새를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본

뒤미주신경줄기(ant, post vagal trunk)가

다.

되어서 위(stomach)로 가는 것을 본다.

o 허파문(hilum of lung)에서 허파동맥

o 식도(esophagus)를 누르는 대동맥활

(pulmonary a)이 위에 있고, 허파정맥

(aortic arch), 왼기관지, 가로막

(pulmonary v) 두 개가 아래에 있고, 기

(diaphragm)의 식도구멍(esophageal

관지(bronchus)가 뒤에 있는 것을 본다.

hiatus)을 본다.

기관지의 둘레에 기관지동맥(bronchial

o 식도의 벽을 벗겨서 식도의 벽이 바깥

a)이 있는 것을 본다.

막(adventitia), 바깥세로근(outer

o 허파를 해부해서 모든 구역기관지

longitudinal m), 속돌림근(inner circular

(segmental bronchus)를 본다. 허파동맥

m), 점막밑조직(submucosa), 점막

은 구역기관지를 따라가고, 허파정맥은

(mucosa)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

구역(segment) 사이를 따라가는 것을

o 가로막의 근막을 벗겨서 가로막의 힘살

본다.

(m belly)과 중심널힘줄(central tendon)

o 지름이 0.2 mm인 허파꽈리(alveolus)를

을 구별한다.

맨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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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thorax)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 가슴벽(thoracic wall)

* 심장(heart)

갈비사이근(intercostal m)

벽심장막(parietal pericardium), 내장심장

갈비사이신경(intercostal n), 갈비사이동맥

막(visceral pericardium)

(intercostal a), 갈비사이정맥(intercostal

심장막안(pericardial cavity)

v)

오른심방(rt atrium)
위대정맥(sup vena cava) - 팔머리정맥

* 가슴안(thoracic cavity)

(brachiocephalic v)

가슴세로칸(mediastinum)

아래대정맥(inf vena cava)

가슴샘(thymus)

심장정맥굴(coronary sinus)

식도(esophagus)

큰, 중간, 작은심장정맥(great,

교감신경줄기(sympathetic trunk) - 교감신

middle, small cardiac v)

경절(sympathetic ganglion)

빗살근(pectinate m)

큰, 작은내장신경(greater, lesser

오른심실(rt ventricle)

splanchnic n)

근육기둥(trabeculae carneae)

미주신경(vagus n)

꼭지근육(papillary m)

홀정맥(azygos v), 반홀정맥(hemiazygos v),

힘줄끈(tendinous cord)

덧반홀정맥(accessory hemiazygos v)

삼첨판막(tricuspid valve)

가슴림프관(thoracic duct)

허파동맥판막(pulmonary valve)
허파동맥(pulmonary trunk)

* 가로막(diaphragm)

왼심방(lt atrium)

대정맥구멍(caval opening)

허파정맥(pulmonary v)

식도구멍(esophageal hiatus)

심방사이막(interatrial septum)

대동맥구멍(aortic hiatus)

왼심실(lt ventricle)
승모판막(mitral valve)
심실사이막(interventricular septum)
대동맥판막(aortic valve)
방실다발(atrioventricular bundle)
오름대동맥(ascending aorta)
오른관상동맥(rt coronary a)
뒤심실사이가지(post interventricular br)
왼관상동맥(lt coronary a)
휘돌이가지(circumflex br)
앞심실사이가지(ant interventricula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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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a)

* 허파(lung)

대동맥활(aortic arch)

가로막(diaphragm)

팔머리동맥(brachiocephalic trunk)

벽가슴막(parietal pleura), 내장가슴막

온목동맥(common carotid a)

(visceral pleura)

빗장밑동맥(subclavian a)

가슴막안(pleural cavity)

가슴대동맥(thoracic aorta)

오른허파(rt lung)
빗틈새(oblique fissure), 수평틈새
(horizontal fissure)
위엽(sup lobe), 중간엽(middle lobe), 아
래엽(inf lobe)
왼허파(lt lung)
빗틈새(oblique fissure)
위엽(sup lobe), 아래엽(inf lobe)
기관(trachea)
기관지(bronchus) - 엽기관지(lobar
bronchus), 구역기관지(segmental
bronchus), 세기관지(bronchiole), 허파
꽈리(alveolus)
허파동맥(pulmonary a)
허파정맥(pulmonar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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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배(abdomen)
1. 배의 앞가쪽벽(anterolateral abdominal
wall)의 피부를 벗긴다. 이 때 배꼽
(umbilicus)은 떼지 않고, 속에 있는 조
직에 붙여 놓는다. 남성 시신에서는 두
덩뼈결절(pubic tubercle)에 있는 얕은
샅굴구멍(superficial inguinal ring)과 바
깥정삭근막(ext spermatic fascia)이 다치
지 않도록 조심한다.

o 배꼽 밑의 피부밑조직(subcutaneous
tissue)이 얕은 지방층(fatty layer)과 깊
은 막층(membranous layer)으로 나뉘는
것을 본다.
o 피부신경(cutaneous n)인 가슴배신경
(thoracoabdominal n)의 가지를 본다.
o 얕은살굴구멍이 배바깥빗근(ext oblique
m)의 널힘줄에 뚫린 구멍인 것을 본다.
남성 시신에서는 배바깥빗근의 널힘줄
이 바깥정삭근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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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바깥빗근(ext oblique m)을 잘라서 젖

3. 남성 시신에서 음낭(scrotum)을 한 층

힌다.

씩 잘라서 펼친다.

o 음낭의 피부밑조직(subcutaneous tissue)
에 있는 음낭근(dartos m)을 본다.

o 배속빗근(int oblique m)과 배가로근
(transversus abdominis)의 널힘줄
(aponeurosis)이 만나서 이루는 샅고랑
낫힘줄(inguinal falx)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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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속빗근(int oblique m)이 고환올림근

4. 남성 시신에서 고환집막(tunica

(cremaster)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다.

vaginalis)의 벽층(parietal layer)을 잘라
서 펼친다.

o 정삭(spermatic cord)에 있는 정관
(ductus deferens), 고환동맥(testicular
a), 덩굴정맥얼기(pampiniform plexus)
를 본다.
o 여성 시신에서는 자궁원인대(round lig
of uterus)가 얕은살굴구멍(superficial
inguinal ring)을 지나서 대음순(labia
majora)으로 가는 것을 본다.

o 고환집막이 복막(peritoneum)과 같은
조직인 것을 만져서 느낀다.
o 부고환(epididymis)과 고환날세관
(efferent ductule)을 본 다음에 고환
(testis)를 잘라서 고환그물(rete testis)과
정세관(seminiferous tubule)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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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속빗근(int oblique m)을 잘라서 젖힌

6. 배곧은근집(rectus sheath)의 앞층(ant

다.

layer)을 잘라서 젖힌다. 이 때 배곧은
근집의 앞층과 나눔힘줄(tendinous
intersection)이 붙은 곳도 잘라야 한다.

o 배곧은근(rectus abdominis) 속에 있는
o 가슴배신경(thoracoabdominal n)이 배

위, 아래배벽동맥(sup, inf epigastric a)

속빗근과 배가로근(transversus

을 본다.

abdominis) 사이에 있는 것을 본다.
o 배가로근을 약간 젖힌 다음에 배가로근
막(transversalis fascia)의 구멍인 깊은샅
굴구멍(deep inguinal ring)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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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곧은근(rectus abdominis)을 잘라서

8. 배가로근(transversus abdominis)과 벽

젖힌다.

복막(parietal peritoneum)을 잘라서 젖
힌다. 처음에는 벽복막을 조금만 잘라
서 배꼽(umbilicus)과 문맥(portal v)을
잇는 간원인대(round lig of liver), 그리
고 배꼽 아래에 있는 정중, 안쪽배꼽인
대(median, med umbilical lig)를 찾는다.
이어서 벽복막을 자를 때 이 구조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o 배곧은근집(rectus sheath)과 배바깥빗
근(ext oblique m), 배속빗근(int oblique
m), 배가로근(transversus abdominis)의
널힘줄(aponeurosis)이 어떤 관계인지
보고, 활꼴선(arcuate line)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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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가로근막(transversalis fascia)과 벽복

o 작은그물막을 찢고 한 손을 그물막주머

막이 지방조직인 복막바깥근막

니(omental bursa)에 넣은 다음에 양

(extraperitoneal fascia)으로 구별되는지

손을 써서 그물막구멍(omental

본다. (대개는 구별되지 않는다.)

foramen), 위지라인대(gastrosplenic lig),

o 낫인대(falciform lig), 관상인대(coronary

지라콩팥인대(splenorenal lig)를 만진다.

lig), 작은그물막(lesser omentum)을 만

위잘록창자인대(gastrocolic lig)가 유착

져서 간(liver)에 붙은 내장복막(visceral

(adhesion)된 부분을 손으로 떼어서 그

peritoneum)의 생김새를 깨닫는다.

물막주머니를 크게 만든다.

o 오름, 내림잘록창자(ascending,
descending colon)의 부착막(fusion
fascia)을 손으로 떼어서 오름, 내림잘록
창자를 복막속기관(intraperitoneal
organ)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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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liver)을 뗀다.

o 복강동맥과 위창자간막동맥의 가지가
샘창자(duodenum)의 내림부분
(descending part)에서 연결
(anastomosis)되는 것을 보고(실제로는
짐작할 수만 있다.), 위창자간막동맥과
아래창자간막동맥의 가지가 가로잘록창
자(transverse colon)에서 연결되는 것을
본다.
o 위창자간막동맥에서 일어난 돌잘록창자
동맥(ileocolic a)의 가지인 막창자꼬리
동맥(appendicular a)이 막창자꼬리
(appendix)에 분포하는 것을 본다.
o 이자(pancreas)의 앞부분을 떼어서 덧
이자관(accessory pancreatic duct), 이자

o 간에 붙어 있는 쓸개(gallbladder)와 쓸

관(pancreatic duct), 온쓸개관(common

개주머니관(cystic duct)의 벽을 자르고

bile duct), 쓸개이자관팽대

펼쳐서 속을 본다.

(hepatopancreatic ampulla)의 관계를

o 간에서 정맥관인대(ligamentum

본다. 샘창자의 내림부분 벽을 자르고

venosum)가 문맥(portal v)과 아래대정

펼쳐서 쓸개이자관팽대가 큰샘창자유듀

맥(inf vena cava)을 잇는 것을 보고 태

(major duodenal papilla)로 열리는 것

아순환(fetal circulation)을 따진다.

을 본다.

o 간을 해부해서 온간관(common hepatic

o 지라(spleen)를 덮는 복막은 잘 벗겨지

duct), 고유간동맥(proper hepatic a), 문

지만 그 속의 섬유피막(fibrous capsule)

맥이 두 개의 엽(lobe)으로 갈라지는 것

은 지라잔기둥(splenic trabecula) 때문

을 본다. 아래대정맥(inf vena cava)으로

에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들어가는 오른, 중간, 왼간정맥(rt,

o 위(stomach)의 벽을 벗겨서 바깥세로근

intermediate, lt hepatic v)이 구역 사이

육(outer longitudinal m), 중간돌림근육

에 있는 것을 본다.

(middle circular m), 속빗근육(inner

o 복강동맥(celiac trunk)의 가지가 각각

oblique m)을 본다.

어느 창자간막(mesentery)을 지나는지

o 큰창자의 벽을 벗겨서 잘록창자띠(tenia

본다.

coli)와 바깥세로근육의 관계를 본다.

o 작은창자(small intestine)와 큰창자
(large intestine)의 창자간막에서 한 장
의 복막(peritoneum)만 벗겨서 위, 아래
창자간막동맥(sup, inf mesenteric a)의
가지를 본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있는
위, 아래창자간막정맥(sup, inf
mesenteric v)을 떼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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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복강신경절(celiac ganglion)이 큰내장신

10. 관심 있는 조에서는 위(stomach)에서

경(greater splanchnic n)과 이어지는 것

구불잘록창자(sigmoid colon)까지를 떼

을 본다. 복강신경얼기(celiac plexus),

어서 벽을 세로로 자르고 펼친 다음에

위창자간막신경얼기(sup mesenteric

속에 있는 음식을 꺼낸다. 음식을 꺼낼

plexus), 아래창자간막신경얼기(inf

때에는 종이와 세면대를 쓴다.

mesenteric plexus), 위아랫배신경얼기
(sup hypogastric plexus), 아랫배신경
(hypogastric n)이 이어지는 것을 본다.
o 콩팥위샘(suprarenal gl)을 잘라서 비교
적 흰 겉질(cortex)과 비교적 검은 속질
(medulla)을 구별한다.
o 콩팥(kidney)의 앞부분을 조금씩 떼어서
소변(urine)이 지나는 통로를 본다.

o 위에 세로 방향의 위주름(gastric fold)

o 온엉덩동맥(common iliac a)의 끝이 요

이 있고, 작은창자(small intestine)에 가

관(ureter)을 누르는 것을 본다.

로 방향의 돌림주름(circular fold)이 있

o 가로막(diaphragm)의 중심널힘줄

는 것을 본다.

(central tendon)에 있는 대정맥구멍

o 빈창자(jejunum)는 돌창자(ileum)보다

(caval opening)과 근육힘살(m belly)에

소화, 흡수 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생

있는 식도구멍(esophageal hiatus), 대동

김새 차이로 깨닫는다.

맥구멍(aortic hiatus)을 본다.

o 돌막창자판막(ileocecal valve)에서 돌창

o 가슴림프관팽대(chyle cistern)로 창자림

자쪽으로 50 cm쯤 떨어진 곳에 배꼽

프줄기(intestinal lymphatic trunk)와 허

(umbilicus)을 향한 돌창자곁주머니(ileal

리림프줄기(lumbar lymphatic trunk)가

diverticulum)가 있는지 본다. 돌창자곁

들어가는 것을 본다. 필요하면 배대동

주머니가 있을 확률은 1-2%이다.

맥(abdominal aorta)을 잘라서 찾는다.
o 큰허리근(psoas major)을 떼어서 넙다
리신경(femoral n)과 폐쇄신경(obturator
n)이 둘째-넷째허리신경(LN2-4)에서 일
어나는 것을 본다.

- 65 -

<배(abdomen)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 앞가쪽배벽(anterolat abdominal wall)

간(liver)

배곧은근(rectus abdominis) - 배곧은근집

문맥(portal v) - 지라정맥(splenic v), 위

(rectus sheath), 나눔힘줄(tendinous

창자간막정맥(sup mesenteric v)

intersections), 백색선(linea alba)

간동맥(hepatic a)

배바깥빗근(ext oblique m), 배속빗근(int

간관(hepatic duct)

oblique m), 배가로근(transverse

간정맥(hepatic v) - 아래대정맥(inf vena

abdominal m)

cava)

음낭(scrotum)

쓸개(gallbladder)

고환(testis), 부고환(epididymis)

쓸개주머니관(cystic duct), 온쓸개관

정관(ductus deference) - 정삭

(common bile duct)

(spermatic cord), 샅굴(inguinal canal)

이자(pancreas)
이자관(pancreatic duct)

* 배안(abdominal cavity)

지라(spleen)

벽복막(parietal peritoneum), 내장복막

콩팥(kidney)

(visceral peritoneum)

콩팥겉질(renal cortex), 콩팥피라밋

복막안(peritoneal cavity)

(renal pyramid)

복막속기관(intraperitoneal organ) - 창

작은콩팥잔(minor calyx), 큰콩팥잔

자간막(mesentery)

(major calyx), 콩팥깔대기(renal pelvis),

복막뒤기관(retroperitoneal organ)

요관(ureter)

위(stomach) - longitudinal fold(세로주름)
들문(cardia), 날문(pylorus)

* 뒤배벽(post abdominal wall)

작은창자(small intestine) - 돌림주름

배대동맥(abdominal aorta)

(circular fold)

복강동맥(celiac trunk) - 복강신경절

샘창자(duodenum)

(celiac ganglion)

빈창자(jejunum)

위창자간막동맥(sup mesenteric a)

돌창자(ileum)

아래창자간막동맥(inf mesenteric a)

큰창자(large intestine) - 잘록창자띠(tenia

허리네모근(quadratus lumborum)

coli), 잘록창자팽대(haustrum), 복막주

큰허리근(psoas major)

렁(omental appendix)

엉덩근(iliacus)

막창자(cecum) - 막창자꼬리(appendix)
오름잘록창자(ascending colon), 가로잘
록창자(transverse colon), 내림잘록창자
(descending colon), 구불잘록창자
(sigmoid colon)
곧창자(re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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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골반과 샅(pelvis & perineum)
o 골반에도 복막안(peritoneal
(peritoneal cav
cavity)이 있

1. 왼쪽 큰볼기근(gluteus
(gluteus maximus)
maximus)의 이

다. 남성 시신에서 곧창자방광오목

는곳(origin)을 잘라서 젖힌다. 이 때 큰

(rectovesical pouch)을 만지고 여성 시

볼기근에 분포하는 아래볼기신경(inf

신에서 방광자궁오목(vesi
(vesicouterine

gluteal n)과 아래볼기동맥
아래볼기동맥(inf gluteal a)

pouch)을 만진다. 여성 시신에서 한 손

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을 곧창자자궁오목(rectouterine
touterine pouch)
에 넣고, 다른 한 손을 질천장(vaginal
fornix)의 뒷부분에 넣어서 얇은 경계를
느낀다.
o 여성 시신에서 자궁관간막
자궁관간막(mesosalpinx)
과 난소간막(mesovarium)
(mesovarium)이 자궁간막
(mesometrium)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
고, 자궁원인대(round
(round lig of uterus)가
자궁(uterus)에서 일어나서 깊은샅굴구
멍(deep inguinal ring)으로
으로 들어가는 것
을 본다.
o 여성 시신에서 자궁관(uterine
(uterine tube)
tube)에
철사를 넣어 복막안과 자궁
자궁안(uterine
cavity)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자궁관술
(fimbria)에서 난소(ovary)
(ovary)가 얼마큼 떨
어졌는지 본다.

- 67 -

2. 엉덩뼈능선(iliac crest) 높이에 있는 넷

o 척추사이원반을 이루는 속질핵(nucleus

째-다섯째허리뼈(LV4-5)의 척추사이원

pulposus)과 섬유테(anulus fibrosus)를

반(intervertebral disc)을 자른다. 온몸을

본다.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기 위해서 배

o 한 손을 골반안에 넣고, 다른 한 손을

안(abdominal cavity)과 골반안(pelvic

샅의 궁둥항문관오목(ischioanal fossa)

cavity)을 잇는 구조물을 자른다. 구불잘

에 넣어서 골반과 샅의 경계인 골반가

록창자(sigmoid colon)와 곧창자(rectum)

로막(pelvic diaphragm)을 만진다.

의 경계를 자를 때에는 속에 있는 음식
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실로 잘 묶는다.
왼쪽 엉치엉덩관절(sacroiliac joint)과 두
덩결합(pubic symphysis)을 자른다. 왼
쪽 골반벽(pelvic wall)과 왼쪽 다리를
떼며, 이것을 위해서 왼쪽 골반벽과 골
반안을 잇는 구조물을 자른다.

o 항문올림근(levator ani)의 이는곳(origin)
인 힘줄활(tendinous arch)이 두덩결합
에서 궁둥뼈가시(ischial spine)까지인 것
을 본다.
o 궁둥구멍근(piriformis)은 큰궁둥구멍
(greater sciatic foramen)을 지나서 볼기
부위(gluteal region)로 가고, 속폐쇄근
(obturator internus)은 작은궁둥구멍
(lesser sciatic foramen)을 지나서 볼기
부위로 가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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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궁둥해면체근(ischiocavernosus), 망울해

o 음부신경(pudendal n)이 둘째-넷째엉치

면체근(bulbospongiosus)과 같은 층에

신경(SN2-4)에서 일어난 다음에 속음부

얕은샅가로근(superficial transverse

동맥(int pudendal a)과 함께 지나는 것

perineal m), 바깥항문조임근(ext anal

을 본다. 음부신경에서 아래곧창자신경

sphincter)이 있는 것을 본다.

(inf rectal n)이 일어난 다음에 샅신경
(perineal n)과 음경등신경(dorsal n of
penis)(여성 시신에서는 음핵등신경
(dorsal n of clitoris))이 갈라지는 것을
본다.

o 희고 질긴 샅막(perineal membrane)을
벗겨서 비뇨생식가로막(urogenital
diaphragm)을 이루는 바깥요도조임근
(ext urethral sphincter)과 깊은샅가로근
(deep transverse perineal m)을 본다.
남성 시신에서는 비뇨생식가로막에 있
는 망울요도샘(bulbourethral gl)을 본다.
o 속엉덩동맥(int iliac a)의 뒤가지에서 위

o 양쪽 교감신경줄기(sympathetic trunk)

볼기동맥(sup gluteal a) 등이 일어나고,

가 만나서 홑신경절(ganglion impar)를

앞가지에서 아래볼기동맥(inf gluteal a),

이루는 것을 본다. 엉치신경절(sacral

배꼽동맥(umbilical a), 폐쇄구멍동맥

ganglion)과 엉치신경(sacral n)의 앞가

(obturator a), 속음부동맥, 자궁동맥

지(ant ramus)가 회색교통가지(gray

(uterine a, 여성 시신에서) 등이 일어나

ramus communicans)로 이어지는 것을

는 것을 본다.

본다.
o 궁둥신경(sciatic n)이 넷째허리신경
(LN4)-셋째엉치신경(SN3)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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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성 시신에서 자궁(uterus)의 벽을 떼
어서 자궁목(cervix of uterus)과 자궁몸
통(body of uterus)의 속공간을 본다.
o 여성 시신에서 음핵다리(crus of clitoris)
와 질어귀망울(bulb of vestibule)이 해
면체인 것을 보고, 질어귀망울의 뒤에
있는 큰질어귀샘(greater vestibular gl)
을 본다.

o 여성 시신에서 난소동맥(ovarian a)과
자궁동맥이 연결(anastomosis)된 것을
본다.
o 방광(urinary bladder)의 벽을 자르고 펼
쳐서 방광삼각(vesical trigone)과 요관
구멍(ureteric orifice)을 본다. 요관구멍
에 철사를 꼽아서 요관구멍이 기울어진
것을 본다.
o 남성 시신에서 정관(ductus deferens),
정낭(seminal vesicle), 사정관
o 곧창자와 항문관(anal canal)의 뒤벽을

(ejaculatory duct)의 벽을 잘라서 속공

세로로 자르고 펼친 다음에 속에 있는

간(lumen)이 이어지는 것을 본다.

음식을 꺼낸다. 항문관의 뒤벽을 자른

o 남성 시신에서 요도전립샘부분
(prostatic urethra)의 앞에 있는 전립샘

면에서 비교적 빨간 바깥항문조임근과

(prostate)을 떼어서 요도둔덕(seminal

비교적 흰 속항문조임근(int anal

colliculus)에 있는 전립샘소실(prostatic

sphincter)을 보고, 속항문조임근이 곧

utricle)을 본다.

창자의 속돌림근육(inner circular m)과
이어지는 것을 본다.

o 남성 시신에서 음경(penis)의 피부를 벗
긴 다음에 음경해면체(corpus
cavernosum) 두 개와 요도해면체
(corpus spongiosum) 한 개를 나눈다.
요도해면체를 세로로 자르고 펼쳐서 요
도(urethra)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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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과 샅(pelvis & perineum)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 골반벽(pelvic wall)

*비뇨생식계통(urogenital system)

궁둥구멍근(piriformis) - 큰궁둥구멍

남성비뇨생식계통(male urogenital system)

(greater sciatic foramen)

요관(ureter)

속폐쇄근(obturator internus) - 작은궁둥구

방광(urinary bladder) - 방광배뇨근

멍(lesser sciatic foramen)

(detrusor), 속요도조임근(int urethral

골반가로막(pelvic diaphragm) - 항문올림

sphincter)

근(levator ani), 꼬리근(coccygeus)

전립샘요도(prostatic urethra) - 전립샘
(prostate)

* 신경(n), 동맥(a)

막요도(membranous urethra) - 바깥요

허리엉치신경얼기(lumbosacral plexus)

도조임근(ext urethral sphincter)

넙다리신경(femoral n)

해면체요도(spongy urethra) - 요도해면

폐쇄신경(obturator n)

체(corpus spongiosum)

위, 아래볼기신경(sup, inf gluteal n)

음경(penis) - 음경해면체(corpus

궁둥신경(sciatic n)

cavernosum)

음부신경(pudendal n)

정관(ductus deferens), 정낭(seminal

속엉덩동맥(int iliac a)

vesicle), 사정관(ejaculatory duct)

폐쇄동맥(obturator a)

여성생식계통(female genital system)

위, 아래볼기동맥(sup, inf gluteal a)

난소(ovary), 자궁관(uterine tube)

배꼽동맥(umbilical a)

자궁(uterus) - 자궁몸통(body), 자궁목

바깥엉덩동맥(ext iliac a)

(cervix), 자궁안(uterine cavity)
질(vagina)
* 소화계통(digestive system)
곧창자(rectum)
항문관(anal canal)
항문기둥(anal column), 빗살선
(pectinate line)
바깥, 속항문조임근(ext, int anal
sphin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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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 다리(lower limb)
1. 다리의 피부를 벗긴다. 이 때 발가락의

o 큰두렁정맥(great saphenous v)이 안쪽

피부도 모두 벗긴다.

복사(med malleolus)의 앞을 지나서 두
렁정맥구멍(saphenous opening)을 뚫고
넙다리정맥(femoral v)으로 들어가는 것
을 본다. 그리고 작은두렁정맥(small
saphenous v)이 가쪽복사(lat malleolus)
의 뒤를 지나서 오금정맥(popliteal v)으
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관통정맥
(perforating vein)을 찾는다.
o 엉덩정강근막띠(iliotibial tract)를 남겨놓
고 넙다리근막(fascia lata)을 뗀다.
o 넙다리삼각(femoral triangle)에서 넙다
리정맥, 동맥, 신경(femoral v, a, n)이 안
쪽부터 차례대로 있는 것을 본다.
o 손가락을 복막안(peritoneal cavity), 넙
다리관입구(femoral ring)를 거쳐서 넙
다리관(femoral canal)에 넣는다. 이 때
넙다리관입구가 갈고리인대(lacunar lig)
의 가쪽에 있고, 두덩뼈빗(pectineal line)
의 앞에 있는 것을 본다. (넙다리탈장

o 시신을 기증받자마자 오른쪽 넙다리동

(femoral hernia)은 작은창자(small

맥(femoral a)으로 고정액을 주입해서

intestine)가 넙다리관입구를 거쳐서 넙

고정(fixation)하였다. 이것을 위해서 넙

다리관으로 들어가는 병이다.)

다리동맥에 실을 묶었는데, 이제는 이
실을 잘라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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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을 잘라서

3. 두덩근(pectineus)과 긴모음근(adductor

젖힌다.

longus)을 잘라서 젖힌다.

o 긴모음근 속에 있는 깊은넙다리동맥
(deep femoral a)에서 안쪽, 가쪽넙다리
o 모음근굴(adductor canal)이 넙다리빗근

휘돌이동맥(med, lat femoral circumflex

(sartorius)의 가쪽에 있고, 안쪽넓은근

a)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vastus medialis)의 안쪽에 있는 것을

o 바깥폐쇄근(obturator externus)과 속폐

보고, 모음근굴이 모음근구멍(adductor

쇄근(obturator internus)의 작용이 같은

hiatus)으로 끝나는 것을 본다. 모음근

것을 생김새로 깨닫는다.

구멍이 큰모음근(adductor magnus)에
뚫린 구멍인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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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볼기근(gluteus medius)을 잘라서

5. 장딴지근(gastrocnemius)을 잘라서 젖

젖힌다. 이 때 중간볼기근과 작은볼기

힌다.

근(gluteus mininus)에 분포하는 위볼기
신경(sup gluteal n), 위볼기동맥(sup
gluteal a)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o 궁둥신경(sciatic n)이 어느 높이에서 정
강신경(tibial n)과 온종아리신경
(common fibular n)으로 갈라지는지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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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자미근(soleus)을 잘라서 젖힌다.

o 종아리뒤칸(post compartment of leg)에
서 안쪽부터 차례대로 뒤정강근(tibialis
post), 긴발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longus), 긴엄지굽힘근(flexor hallucis
longus)이 있는 것을 본다.
o 발목에 있는 지지띠(retinaculum) 세 개
를 깨끗히 한 다음에 지지띠를 뗀다.
지지띠 속에서 윤활집(synovial sheath)
이 힘줄(tendon)을 싸는 것을 본다.
o 긴종아리근(fibularis longus)을 잘라서
온종아리신경(common fibular n)이 얕
은종아리신경(superficial fibular n)과 깊
은종아리신경(deep fibular n)으로 갈라
지는 것을 본다.
o 오금동맥(popliteal a)이 앞정강동맥(ant
tibial a)과 뒤정강동맥(post tibial a)으로
갈라지고, 뒤정강동맥에서 종아리동맥
(fibular a)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o 발등동맥(dorsalis pedis a)이 활꼴동맥
(arcuate a)과 깊은발바닥동맥(deep
plantar a)으로 갈라지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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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바닥널힘줄(plantar aponeurosis)을

8. 짧은발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뗀다.

brevis)과 엄지벌림근(abductor hallucis)
을 잘라서 젖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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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바닥네모근(quadratus plantae)과 긴

10. 엄지모음근(adductor hallucis)의 빗갈

발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longus)

래(oblique head)와 짧은엄지굽힘근

을 잘라서 젖힌다.

(flexor hallucis brevis)을 잘라서 젖힌
다.

o 뒤정강동맥(post tibial a)이 안쪽, 가쪽
발바닥동맥(med, lat plantar a)으로 갈
라지는 것을 본다. 가쪽발바닥동맥과
깊은발바닥동맥(deep plantar a)이 만나
서 발바닥동맥활(plantar arch)을 이루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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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엉덩관절주머니(hip j capsule)를 잘라

12. 무릎관절(knee j)을 보기 위해서 넙다

서 펼친다. (오른, 왼엉덩관절 중에서

리네갈래근(quadriceps femoris)을 잘

한쪽만 한다.)

라서 젖힌다. (오른, 왼무릎관절 중에서
한쪽만 한다.)

o 안쪽, 가쪽곁인대(tibial, fibular collateral
lig)와 앞, 뒤십자인대(ant, post cruciate
lig)의 생김새를 보고 쓰임새를 깨닫는
다.
o 안쪽반달(med meniscus)이 타원이고
가쪽반달(lat meniscus)이 원인 것을 보
고, 반달 밑에 좁은 관절안(articular
cavity)이 있는 것을 본다.
o 절구테두리(acetabular labrum)에 덕분

o 무릎을 굽힐 때 무릎뼈(patella)가 어디

에 절구(acetabulum)가 깊어지는 것을

로 움직이는지 본다. 무릎뼈의 두꺼운

보고, 넙다리뼈머리인대(lig of head of

관절연골(articular cart)을 벗긴다.

femur)가 절구가로인대(transverse

o 발목관절(ankle j)을 움직여서 발등굽힘

acetabular lig)에 붙는 것을 본다.

(dorsiflexion), 발바닥굽힘(plantar
flexion)을 할 때에는 목말뼈(talus) 위의
관절이 움직이고, 안쪽번짐(inversion),
가쪽번짐(eversion)을 할 때에는 목말뼈
아래의 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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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lower limb)에서 꼭 봐야 할 구조물>
* 피부정맥(cutaneous v)
큰두렁정맥(great saphenous v) - 넙다리정
맥(femoral v)
작은두렁정맥(lesser saphenous v) - 오금
정맥(popliteal v)

볼기부위(gluteal region) - 위, 아래볼기신
경(sup, inf gluteal n)
큰볼기근(gluteus maximus)
중간볼기근(gluteus medius)
작은볼기근(gluteus minimus)
넙다리동맥(femoral a)

* 넓적다리(thigh)

깊은넙다리동맥(deep femoral a) - 안쪽,

앞부위(ant region) - 넙다리신경(femoral n)

가쪽넙다리휘돌이동맥(med, lat

넙다리근막긴장근(tensor fasciae latae
m)

circumflex femoral a)
오금동맥(popliteal a)

넙다리근막(fascia lata) - 엉덩정강

앞정강동맥(ant tibial a)

근막띠(iliotibial tract)

뒤정강동맥(post tibial a) - 종아리동맥

넙다리빗근(sartorius)

(fibular a)

넙다리네갈래근(quadriceps femoris) 무릎인대(patellar lig)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가쪽
넓은근(vastus latis)
안쪽넓은근(vastus medis), 중간넓

* 종아리(leg)
앞부위(ant region) - 깊은종아리신경(deep
fibular n)
앞정강근(tibialis ant)

은근(vastus intermedius)

긴엄지폄근(extensor hallucis longus),

넙다리삼각(femoral triangle)

짧은엄지폄근(extensor hallucis brevis)

샅인대(inguinal lig), 넙다리빗근
(sartorius), 긴모음근(adductor longus)
넙다리신경, 동맥, 정맥(femoral n,
a, v)
안쪽부위(med region) - 폐쇄신경

긴발가락폄근(extensor digitorum
longus), 짧은발가락폄근(extensor
digitorum brevis)
셋째종아리근(fibularis tertius)
가쪽부위(lat region) - 얕은종아리신경

(obturator n)

(superficial fibular n)

두덩정강근(gracilis)

긴종아리근(fibularis longus)

긴모음근(adductor longus)

짧은종아리근(fibularis brevis)

짧은모음근(adductor brevis)
큰모음근(adductor magnus)
뒤부위(post region) - 궁둥신경(sciatic n)

뒤부위(post region) - 정강신경(tibial n)
장딴지근(gastrocnemius), 장딴지빗근
(plantaris), 가자미근(soleus) - 발꿈치힘

반힘줄근(semitendinosus)

줄(calcaneal tendon)

반막근(semimembranosus)

긴엄지굽힘근(flexor hallucis longus)

넙다리두갈래근(biceps femoris) - 긴갈

긴발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longus)

래(long head), 짧은갈래(short head)

뒤정강근(tibialis post)

* 발바닥(sole) - 안쪽, 가쪽발바닥신경

셋째층(third layer) - 긴엄지굽힘근(flexor

(med, lat plantar n)

hallucis longus)

첫째층(first layer) - 발바닥널힘줄(plantar

짧은엄지굽힘근(flexor hallucis brevis)

aponeurosis)

엄지모음근(adductor hallucis)

짧은발가락굽힘근(flexor digitorum

짧은새끼굽힘근(flexor digiti minimi

brevis)

brevis)

엄지벌림근(abductor hallucis)

넷째층(fourth layer)

새끼벌림근(abductor digiti minimi)

바닥쪽뼈사이근(plantar interosseus)

둘째층(second layer) - 긴발가락굽힘근

등쪽뼈사이근(dorsal interosseus)

(flexor digitorum longus)

발등동맥(dorsalis pedis a)

발바닥네모근(quadratus plantae)

안쪽, 가쪽발바닥동맥(med, lat plantar a)

벌레근(lumbrica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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