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記 号
Ⅰ音・・・・・・・・・・・・・・・・・・・・・・・・・・・・・・・・・・・・・・・・・・・・・・・・・・・・・・・・・・124

Ⅱa・・・・・・・・・・・・・・・・・・・・・・・・・・・・・・・・・・・・・・・・・・・・・・・・・・・・・・・・・・・・125

Ⅱp・・・・・・・・・・・・・・・・・・・・・・・・・・・・・・・・・・・・・・・・・・・・・・・・・・・・・・・・・・・125

Ⅱ音・・・・・・・・・・・・・・・・・・・・・・・・・・・・・・・・・・・・・・・・・・・・・・・・・・・・・・・・・・124

Ⅴ1〜Ⅴ3・・・・・・・・・・・・・・・・・・・・・・・・・・・・・・・・・・・・・・・・・・・・・・293

Ⅴ脳神経・・・・・・・・・・・・・・・・・・・・・・・・・・・・・・・・・・・・・・・・・・・・・・・・292

β2受容体・・・・・・・・・・・・・・・・・・・・・・・・・・・・・・・・・・・・・・・・・・・・・・・・・81

βブロッカー（β受容体遮断薬）・81

番 号
１次孔欠損・・・・・・・・・・・・・・・・・・・・・・・・・・・・・・・・・・・127, 128

１次運動野・・・・・・・・・・・・・・・・・・・・・・・・・・・・・・・・・・・・・・・・・・・240

１次視覚野・・・・・・・・・・・・・・・・・・・・・・・・・・・・・・・・・・・305, 307

5P・・・・・・・・・・・・・・・・・・・・・・・・・・・・・・・・・・・・・・・・・・・・・・・・・・・・・・・・・・・・・・165

欧 文
A

Adams-Stokes症候群・・・・・・・・・・・・・・・・・・・・・117

Altzheimer病・・・・・・・・・・・・・・・・・・・・・・・・・・・・・・・・・・・・・・241

APUD細胞・・・・・・・・・・・・・・・・・・・・・・・・・・・・・・・・・・・・・・・44, 46

ASD：atrial・septal・defect・・・・・・・・・・・・127

Auerbach神経叢・・・・・・・・・・・・・・・・・・・・・・・・・・・49, 51

Auerbach神経叢（筋間神経叢）・284

Austin-Flint雑音・・・・・・・・・・・・・・・・・・・・・・・・・・・・・・126

A（α）細胞・・・・・・・・・・・・・・・・・・・・・・・・・・・・・・・・・・・・・・・・・・・65

B
Bartholin管・・・・・・・・・・・・・・・・・・・・・・・・・・・・・・・・・・・・・・・・・・229

Becker型筋ジストロフィー・・・・・・・・・・・32

Bell麻痺・・・・・・・・・・・・・・・・・・・・・・・・・・・・・・・・・・・・・・・・・213, 214

Bochdalek孔・・・・・・・・・・・・・・・・・・・・・・・・・・・・・96, 97, 98

Bochdalek孔ヘルニア・・・・・・・・・96, 97, 98

Boyden括約筋・・・・・・・・・・・・・・・・・・・・・・・・・・・・・・・・・・・・・・・47

Bowman嚢・・・・・・・・・・・・・・・・・・・・・・・・・・・・・・・・・・・183, 187

Broca領域・・・・・・・・・・・・・・・・・・・・・・・・・・・・・・・・・・・・・・・・・・・・・250

Brown-Sequard症候群・・・・・・・・・・259, 261

B（β）細胞・・・・・・・・・・・・・・・・・・・・・・・・・・・・・・・・・・・・65, 66

C
Calot三角・・・・・・・・・・・・・・・・・・・・・・・・・・・・・・・・・・・・・・・・・・・・・・・・・47

Cannon点・・・・・・・・・・・・・・・・・・・・・・・・・・・・・・・・・・・42, 72, 73

Cantlie線・・・・・・・・・・・・・・・・・・・・・・・・・・・・・・・・・・・・46, 56, 57

Chopart関節・・・・・・・・・・・・・・・・・・・・・・・・・・・・・・・・・・・・・・・・143

Couinaudの肝亜区域・・・・・・・・・・・・・・・・・・55, 57

Crohn病・・・・・・・・・・・・・・・・・・・・・・・・・・・・・・・・・・・・・・・・・・・・・・・・・・・・72

CT（検査）・・・・・・・・・・・・・・・・・・・・・・57, 99, 123, 184

C線維（Ⅳ群線維）・・・・・・・・・・・・・・・・・・・・・・・・・・・・・・30

D
DeBakey・Ⅰ型・・・・・・・・・・・・・・・・・・・・・・・・・・・・・・・・・・・・・・116

DeBakey分類・・・・・・・・・・・・・・・・・・・・・・・・・・・・・・・・・・・・・・・116

DNES細胞・・・・・・・・・・・・・・・・・・・・・・・・・・・・・・・・・・・・・・・・44, 46

Douglas窩（直腸子宮窩）・
・・・・・・・・・・・・・・・・・・・・・・・・・・・・・・・・・・・・・・・・・・・・61, 62, 63, 178

Douglas窩膿瘍・・・・・・・・・・・・・・・・・・・・・・・・・・・・・63, 178

Duchenne型筋ジストロフィー・・・・・32

D（δ）細胞・・・・・・・・・・・・・・・・・・・・・・・・・・・・・・・・・・・・・・・・・・・65

E・F
Erb-Duchenne麻痺・・・・・・・・・・・・・・・・・・・・・・・・・152

Felson区分・・・・・・・・・・・・・・・・・・・・・・・・・・・・・・・・・・・・・・・・・・・・・・99

Fontana腔・・・・・・・・・・・・・・・・・・・・・・・・・・・・・・・・・・・・・・・・・・・・300

Frey症候群・・・・・・・・・・・・・・・・・・・・・・・・・・・・・・・・・・・・・・・・・・229

G
Gardenの分類・・・・・・・・・・・・・・・・・・・・・・・・・・・・・・・・・・・・・161

Gerota筋膜・・・・・・・・・・・・・・・・・・・・・・・・・・・・・・・・・・・・・・・・・・・189

GFR・・・・・・・・・・・・・・・・・・・・・・・・・・・・・・・・・・・・・・・・・・・・・・・・・・・・・・・・・・186

Gowers徴候・・・・・・・・・・・・・・・・・・・・・・・・・・・・・・・・・・・・・・・・・・・・32

Grisson鞘（小葉間結合組織）・・・・・・・・56

Guthmann法・・・・・・・・・・・・・・・・・・・・・・・・・・・・・・・・・・・・・・・177

H
Havers管・・・・・・・・・・・・・・・・・・・・・・・・・・・・・・・・・・・・・・・・・・・25, 26

Healeyの肝区分・・・・・・・・・・・・・・・・・・・・・・・・・・・・・・・・・・・・56

Helicobacter・pylori・・・・・・・・・・・・・・・・・・・・・・52, 54

Hesselbach三角・・・・・・・・・・・・・・・・・・・・・・・・・190, 191

Heubner動脈・・・・・・・・・・・・・・・・・・・・・・・・・・・・・・・・・・・・・・249

Hirschsprung病（先天性巨大結・
腸症）・・・・・・・・・・・・・・・・・・・・・・・・・・・・・・・・・・43, 46, 49, 51

Hodge骨盤平行平面区分法・・・・・・・・・・193

Horner症候群（Bernard-Horner
症候群）・・・・・・・・・・・・・・・・・・・・・・・・・90, 92, 289, 290

I〜K
IgA抗体・・・・・・・・・・・・・・・・・・・・・・・・・・・・・・・・・・・・・・・・・・・・・・・・・・・・79

Jacoby線・・・・・・・・・・・・・・・・・・・・・・・・・・・・・・・・・・・・・・・・・・・・・・・・・・13

Klumpke麻痺・・・・・・・・・・・・・・・・・・・・・・・・・・・・・・・・・・・・・152

Krause腺・・・・・・・・・・・・・・・・・・・・・・・・・・・・・・・・・・・・・・・303, 304

Kochの三角・・・・・・・・・・・・・・・・・・・・・・・・・・・・・・・・・・・・・・・・・・118

L
Landolt環・・・・・・・・・・・・・・・・・・・・・・・・・・・・・・・・・・・・・・305, 306

Langerhans島（膵島）・・・・・・・・・・・・・・・・64, 65

Larrey孔・・・・・・・・・・・・・・・・・・・・・・・・・・・・・・・・・・・・96, 97, 98

Lasegue徴候・・・・・・・・・・・・・・・・・・・・・・・・・・・・・・・・・・・・・・・171

LES・・・・・・・・・・・・・・・・・・・・・・・・・・・・・・・・・・・・・・・・・・・・・・・・・・・・・・・・・・・・・49

Lewy・・・・・・・・・・・・・・・・・・・・・・・・・・・・・・・・・・・・・・・・・・・・・・・・・・・・・・・266

Leydig細胞・・・・・・・・・・・・・・・・・・・・・・・・・・・・・・・・・・・・・・・・・・178

Lisfranc関節・・・・・・・・・・・・・・・・・・・・・・・・・・・・・・・・・・・・・・・・143

Louis角平面・・・・・・・・・・・・・・・・・・・・・・・・・・・・・・・・・・・・・・・・・101

M・N
Mackenrodt靱帯・・・・・・・・・・・・・・・・・・・・・・・・・・・・・・・198

MALT・・・・・・・・・・・・・・・・・・・・・・・・・・・・・・・・・・・・・・・・・・・・・・・・・・・・216

Mariotte盲点・・・・・・・・・・・・・・・・・・・・・・・・・・・・・・・・・・・・・・・305

Martius法・・・・・・・・・・・・・・・・・・・・・・・・・・・・・・・・・・・・・・・・・・・・・177

Meckel憩室・・・・・・・・・・・・・・・・・・・・・・・・・・・・・・・・・・・・・・・・・・・・・41

Meibom腺（瞼板腺）・・・・・・・・・・・・・・・303, 304

Meibom腺機能低下・・・・・・・・・・・・・・・・・・・・・・・・・304

Meissner小体・・・・・・・・・・・・・・・・・・・・・・・・・・・・・・・・・・・・・288

Meissner神経叢・・・・・・・・・・・・・・・・・・・・・・・・・・・・・・・・・・・・51

Meissner神経叢（粘膜下神経叢）・
・・・・・・・・・・・・・・・・・・・・・・・・・・・・・・・・・・・・・・・・・・・・・・・・・・・・・・・・・・・・・・・284

Meniere病・・・・・・・・・・・・・・・・・・・・・・・・・・・312, 313, 315

Merkel盤・・・・・・・・・・・・・・・・・・・・・・・・・・・・・・・・・・・・・・・・・・・・・・・288

Meyerのループ・・・・・・・・・・・・・・・・・・・・・・・・・・・・・・・・・307

MLF・・・・・・・・・・・・・・・・・・・・・・・・・・・・・・・・・・・・・・・・・・・・・・・・・・・・・・・・・297

321索　引

IN
D
E
X

索　引



MLF症候群・・・・・・・・・・・・・・・・・・・・・・・・・・・・・・・・・・295, 297

Morgani孔・・・・・・・・・・・・・・・・・・・・・・・・・・・・・・・・・96, 97, 98

Morison窩（肝腎陥凹）・・・・・・・・・・・・・・61, 63

MRA・・・・・・・・・・・・・・・・・・・・・・・・・・・・・・・・・・・・・・・・・・・・・・・・・・・・・・・・123

MRI・・・・・・・・・・・・・・・・・・・・・・・・・・・・・・・・・・・・・・・・・・・・・・・・・・・・・・・・・・・・・99

M字・・・・・・・・・・・・・・・・・・・・・・・・・・・・・・・・・・・・・・・・・・・・・・・・・・・・・・・・・151

NSAIDs・・・・・・・・・・・・・・・・・・・・・・・・・・・・・・・・・・・・・・・・・・・・・・52, 54

O・P
Oddi括約筋・・・・・・・・・・・・・・・・・・・・・・・・・・・・・・・・・・・・・・・・・・・・・47

Pacini小体・・・・・・・・・・・・・・・・・・・・・・・・・・・・・・・・・・・・・・・・・・・・288

Pancoast症候群・・・・・・・・・・・・・・・・・・・・・・・・・・・・・・・・・・・・79

Pancoast腫瘍・・・・・・・・・・・・・・・・・・・・・・・・・・・・・・289, 290

PaO2・・・・・・・・・・・・・・・・・・・・・・・・・・・・・・・・・・・・・・・・・・・・・・・・・・・・・・・・・・・・82

Parkinson病・・・・・・・・・・・・・・・・・・・・・・・・・・・・・・・・244, 266

PA像・・・・・・・・・・・・・・・・・・・・・・・・・・・・・・・・・・・・・・・・・・・・・・・・・・・・・・・100

perfect・Ｏ・・・・・・・・・・・・・・・・・・・・・・・・・・・・・・・・・・・・・・・・・・・・・・157

Phalen徴候・・・・・・・・・・・・・・・・・・・・・・・・・・・・・・・・・・・156, 157

pill・rolling・sign・・・・・・・・・・・・・・・・・・・・・・・・・・・・・・・・・・・266

PPRF・・・・・・・・・・・・・・・・・・・・・・・・・・・・・・・・・・・・・・・・・・・・・・・・・・・・・・・297

PPRF症候群・・・・・・・・・・・・・・・・・・・・・・・・・・・・・・・・295, 297

PSA・・・・・・・・・・・・・・・・・・・・・・・・・・・・・・・・・・・・・・・・・・・・・・・・・・180, 202

Purkinje線維・・・・・・・・・・・・・・・・・・・・・・・・・・・・・・・117, 119

P波・・・・・・・・・・・・・・・・・・・・・・・・・・・・・・・・・・・・・・・・・・・・・・・・・・・・・・・・・・・・119

Q・R
QRS波・・・・・・・・・・・・・・・・・・・・・・・・・・・・・・・・・・・・・・・・・・・・・・・・・・・・・119

Ramsay-Hunt症候群・・・・・・・・・・・・・・213, 214

REZ（root-entry・zone）・・・・・・・・292, 293

riMLF・・・・・・・・・・・・・・・・・・・・・・・・・・・・・・・・・・・・・・・・・・・・・・・・・・・・・298

Rivinus管・・・・・・・・・・・・・・・・・・・・・・・・・・・・・・・・・・・・・・・・・・・・・・229

Rosenmüllerのリンパ節・・・・・・・・・・・・・・・・191

Ruffini小体・・・・・・・・・・・・・・・・・・・・・・・・・・・・・・・・・・・・・・・・・・・288

S
Schlemm管・・・・・・・・・・・・・・・・・・・・・・・・・・・・・・・・・・・・・・・・・・300

SCJ・・・・・・・・・・・・・・・・・・・・・・・・・・・・・・・・・・・・・・・・・・・・・・・・・・・・・・・・・・・197

Sertoli細胞・・・・・・・・・・・・・・・・・・・・・・・・・・・・・・・・・・・・・・・・・・・178

Sharpey線維・・・・・・・・・・・・・・・・・・・・・・・・・・・・・・・・・・・・・・・・・・34

Sjögren症候群・・・・・・・・・・・・・・・・・・・・・・・・・・・・・・・・・・・・304

Stanford・A・・・・・・・・・・・・・・・・・・・・・・・・・・・・・・・・・・・・・・・・・・・・・116

Stanford・B・・・・・・・・・・・・・・・・・・・・・・・・・・・・・・・・・・・・・・・・・・・・・116

Stanford分類・・・・・・・・・・・・・・・・・・・・・・・・・・・・・・・・・・・・・・・・116

Stensen管・・・・・・・・・・・・・・・・・・・・・・・・・・・・・・・・・・・・・・・・・・・・・229

STL・・・・・・・・・・・・・・・・・・・・・・・・・・・・・・・・・・・・・・・・・・・・・・・・・・・・・・・・・・232

S状結腸・・・・・・・・・・・・・・・・・・・・・・・・・・・・・・・・・40, 46, 68, 69

S状静脈洞・・・・・・・・・・・・・・・・・・・・・・・・・・・・・・・・・・・・・・・・・・・・・245

T・U
Treitz筋・・・・・・・・・・・・・・・・・・・・・・・・・・・・・・・・・・・・・・・・・・・・・・・・131

trigger・point・・・・・・・・・・・・・・・・・・・・・・・・・・・・・・・・292, 293

Ul-Ⅰ・・・・・・・・・・・・・・・・・・・・・・・・・・・・・・・・・・・・・・・・・・・・・・・・・・・・・・・・・・52

Ul-Ⅱ・・・・・・・・・・・・・・・・・・・・・・・・・・・・・・・・・・・・・・・・・・・・・・・・・・・・・・・・・・52

Ul-Ⅲ・・・・・・・・・・・・・・・・・・・・・・・・・・・・・・・・・・・・・・・・・・・・・・・・・・・・・・・・・・52

Ul-Ⅳ・・・・・・・・・・・・・・・・・・・・・・・・・・・・・・・・・・・・・・・・・・・・・・・・・・・・・・・・・・52

V
Vater乳頭・・・・・・・・・・・・・・・・・・・・・・・・・・・・・・・・・・・・・・・・・・・・・・・・47

Volkmann管・・・・・・・・・・・・・・・・・・・・・・・・・・・・・・・・・・・・25, 26

Volkmann拘縮・・・・・・・・・・・・・・・・・・・・・・・・・・・165, 166

W
waiter’s・tip・position・・・・・・・・・・・・・・・・・・・・・・・・・152

Warthin腫瘍（腺リンパ腫）・
・・・・・・・・・・・・・・・・・・・・・・・・・・・・・・・・・・・・・・・・・・・・・・・・・・・・・・・229, 231

Wernicke-Mann肢位・・・・・・・・・・・・・・・・・・・・・・263

Wernicke中枢・・・・・・・・・・・・・・・・・・・・・・・・・・・・・・・・・・・・241

Wernicke領域・・・・・・・・・・・・・・・・・・・・・・・・・・・・・・・・・・・・250

Wharton管・・・・・・・・・・・・・・・・・・・・・・・・・・・・・・・・・・・・・・・・・・・229

Willis動脈輪・・・・・・・・・・・・・・232, 245, 247, 248

Wolfring腺・・・・・・・・・・・・・・・・・・・・・・・・・・・・・・・・・・・303, 304

X〜Z
X染色体・・・・・・・・・・・・・・・・・・・・・・・・・・・・・・・・・・・・・・・・・・・・・・・・・・・・33

Y染色体・・・・・・・・・・・・・・・・・・・・・・・・・・・・・・・・・・・・・・・・・・・・・・・・・・・・33

Zollinger-Ellison症候群・・・・・・・・・・・・64, 65

和 文
あ

亜鉛・・・・・・・・・・・・・・・・・・・・・・・・・・・・・・・・・・・・・・・・・・・・・・・・・・・・・・・・・・179

アカラシア・・・・・・・・・・・・・・・・・・・・・・・・・・・・・・・・・・・・・・・49, 51

アキレス腱反射・・・・・・・・・・・・・・・・・・・・・・・・・・・・・・・・・・171

悪性腫瘍・・・・・・・・・・・・・・・・・・・・・・・・・・・・・・・・・・・・・・・・・・・・・・・・・・・21

悪性新生物・・・・・・・・・・・・・・・・・・・・・・・・・・・・・・・・・・・・・・・・・・・・・・21

悪性リンパ腫・・・・・・・・・・・・・・・・・・・・・・・・・・・・・・・・・・・90, 91

アクチン・・・・・・・・・・・・・・・・・・・・・・・・・・・・・・・・・・・・・・・・・・・・23, 32

アクチンフィラメント・・・・・・・・・・・・・・・・・・・・・・33

あくび・・・・・・・・・・・・・・・・・・・・・・・・・・・・・・・・・・・・・・・・・・・・・・・・・・・・・・・・85

足の底側・・・・・・・・・・・・・・・・・・・・・・・・・・・・・・・・・・・・・・・・・・・・・・・・・・・13

足の背屈・・・・・・・・・・・・・・・・・・・・・・・・・・・・・・・・・・・・・・・・・・・・・・・・・・・14

足の背側・・・・・・・・・・・・・・・・・・・・・・・・・・・・・・・・・・・・・・・・・・・・・・・・・・・13

亜脱臼・・・・・・・・・・・・・・・・・・・・・・・・・・・・・・・・・・・・・・・・35, 37, 140

頭・・・・・・・・・・・・・・・・・・・・・・・・・・・・・・・・・・・・・・・・・・・・・・・・・・・・・・・・・・・・・・・・・・12

圧覚・・・・・・・・・・・・・・・・・・・・・・・・・・・・・・・・・・・・・・・・・・・・・・・・・・・・・・・・・・285

アデノイド切除術・・・・・・・・・・・・・・・・・・・・・216, 218

アデノイド（腺様増殖症）・・・・・・・・・・・・216

アテローム（粥状）動脈硬化・
・・・・・・・・・・・・・・・・・・・・・・・・・・・・・・・・・・・・・・・・・・・・・・・・・・・・・・・114, 115

アドレナリン作動性ニューロン・・・81

アブミ骨・・・・・・・・・・・・・・・・・・・・・・・・・・・・・・・・・・・・・・・・309, 310

アブミ骨筋・・・・・・・・・・・・・・・・・・・・・・・・・・・・・・・・・・・310, 317

甘味・・・・・・・・・・・・・・・・・・・・・・・・・・・・・・・・・・・・・・・・・・・・・・・・・・・・・・・・・・287

鞍関節・・・・・・・・・・・・・・・・・・・・・・・・・・・・・・・・・・・・・・・・・・・・・・・36, 142

安静時振戦・・・・・・・・・・・・・・・・・・・・・・・・・・・・・・・・・・・・・・・・・・・266

暗点・・・・・・・・・・・・・・・・・・・・・・・・・・・・・・・・・・・・・・・・・・・・・・・・・・・・・・・・・・305

い
胃・・・・・・・・・・・・・・・・・・・・・・・・・・・・・・・・・・・・・・・・・・・・・・・・・・・・40, 44, 52

胃潰瘍・・・・・・・・・・・・・・・・・・・・・・・・・・・・・・・・・・・・・・・・・・・・・・・・・・・・・・・・52

胃角・・・・・・・・・・・・・・・・・・・・・・・・・・・・・・・・・・・・・・・・・・・・・・・・・・・・・・・・・・・・・44

異型狭心症・・・・・・・・・・・・・・・・・・・・・・・・・・・・・・・・・・・120, 123

異型性・・・・・・・・・・・・・・・・・・・・・・・・・・・・・・・・・・・・・・・・・・・・・・・・・・・・・・・・21

移行域（内腺）・・・・・・・・・・・・・・・・・・・179, 200, 201

移行上皮・・・・・・・・・・・・・・・・・・・・・・・・・・・・・・・・・・・・・・・・・・・・・・・・・・・22

移行上皮癌・・・・・・・・・・・・・・・・・・・・・・・・・・・・・・・・・・・・・・・・・・・・・・21

移行帯・・・・・・・・・・・・・・・・・・・・・・・・・・・・・・・・・・・・・・・・・・・・・・・・・・・・・197

胃酸・・・・・・・・・・・・・・・・・・・・・・・・・・・・・・・・・・・・・・・・・・・・・・・・・・・・・・52, 54

322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縊死・・・・・・・・・・・・・・・・・・・・・・・・・・・・・・・・・・・・・・・・・・・・・・・・・・222, 224

意識型深部感覚・・・・・・・・259, 260, 261, 262

意識障害・・・・・・・・・・・・・・・・・・・・・・・・・・・・・・・・・・・・・・・・・・・・・・・・・・・92

意識障害（昏睡）・・・・・・・・・・・・・・・・・・・・・・・・・・・・・・・・・・84

意識清明期・・・・・・・・・・・・・・・・・・・・・・・・・・・・・・・・・・・・・・・・・・・234

胃・十二指腸潰瘍・・・・・・・・・・・・・・・・・・・・・・・・・・・・・・・・52

胃小窩・・・・・・・・・・・・・・・・・・・・・・・・・・・・・・・・・・・・・・・・・・・・・・・・・44, 53

胃小区・・・・・・・・・・・・・・・・・・・・・・・・・・・・・・・・・・・・・・・・・・・・・・・・・・・・・・・・44

異常歩行・・・・・・・・・・・・・・・・・・・・・・・・・・・・・・・・・・・・・・・・・・・・・・・・・・・32

異所性刺激・・・・・・・・・・・・・・・・・・・・・・・・・・・・・・・・・・・117, 119

胃体・・・・・・・・・・・・・・・・・・・・・・・・・・・・・・・・・・・・・・・・・・・・・・・・・・・・・・・・・・・・・44

胃体管・・・・・・・・・・・・・・・・・・・・・・・・・・・・・・・・・・・・・・・・・・・・・・・・・・・・・・・・45

位置覚・・・・・・・・・・・・・・・・・・・・・・・・・・・・・・・・・・・・・・・・・・・・・・・・・・・・・285

一側全盲・・・・・・・・・・・・・・・・・・・・・・・・・・・・・・・・・・・・・・・・・・・・・・・・305

一軸性関節・・・・・・・・・・・・・・・・・・・・・・・・・・・・・・・・・・・・・・・・・・・・・・36

一次孔・・・・・・・・・・・・・・・・・・・・・・・・・・・・・・・・・・・・・・・・・・・・・・・・・・・・・128

一次中隔・・・・・・・・・・・・・・・・・・・・・・・・・・・・・・・・・・・・・・・・・・・・・・・・128

一次肺小葉・・・・・・・・・・・・・・・・・・・・・・・・・・・・・・・・・・・・・・・・・・・・・・88

一次リンパ器官・・・・・・・・・・・・・・・・・・・・・・・・・・・・・・・・・・216

一回換気量・・・・・・・・・・・・・・・・・・・・・・・・・・・・・・・・・・・・・・・・・・・・・・76

一回拍出量・・・・・・・・・・・・・・・・・・・・・・・・・・・・・・・・・・・・・・・・・・・109

一過性脳虚血発作・・・・・・・・・・・・・・・・・・・・・・・・・・・・・247

溢血点・・・・・・・・・・・・・・・・・・・・・・・・・・・・・・・・・・・・・・・・・・・・・・・・・・・・・224

一酸化窒素（NO）・・・・・・・・・・・・・・・・・・・・・・・・・・・・・・・・85

一般域・・・・・・・・・・・・・・・・・・・・・・・・・・・・・・・・・・・・・・・・・・・・・・・・・・・・・277

一般感覚・・・・・・・・・・・・・・・・・・・・・・・・・・・・・・・・・・・・・・・・・・28, 259

胃底・・・・・・・・・・・・・・・・・・・・・・・・・・・・・・・・・・・・・・・・・・・・・・・・・・・・・・・・・・・・・44

胃底腺・・・・・・・・・・・・・・・・・・・・・・・・・・・・・・・・・・・・・・・・・・・・・・・・・44, 54

遺伝情報・・・・・・・・・・・・・・・・・・・・・・・・・・・・・・・・・・・・・・・・・・・・・・・・・・・16

胃粘膜・・・・・・・・・・・・・・・・・・・・・・・・・・・・・・・・・・・・・・・・・・・・・・・・・・・・・・・・44

いびき・・・・・・・・・・・・・・・・・・・・・・・・・・・・・・・・・・・・・・・・・・・・・・・・・・・・・・・・84

胃泡・・・・・・・・・・・・・・・・・・・・・・・・・・・・・・・・・・・・・・・・・・・・・・・・・・・・・・・・・・・・・44

陰窩・・・・・・・・・・・・・・・・・・・・・・・・・・・・・・・・・・・・・・・・・・・・・・・・・・・・・・・・・・217

陰窩膿瘍・・・・・・・・・・・・・・・・・・・・・・・・・・・・・・・・・・・・・・・・・・・・・・・・・・・74

陰茎・・・・・・・・・・・・・・・・・・・・・・・・・・・・・・・・・・・・・・・・・・・・・・・・・・・・・・・・・・178

陰茎部・・・・・・・・・・・・・・・・・・・・・・・・・・・・・・・・・・・・・・・・・・・・・・・・・・・・・181

インスリノーマ・・・・・・・・・・・・・・・・・・・・・・・・・・・・・・・・・・・・・65

インスリン・・・・・・・・・・・・・・・・・・・・・・・・・・・・・・・・・・・・・・・65, 66

咽頭・・・・・・・・・・・・・・・・・・・40, 84, 219, 220, 222, 223

咽頭筋・・・・・・・・・・・・・・・・・・・・・・・・・・・・・・・・・・・・・・・・・・・・・219, 221

咽頭口部（中咽頭）・・・・・・・・・・・・・・・・・・・・・・・・・・・220

咽頭収縮筋・・・・・・・・・・・・・・・・・・・・・・・・・・・・・・・・・・・・・・・・・・・220

咽頭静脈叢・・・・・・・・・・・・・・・・・・・・・・・・・・・・・・・・・・・・・・・・・・・217

咽頭神経叢・・・・・・・・・・・・・・・・・・・・・・・・・・・・・・・・・・・・・・・・・・・218

咽頭痛・・・・・・・・・・・・・・・・・・・・・・・・・・・・・・・・・・・・・・・・・・・・・・・・・・・・・・115

咽頭反射・・・・・・・・・・・・・・・・・・・・・・・・・・・・・・・・・・・・・・・・・・・・・・・・254

咽頭鼻部（鼻咽頭）・・・・・・・・・・・・・・・・・・・・・・・・・・・・・・84

咽頭扁桃・・・・・・・・・・・・・・・・・・・・・・・・・・・・・・・・・・・・・・・・216, 218

陰嚢・・・・・・・・・・・・・・・・・・・・・・・・・・・・・・・・・・・・・・・・・・・・・・・・・・・・・・・・・・178

インピンジメント症候群・・・・・・・153, 155

陰部神経・・・・・・・・・・・・・・・71, 132, 193, 194, 195

陰部神経ブロック・・・・・・・・・・・・・・・・・・・・・193, 195

う
上オリーブ核・・・・・・・・・・・・・・・・・・・・・・・・・・・・・・・・・・・・・・・・311

右冠動脈・・・・・・・・・・・・・・・・・・・・・・・・・・・・・・・・・・・・・・・・118, 120

右脚・・・・・・・・・・・・・・・・・・・・・・・・・・・・・・・・・・・・・・・・・・・・・・・・・・・・97, 118

烏口下滑液包・・・・・・・・・・・・・・・・・・・・・・・・・・・・・・・・・・・・・・・155

烏口肩峰アーチ・・・・・・・・・・・・・・・・・・・・・・・・・・153, 155

烏口肩峰靱帯・・・・・・・・・・・・・・・・・・・・・・・・・・・・・・・・・・・・・・・138

烏口上腕靱帯・・・・・・・・・・・・・・・・・・・・・・・・・・・・・・・・・・・・・・・138

烏口腕筋・・・・・・・・・・・・・・・・・・・・・・・・・・・・・・・・・・・・・・・・・・・・・・・・145

右枝・・・・・・・・・・・・・・・・・・・・・・・・・・・・・・・・・・・・・・・・・・・・・・・・・・・・・・・・・・・・・56

右心縁・・・・・・・・・・・・・・・・・・・・・・・・・・・・・・・・・・・・・・・・・・・・・・・・・・・・・100

右心房・・・・・・・・・・・・・・・・・・・・・・・・・・・・・・・・・・・・・・・・・・・・・・・・・・・・・129

右肺動脈・・・・・・・・・・・・・・・・・・・・・・・・・・・・・・・・・・・・・・・・・・・・・・・・・・・91

右心系・・・・・・・・・・・・・・・・・・・・・・・・・・・・・・・・・・・・・・・・・・・・・・・・・・・・・105

右心不全・・・・・・・・・・・・・・・・・・・・・・・・・・・・・・・・・・・・・・・・・111, 113

内返し・・・・・・・・・・・・・・・・・・・・・・・・・・・・・・・・・・・・・・・・・・・・・・・14, 148

うっ血・・・・・・・・・・・・・・・・69, 91, 92, 108, 131, 222

うっ血性心不全・・・・・・・・・・・・・・・・・・・・・・・・・・・111, 112

うま味・・・・・・・・・・・・・・・・・・・・・・・・・・・・・・・・・・・・・・・・・・・・・・・・・・・・・287

ウロビリノーゲン・・・・・・・・・・・・・・・・・・・・・・・・・・・・・・・・60

ウロビリン・・・・・・・・・・・・・・・・・・・・・・・・・・・・・・・・・・・・・・・・・・・・・・60

運動線維・・・・・・・・・・・・・・・・・・・・・・・・・・・・・・・・・・・・・・・・278, 279

運動失語・・・・・・・・・・・・・・・・・・・・・・・・・・・・・・・・・・・・・・・・・・・・・・・・250

運動失調・・・・・・・・・・・・・・・・・・・・・・・・・・・・・・・242, 266, 268

運動性・・・・・・・・・・・・・・・・・・・・・・・・・・・・・・・・・・・・・・・・・・・・・・・・・・・・・153

運動性言語野（Broca中枢，・
運動性言語中枢）・・・・・・・・・・・・・・・・・・・240, 250

運動調節障害・・・・・・・・・・・・・・・・・・・・・・・・・・・・・・・・・・・・・・・268

運動麻痺・・・・・・・・・・・・・261, 262, 263, 264, 268

運動野・・・・・・・・・・・・・・・・・・・・・・・・・・・・・・・・・・・・・・・・・・・・・246, 250

え
鋭縁枝・・・・・・・・・・・・・・・・・・・・・・・・・・・・・・・・・・・・・・・・・・・・・・・・・・・・・122

栄養血管・・・・・・・・・・・・・・・・・・・・・・・・・・・・・・・・・・・・・56, 59, 80

会陰・・・・・・・・・・・・・・・・・・・・・・・・・・・・・・・・・・・・・・・・・174, 193, 194

会陰切開・・・・・・・・・・・・・・・・・・・・・・・・・・・・・・・・・・・・・・・・・・・・・・・・193

会陰裂傷・・・・・・・・・・・・・・・・・・・・・・・・・・・・・・・・・・・・・・・・・・・・・・・・193

腋窩神経・・・・・・・・・・・・・・・・・・・・・・・・・・・・・・・・・・・・・・・・150, 152

腋窩線・・・・・・・・・・・・・・・・・・・・・・・・・・・・・・・・・・・・・・・・・・・・・・・・・・・・・・・・13

腋窩動脈・・・・・・・・・・・・・・・・・・・・・・・・・・・・・・・・・・・・・・・・・・・・・・・・151

エコノミークラス症候群・・・・・・・133, 135

HR・・・・・・・・・・・・・・・・・・・・・・・・・・・・・・・・・・・・・・・・・・・・・・・・・・・・・・・・・・・・・109

エラ（鰓）・・・・・・・・・・・・・・・・・・・・・・・・・・・・・・・・・・・・・・・・76, 207

エラ（鰓）呼吸・・・・・・・・・・・・・・・・・・・・・・・・・・・・76, 215

Erbの領域・・・・・・・・・・・・・・・・・・・・・・・・・・・・・・・・・・・・124, 125

遠位・・・・・・・・・・・・・・・・・・・・・・・・・・・・・・・・・・・・・・・・・・・・・・・・・・・・・・・・・・・・・13

遠位指節間関節（DIP関節）・・・・・・・・142

遠位趾節間関節（DIP関節）・・・・・・・・143

円回内筋・・・・・・・・・・・・・・・・・・・・・・・・・・・・・・・・・・・・・・・・・・・・・・・・145

遠近調節・・・・・・・・・・・・・・・・・・・・・・・・・・・・・・・・・・・・・・・・・・・・・・・・300

嚥下・・・・・・・・・・・・・・・・・・・・・・・・・・・・・・・・・・・・・・・・・・・43, 209, 219

嚥下障害・・・・・・・・・・・・・・・・・・・・・・・・・・・・・・・・・・・・・・・・219, 250

嚥下反射・・・・・・・・・・・・・・・・・・・・・・・・・・・・・・・・・・・・・・・・・・・・・・・・220

遠視・・・・・・・・・・・・・・・・・・・・・・・・・・・・・・・・・・・・・・・・・・・・・・・・・・・・・・・・・・300

遠心性線維・・・・・・・・・・・・・・・・・・・・・・・・・・・・・・・・・・・278, 279

遠心性（運動）ニューロン・・・・・・・・・・238

延髄・・・・・・・・・・・・・・・・・19, 220, 228, 239, 244, 252

円錐枝・・・・・・・・・・・・・・・・・・・・・・・・・・・・・・・・・・・・・・・・・・・・・121, 122

円柱上皮・・・・・・・・・・・・・・・・・・・・・・・・・・・・・・・・・・・22, 42, 197

エントリー・・・・・・・・・・・・・・・・・・・・・・・・・・・・・・・・・・・・・・・・・・・・115

円板状メニスカス・・・・・・・・・・・・・・・・・・・・・162, 163

お
横隔胸膜・・・・・・・・・・・・・・・・・・・・・・・・・・・・・・・・・・・・・・・・・・・・93, 95

横隔神経・・・・・・・・・・・・・・・・・・・・・・・・・・・・・・・82, 91, 96, 97

横隔膜・・・・・・・・・・・・62, 82, 83, 90, 96, 100, 101

横隔膜下腔（陥凹）・・・・・・・・・・・・・・・・・・・・・・・・・・・・・・62

横隔膜下膿瘍・・・・・・・・・・・・・・・・・・・・・・・・・・・・・・・・・・・61, 62

323索　引

IN
D
E
X



横隔膜前部・・・・・・・・・・・・・・・・・・・・・・・・・・・・・・・・・・・・・・・・・・・・・・97

横隔膜ヘルニア・・・・・・・・・・・・・・・・・・・・・・・・・・・・・・・・・・・・・96

横下腿筋間中隔・・・・・・・・・・・・・・・・・・・・・・・・・・・・・・・・・・167

横橋線維・・・・・・・・・・・・・・・・・・・・・・・・・・・・・・・・・・・・・・・・・・・・・・・・244

横筋筋膜・・・・・・・・・・・・・・・・・・・・・・・・・・・・・・・・・・・・・・・・190, 191

横行結腸・・・・・・・・・・・・・・・・・・・・・・・・・・・・・・・40, 46, 68, 69

横−斜披裂筋（横筋）・・・・・・・・・・・・・・210, 227

横静脈洞・・・・・・・・・・・・・・・・・・・・・・・・・・・・・・・・・・・・・・・・・・・・・・・・245

黄色靱帯・・・・・・・・・・・・・・・・・・・・・・・・・・・・・・・169, 255, 256

横手根靱帯（屈筋支帯）・141, 156, 157

横舌筋・・・・・・・・・・・・・・・・・・・・・・・・・・・・・・・・・・・・・・・・・・・・・・・・・・・・・208

横足根関節・・・・・・・・・・・・・・・・・・・・・・・・・・・・・・・・・・・・・・・・・・・143

横側頭回・・・・・・・・・・・・・・・・・・・・・・・・・・・・・・・・・・・・・・・・・・・・・・・・・311

黄疸・・・・・・・・・・・・・・・・・・・・・・・・・・・・・・・・・・・・・・・・・58, 60, 64, 66

横断裂・・・・・・・・・・・・・・・・・・・・・・・・・・・・・・・・・・・・・・・・・・・・・・・・・・・・・162

横中隔・・・・・・・・・・・・・・・・・・・・・・・・・・・・・・・・・・・・・・・・・・・・・・・・・96, 97

横突間靱帯・・・・・・・・・・・・・・・・・・・・・・・・・・・・・・・・・・・・・・・・・・・169

黄斑回避・・・・・・・・・・・・・・・・・・・・・・・・・・・・・・・・・・・・・・・・・・・・・・・・307

黄斑（中心窩）・・・・・・・・・・・・・・・・・・・・・・・・・・・・299, 305

横紋筋・・・・・・・・・・・・・・・・・・・・・・・・・・・・・・・・・・・・・・・・23, 33, 132

横紋筋肉腫・・・・・・・・・・・・・・・・・・・・・・・・・・・・・・・・・・・・・・・・・・・・・・23

オージオグラム検査・・・・・・・・・・・・・・・・・・・・・・・・309

悪心・・・・・・・・・・・・・・・・・・・・・・・・・・・・・・・・・・・・・・・・・・・・・・・・・・・・・・52, 64

オトガイ下三角・・・・・・・・・・・・・・・・・・・・・・・・・・・・・・・・・・205

オトガイ舌筋・・・・・・・・・・・・・・・・・・・・・・・・・・・・・・・・・・・・・・・208

オリーブ・・・・・・・・・・・・・・・・・・・・・・・・・・・・・・・・・・・・・・・・・・・・・・・・245

オリーブ核・・・・・・・・・・・・・・・・・・・・・・・・・・・・・・・・・・・・・・・・・・・245

温痛覚・・・・・・・・・・・・・・・・・・・・・・・・・・・・・・・・・・・・245, 259, 261

温痛覚障害・・・・・・・・・・・・・・・・・・・・・・・・・・・・・・・・・・・・・・・・・・・250

温点・・・・・・・・・・・・・・・・・・・・・・・・・・・・・・・・・・・・・・・・・・・・・・・・・・・・・・・・・・287

温度覚・・・・・・・・・・・・・・・・・・・・・・・・・・・・・・・・・・・・・・・・・・・・・・・・・・・・・285

か
外陰・・・・・・・・・・・・・・・・・・・・・・・・・・・・・・・・・・・・・・・・・・・・・・・・・・193, 194

外咽頭収縮筋・・・・・・・・・・・・・・・・・・・・・・・・・・・・・・・・・・・・・・・209

外果・・・・・・・・・・・・・・・・・・・・・・・・・・・・・・・・・・・・・・・・・・・・・・・・・・・・・・・・・・143

回外・・・・・・・・・・・・・・・・・・・・・・・・・・・・・・・・・・・・・・・・・・・・・・・・・・・・・・・・・・・・・14

外眼角・・・・・・・・・・・・・・・・・・・・・・・・・・・・・・・・・・・・・・・・・・・・・・・・・・・・・303

外眼筋・・・・・・・・・・・・・・・・・・・・・・・・・・・・・・・・・・・・・・・・・・・・・207, 295

外頚静脈・・・・・・・・・・・・・・・・・・・・・・・・・・・・・・・・・・・・・・・・・・・・・・・・223

外頚動脈・・・・210, 216, 217, 222, 223, 290

外頚動脈神経・・・・・・・・・・・・・・・・・・・・・・289, 290, 291

外結合線・・・・・・・・・・・・・・・・・・・・・・・・・・・・・・・・・・・・・・・・・・・・・・・・176

外口蓋静脈・・・・・・・・・・・・・・・・・・・・・・・・・・・・・・・・・・・・・・・・・・・217

外肛門括約筋・・・・・・・・・・・・・・・・・・・・・・・・・・・・・・・130, 132

外耳・・・・・・・・・・・・・・・・・・・・・・・・・・・・・・・・・・・・・・・・・・・・・・・・・・309, 316

外痔核・・・・・・・・・・・・・・・・・・・・・・・・・・・・・・・・・・・・・・・・・・・・・・・・・・・・・130

外子宮口・・・・・・・・・・・・・・・・・・・・・・・・・・・・・・・・・・・・・・・・・・・・・・・・197

外耳道・・・・・・・・・・・・・・・・・・・・・・・・・・・・・・・・・・・・・・・・・・・・・・・・・・・・・309

外傷性横隔膜ヘルニア・・・・・・・・・・・・・・・・・・・・・・97

外傷性ヘルニア・・・・・・・・・・・・・・・・・・・・・・・・・・・・・・・・・・・・・96

外水頭症・・・・・・・・・・・・・・・・・・・・・・・・・・・・・・・・・・・・・・・・・・・・・・・・271

咳嗽・・・・・・・・・・・・・・・・・・・・・・・・・・・・・・・・・・・・・・・・・・・・・・・・・・・・・・・・・・・・・92

外舌筋・・・・・・・・・・・・・・・・・・・・・・・・・・・・・・・・・・・・・・・・・・・・・・・・・・・・・208

回旋・・・・・・・・・・・・・・・・・・・・・・・・・・・・・・・・・・・・・・・・・・・・・・・・・・・・・・・・・・・・・14

外旋・・・・・・・・・・・・・・・・・・・・・・・・・・・・・・・・・・14, 145, 153, 163

外腺・・・・・・・・・・・・・・・・・・・・・・・・・・・・・・・・・・・・・・・・・179, 201, 202

回旋筋群・・・・・・・・・・・・・・・・・・・・・・・・・・・・・・・・・・・・・・・・・・・・・・・・148

回旋筋腱板（ローテーター・カフ）・
・・・・・・・・・・・・・・・・・・・・・・・・・・・・・・・・・・・・・・・・・・・・・・138, 153, 154

外側顆・・・・・・・・・・・・・・・・・・・・・・・・・・・・・・・・・・・・・・・・・・・・・・・・・・・・・159

外側胸筋神経・・・・・・・・・・・・・・・・・・・・・・・・・・・・・・・・・・・・・・・151

外側区・・・・・・・・・・・・・・・・・・・・・・・・・・・・・・・・・・・・・・・・・・・・・・・・・・・・・・・・56

外側溝（Sylvius裂）・・・・・・・・・・・・・・・・・240, 250

外側後神経束・・・・・・・・・・・・・・・・・・・・・・・・・・・・・・・・・・・・・・・150

外側骨折・・・・・・・・・・・・・・・・・・・・・・・・・・・・・・・・・・・・・・・・・・・・・・・・159

外側骨端動脈・・・・・・・・・・・・・・・・・・・・・・159, 161, 183

外側膝状体・・・・・・・・・・・・・・・・・・・・・・・・・・242, 305, 307

外側手根側副靱帯・・・・・・・・・・・・・・・・・・・・・・・・・・・・・141

外側神経束・・・・・・・・・・・・・・・・・・・・・・・・・・・・・・・・・・・150, 151

外側脊髄視床路・
・・・・・・・・・・・・・・・・・・・・・・・・・・・・245, 259, 260, 261, 262

外側側副靱帯・・・・・・・・・・・・・・・・・・・・・・140, 143, 162

外側鼡径窩・・・・・・・・・・・・・・・・・・・・・・・・・・・・・・・・・・・・・・・・・・・190

外側直筋・・・・・・・・・・・・・・・・・・・・・・・・・・・・・・・207, 295, 296

外側半規管・・・・・・・・・・・・・・・・・・・・・・・・・・・・・・・・・・・・・・・・・・・314

外側半月（板）・・・・・・・・・・143, 162, 163, 164

外側皮質脊髄路・・・・・・・・・・・・・・・・・・・・・・・・・・261, 264

外側翼突筋・・・・・・・・・・・・・・・・・・・・・・・・・・・・・・・・・・・・・・・・・・・208

外側輪状披裂筋（側筋）・・・・・・・・210, 227

外鼡径（間接）ヘルニア・・・・・・・・・・・・・・・191

回腸・・・・・・・・・・・・・・・・・・・・・・・・・・・・・・・・・・・・・・・・・・・・・・・40, 45, 68

外腸骨静脈・・・・・・・・・・・・・・・・・・・・・・・・・・・・・・・・・・・136, 189

外腸骨リンパ節・・・・・・・・・・・・・・・・・・・・・・・・・・・・・・・・・・199

外転・・・・・・・・・・・・・・・・・・・・・・・・・・・・・・・・・・14, 148, 153, 296

外転神経・・・・・・・・・・・・・・・・・・・・・・253, 279, 295, 297

外転神経（Ⅵ脳神経）・・・・・・・・・・・・・・・・・・・・・・207

外転神経核・・・・・・・・・・・・・・・・・・・・・・・・・・・・・・・・・・・297, 315

外転神経核（Ⅵ）・・・・・・・・・・・・・・・・・・・・・・・・・・・・・・・264

回転性めまい・・・・・・・・・・・・・・・・・・・・・・・・・・・・・・・・・・・・・・・312

回内・・・・・・・・・・・・・・・・・・・・・・・・・・・・・・・・・・・・・・・・・・・・・・・・・・・・・・・・・・・・・14

外胚葉・・・・・・・・・・・・・・・・・・・・・・・・・・・・・・・18, 19, 230, 239

外反・・・・・・・・・・・・・・・・・・・・・・・・・・・・・・・・・・・・・・・・・・・・・・・・・・・・・・・・・・・・・14

外鼻孔・・・・・・・・・・・・・・・・・・・・・・・・・・・・・・・・・・・・・・・・・・・・・・・・・・・・・・・・84

外腹斜筋・・・・・・・・・・・・・・・・・・・・・・・・・・・・・・・・・・・・・・・・・・・・・・・・190

外分泌腫瘍・・・・・・・・・・・・・・・・・・・・・・・・・・・・・・・・・・・・・・・・・・・・・・64

外分泌部・・・・・・・・・・・・・・・・・・・・・・・・・・・・・・・・・・・・・・・・・・・・・・・・・・・65

外閉鎖筋・・・・・・・・・・・・・・・・・・・・・・・・・・・・・・・・・・・・・・・・・・・・・・・・148

外方回旋・・・・・・・・・・・・・・・・・・・・・・・・・・・・・・・・・・・・・・・・・・・・・・・・145

解剖学的右葉・・・・・・・・・・・・・・・・・・・・・・・・・・・・・・・・・・・・・・・・・・46

解剖学的正位・・・・・・・・・・・・・・・・・・・・・・・・・・・・・・・・・・・・・・・・・・13

解剖学的内子宮口・・・・・・・・・・・・・・・・・・・・・・・・・・・・・197

外膜・・・・・・・・・・・・・・・・・・・・・・・・・・・・・・42, 50, 69, 106, 115

海綿骨・・・・・・・・・・・・・・・・・・・・・・・・・・・・・・・・・・・・・・・・・・・・・・・・・25, 26

海綿静脈洞・・・・・・・・・・・・・・・・・・・・・・・・・・・・・・・・・・・・・・・・・・・245

怪網・・・・・・・・・・・・・・・・・・・・・・・・・・・・・・・・・・・・・・・・・・・・・・・・・・108, 188

回盲口・・・・・・・・・・・・・・・・・・・・・・・・・・・・・・・・・・・・・・・・・・・・・・・・・・・・・・・・46

回盲弁（Bauhin弁）・・・・・・・・・・・・・・・・・・・・・・・・・・・・46

潰瘍・・・・・・・・・・・・・・・・・・・・・・・・・・・・・・・・・・・・・・・・・・・・・・・・・・・・・・52, 74

潰瘍性大腸炎・・・・・・・・・・・・・・・・・・・・・・・・・・・・・・・・・・・・・・・・・・72

解離性大動脈瘤・・・・・・・・・・・・・・・・・・・・・・・・・・114, 115

外輪層・・・・・・・・・・・・・・・・・・・・・・・・・・・・・・・・・・・・・・・・・・・・・・・・・・・・・132

外リンパ（液）・・・・・・・・・・・・・・・・・・・・・・・・・・・・310, 313

外肋間筋・・・・・・・・・・・・・・・・・・・・・・・・・・・・・・・・・・・・・・・・・・・・82, 83

下顎縁枝・・・・・・・・・・・・・・・・・・・・・・・・・・・・・・・・・・・・・・・・・・・・・・・・213

下顎神経（三叉神経第３枝：V3）・
・・・・・・・・・・・・・・・・・・・208, 210, 220, 231, 292, 293

下顎骨・・・・・・・・・・・・・・・・・・・・・・・・・・・・・・・・・・・・・・・・・・・・・・・・・・・・・206

下下腹神経叢（骨盤神経叢）・
・・・・・・・・・・・・・・・・・・・・・・・・・・・・・・・・・・・・・・・・・・・・・・・・・・・・・・・194, 283

顆間窩・・・・・・・・・・・・・・・・・・・・・・・・・・・・・・・・・・・・・・・・・・・・・・・・・・・・・162

下眼瞼・・・・・・・・・・・・・・・・・・・・・・・・・・・・・・・・・・・・・・・・・・・・・・・・・・・・・303

324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下関節突起・・・・・・・・・・・・・・・・・・・・・・・・・・・・・・・・・・・・・・・・・・・168

下気道・・・・・・・・・・・・・・・・・・・・・・・・・・・・・・・・・・・・・・・・・・78, 84, 87

下丘・・・・・・・・・・・・・・・・・・・・・・・・・・・・・・・・・・・・・・・・・・・・・・・・・・244, 311

蝸牛管・・・・・・・・・・・・・・・・・・・・・・・・・・・・・・・・・・・・・・・・・・・・・・・・・・・・・310

蝸牛神経（Ⅷ）・・・・・・・・・・・・・・・・・・・309, 310, 311

蝸牛神経核・・・・・・・・・・・・・・・・・・・・・・・・・・・・・・・・・・・・・・・・・・・・311

架橋静脈・・・・・・・・・・・・・・・・・・・・・・・・・・・・・・・・・・・・・・・・232, 234

顎下三角・・・・・・・・・・・・・・・・・・・・・・・・・・・・・・・・・・・・・・・・205, 230

顎下神経節・・・・・・・・・・・・・・・・・・・・・・・・・・・・・・・・・・・230, 283

顎下腺・・・・・・・・・・・・・・・・・・・・・・・・・・・・・・・・・・・・・・42, 213, 229

顎下腺管（Wharton管）・・・・・・・・・・・・・・・・・230

核間性眼筋麻痺・・・・・・・・・・・・・・・・・・・・・・・・・・・・・・・・・・297

顎関節・・・・・・・・・・・・・・・・・・・・・・・・・・・・・・・・・・・・・・・・・・・・・・・・・・・・・206

顎舌骨筋・・・・・・・・・・・・・・・・・・・・・・・・・・・・・・・・・・・・・・・・・・・・・・・・230

拡張型分類・・・・・・・・・・・・・・・・・・・・・・・・・・・・・・・・・・・・・・・・・・・・・・49

拡張期・・・・・・・・・・・・・・・・・・・・・・・・・・・・・・・・・・・・・106, 111, 112

拡張期ランブル・・・・・・・・・・・・・・・・・・・・・・・・・・・・・・・・・・126

拡張期雑音・・・・・・・・・・・・・・・・・・・・・・・・・・・・・・・・・・・・・・・・・・・124

拡張度分類・・・・・・・・・・・・・・・・・・・・・・・・・・・・・・・・・・・・・・・・・・・・・・49

顎動脈・・・・・・・・・・・・・・・・・・・・・・・・・・・・・・・・・・・・・・・・・・・・・・・・・・・・・・211

角膜・・・・・・・・・・・・・・・・・・・・・・・・・・・・・・・・299, 300, 301, 302

角膜上皮・・・・・・・・・・・・・・・・・・・・・・・・・・・・・・・・・・・・・・・・・・・・・・・・302

角膜反射・・・・・・・・・・・・・・・・・・・・・・・・・・・・・・・・・・・・・・・・253, 302

下頚神経節・・・・・・・・・・・・・・・・・282, 283, 289, 291

下行結腸・・・・・・・・・・・・・・・・・・・・・・・・・・・・・・・・・・・・・40, 46, 68

下行性伝導路（運動路）・・・・・・・・・・・・・・・・・245

下喉頭神経・・・・・・・・・・・・・・・・・・・・・・・・・・226, 227, 228

下骨端動脈・・・・・・・・・・・・・・・・・・・・・・・・・・・・・・・・・・・・・・・・・・・161

下肢・・・・・・・・・・・・・・・・・・・・・・・・・・・・・・・・・・・・・・・・・・・・・・・・・・・・・・・・・・・・・12

可視光線・・・・・・・・・・・・・・・・・・・・・・・・・・・・・・・・・・・・・・・・・・・・・・・・301

下肢伸展挙上テスト・・・・・・・・・・・・・・・・・・・・・・・・171

下肢帯（寛骨）・・・・・・・・・・・・・・・・・・・・・・・・・・・・・・・・・・・・142

下斜筋・・・・・・・・・・・・・・・・・・・・・・・・・・・・・・・・・・・・・・・・・・・・・207, 296

下斜方視・・・・・・・・・・・・・・・・・・・・・・・・・・・・・・・・・・・・・・・・・・・・・・・・298

下縦隔・・・・・・・・・・・・・・・・・・・・・・・・・・・・・・・・・・・・・・・・・・・・・・・・・・・・・・・・90

過剰心音・・・・・・・・・・・・・・・・・・・・・・・・・・・・・・・・・・・・・・・・・・・・・・・・125

下小脳脚・・・・・・・・・・・・・・・・・・・・・・・・・・・・・・・・・・・・・・・・・・・・・・・・242

下食道括約筋・・・・・・・・・・・・・・・・・・・・・・・・・・・・・・・・・・・・・・・・・・40

下神経幹（C8・T1）・・・・・・・・150, 151, 152

下膵十二指腸動脈・・・・・・・・・・・・・・・・・・・・・・・・・・・・・・・・64

下垂体・・・・・・・・・・・・・・・・・・・・・・・・・・・・・・・・・・・・・・・・・・・・・272, 308

下垂体腫瘍・・・・・・・・・・・・・・・・・・・・・・・・・・・・・・・・・・・・・・・・・・・308

下髄帆・・・・・・・・・・・・・・・・・・・・・・・・・・・・・・・・・・・・・・・・・・・・・・・・・・・・・252

ガス交換・・・・・・・・・・・・・・・・・・・・・・・・・・・・・・・・・・・・・・・・・・・・・・・・・・・76

ガストリン産生腫瘍・・・・・・・・・・・・・・・・・・・・・・・・・・・65

下制・・・・・・・・・・・・・・・・・・・・・・・・・・・・・・・・・・・・・・・・・・・・・・・・・・・・14, 145

嗄声・・・・・・・・・・・・・・・・・・・・・・・・・・・・・・・・・・・・・・・・・・・92, 226, 250

仮性大動脈瘤・・・・・・・・・・・・・・・・・・・・・・・・・・・・・・・・・・・・・・・・115

仮性ヘルニア・・・・・・・・・・・・・・・・・・・・・・・・・・・・・・・・・・・・・・・・・・98

下双子筋・・・・・・・・・・・・・・・・・・・・・・・・・・・・・・・・・・・・・・・・・・・・・・・・148

肩・・・・・・・・・・・・・・・・・・・・・・・・・・・・・・・・・・・・・・・・・・・・・・・・・・・・・・・・・・・・・・・・・・12

下大静脈・・・・・・・・・・・・・・・・・・・・・・129, 133, 136, 199

下唾液核・・・・・・・・・・・・・・・・・・・・・・・・・・・・・・・・・・・・・・・・・・・・・・・・283

肩関節（肩甲上腕関節）・・・・・・・・・・・・・・・・・153

肩関節周囲炎・・・・・・・・・・・・・・・・・・・・・・・・・・・・・・・・・・・・・・・153

蝸牛・・・・・・・・・・・・・・・・・・・・・・・287, 309, 310, 313, 317

片麻痺・・・・・・・・・・・・・・・・・・・・・・・・・・・・・・・・・・・・263, 264, 265

下腸間膜静脈・・・・・・・・・・・・・・・・・・・・・・・・・・・・・・・・・・・・・・・135

下腸間膜神経節・・・・・・・・・・・・・・・・・・・・・・・・・・・・・・・・・・282

下腸間膜動脈・・・・・・・・・・・・・・・19, 42, 69, 72, 73

下直筋・・・・・・・・・・・・・・・・・・・・・・・・・・・・・・・・・・・・207, 295, 296

下直腸静脈・・・・・・・・・・・・・・・・・・・・・・・・・・・・・・・・・・・・・・・・・・・130

下直腸神経・・・・・・・・・・・・・・・・・・・・・・・・・・・・・・・・・・・・・・・・・・・132

下直腸動脈・・・・・・・・・・・・・・・・・・・・・・・・・・・・・・・・・・・・・・・・・・・130

滑液・・・・・・・・・・・・・・・・・・・・・・・・・・・・・・・・・・・・・・・・・・・・・・・・・・・・・・35, 36

滑車神経（Ⅳ脳神経）・
・・・・・・・・・・・・・・・・・・・207, 253, 279, 295, 297, 298

滑車神経核（Ⅳ）・・・・・・・・・・・・・・・・・・・・・・・264, 315

滑動・・・・・・・・・・・・・・・・・・・・・・・・・・・・・・・・・・・・・・・・・・・・・・・・・・・・・・・・・・162

滑膜性連結・・・・・・・・・・・・・・・・・・・・・・・・・・・・・・・・・・・・・・・・・・・・・・35

下殿神経・・・・・・・・・・・・・・・・・・・・・・・・・・・・・・・・・・・・・・・・・・・・・・・・148

果糖・・・・・・・・・・・・・・・・・・・・・・・・・・・・・・・・・・・・・・・・・・・・・・・・・・・・・・・・・・179

可動結合・・・・・・・・・・・・・・・・・・・・・・・・・・・・・・・・・・・・・・・・・・・・・・・・・・・35

下橈尺関節・・・・・・・・・・・・・・・・・・・・・・・・・・・・・・・・・・・・・・・・・・・140

下内臓枝・・・・・・・・・・・・・・・・・・・・・・・・・・・・・・・・・・・・・・・・・・・・・・・・182

下鼻甲介・・・・・・・・・・・・・・・・・・・・・・・・・・・・・・・・・・・・・・・・・・84, 206

過敏性腸症候群・・・・・・・・・・・・・・・・・・・・・・・・・・・・・・68, 70

下腹部・・・・・・・・・・・・・・・・・・・・・・・・・・・・・・・・・・・・・・・・・・・・・・・・・・・・・・・・13

下腹壁動脈・・・・・・・・・・・・・・・・・・・・・・・・・・・・・・・・・・・・・・・・・・・190

下部食道括約筋・・・・・・・・・・・・・・・・・・・・・・・・・・・・・・・・・・・・・49

下部尿路結石・・・・・・・・・・・・・・・・・・・・・・・・・・・・・・・・・・・・・・・183

下吻合静脈（Labbe静脈）・・・・・・・・・・・・・245

壁（傍）細胞・・・・・・・・・・・・・・・・・・・・・・・・・・・・・・・・・・・・・・・・・・44

上丘・・・・・・・・・・・・・・・・・・・・・・・・・・・・・・・・・・・・・・・・・・・・・・・・・・・・・・・・・・244

仮面様顔貌・・・・・・・・・・・・・・・・・・・・・・・・・・・・・・・・・・・・・・・・・・・267

カルシウム・・・・・・・・・・・・・・・・・・・・・・・・・・・・・・・・・・・・・・・25, 27

カルチノーマ（carcinoma）・・・・・・・・・・・・21

下肋部・・・・・・・・・・・・・・・・・・・・・・・・・・・・・・・・・・・・・・・・・・・・・・・・・・・・・・・・13

肝・・・・・・・・・・・・・・・・・・・・・・・・・・・・・・・・・・・・・・・・・・・・・・・・・・・・・・・・・・・・・・・134

がん・・・・・・・・・・・・・・・・・・・・・・・・・・・・・・・・・・・・・・・・・・・・・・・・・・・・・・・・・・・・・21

肝亜区域切除術・・・・・・・・・・・・・・・・・・・・・・・・・・・・・・・・・・・・・56

肝円索裂・・・・・・・・・・・・・・・・・・・・・・・・・・・・・・・・・・・・・・・・・・・・・・・・・・・57

感音（性）難聴・・・・・・・・・・・・・・・・・・・・・・・・・・309, 311

眼窩下部・・・・・・・・・・・・・・・・・・・・・・・・・・・・・・・・・・・・・・・・・・・・・・・・204

感覚・・・・・・・・・・・・・・・・・・・・・・・・・・・・・・・・・・・・・・・・・・・・・・・・・・・・・・・・・・259

感覚解離（解離性感覚障害）・
・・・・・・・・・・・・・・・・・・・・・・・・・・・・・・・・・・・・・・・・・・・・・・・・・・・・・・・259, 261

感覚器・・・・・・・・・・・・・・・・・・・・・・・・・・・・・・・・・・・・・・・・・・・・・・・・・・・・・286

感覚器系・・・・・・・・・・・・・・・・・・・・・・・・・・・・・・・・・・・・・・・・・・・・・・・・285

感覚失語・・・・・・・・・・・・・・・・・・・・・・・・・・・・・・・・・・・・・・・・・・・・・・・・250

感覚受容器・・・・・・・・・・・・・・・・・・・・・・・・・・259, 276, 286

感覚障害・・・・・・・・・・・・・・・・・・・・・・・・・・・・・・・・・・・・・・・・・・・・・・・・157

感覚情報・・・・・・・・・・・・・・・・・・・・・・・・・・・・・・・・・・・・・・・・・・・・・・・・・・・29

感覚（神経）線維・・・・・・・・・・・・・・・・・・・・・279, 280

感覚性言語中枢・・・・・・・・・・・・・・・・・・・・・・・・・・・・・・・・・・250

感覚中枢・・・・・・・・・・・・・・・・・・・・・・・・・・・・・・・・・・・・・・・・・・・・・・・・285

感覚点・・・・・・・・・・・・・・・・・・・・・・・・・・・・・・・・・・・・・・・・・・・・・・・・・・・・・287

感覚路・・・・・・・・・・・・・・・・・・・・・・・・・・・・・・・・・・・・・・・・・・・・・・・・・・・・・245

眼窩軸・・・・・・・・・・・・・・・・・・・・・・・・・・・・・・・・・・・・・・・・・・・・・・・・・・・・・296

眼窩部・・・・・・・・・・・・・・・・・・・・・・・・・・・・・・・・・・・・・・・・・・・・・・・・・・・・・204

肝鎌状間膜・・・・・・・・・・・・・・・・・・・・・・・・・・・・・・・・46, 57, 62

肝管・・・・・・・・・・・・・・・・・・・・・・・・・・・・・・・・・・・・・・・・・・・・・・・・・・・・・・・・・・・・・47

肝冠状間膜・・・・・・・・・・・・・・・・・・・・・・・・・・・・・・・・・・・・・・・・・・・・・・62

換気・・・・・・・・・・・・・・・・・・・・・・・・・・・・・・・・・・・・・・・・・・・・・・・・・・・・・・・・・・・・・76

眼球・・・・・・・・・・・・・・・・・・・・・・・・・・・・・・・・・・・・・・・・・・・・・・・・・・・・・・・・・・299

眼球運動・・・・・・・・・・・・・・・・・・・・・・・・・・・・・・・・・・・・・・・・・・・・・・・・312

眼球壁・・・・・・・・・・・・・・・・・・・・・・・・・・・・・・・・・・・・・・・・・・・・・・・・・・・・・299

眼球乾燥・・・・・・・・・・・・・・・・・・・・・・・・・・・・・・・・・・・・・・・・・・・・・・・・213

眼球頭反射・・・・・・・・・・・・・・・・・・・・・・・・・・・・・・・・・・・・・・・・・・・254

眼球内圧（眼圧）・・・・・・・・・・・・・・・・・・・・・・・・・・・・・・・300

肝区域・・・・・・・・・・・・・・・・・・・・・・・・・・・・・・・・・・・・・・・・・・55, 56, 57

肝区域切除術・・・・・・・・・・・・・・・・・・・・・・・・・・・・・・・・・・・・・・・・・・56

冠血流量・・・・・・・・・・・・・・・・・・・・・・・・・・・・・・・・・・・・・・・・・・・・・・・・120

325索　引

IN
D
E
X



眼瞼・・・・・・・・・・・・・・・・・・・・・・・・・・・・・・・・・・・・・・・・・・・・・・・・・・・・・・・・・・303

眼瞼下垂・・・・・・・・・・・・・・・・・・・・・・・・・・・・・・・・・・・・・・・・・・92, 289

眼瞼結膜・・・・・・・・・・・・・・・・・・・・・・・・・・・・・・・・・・・・・・・・・・・・・・・・224

肝硬変・・・・・・・・・・・・・・・・・・・・・・・・・・・・・・・・・・・・・・・・・・・・・・・・・58, 59

寛骨・・・・・・・・・・・・・・・・・・・・・・・・・・・・・・・・・・・・・・・・・・・・・・・・・・・・・・・・・・174

肝細胞癌・・・・・・・・・・・・・・・・・・・・・・・・・・・・・・・・・・・・・・・・・・・・・・・・・・・55

肝細胞性黄疸・・・・・・・・・・・・・・・・・・・・・・・・・・・・・・・・・・・・・・・・・・60

間質液（組織液）・・・・・・・・・・・・・・・・・・・・・・・・・・・・・・・104

間質細胞・・・・・・・・・・・・・・・・・・・・・・・・・・・・・・・・・・・・・・・・・・・・・・・・178

間質性肺炎・・・・・・・・・・・・・・・・・・・・・・・・・・・・・・・・・・・・・・・87, 89

間質性肺疾患・・・・・・・・・・・・・・・・・・・・・・・・・・・・・・・・・・・・・・・・・・87

癌腫・・・・・・・・・・・・・・・・・・・・・・・・・・・・・・・・・・・・・・・・・・・・・・・・・・・・21, 196

感情障害・・・・・・・・・・・・・・・・・・・・・・・・・・・・・・・・・・・・・・・・・・・・・・・・249

冠状静脈口・・・・・・・・・・・・・・・・・・・・・・・・・・・・・・・・・・・・・・・・・・・・118

冠状静脈洞・・・・・・・・・・・・・・・・・・・・・・・・・・・・・・・・・・・・・・・・・・・120

冠状動脈（冠動脈）・・・・・・・・・・・・・・・・・・・・・・・・・・・120

肝静脈・・・・・・・・・・・・・・・・・・・・・・・・・・・・・・・・・・・・・・・・・・・・・・・・・55, 56

肝小葉・・・・・・・・・・・・・・・・・・・・・・・・・・・・・・・・・・・・・・・・・・・・・・・・・56, 58

眼振・・・・・・・・・・・・・・・・・・・・・・・・・・・・・・・・・・・・・・・・・・・・・・・・・・・・・・・・・・315

肝腎陥凹・・・・・・・・・・・・・・・・・・・・・・・・・・・・・・・・・・・・・・・・・・・・・・・・・・・63

眼神経・・・・・・・・・・・・・・・・・・・・・・・・・・・・・・・・・・・・・・・・・・・・・210, 292

肝神経叢・・・・・・・・・・・・・・・・・・・・・・・・・・・・・・・・・・・・・・・・・・・・・・・・・・・66

灌水様雑音・・・・・・・・・・・・・・・・・・・・・・・・・・・・・・・・・・・・・・・・・・・126

がん性疼痛・・・・・・・・・・・・・・・・・・・・・・・・・・・・・・・・・・・・・・・・・・・・・・66

関節・・・・・・・・・・・・・・・・・・・・・・・・・・・・・・・・・・・・・・・・・・・・・・・・・・・・・・35, 36

関節円板・・・・・・・・・・・・・・・・・・・・・・・・・・・・・・・・・・・・・・・・・・36, 140

関節窩・・・・・・・・・・・・・・・・・・・・・・・・・・・・・・・・・・・・・・・・・・・・・・・36, 153

関節腔・・・・・・・・・・・・・・・・・・・・・・・・・・・・・・・・・・・・・・・・・・・・・・・・・・・・・・・・36

関節血症・・・・・・・・・・・・・・・・・・・・・・・・・・・・・・・・・・・・・・・・・・・・・・・・164

関節上腕靱帯・・・・・・・・・・・・・・・・・・・・・・・・・・・・・・・・・・・・・・・138

肝切除術・・・・・・・・・・・・・・・・・・・・・・・・・・・・・・・・・・・・・・・・・・・・・・・・・・・55

関節唇・・・・・・・・・・・・・・・・・・・・・・・・・・・・・・・・・・・・・・・・・・・・・・・・・・・・・153

関節水症・・・・・・・・・・・・・・・・・・・・・・・・・・・・・・・・・・・・・・・・・・・・・・・・164

関節頭・・・・・・・・・・・・・・・・・・・・・・・・・・・・・・・・・・・・・・・・・・・・・・・・・・・・・・・・36

関節内靱帯・・・・・・・・・・・・・・・・・・・・・・・・・・・・・・・・・・・・・・・・・・・・・・36

関節軟骨・・・・・・・・・・・・・・・・・・・・・・・・・・・・・・・・・・・・・・・・・・・・・・・・・・・36

関節半月・・・・・・・・・・・・・・・・・・・・・・・・・・・・・・・・・・・・・・・・・・36, 162

間接（非抱合型）ビリルビン・・・・・・・・60

間接ヘルニア・・・・・・・・・・・・・・・・・・・・・・・・・・・・・・・・・・・・・・・191

関節包・・・・・・・・・・・・・・・・・・・・・・・・・・・・・・・・・・・・・・・・・・・・・・・・・・・・・・・・36

間接路・・・・・・・・・・・・・・・・・・・・・・・・・・・・・・・・・・・・・・・・・・・・・・・・・・・・・269

感染・・・・・・・・・・・・・・・・・・・・・・・・・・・・・・・・・・・・・・・・・・・・・・・・・・・・・・・・・・258

肝臓・・・・・・・・・・・・・・・・・・・・・・・・・・・・・・・・・・・・・・・・・・・・・40, 46, 134

肝臓がん（肝がん）・・・・・・・・・・・・・・・・・・・・・・・・・・・・・・55

桿体細胞・・・・・・・・・・・・・・・・・・・・・・・・・・・・・・・・・・・・・・・・・・・・・・・・306

肝動脈・・・・・・・・・・・・・・・・・・・・・・・・・・・・・・・・・・・・・・・・・・55, 56, 59

冠動脈（冠状動脈）・・・・・・・・・・・・・・・・・・・・・・・・・・・120

冠動脈造影・・・・・・・・・・・・・・・・・・・・・・・・・・120, 121, 123

肝動脈塞栓術・・・・・・・・・・・・・・・・・・・・・・・・・・・・・・・・・・・・・・・・・・55

嵌頓（非還納性）ヘルニア・・190, 191

管内体液・・・・・・・・・・・・・・・・・・・・・・・・・・・・・・・・・・・・・・・・・・・・・・・・104

眼内レンズ・・・・・・・・・・・・・・・・・・・・・・・・・・・・・・・・・・・・・・・・・・・301

間脳・・・・・・・・・・・・・・・・・・・・・・・・・・・・・・・・・・・・・・・・・・・19, 239, 242

肝不全・・・・・・・・・・・・・・・・・・・・・・・・・・・・・・・・・・・・・・・・・・・・・・・・・・・・・・・・56

肝部分切除術・・・・・・・・・・・・・・・・・・・・・・・・・・・・・・・・・・・・・・・・・・56

眼房・・・・・・・・・・・・・・・・・・・・・・・・・・・・・・・・・・・・・・・・・・・・・・・・・・・・・・・・・・299

間膜・・・・・・・・・・・・・・・・・・・・・・・・・・・・・・・・・・・・・・・・・・・・・・・・・・・・・・・・・・・・・61

間膜ヒモ・・・・・・・・・・・・・・・・・・・・・・・・・・・・・・・・・・・・・・・・・・・・・・・・・・・69

ガンマナイフ・・・・・・・・・・・・・・・・・・・・・・・・・・・・・・・・・・・・・・・294

肝三つ組・・・・・・・・・・・・・・・・・・・・・・・・・・・・・・・・・・・・・・・・・・・・・・・・・・・58

顔面感覚異常・・・・・・・・・・・・・・・・・・・・・・・・・・・・・・・・・・・・・・・250

顔面筋・・・・・・・・・・・・・・・・・・・・・・・・・・・207, 213, 214, 221

顔面骨・・・・・・・・・・・・・・・・・・・・・・・・・・・・・・・・・・・・・・・・・・・・・205, 206

顔面神経（CNⅦ）・・・・・・・・・・・208, 213, 214,  
229, 220, 230, 253, 279, 283

顔面神経核（Ⅶ）・・・・・・・・・・・・・・・・・・・・・・・・・・・・・・・264

顔面神経管・・・・・・・・・・・・・・・・・・・・・・・・・・・・・・・・・・・・・・・・・・・213

顔面神経麻痺・・・・・・・・・・・・・・・・・・・・・・・・・・・・・・・213, 231

顔面動脈・・・・・・・・・・・・・・・・・・・・・・・・・・・・・・・・・・・・・・・・211, 290

肝門・・・・・・・・・・・・・・・・・・・・・・・・・・・・・・・・・・・・・・・・・・・・・・・・・・・・・・・・・・・・・56

肝門脈・・・・・・・・・・・・・・・・・・・・・・・・・・・・・・・・・・・・・・・・・・・・・108, 129

還流血液量・・・・・・・・・・・・・・・・・・・・・・・・・・・・・・・・・・・・・・・・・・・・112

肝類洞・・・・・・・・・・・・・・・・・・・・・・・・・・・・・・・・・・・・・・・・・・・・・・・・・・・・・・・・58

関連痛・・・・・・・・・・・・・・・・・・・・・・・28, 30, 115, 185, 210

き
記憶法・・・・・・・・・・・・・・・・・・・・・・・・・・・・・・・・・・・・・・・・・・・・・・・・・・・・・279

器官・・・・・・・・・・・・・・・・・・・・・・・・・・・・・・・・・・・・・・・・・・・・・・・・・・・・・・・・・・・・・16

気管・・・・・・・・・・・・・・・・・・・・・・・・・・・・・・・・・・・・・・・76, 84, 91, 100

気管入口・・・・・・・・・・・・・・・・・・・・・・・・・・・・・・・・・・・・・・・・・・・・・・・・226

気管筋・・・・・・・・・・・・・・・・・・・・・・・・・・・・・・・・・・・・・・・・・・・・・・・・・・・・・・・・78

器官系・・・・・・・・・・・・・・・・・・・・・・・・・・・・・・・・・・・・・・・・・・・・・・・・・・・・・・・・16

気管呼吸・・・・・・・・・・・・・・・・・・・・・・・・・・・・・・・・・・・・・・・・・・・・・・・・・・・76

気管支・・・・・・・・・・・・・・・・・・・・・・・・・・・・・・・・・・・・・・・・・・・・・・・・・84, 91

気管支樹・・・・・・・・・・・・・・・・・・・・・・・・・・・・・・・・・・・・・・・・・・・・・・・・・・・88

気管支腺・・・・・・・・・・・・・・・・・・・・・・・・・・・・・・・・・・・・・・・・・・・・・・・・・・・79

気管支喘息・・・・・・・・・・・・・・・・・・・・・・・・・・・・・・・・・・・・・・・・・・・・・・89

気管支動脈・・・・・・・・・・・・・・・・・・・・・・・・・・・・・・・・・・・・・・・・・・・・・・80

気管支軟骨・・・・・・・・・・・・・・・・・・・・・・・・・・・・・・・・・・・・・・・・・・・・・・79

気管支肺炎（小葉性肺炎）・・・・・・・・87, 88

気管支芽・・・・・・・・・・・・・・・・・・・・・・・・・・・・・・・・・・・・・・・・・・・・19, 77

偽関節・・・・・・・・・・・・・・・・・・・・・・・・・・・・・・・・・・・・・・・・・・・・・159, 161

気管切開・・・・・・・・・・・・・・・・・・・・・・・・・・・・・・・・・・・・・・・・・・・・84, 86

気管腺・気管支腺・・・・・・・・・・・・・・・・・・・・・・・・・・・・・・・・84

気管内挿管・・・・・・・・・・・・・・・・・・・・・・・・・・・・・・・・・・・・・・・85, 86

気管分岐・・・・・・・・・・・・・・・・・・・・・・・・・・・・・・・・・・・・・・・・・・・・・・・・100

気管分岐部（大動脈交叉部）・・・・・・・・・・43

気管竜骨（気管カリナ）・・・・・・・・・・・・・・・・・・・・78

気胸・・・・・・・・・・・・・・・・・・・・・・・・・・・・・・・・・・・・・・・・・・・・・・・・・・・・・・・・・・・・・93

偽腔・・・・・・・・・・・・・・・・・・・・・・・・・・・・・・・・・・・・・・・・・・・・・・・・・・・・・・・・・・・115

奇形種・・・・・・・・・・・・・・・・・・・・・・・・・・・・・・・・・・・・・・・・・・・・・・・・・・・・・・・・21

起坐呼吸・・・・・・・・・・・・・・・・・・・・・・・・・・・・・・・・・・・・・・・・・・92, 113

奇静脈弓・・・・・・・・・・・・・・・・・・・・・・・・・・・・・・・・・・・・・・・・・・・・・・・・・・・91

奇静脈系・・・・・・・・・・・・・・・・・・・・・・・・・・・・・・・・・・・・・・・・・・・・90, 92

偽小葉・・・・・・・・・・・・・・・・・・・・・・・・・・・・・・・・・・・・・・・・・・・・・・・・・58, 59

基靱帯（子宮頚横靱帯）・181, 196, 198

基靱帯リンパ節・・・・・・・・・・・・・・・・・・・・・・・・・・・・・・・・・・199

基礎分泌・・・・・・・・・・・・・・・・・・・・・・・・・・・・・・・302, 303, 304

基底核関連核・・・・・・・・・・・・・・・・・・・・・・・・・・・・・・・・・・・・・・・242

基底板・・・・・・・・・・・・・・・・・・・・・・・・・・・・・・・・・・・・・・・・・・・・・・・・・33, 34

気道・・・・・・・・・・・・・・・・・・・・・・・・・・・・・・・・・・・・・・・・・・・・・・・78, 84, 87

気道確保・・・・・・・・・・・・・・・・・・・・・・・・・・・・・・・・・・・・・・・・・・・・84, 85

気道分泌液・・・・・・・・・・・・・・・・・・・・・・・・・・・・・・・・・・・・・・・・・・・・・・79

企図振戦・・・・・・・・・・・・・・・・・・・・・・・・・・・・・・・・・・・・・・・・・・・・・・・・250

稀突起膠細胞（オリゴデンドロ・
グリア）・・・・・・・・・・・・・・・・・・・・・・・・・・・・・・・・・・・・・・・・・・・・・・・247

キヌタ骨・・・・・・・・・・・・・・・・・・・・・・・・・・・・・・・・・・・・・・・・309, 310

機能血管・・・・・・・・・・・・・・・・・・・・・・・・・・・・・・・・・・・・・・・・・・・・56, 59

機能失調・・・・・・・・・・・・・・・・・・・・・・・・・・・・・・・・・・・・・・・・・・・・・・・・219

機能血・・・・・・・・・・・・・・・・・・・・・・・・・・・・・・・・・・・・・・・・・・・・・・・・・・・・・・・・80

機能的右葉・・・・・・・・・・・・・・・・・・・・・・・・・・・・・・・・46, 55, 56

326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機能的左葉・・・・・・・・・・・・・・・・・・・・・・・・・・・・・・・・・・・・・・・55, 56

気嚢胞・・・・・・・・・・・・・・・・・・・・・・・・・・・・・・・・・・・・・・・・・・・・・・・・・93, 94

基本味・・・・・・・・・・・・・・・・・・・・・・・・・・・・・・・・・・・・・・・・・・・・・・・・・・・・・287

気門・・・・・・・・・・・・・・・・・・・・・・・・・・・・・・・・・・・・・・・・・・・・・・・・・・・・・・・・・・・・・76

脚間窩・・・・・・・・・・・・・・・・・・・・・・・・・・・・・・・・・・・・・・・・・・・・・・・・・・・・・243

逆説性歩行・・・・・・・・・・・・・・・・・・・・・・・・・・・・・・・・・・・・・・・・・・・267

逆流・・・・・・・・・・・・・・・・・・・・・・・・・・・・・・・・・・・・・・・・・・・・・・・・・・・・・・・・・・221

逆流性拡張期雑音・・・・・・・・・・・・・・・・・・・・・・・・・・・・・126

逆流性雑音・・・・・・・・・・・・・・・・・・・・・・・・・・・・・・・・・・・・・・・・・・・124

逆流性収縮期雑音・・・・・・・・・・・・・・・・・・・・・・・・・・・・・126

逆流性食道炎・・・・・・・・・・・・・・・・・・・・・・・・・・・・・・・・・・・・・・・・・・98

逆行性尿路造影・・・・・・・・・・・・・・・・・・・・・・・・・・183, 184

臼蓋形成不全・・・・・・・・・・・・・・・・・・・・・・・・・・・・・・・・・・・・・・・・・・37

嗅覚・・・・・・・・・・・・・・・・・・・・・・・・・・・・・・・・・・・・・・・・・204, 259, 285

嗅覚器・・・・・・・・・・・・・・・・・・・・・・・・・・・・・・・・・・・・・・・・・・・・・・・・・・・・・286

球関節・・・・・・・・・・・・・・・・・・・・・・・・・・・・・36, 142, 153, 160

球形嚢・・・・・・・・・・・・・・・・・・・・・・・・・・・・・・・・・・・・・・・・・・・・・312, 314

球形嚢斑・・・・・・・・・・・・・・・・・・・・・・・・・・・・・・・・・・・・・・・・・・・・・・・・314

嗅細胞・・・・・・・・・・・・・・・・・・・・・・・・・・・・・・・・・・・・・・・・・・・・・・・・・・・・・286

吸収・・・・・・・・・・・・・・・・・・・・・・・・・・・・・・・・・・・・・・・・・・・・・・・・・・・・・・・・・・・・・40

臼状関節・・・・・・・・・・・・・・・・・・・・・・・・36, 142, 159, 160

嗅神経・・・・・・・・・・・・・・・・・・・・・・・・・・・・・・・・・・・・・・・・・・・・・279, 286

求心性（感覚）線維・・・・・・・・・・・・・・・・278, 279

求心性（感覚）ニューロン・・238, 279

急性硬膜下血腫・・・・・・・・・・・・・・・・・・・・・・・・・・・・・・・・・・235

急性心不全・・・・・・・・・・・・・・・・・・・・・・・・・・・・・・・・・・・・・・・・・・・・113

急性腎不全・・・・・・・・・・・・・・・・・・・・・・・・・・・・・・・・・・・・・・・・・・・186

急性大動脈解離（解離性大動脈瘤）・
・・・・・・・・・・・・・・・・・・・・・・・・・・・・・・・・・・・・・・・・・・・・・・・・・・・・・・・114, 115

急性中耳炎・・・・・・・・・・・・・・・・・・・・・・・・・・・・・・・・・・・・・・・・・・・316

急性乳様突起炎・・・・・・・・・・・・・・・・・・・・・・・・・・・・・・・・・・316

急性肺動脈血栓塞栓症・・・・・・・・・・・・・・・・・・・135

嗅粘膜・・・・・・・・・・・・・・・・・・・・・・・・・・・・・・・・・・・・・・・・・・・・・・・・・・・・・286

球麻痺・・・・・・・・・・・・・・・・・・・・・・・・・・・・・・・・・・・・・・・・・・・・・219, 220

嗅毛・・・・・・・・・・・・・・・・・・・・・・・・・・・・・・・・・・・・・・・・・・・・・・・・・・・・・・・・・・286

橋・・・・・・・・・・・・・・・・・・・・・・・・・・・・・・19, 220, 239, 244, 252

橋核・・・・・・・・・・・・・・・・・・・・・・・・・・・・・・・・・・・・・・・・・・・・・・・・・・242, 244

胸郭・・・・・・・・・・・・・・・・・・・・・・・・・・・・・・・・・・・・・・・・・・・・・・・・・・・・・・・・・・・・・93

胸郭上口・・・・・・・・・・・・・・・・・・・・・・・・・・・・・・・・・・・・・・・・・・・・・・・・・・・90

胸郭出口・・・・・・・・・・・・・・・・・・・・・・・・・・・・・・・・・・・・・・・・・・・・・・・・150

胸郭出口症候群・・・・・・・・・・・・・・・・・・・・・・・・・・・・・・・・・・150

胸管・・・・・・・・・・・・・・・・・・・・・・・・・・・・・・・・・・・・・・・・・・・・・・・・・・・・・・・・・・105

頬筋枝・・・・・・・・・・・・・・・・・・・・・・・・・・・・・・・・・・・・・・・・・・・・・・・・・・・・・213

胸腔内臓器・・・・・・・・・・・・・・・・・・・・・・・・・・・・・・・・・・・・・・・・・・・・・・93

胸腔・・・・・・・・・・・・・・・・・・・・・・・・・・・・・・・・・・・・・・・・・・・・・・・・・・・・・・12, 93

胸骨角（Louis角）・・・・・・・・・・・・・・・・・・・・・・・・・・・・・・・・78

胸骨角平面・・・・・・・・・・・・・・・・・・・・・・・・・・・・・・・・・・・・・13, 101

胸骨後ヘルニア・・・・・・・・・・・・・・・・・・・・・・・・・・・・・・・・・・・・・98

頬骨枝・・・・・・・・・・・・・・・・・・・・・・・・・・・・・・・・・・・・・・・・・・・・・・・・・・・・・213

胸骨線・・・・・・・・・・・・・・・・・・・・・・・・・・・・・・・・・・・・・・・・・・・・・・・・・・・・・・・・13

狭骨盤・・・・・・・・・・・・・・・・・・・・・・・・・・・・・・・・・・・・・・・・・・・・・176, 177

頬骨部・・・・・・・・・・・・・・・・・・・・・・・・・・・・・・・・・・・・・・・・・・・・・・・・・・・・・204

胸鎖関節・・・・・・・・・・・・・・・・・・・・・・・・・・・・・・・・・・・・・・・・138, 154

胸鎖乳突筋・・・・・・・・・・・・・・・・・・・・・・・・・・・・・・・・・・・・・・・・・・・223

橋縦束・・・・・・・・・・・・・・・・・・・・・・・・・・・・・・・・・・・・・・・・・・・・・・・・・・・・・244

胸神経・・・・・・・・・・・・・・・・・・・・・・・・・・・・・・・・・・・・・・・・・・・・・・・・・・・・・279

狭心症・・・・・・・・・・・・・・・・・・・・・・・・・・・・・・・・・・・・・・・・・・・・・120, 123

狭心痛・・・・・・・・・・・・・・・・・・・・・・・・・・・・・・・・・・・・・・・・・・・・・・・31, 123

胸髄・・・・・・・・・・・・・・・・・・・・・・・・・・・・・・・・・・・・・・・・・・・・・・・・・・・・・・・・・・240

胸腺・・・・・・・・・・・・・・・・・・・・・・・・・・・・・・・・・・・・・・・・・・・・・・・・・・・・・・・・・・・・・91

胸腺腫・・・・・・・・・・・・・・・・・・・・・・・・・・・・・・・・・・・・・・・・・・・・・・・・・90, 91

胸大動脈・・・・・・・・・・・・・・・・・・・・・・・・・・・・・・・・・・・・・・・・・・・・・・・・100

胸大動脈瘤・・・・・・・・・・・・・・・・・・・・・・・・・・・・・・・・・・・114, 115

協調運動・・・・・・・・・・・・・・・・・・・・・・・・・・・・・・・・・・・・・・・・・・・・・・・・268

協調運動障害・・・・・・・・・・・・・・・・・・・・・・・・・・・・・・・・・・・・・・・250

胸椎・・・・・・・・・・・・・・・・・・・・・・・・・・・・・・・・・・・・・・・・・・・・・・・・・・・・・・・・・・168

胸痛・・・・・・・・・・・・・・・・・・・・・・・・・・・・・・・・・・・・・・・・・・・・・・・・・・・・・・・・・・・・・95

橋底部・・・・・・・・・・・・・・・・・・・・・・・・・・・・・・・・・・・・・・・・・・・・・・・・・・・・・244

橋動脈・・・・・・・・・・・・・・・・・・・・・・・・・・・・・・・・・・・・・・・・・・・・・232, 245

胸背神経・・・・・・・・・・・・・・・・・・・・・・・・・・・・・・・・・・・・・・・・・・・・・・・・151

橋背部・・・・・・・・・・・・・・・・・・・・・・・・・・・・・・・・・・・・・・・・・・・・・・・・・・・・・244

峡部・・・・・・・・・・・・・・・・・・・・・・・・・・・・・・・・・・・・・・・・・・・・・・・・・・・・・・・・・・180

胸腹壁静脈・・・・・・・・・・・・・・・・・・・・・・・・・・・・・・・・・・・・・・・・・・・・・・92

胸腹膜ヒダ・・・・・・・・・・・・・・・・・・・・・・・・・・・・・・・・・・・・・・・96, 97

胸腹裂孔ヘルニア・・・・・・・・・・・・・・・・・・・・・・・・・96, 98

胸部単純X線写真・・・・・・・・・・・・・・・・・・・・・・・・・・・・・・・・99

強膜・・・・・・・・・・・・・・・・・・・・・・・・・・・・・・・・・・・・・・・・・・・・・・・・・・・・・・・・・・299

胸膜・・・・・・・・・・・・・・・・・・・・・・・・・・・・・・・・・・・・・・・・・・・・・・・・・・・・・・・・・・・・・94

胸膜液・・・・・・・・・・・・・・・・・・・・・・・・・・・・・・・・・・・・・・・・・・・・・・・・・93, 94

胸膜腔・・・・・・・・・・・・・・・・・・・・・・・・・・・・・・・・・・・・・・・・・・93, 94, 97

胸膜弾性板・・・・・・・・・・・・・・・・・・・・・・・・・・・・・・・・・・・・・・・・・・・・・・94

胸肋三角・・・・・・・・・・・・・・・・・・・・・・・・・・・・・・・・・・・・・96, 97, 98

棘下筋・・・・・・・・・・・・・・・・・・・・・・・・・・・・・・・・・・・・・・・・・・・・・145, 154

棘間径・・・・・・・・・・・・・・・・・・・・・・・・・・・・・・・・・・・・・・・・・・・・・・・・・・・・・176

棘間靱帯・・・・・・・・・・・・・・・・・・・・・・・・・・・・・・・・・・・・・・・・・・・・・・・・169

棘上筋・・・・・・・・・・・・・・・・・・・・・・・・・・・・・・・・・・・・145, 154, 155

棘上筋腱・・・・・・・・・・・・・・・・・・・・・・・・・・・・・・・・・・・・・・・・・・・・・・・・154

棘上靱帯・・・・・・・・・・・・・・・・・・・・・・・・・・・・・・・・・・・・・・・・・・・・・・・・169

局所的調節・・・・・・・・・・・・・・・・・・・・・・・・・・・・・・・・・・・・・・・・・・・109

局所麻酔薬中毒・・・・・・・・・・・・・・・・・・・・・・・・・・・・・・・・・・258

曲尿細管・・・・・・・・・・・・・・・・・・・・・・・・・・・・・・・・・・・・・・・・・・・・・・・・187

虚血性心疾患・・・・・・・・・・・・・・・・・・・・・・・・・・・・・・・・・・・・・・・120

虚血性大腸炎・・・・・・・・・・・・・・・・・・・・・・・・・・・・・・・・・・・・・・・・・・73

距骨・・・・・・・・・・・・・・・・・・・・・・・・・・・・・・・・・・・・・・・・・・・・・・・・・・・・・・・・・・143

距骨下関節・・・・・・・・・・・・・・・・・・・・・・・・・・・・・・・・・・・・・・・・・・・143

挙上・・・・・・・・・・・・・・・・・・・・・・・・・・・・・・・・・・・・14, 85, 145, 164

距踵舟関節・・・・・・・・・・・・・・・・・・・・・・・・・・・・・・・・・・・・・・・・・・・143

近位・・・・・・・・・・・・・・・・・・・・・・・・・・・・・・・・・・・・・・・・・・・・・・・・・・・・・・・・・・・・・13

近位指節間関節（PIP関節）・・・・・・・・・142

近位趾節間関節（PIP関節）・・・・・・・・・143

筋間（Auerbach）神経叢・
・・・・・・・・・・・・・・・・・・・・・・・・・・・・・・・・・・・・・・・・・・・・・・42, 46, 49, 50

筋緊張・・・・・・・・・・・・・・・・・・・・・・・・・・・・・・・・・・・・・・・・・・・・・・・・・・・・・312

筋型動脈・・・・・・・・・・・・・・・・・・・・・・・・・・・・・・・・・・・・・・・・・・・・・・・・106

筋原線維・・・・・・・・・・・・・・・・・・・・・・・・・・・・・・・・・・・・・・・・・・・・・・・・・・・33

筋固縮・・・・・・・・・・・・・・・・・・・・・・・・・・・・・・・・・・・・・・・・・・・・・・・・・・・・・266

筋細胞膜・・・・・・・・・・・・・・・・・・・・・・・・・・・・・・・・・・・・・・・・・・・・33, 34

筋三角・・・・・・・・・・・・・・・・・・・・・・・・・・・・・・・・・・・・・・・・・・・・・・・・・・・・・205

近視・・・・・・・・・・・・・・・・・・・・・・・・・・・・・・・・・・・・・・・・・・・・・・・・・・・・・・・・・・300

筋ジストロフィー・・・・・・・・・・・・・・・・・・・・・・・・・32, 34

筋線維・・・・・・・・・・・・・・・・・・・・・・・・・・・・・・・・・・・・・・・・・・・・・・・・・・・・・・・・32

筋線維（筋細胞）・・・・・・・・・・・・・・・・・・・・23, 32, 33

筋線維束・・・・・・・・・・・・・・・・・・・・・・・・・・・・・・・・・・・・・・・・・・・・・・・・・・・33

筋層・・・・・・・・・・・・・・・・・・・・・・・・・・・・・・・・・・・・・・・・・・・・・・・42, 50, 73

筋組織・・・・・・・・・・・・・・・・・・・・・・・・・・・・・・・・・・・・・・・・・・21, 22, 23

筋肉内注射・・・・・・・・・・・・・・・・・・・・・・・・・・・・・・・・・・・・・・・・・・・133

筋皮神経・・・・・・・・・・・・・・・・・・・・・・・・・・・・・・・・・・・・・・・・150, 151

筋フィラメント・・・・・・・・・・・・・・・・・・・・・・・・・・・・・・・・・・・・・33

筋膜・・・・・・・・・・・・・・・・・・・・・・・・・・・・・・・・・・・・・・・・・・・・・・・・・・・・・・・・・・・・・34

筋膜切開・・・・・・・・・・・・・・・・・・・・・・・・・・・・・・・・・・・・・・・・・・・・・・・・165

筋裂孔・・・・・・・・・・・・・・・・・・・・・・・・・・・・・・・・・・・・・・・・・・・・・・・・・・・・・191

327索　引

IN
D
E
X



く
区域気管支・・・・・・・・・・・・・・・・・・・77, 78, 80, 84, 87

隅角（虹彩角膜角）・・・・・・・・・・・・・・・・・・・・・・・・・・・300

空腸・・・・・・・・・・・・・・・・・・・・・・・・・・・・・・・・・・・・・・・・・・・・・・・40, 45, 46

駆出期・・・・・・・・・・・・・・・・・・・・・・・・・・・・・・・・・・・・・・・・・・・・・124, 126

駆出性雑音・・・・・・・・・・・・・・・・・・・・・・・・・・・・・・・・・・・124, 126

駆出性収縮期雑音・・・・・・・・・・・・・・・・・・・・・・・・・・・・・126

口呼吸・・・・・・・・・・・・・・・・・・・・・・・・・・・・・・・・・・・・・・・・・・・・・・・・・84, 85

屈曲・・・・・・・・・・・・・・・・・・・・・・・・・・・・・・・・・・14, 145, 148, 153

屈折異常・・・・・・・・・・・・・・・・・・・・・・・・・・・・・・・・・・・・・・・・299, 300

屈折率・・・・・・・・・・・・・・・・・・・・・・・・・・・・・・・・・・・・・・・・・・・・・・・・・・・・・300

頚・・・・・・・・・・・・・・・・・・・・・・・・・・・・・・・・・・・・・・・・・・・・・・・・12, 138, 204

首吊り・・・・・・・・・・・・・・・・・・・・・・・・・・・・・・・・・・・・・・・・・・・・・・・・・・・・・224

クプラ・・・・・・・・・・・・・・・・・・・・・・・・・・・・・・・・・・・・・・・・・・・・・312, 314

クモ膜・・・・・・・・・・・・・・・・・・・・・・・・・・・・・・・・・・・・・・・・・・・・・255, 256

クモ膜下腔・
・・・・・・・・・・・・・・・・・・・232, 235, 248, 255, 256, 271

クモ膜下出血・・・・・・・・・・・・・・・・・・・・・・232, 247, 248

クモ膜下槽・・・・・・・・・・・・・・・・・・・・・・・・・・・・・・・・・・・・・・・・・・・235

クモ膜顆粒（Pacchioni小体）・
・・・・・・・・・・・・・・・・・・・・・・・・・・・・・・・・・・・・・・・・・・・・・・・・・・・・・・・271, 272

クララ細胞・・・・・・・・・・・・・・・・・・・・・・・・・・・・・・・・・・・・・・・・・・・・・・79

クリスタリン・・・・・・・・・・・・・・・・・・・・・・・・・・・・・・・・・・・・・・・301

グルカゴノーマ・・・・・・・・・・・・・・・・・・・・・・・・・・・・・・・・・・・・・65

グルカゴン・・・・・・・・・・・・・・・・・・・・・・・・・・・・・・・・・・・・・・・・・・・・・・65

グルクロン酸抱合・・・・・・・・・・・・・・・・・・・・・・・・・・・・・・・・59

くる病・・・・・・・・・・・・・・・・・・・・・・・・・・・・・・・・・・・・・・・・・・・・・・・・・25, 27

け
頚横神経・・・・・・・・・・・・・・・・・・・・・・・・・・・・・・・・・・・・・・・・・・・・・・・・210

頚胸神経節・・・・・・・・・・・・・・・・・・・・・・・・・・・・・・・・・・・・・・・・・・・283

経口投与・・・・・・・・・・・・・・・・・・・・・・・・・・・・・・・・・・・・・・・・・・・・・・・・133

脛骨・・・・・・・・・・・・・・・・・・・・・・・・・・・・・・・・・・・・・・・・・・・・・・・・・・142, 143

脛骨神経・・・・・・・・・・・・・・・・・・・・・・・・・・・・・・・147, 148, 167

頚三角・・・・・・・・・・・・・・・・・・・・・・・・・・・・・・・・・・・・・・・・・・・・・・・・・・・・・204

頚枝・・・・・・・・・・・・・・・・・・・・・・・・・・・・・・・・・・・・・・・・・・・・・・・・・・・・・・・・・・213

経耳管感染・・・・・・・・・・・・・・・・・・・・・・・・・・・・・・・・・・・316, 318

憩室・・・・・・・・・・・・・・・・・・・・・・・・・・・・・・・・・・・・・・・・・・・・・・・・・・・・・・・・・・・・・41

頚静脈孔・・・・・・・・・・・・・・・・・・・・・・・・・・・・・・・・・・・・・・・・・・・・・・・・228

頚静脈孔症候群・・・・・・・・・・・・・・・・・・・・・・・・・・226, 228

経静脈性尿路造影・・・・・・・・・・・・・・・・・・・・・・・・・・・・・184

頚神経・・・・・・・・・・・・・・・・・・・・・・・・・・・・・・・・・・・・・・・・・・・・・210, 279

頚神経叢・・・・・・・・・・・・・・・・・・・・・・・・・・・・・・・・・・・・・・・・・・・・・・・・280

頚髄・・・・・・・・・・・・・・・・・・・・・・・・・・・・・・・・・・・・・・・・・・・・・・・・・・・・・・・・・・240

頚髄離断・・・・・・・・・・・・・・・・・・・・・・・・・・・・・・・・・・・・・・・・224, 225

痙性麻痺・・・・・・・・・・・・・・・・・・・・・・・・・・・・・・・・・・・・・・・・・・・・・・・・263

頚切痕・・・・・・・・・・・・・・・・・・・・・・・・・・・・・・・・・・・・・・・・・・・・・・・・・・・・・101

頚体角・・・・・・・・・・・・・・・・・・・・・・・・・・・・・・・・・・・・・・・・・・・・・・・・・・・・・160

経直腸的走査法・・・・・・・・・・・・・・・・・・・・・・・・・・・・・・・・・・202

頚椎・・・・・・・・・・・・・・・・・・・・・・・・・・・・・・・・・・・・・・・・・168, 204, 223

頚椎損傷・・・・・・・・・・・・・・・・・・・・・・・・・・・・・・・・・・・・・・・・・・・・・・・・・・・85

頚椎脱臼・・・・・・・・・・・・・・・・・・・・・・・・・・・・・・・・・・・・・・・・・・・・・・・・224

頚椎椎間板ヘルニア・・・・・・・・・・・・・・・・・・・・・・・・168

頚動脈管・・・・・・・・・・・・・・・・・・・・・・・・・・・・・・・・・・・・・・・・・・・・・・・・・211

頚動脈三角・・・・・・・・・・・・・・・・・・・・・・・・・・・・・・・・・・・205, 223

頚動脈鞘・・・・・・・・・・・・・・・・・・・・・・・・・・・・・・・・・・・・・・・・・・・・・・・・223

頚動脈小体・・・・・・・・・・・・・・・・・・・・・・・・・・・・・・・・・・・・・・・・・・・・・・82

頚動脈洞・・・・・・・・・・・・・・・・・・・・・・211, 222, 223, 224

頚動脈洞枝・・・・・・・・・・・・・・・・・・・・・・・・・・・・・・・・・・・・・・・・・・・・・・82

頚動脈洞性失神・・・・・・・・・・・・・・・・・・・・・・・・・・・・・・・・・・224

頚動脈洞反射・・・・・・・・・・・・・・・・・・・・・・・・・・・・・・・・・・・・・・・223

頚動脈マッサージ・・・・・・・・・・・・・・・・・・・・・・・・・・・・・224

軽度屈曲位・・・・・・・・・・・・・・・・・・・・・・・・・・・・・・・・・・・・・・・・・・・163

茎突咽頭筋・・・・・・・・・・・・・・・・・・・・・・・・・・・・・・・・・・・・・・・・・・・209

茎突舌筋・・・・・・・・・・・・・・・・・・・・・・・・・・・・・・・・・・・・・・・・・・・・・・・・208

軽度難聴・・・・・・・・・・・・・・・・・・・・・・・・・・・・・・・・・・・・・・・・・・・・・・・・309

経皮的エタノール注入術・・・・・・・・・・・・・・・・・・55

頚部血管の圧迫・・・・・・・・・・・・・・・・・・・・・・・・・・・・・・・・・・224

頚部交感神経幹・・・・・・・・・・・・・・・・・・・・・・・・・・・・・・・・・・289

頚部骨折（内側骨折）・・・・・・・・・・・・・・159, 161

頚部神経・・・・・・・・・・・・・・・・・・・・・・・・・・・・・・・・・・・・・・・・・・・・・・・・224

頚部リンパ節腫脹・・・・・・・・・・・・・・・・・・・・・・・・・・・・・290

頚膨大・・・・・・・・・・・・・・・・・・・・・・・・・・・・・・・・・・・・・・・・・・・・・・・・・・・・・240

頚肋・・・・・・・・・・・・・・・・・・・・・・・・・・・・・・・・・・・・・・・・・・・・・・・・・・・・・・・・・・150

血圧・・・・・・・・・・・・・・・・・・・・・・・・・・・・・・・・109, 112, 127, 286

血圧受容器・・・・・・・・・・・・・・・・・・・・・・・・・・・・・・・・・・・・・・・・・・・223

血圧調節・・・・・・・・・・・・・・・・・・・・・・・・・・・・・・・・・・・・・・・・・・・・・・・・106

血圧低下・・・・・・・・・・・・・・・・・・・・・・・・・・・・・・・195, 224, 258

血液就下・・・・・・・・・・・・・・・・・・・・・・・・・・・・・・・・・・・・・・・・・・・・・・・・222

血液循環系・・・・・・・・・・・・・・・・・・・・・・・・・・・・・・・・・・・・・・・・・・・・112

血液透析・・・・・・・・・・・・・・・・・・・・・・・・・・・・・・・・・・・・・・・・186, 189

血液脳関門・・・・・・・・・・・・・・・・・・・・・・・・・・・・・・・・・・・107, 272

血管抵抗・・・・・・・・・・・・・・・・・・・・・・・・・・・・・・・・・・・・・・・・・・・・・・・・127

血管容量・・・・・・・・・・・・・・・・・・・・・・・・・・・・・・・・・・・・・・・・・・・・・・・・109

血管裂孔・・・・・・・・・・・・・・・・・・・・・・・・・・・・・・・・・・・・・・・・・・・・・・・・191

月経周期・・・・・・・・・・・・・・・・・・・・・・・・・・・・・・・・・・・・・・・・・・・・・・・・197

血行性転移・・・・・・・・・・・・・・・・・・・・・・・・・・・・・・・・・・・・・・・・・・・199

結合組織・・・・・・・・・・・・・・・・・・・・・・・・・・・・・・・・・・・・・21, 22, 23

血腫・・・・・・・・・・・・・・・・・・・・・・・・・・・・・・・・・・・・・・・・・・・・・・・・・・・・・・・・・・258

血漿・・・・・・・・・・・・・・・・・・・・・・・・・・・・・・・・・・・・・・・・・・・・・・・・・・・・・・・・・・・・・23

月状骨・・・・・・・・・・・・・・・・・・・・・・・・・・・・・・・・・・・・・・・・・・・・・・・・・・・・・141

血清・・・・・・・・・・・・・・・・・・・・・・・・・・・・・・・・・・・・・・・・・・・・・・・・・・・・・・・・・・303

結石・・・・・・・・・・・・・・・・・・・・・・・・・・・・・・・・・・・・・・・・・・・・・・・・・・・・・・・・・・183

結石疝痛・・・・・・・・・・・・・・・・・・・・・・・・・・・・・・・・・・・・・・・・・・・・・・・・183

結節間溝・・・・・・・・・・・・・・・・・・・・・・・・・・・・・・・・・・・・・・・・・・・・・・・・155

血栓・・・・・・・・・・・・・・・・・・・・・・・・・・・・・・・・・・・・・・・・・・・・・・・・・・・・・・・・・・123

血栓性静脈炎・・・・・・・・・・・・・・・・・・・・・・・・92, 130, 131

結腸・・・・・・・・・・・・・・・・・・・・・・・・・・・・・・・・・・・・・・・・・・・・・・・・・・・・・・・・・・・・・72

結腸間膜・・・・・・・・・・・・・・・・・・・・・・・・・・・・・・・・・・・・・・・・・・・・・・・・・・・69

結腸切痕・・・・・・・・・・・・・・・・・・・・・・・・・・・・・・・・・・・・・・・・・・・・72, 73

結腸半月ヒダ・・・・・・・・・・・・・・・・・・・・・・・・・・・・・・・・・・・・・・・・・・73

結腸ヒモ・・・・・・・・・・・・・・・・・・・・・・・・・・・・・・・・・・・・・68, 69, 73

結腸膨起（Haustra）・・・・・・・・・・・・・69, 72, 73

結腸溝・・・・・・・・・・・・・・・・・・・・・・・・・・・・・・・・・・・・・・・・・・・・・・・・・・・・・・・・69

血尿・・・・・・・・・・・・・・・・・・・・・・・・・・・・・・・・・・・・・・・・・・・・・・・・・・・・・・・・・・202

結膜・・・・・・・・・・・・・・・・・・・・・・・・・・・・・・・・・・・・・・・・・・・・・・・・・・・・・・・・・・302

血流分配・・・・・・・・・・・・・・・・・・・・・・・・・・・・・・・・・・・・・・・・・・・・・・・・106

下肺野・・・・・・・・・・・・・・・・・・・・・・・・・・・・・・・・・・・・・・・・・・・・・・・99, 100

下痢・・・・・・・・・・・・・・・・・・・・・・・・・・・・・・・・・・・・・・・・・・・・・・・・・・・・・・42, 70

腱・・・・・・・・・・・・・・・・・・・・・・・・・・・・・・・・・・・・・・・・・・・・・・・・・・32, 34, 215

肩関節・・・・・・・・・・・・・・・・・・・・・・・・・・・・・・・・・・・・・・・・・・・・・138, 153

肩関節複合体・・・・・・・・・・・・・・・・・・・・・・・・・・・・・・・153, 154

肩甲下角平面・・・・・・・・・・・・・・・・・・・・・・・・・・・・・・・・・・・・・・・・・・13

肩甲下筋・・・・・・・・・・・・・・・・・・・・・・・・・・・・・・・・・・・・・・・・145, 154

肩甲下神経・・・・・・・・・・・・・・・・・・・・・・・・・・・・・・・・・・・・・・・・・・・151

肩甲下線・・・・・・・・・・・・・・・・・・・・・・・・・・・・・・・・・・・・・・・・・・・・・・・・・・・13

肩甲胸郭関節・・・・・・・・・・・・・・・・・・・・・・138, 153, 154

肩甲挙筋・・・・・・・・・・・・・・・・・・・・・・・・・・・・・・・・・・・・・・・・・・・・・・・・145

肩甲骨・・・・・・・・・・・・・・・・・・・・・・・・・・・・・・・・・・・・100, 101, 138

肩甲鎖骨三角・・・・・・・・・・・・・・・・・・・・・・・・・・・・・・・・・・・・・・・205

肩甲上神経・・・・・・・・・・・・・・・・・・・・・・・・・・・・・・・・・・・・・・・・・・・151

肩甲上腕関節（第一肩関節）・

328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138, 153, 154

肩甲背神経・・・・・・・・・・・・・・・・・・・・・・・・・・・・・・・・・・・・・・・・・・・151

肩鎖関節・・・・・・・・・・・・・・・・・・・・・・・・・・・・・・・・・・・・・・・・138, 154

腱索・・・・・・・・・・・・・・・・・・・・・・・・・・・・・・・・・・・・・・・・・・・・・・・・・・・・・・・・・・124

原始腸管・・・・・・・・・・・・・・・・・・・・・・・・・・・・・・・・・・・・・・・・・・・・19, 41

剣状突起・・・・・・・・・・・・・・・・・・・・・・・・・・・・・・・・・・・・・・・・・・・・・・・・101

腱中心・・・・・・・・・・・・・・・・・・・・・・・・・・・・・・・・・・・・・・・・・・・・・・・・・・・・・・・・96

懸滴法・・・・・・・・・・・・・・・・・・・・・・・・・・・・・・・・・・・・・・・・・・・・・・・・・・・・・257

原尿・・・・・・・・・・・・・・・・・・・・・・・・・・・・・・・・・・・・・・・・・・・・・・・・・・・・・・・・・・183

原発性肝がん・・・・・・・・・・・・・・・・・・・・・・・・・・・・・・・・・・・・・・・・・・55

瞼板筋（Muller筋）・・・・・・・・・・・・・・・・・・289, 290

肩峰・・・・・・・・・・・・・・・・・・・・・・・・・・・・・・・・・・・・・・・・・・・・・・・・・・・・・・・・・・154

肩峰下（滑液）包・・・140, 153, 154, 155

肩峰下滑液包炎・・・・・・・・・・・・・・・・・・・・・・・・・・153, 155

肩峰下関節・・・・・・・・・・・・・・・・・138, 153, 154, 155

こ
高円柱上皮・・・・・・・・・・・・・・・・・・・・・・・・・・・・・・・・・・・・・・・・・・・197

口窩・・・・・・・・・・・・・・・・・・・・・・・・・・・・・・・・・・・・・・・・・・・・・・・・・・・・・・・・・・230

仰臥位AP像・・・・・・・・・・・・・・・・・・・・・・・・・・・・・・・・・・・・・・・・100

口蓋咽頭筋・・・・・・・・・・・・・・・・・・・・・・・・・・・・・・・・・・・・・・・・・・・209

口蓋筋・・・・・・・・・・・・・・・・・・・・・・・・・・・・・・・・・・・・・・・・・・・・・・・・・・・・・220

口蓋骨・・・・・・・・・・・・・・・・・・・・・・・・・・・・・・・・・・・・・・・・・・・・・・・・・・・・・206

口蓋垂筋・・・・・・・・・・・・・・・・・・・・・・・・・・・・・・・・・・・・・・・・・・・・・・・・209

口蓋舌筋・・・・・・・・・・・・・・・・・・・・・・・・・・・・・・・・・・・・・・・・・・・・・・・・209

口蓋帆挙筋・・・・・・・・・・・・・・・・・・・・・・・・・・・・・・・・・・・・・・・・・・・209

口蓋帆張筋・・・・・・・・・・・・・・・・・・・・・・・・・・・・・・・・・・・・・・・・・・・209

口蓋扁桃・・・・・・・・・・・・・・・・・・・・・・・・・・・・・・・・・・・・・・・・216, 218

口蓋扁桃摘出術・・・・・・・・・・・・・・・・・・・・・・・・・・216, 218

効果器・・・・・・・・・・・・・・・・・・・・・・・・・・・・・・・・・・・・・・・・・・・・・・・・・・・・・276

後角・・・・・・・・・・・・・・・・・・・・・・・・・・・・・・・・・・・・・・・・・・・・・・・・・・・・・・・・・・163

後下行枝・・・・・・・・・・・・・・・・・・・・・・・・・・・・・・・・・・・・・・・・・・・・・・・・122

膠芽腫（グリオブラストーマ）・・・・・・24

後下小脳動脈・・・・・・・・・・・・・・・・・・・・・・232, 245, 250

後下膵十二指腸動脈・・・・・・・・・・・・・・・・・・・・・・・・・・・65

交感神経・・・・・・・・・・・・・・・・・・・・・・・・・・・・・・・・・・・・・・・・・・81, 229

交感神経幹・・・・・・・・・・・・・・・・・・・・・・・・・・・・・・・・・・・・・91, 282

交感神経幹神経節（椎傍神経節）・
・・・・・・・・・・・・・・・・・・・・・・・・・・・・・・・・・・・・・・・・・・・・・・・・・・・・・・・・・・・・・・・282

交感神経系・・・・・・・・・・・・・・・・・・・・・・・・・・・・・・・・・・・112, 282

交感神経遮断効果・・・・・・・・・・・・・・・・・・・・・・・・・・・・・291

交感神経線維（ニューロン）・
・・・・・・・・・・・・・・・・・・・・・・・・・・・・・・・・・・・・・・・・・・・・・・・・・・・・・・・280, 282

交感神経路・・・・・・・・・・・・・・・・・・・・・・・・・・・・・・・・・・・・・・・・・・・289

後眼房・・・・・・・・・・・・・・・・・・・・・・・・・・・・・・・・・・・・・・・・・・・・・・・・・・・・・299

口峡・・・・・・・・・・・・・・・・・・・・・・・・・・・・・・・・・・・・・・・・・・・・・・・・・・216, 220

後距腓靱帯・・・・・・・・・・・・・・・・・・・・・・・・・・・・・・・・・・・・・・・・・・・143

咬筋・・・・・・・・・・・・・・・・・・・・・・・・・・・・・・・・・・・・・・・・・・・・・・・・・・・・・・・・・・208

後区・・・・・・・・・・・・・・・・・・・・・・・・・・・・・・・・・・・・・・・・・・・・・・・・・・・・・・・・・・・・・56

口腔・・・・・・・・・・・・・・・・・・・・・・・・・・・・・・・・・・・・・・・・・・・・・・・・・・・・40, 206

口腔乾燥・・・・・・・・・・・・・・・・・・・・・・・・・・・・・・・・・・・・・・・・・・・・・・・・213

口腔前庭・・・・・・・・・・・・・・・・・・・・・・・・・・・・・・・・・・・・・・・・・・・・・・・・229

後屈・・・・・・・・・・・・・・・・・・・・・・・・・・・・・・・・・・・・・・・・・・・・・・・・・・・・・・・・・・・・・14

後頚三角・・・・・・・・・・・・・・・・・・・・・・・・・・・・・・・・・・・・・・・・・・・・・・・・204

後頚部（項）・・・・・・・・・・・・・・・・・・・・・・・・・・・・・・・・・・・13, 204

攻撃因子・・・・・・・・・・・・・・・・・・・・・・・・・・・・・・・・・・・・・・・・・・・・・・・・・・・54

後交通動脈・・・・・・・・・・・・・・・・・・・・・・・・・・・・・・・・・・・・・・・・・・・248

後骨間神経・・・・・・・・・・・・・・・・・・・・・・・・・・・・・・・・・・・・・・・・・・・166

後骨間動脈・・・・・・・・・・・・・・・・・・・・・・・・・・・・・・・・・・・・・・・・・・・166

後根・・・・・・・・・・・・・・・・・・・・・・・・・・・・・・・・・・・・・・・・・・・31, 260, 279

虹彩・・・・・・・・・・・・・・・・・・・・・・・・・・・・・・・・・・・・・・・・・・・・・・・・・・299, 302

後索・・・・・・・・・・・・・・・・・・・・・・・・・・・・・・・・・・・・・・・・・・・・・・・・・・246, 260

後索核・・・・・・・・・・・・・・・・・・・・・・・・・・・・・・・・・・・・・・・・・・・・・246, 260

後索内側毛帯路（長後索路）・・・・・・・245

交叉性片麻痺・・・・・・・・・・・・・・・・・・・・・・・・・・・・・・・263, 265

後産・・・・・・・・・・・・・・・・・・・・・・・・・・・・・・・・・・・・・・・・・・・・・・・・・・・・・・・・・・193

後産期・・・・・・・・・・・・・・・・・・・・・・・・・・・・・・・・・・・・・・・・・・・・・・・・・・・・・193

後耳介筋・・・・・・・・・・・・・・・・・・・・・・・・・・・・・・・・・・・・・・・・・・・・・・・・208

後耳介動脈・・・・・・・・・・・・・・・・・・・・・・・・・・・・・・・・・・・・・・・・・・・・211

絞死（殺）・・・・・・・・・・・・・・・・・・・・・・・・・・・・・・・・・・・・・・222, 225

後縦隔・・・・・・・・・・・・・・・・・・・・・・・・・・・・・・・・・・・・・・・・・・・・・・・・・・・・・・・・90

後十字靱帯・・・・・・・・・・・・・・・・・・・・・・・・・・・・・・・・・・・141, 162

後縦靱帯・・・・・・・・・・・・・・・・・・・・・・・・・・・・・・・・・・・・・・・・169, 256

後縦靱帯骨化症・・・・・・・・・・・・・・・・・・・・・・・・・・・・・・・・・・169

後上膵十二指腸静脈・・・・・・・・・・・・・・・・・・・・・・・・・・・65

鈎状突起・・・・・・・・・・・・・・・・・・・・・・・・・・・・・・・・・・・・・・・・・・・・・・・・・・・64

甲状軟骨・・・・・・・・・・・・・・・・・・・・・・・・・・・・・・・・・・・・・・・・・・・・・・・・220

甲状披裂筋・・・・・・・・・・・・・・・・・・・・・・・・・・・・・・・・・・・・・・・・・・・210

梗塞（虚血壊死）・・・・・・・・・・・・・・・・・・・・・・・・・・・・・・・108

拘束性換気障害・・・・・・・・・・・・・・・・・・・・・・・・・・・・・・・・・・・・・89

後束神経束・・・・・・・・・・・・・・・・・・・・・・・・・・・・・・・・・・・150, 151

後退・・・・・・・・・・・・・・・・・・・・・・・・・・・・・・・・・・・・・・・・・・・・・・・・・・・・・・・・・・・・・14

高代謝回転・・・・・・・・・・・・・・・・・・・・・・・・・・・・・・・・・・・・・・・・・・・・・・27

後大脳動脈・・・・・・・・・・・・・・・・・232, 245, 247, 248

叩打痛・・・・・・・・・・・・・・・・・・・・・・・・・・・・・・・・・・・・・・・・・・・・・・・・・・・・・183

後腸・・・・・・・・・・・・・・・・・・・・・・・・・・・・・・・・・・・・・・・・・・・・・19, 41, 130

後腸動脈・・・・・・・・・・・・・・・・・・・・・・・・・・・・・・・・・・・・・・・・・・・・19, 42

交通性水頭症・・・・・・・・・・・・・・・・・・・・・・・・・・・・・・・271, 273

喉頭・・・・・・・・・・・・・・・・・84, 219, 220, 222, 223, 226

喉頭蓋・・・・・・・・・・・・・・・・・・・・・・・・・・・・・・・・・・・・・・・・・・・・・220, 226

後頭蓋窩・・・・・・・・・・・・・・・・・・・・・・・・・・・・・・・・・・・・・・・・・・・・・・・・206

喉頭筋・・・・・・・・・・・・・・・・・・・・・・・・・・・・・・・・・・・・・・・・・・・・・・・・・・・・・221

喉頭腔・・・・・・・・・・・・・・・・・・・・・・・・・・・・・・・・・・・・・・・・・・・・・・・・・・・・・227

喉頭原音・・・・・・・・・・・・・・・・・・・・・・・・・・・・・・・・・・・・・・・・226, 227

後頭骨・・・・・・・・・・・・・・・・・・・・・・・・・・・・・・・・・・・・・・・・・・・・・・・・・・・・・205

後頭三角（外側三角）・・・・・・・・・・・・・・・・・・・・・・205

喉頭前庭・・・・・・・・・・・・・・・・・・・・・・・・・・・・・・・・・・・・・・・・・・・・・・・・227

後頭動脈・・・・・・・・・・・・・・・・・・・・・・・・・・・・・・・・・・・・・・・・・・・・・・・・・211

喉頭軟骨・・・・・・・・・・・・・・・・・・・・・・・・・・・・・・・・・・・・・・・・・・・・・・・・226

後頭部・・・・・・・・・・・・・・・・・・・・・・・・・・・・・・・・・・・・・・・・・・・・・・・・・・・・・204

後頭葉・・・・・・・・・・・・・・・・・・・・・・・・・・・・・・・・・・・・240, 241, 307

後頭葉皮質（視覚野）・・・・・・・・・・・・・・・・・・・・・・307

高度難聴・・・・・・・・・・・・・・・・・・・・・・・・・・・・・・・・・・・・・・・・・・・・・・・・309

広背筋・・・・・・・・・・・・・・・・・・・・・・・・・・・・・・・・・・・・・・・・・・・・・・・・・・・・・145

後半規管・・・・・・・・・・・・・・・・・・・・・・・・・・・・・・・・・・・・・・・・・・・・・・・・314

後鼻孔・・・・・・・・・・・・・・・・・・・・・・・・・・・・・・・・・・・・・・・・・・・・・・・・・・・・・・・・84

高ビリルビン血症・・・・・・・・・・・・・・・・・・・・・・・・・58, 60

後腹膜器官・・・・・・・・・・・・・・・・・・・・・・・・・・・・・・・・・・・・・・・・・・・186

後腹膜臓器（腹膜後器官）・・・・・・・・61, 62

後方コンパートメント・・・・・・・・・・・・・・・・・・・167

後方障害・・・・・・・・・・・・・・・・・・・・・・・・・・・・・・・・・・・・・・・・・・・・・・・・・111

硬膜・・・・・・・・・・・・・・・・・・・・・・・・・・・・・・・・・・・・・・・・・・・・・・・・・・・・・・・・・・233

硬膜外腔（硬膜上腔）・・・・・・・・・・・・・・255, 256

硬膜外出血（血腫）・・・・・・・・・・・・・・・・・・・232, 233

硬膜外板（骨膜性硬膜）・・・・・・・・・233, 234

硬膜外ブロック・・・・・・・・・・・・・・・・・・・・・・・・・・・・・・・・・・255

硬膜外麻酔・・・・・・・・・・・・・・・・・・・・・・・・・・・・・・・・・・・193, 195

硬膜外無痛分娩・・・・・・・・・・・・・・・・・・・・・・・・・・・・・・・・・・195

硬膜下腔・・・・・・・・・・・・・・・・・・・・・・・・・・・・・・・・・・・・・・・・・・・・・・・・256

硬膜下出血（血腫）・・・・・・・・・・・・・・・・・・・・・・・・・・・232

硬膜静脈洞・・・・・・・・232, 234, 245, 255, 256

硬膜穿刺・・・・・・・・・・・・・・・・・・・・・・・・・・・・・・・・・・・・・・・・・・・・・・・・258

329索　引

IN
D
E
X



硬膜嚢・・・・・・・・・・・・・・・・・・・・・・・・・・・・・・・・・・・・255, 256, 258

後迷路性難聴・・・・・・・・・・・・・・・・・・・・・・・・・・・・・・・・・・・・・・・・311

肛門・・・・・・・・・・・・・・・・・・・・・・・・・・・・・・・・・・・・・・・・・・・・・・・・・・・・40, 130

肛門窩・・・・・・・・・・・・・・・・・・・・・・・・・・・・・・・・・・・・・・・・・・・・・130, 131

肛門管・・・・・・・・・・・・・・・・・・・・・・・46, 69, 130, 131, 181

肛門挙筋・・・・・・・・・・・・・・・・・・・・・・・・・・・・・・・・・・・・・・・・・・・・・・・・181

肛門挙筋（骨盤隔膜）・・・・・・・・・・・・・・130, 132

肛門クッション・・・・・・・・・・・・・・・・・・・69, 130, 131

肛門柱・・・・・・・・・・・・・・・・・・・・・・・・・・・・・・・・・・・・・・・・・・・・・130, 181

絞扼感・・・・・・・・・・・・・・・・・・・・・・・・・・・・・・・・・・・・・・・・・・・・・・・・・・・・・123

絞扼性ヘルニア・・・・・・・・・・・・・・・・・・・・・・・・・・・・・・・・・・190

後輪状披裂筋（後筋）・・・・・・・・・・・・・・210, 227

後弯・・・・・・・・・・・・・・・・・・・・・・・・・・・・・・・・・・・・・・・・・・・・・・・・・・・・・・・・・・169

混合腺・・・・・・・・・・・・・・・・・・・・・・・・・・・・・・・・・・・・・・・・・・・・・・・・・・・・・・・・79

誤嚥・・・・・・・・・・・・・・・・・・・・・・・・・・・・84, 85, 219, 220, 221

股関節・・・・・・・・・・・・・・・・・・・・・・・・・・・・・・・・・・・・159, 160, 174

股関節脱臼・・・・・・・・・・・・・・・・・・・・・・・・・・・・・・・・・・・・・・・・・・・・・・35

小刻み歩行・・・・・・・・・・・・・・・・・・・・・・・・・・・・・・・・・・・・・・・・・・・267

呼気時撮影・・・・・・・・・・・・・・・・・・・・・・・・・・・・・・・・・・・・・・・・・・・・・・95

呼吸・・・・・・・・・・・・・・・・・・・・・・・・・・・・・・・・・・・・・・・・・・・・・・・・・・・・76, 243

呼吸運動・・・・・・・・・・・・・・・・・・・・・・・・・・・・・・・・・・・・・・・・・・・・・・・・・・・93

呼吸器・・・・・・・・・・・・・・・・・・・・・・・・・・・・・・・・・・・・・・・・・・・・・・・・・・・・・・・・76

呼吸筋・・・・・・・・・・・・・・・・・・・・・・・・・・・・・・・・・・・・・・・・・・・・・・・・・・・・・・・・83

呼吸困難・・・・・・・・・・・・・・・・・・・・・・・・・・・・・・・・・・・・・・・・・・・・92, 95

呼吸細気管支・・・・・・・・・78, 79, 80, 84, 87, 88

呼吸中枢・・・・・・・・・・・・・・・・・・・・・・・・・・・・・・・・・・・・・・・・・・82, 252

呼吸停止・・・・・・・・・・・・・・・・・・・・・・・・・・・・・・・・・・・・・・・・・・・・・・・・251

呼吸部・・・・・・・・・・・・・・・・・・・・・・・・・・・・・・・・・・・・・・・・・・・・・・・・・87, 88

黒質・・・・・・・・・・・・・・・・・・・・・・・・・・・・・・・・242, 243, 266, 269

黒色便（メレナ）・・・・・・・・・・・・・・・・・・・・・・・・・・・・・・・・・・70

固視・・・・・・・・・・・・・・・・・・・・・・・・・・・・・・・・・・・・・・・・・・・・・・・・・・・・・・・・・・295

鼓室・・・・・・・・・・・・・・・・・・・・・・・・・・・・・・・・・・・・・・・・・・・・・・・・・・310, 316

五十肩・・・・・・・・・・・・・・・・・・・・・・・・・・・・・・・・・・・・・・・・・・・・・153, 154

骨化・・・・・・・・・・・・・・・・・・・・・・・・・・・・・・・・・・・・・・・・・・・・・・・・・・・・・・・・・・・・・19

骨格筋・・・・・・・・・・・・・・・・・・・・・・・・・・・・・・・・・・・・・・・・・・23, 32, 33

骨吸収・・・・・・・・・・・・・・・・・・・・・・・・・・・・・・・・・・・・・・・・・・・・・・・・・25, 27

骨形成・・・・・・・・・・・・・・・・・・・・・・・・・・・・・・・・・・・・・・・・・・・・・・・・・25, 27

骨細胞・・・・・・・・・・・・・・・・・・・・・・・・・・・・・・・・・・・・・・・・・・・・・・・・・・・・・・・・26

骨産道・・・・・・・・・・・・・・・・・・・・・・・・・・・・・・・・・・・・・・・・・・・・・・・・・・・・・193

骨髄組織・・・・・・・・・・・・・・・・・・・・・・・・・・・・・・・・・・・・・・・・・・・・・・・・・・・26

骨粗鬆症・・・・・・・・・・・・・・・・・・・・・・・・・・・・・・・・・・・・・・・・・・・・25, 27

骨代謝回転・・・・・・・・・・・・・・・・・・・・・・・・・・・・・・・・・・・・・・・・・・・・・・27

骨単位・・・・・・・・・・・・・・・・・・・・・・・・・・・・・・・・・・・・・・・・・・・・・・・・・・・・・・・・26

骨伝導・・・・・・・・・・・・・・・・・・・・・・・・・・・・・・・・・・・・・・・・・・・・・・・・・・・・・・311

骨軟化症・・・・・・・・・・・・・・・・・・・・・・・・・・・・・・・・・・・・・・・・・・・・25, 27

骨盤・・・・・・・・・・・・・・・・・・・・・・・・・・・・・・・・・・・・・・・・・・・・・・・・・・174, 175

骨盤（内）臓器・・・・・・・・・・・・・・・・・・・・・・・・・・・・・・・・・・178

骨盤隔膜・・・・・・・・・・・・・・・・・・・・・・・・・・・・・・・・・・・・・・・・・・・・・・・・174

骨盤下口（出口）・・・・・・・・・・・・・・・・・・・・・・・174, 176

骨盤腔・・・・・・・・・・・・・・・・・・・・・・・・・・・・・12, 174, 178, 193

骨盤上口（入口）・・・・・・・・・・・・・・・・・・・・・・・174, 193

骨盤臓器・・・・・・・・・・・・・・・・・・・・・・・・・・・・・・・・・・・・・・・・・・・・・・・・196

骨盤底筋・・・・・・・・・・・・・・・・・・・・・・・・・・・・・・・・・・・・・・・・193, 194

骨盤内臓神経（勃起神経）・
・・・・・・・・・・・・・・・・・・・・・・・・50, 70, 130, 132, 194, 283

骨盤膿瘍・・・・・・・・・・・・・・・・・・・・・・・・・・・・・・・・・・・・・・・・・・・・・・・・・・・61

骨盤部・・・・・・・・・・・・・・・・・・・・・・・・・・・・・・・・・・・・・・・・・・・・・・・・・・・・・174

骨盤リンパ節・・・・・・・・・・・・・・・・・・・・・・・・・・・・・・・・・・・・・・・199

骨迷路・・・・・・・・・・・・・・・・・・・・・・・・・・・・・・・・・・・・・・・・・・・・・・・・・・・・・313

骨転移・・・・・・・・・・・・・・・・・・・・・・・・・・・・・・・・・・・・・・・・・・・・・・・・・・・・・202

骨梁・・・・・・・・・・・・・・・・・・・・・・・・・・・・・・・・・・・・・・・・・・・・・・・・・・・・・・25, 26

骨量・・・・・・・・・・・・・・・・・・・・・・・・・・・・・・・・・・・・・・・・・・・・・・・・・・・・・・・・・・・・・25

鼓膜・・・・・・・・・・・・・・・・・・・・・・・・・・・・・・・・・・・・・・・・・309, 310, 316

鼓膜臍・・・・・・・・・・・・・・・・・・・・・・・・・・・・・・・・・・・・・・・・・・・・・・・・・・・・・310

鼓膜張筋・・・・・・・・・・・・・・・・・・・・・・・・・・・・・・・・・・・・・・・・310, 317

固有胃腺・・・・・・・・・・・・・・・・・・・・・・・・・・・・・・・・・・・・・・・・・・・・・・・・・・・52

固有胃腺（胃底腺）・・・・・・・・・・・・・・・・・・・・・・・44, 53

固有感覚・・・・・・・・・・・・・・・・・・・・・・・・・・・・・・・・・・・・・・・・・・・・・・・・・・・28

固有口腔・・・・・・・・・・・・・・・・・・・・・・・・・・・・・・・・・・・・・・・・・・・・・・・・229

固有背筋・・・・・・・・・・・・・・・・・・・・・・・・・・・・・・・・・・・・・・・・・・・・・・・・280

固有卵巣索・・・・・・・・・・・・・・・・・・・・・・・・・・・・・・・・・・・・・・・・・・・180

コラーゲン線維・・・・・・・・・・・・・・・・・・・34, 106, 107

コリン作動性ニューロン・・・・・・・・・・・・・・・・・・82

コルチ器・・・・・・・・・・・・・・・・・・・・・・・・・・・・・・・309, 310, 311

混合腫瘍・・・・・・・・・・・・・・・・・・・・・・・・・・・・・・・・・・・・・・・・・・・・・・・・・・・21

コンタクトレンズ・・・・・・・・・・・・・・・・・・・・・・・・・・・・・304

コンパートメント（筋区画）・
症候群・・・・・・・・・・・・・・・・・・・・・・・・・・・・・・・・・・・・・・・・・・・・・・・・・165

コンビチューブ・・・・・・・・・・・・・・・・・・・・・・・・・・・・・・・・・・・・・85

さ
サーファクタント・・・・・・・・・・・・・・・・・・・・・・・・・・・・・・・・79

細管期・・・・・・・・・・・・・・・・・・・・・・・・・・・・・・・・・・・・・・・・・・・・・・・・・・・・・・・・77

細気管支・・・・・・・・・・・・・・・・・・・・・・・・78, 80, 84, 87, 88

鰓弓・・・・・・・・・・・・・・・・・・・・・・・・・・・・・・・・・・・・・・・・・・・・・・・・・・・・・・・・・・277

鰓弓筋・・・・・・・・・・・・・・・・・・・・・・・・・・・・・・・・・・・・・・・・・・・・・・・・・・・・・215

鰓弓神経・・・・・・・・・・・・・・・・・・・・・・・・・・・・・・・・・・・・・・・・・・・・・・・・215

最後野・・・・・・・・・・・・・・・・・・・・・・・・・・・・・・・・・・・・・・・・・・・・・・・・・・・・・272

最終月経初日・・・・・・・・・・・・・・・・・・・・・・・・・・・・・・・・・・・・・・・・・・17

臍静脈・・・・・・・・・・・・・・・・・・・・・・・・・・・・・・・・・・・・・・・・・・・・・127, 129

再生結節・・・・・・・・・・・・・・・・・・・・・・・・・・・・・・・・・・・・・・・・・・・・58, 59

催吐反射・・・・・・・・・・・・・・・・・・・・・・・・・・・・・・・・・・・・・・・・・・・・・・・・254

臍部・・・・・・・・・・・・・・・・・・・・・・・・・・・・・・・・・・・・・・・・・・・・・・・・・・・・・・・・・・・・・13

サイフォン部・・・・・・・・・・・・・・・・・・・・・・・・・・・・・・・・・・・・・・・245

臍ヘルニア・・・・・・・・・・・・・・・・・・・・・・・・・・・・・・・・・・・・・・・・・・・192

細胞・・・・・・・・・・・・・・・・・・・・・・・・・・・・・・・・・・・・・・・・・・・・・・・・・・・・・・16, 44

細胞外基質（細胞間質）・・・・・・・・・・・・・・・・・・・・23

細胞外液・・・・・・・・・・・・・・・・・・・・・・・・・・・・・・・・・・・・・・・・・・・・・・・・104

細胞核・・・・・・・・・・・・・・・・・・・・・・・・・・・・・・・・・・・・・・・・・・・・・・・・・・・・・・・・16

細胞間質（細胞外マトリックス）・
・・・・・・・・・・・・・・・・・・・・・・・・・・・・・・・・・・・・・・・・・・・・・・・・・・・・・・・・・・・・・・・104

臍輪・・・・・・・・・・・・・・・・・・・・・・・・・・・・・・・・・・・・・・・・・・・・・・・・・・・・・・・・・・192

サイレント・ストーン・・・・・・・・・・・・・・・・・・・185

左肝静脈・・・・・・・・・・・・・・・・・・・・・・・・・・・・・・・・・・・・・・・・・・・・・・・・・・・57

左脚・・・・・・・・・・・・・・・・・・・・・・・・・・・・・・・・・・・・・・・・・・・・・・・・・・・・97, 118

索状痕・・・・・・・・・・・・・・・・・・・・・・・・・・・・・・・・・・・・・・・・・・・・・・・・・・・・・222

鎖骨・・・・・・・・・・・・・・・・・・・・・・・・・・・・・・・・・・・・・・・・・・・・・・・・・・・・・・・・・・100

鎖骨下筋神経・・・・・・・・・・・・・・・・・・・・・・・・・・・・・・・・・・・・・・・151

鎖骨下静脈・・・・・・・・・・・・・・・・・・・・・・・・・・・・・・・・・・・・・92, 205

鎖骨下動脈・・・・・・・・105, 205, 210, 232, 247

坐骨棘・・・・・・・・・・・・・・・・・・・・・・・・・・・・・・・・・・・・・・・・・・・・・193, 195

坐骨棘間線・・・・・・・・・・・・・・・・・・・・・・・・・・・・・・・・・・・・・・・・・・・194

鎖骨上神経・・・・・・・・・・・・・・・・・・・・・・・・・・・・・・・・・・・・・・・・・・・210

鎖骨上リンパ節・・・・・・・・・・・・・・・・・・・・・・・・・・・・・・・・・・205

鎖骨上三角・・・・・・・・・・・・・・・・・・・・・・・・・・・・・・・・・・・・・・・・・・・205

坐骨神経・・・・・・・・・・・・・・・・・・・・・・・・・・・・・・・・・・・・・・・・147, 148

坐骨神経痛・・・・・・・・・・・・・・・・・・・・・・・・・・・・・・・・・・・・・・・・・・・168

坐骨大腿靱帯・・・・・・・・・・・・・・・・・・・・・・・・・・・・・・・・・・・・・・・142

鎖骨中線・・・・・・・・・・・・・・・・・・・・・・・・・・・・・・・・・・・・・・・・・・・・・・・・・・・13

坐骨直腸窩・・・・・・・・・・・・・・・・・・・・・・・・・・・・・・・・・・・・・・・・・・・195

坐剤・・・・・・・・・・・・・・・・・・・・・・・・・・・・・・・・・・・・・・・・・・・・・・・・・・133, 135

左枝・・・・・・・・・・・・・・・・・・・・・・・・・・・・・・・・・・・・・・・・・・・・・・・・・・・・・・・・・・・・・56

左心系・・・・・・・・・・・・・・・・・・・・・・・・・・・・・・・・・・・・・・・・・・・・・105, 112

330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左心不全・・・・・・・・・・・・・・・・・・・・・・・・・・・・・・・・・・・・・・・・・111, 113

左心房・・・・・・・・・・・・・・・・・・・・・・・・・・・・・・・・・・・・・・・・・・・・・・・・・・・・・・・・43

刷子縁・・・・・・・・・・・・・・・・・・・・・・・・・・・・・・・・・・・・・・・・・・・・・・・・・・・・・・・・46

左右shunt・・・・・・・・・・・・・・・・・・・・・・・・・・・・・・・・・・・・・・・・・・・・・127

左葉・・・・・・・・・・・・・・・・・・・・・・・・・・・・・・・・・・・・・・・・・・・・・・・・・・・・・・・・・・・・・46

ザルコーマ（sarcoma）・・・・・・・・・・・・・・・・・・・・・21

猿手・・・・・・・・・・・・・・・・・・・・・・・・・・・・・・・・・・・・・・・・・・・・・・・・・・156, 157

三角筋・・・・・・・・・・・・・・・・・・・・・・・・・・・・・・・・・・・・・・・・・・・・・・・・・・・・・145

三角筋下（滑液）包・・・・・・・・・・・・・・・・153, 155

三角筋下包炎・・・・・・・・・・・・・・・・・・・・・・・・・・・・・・・・・・・・・・・155

三角骨・・・・・・・・・・・・・・・・・・・・・・・・・・・・・・・・・・・・・・・・・・・・・・・・・・・・・141

三角靱帯・・・・・・・・・・・・・・・・・・・・・・・・・・・・・・・・・・・・・・・・・・・・・・・・143

残気量・・・・・・・・・・・・・・・・・・・・・・・・・・・・・・・・・・・・・・・・・・・・・・・・・・・・・・・・77

三叉神経（Ⅴ）・ 210, 220, 253, 279, 292

三叉神経核（Ⅴ）・・・・・・・・・・・・・・・・・・・・・・・・・・・・・・・264

三叉神経節（半月神経節，Gasser
神経節）・・・・・・・・・・・・・・・・・・・・・・・・・・・・・・・・・・・・・・・292, 293

三叉神経節ブロック・・・・・・・・・・・・・・・・・・・・・・・・294

三叉神経痛・・・・・・・・・・・・・・・・・・・・・・・・・・・・・・・・・・・・・・・・・・・292

三尖弁・・・・・・・・・・・・・・・・・・・・・・・・・・・・・・・・・・・・・・・・・・・・・・・・・・・・・124

三層性胚盤・・・・・・・・・・・・・・・・・・・・・・・・・・・・・・・・・・・・・18, 239

産痛・・・・・・・・・・・・・・・・・・・・・・・・・・・・・・・・・・・・・・・・・・・・・・・・・・193, 194

産道・・・・・・・・・・・・・・・・・・・・・・・・・・・・・・・・・・・・・・・・・・・・・・・・・・・・・・・・・・193

三半規管・・・・・・・・・・・・・・・・・・・・・・・・・・・・・・・・・・・・・・・・312, 314

酸味・・・・・・・・・・・・・・・・・・・・・・・・・・・・・・・・・・・・・・・・・・・・・・・・・・・・・・・・・・287

し
塩味・・・・・・・・・・・・・・・・・・・・・・・・・・・・・・・・・・・・・・・・・・・・・・・・・・・・・・・・・・287

耳介・・・・・・・・・・・・・・・・・・・・・・・・・・・・・・・・・・・・・・・・・・・・・・・・・・204, 309

視蓋前域・・・・・・・・・・・・・・・・・・・・・・・・・・・・・・・・・・・・・・・・・・・・・・・・298

耳介側頭症候群（Frey症候群）・231

耳介側頭神経・・・・・・・・・・・・・・・・・・・・・・・・・・・・・・・・・・・・・・・229

耳介部・・・・・・・・・・・・・・・・・・・・・・・・・・・・・・・・・・・・・・・・・・・・・・・・・・・・・204

視覚・・・・・・・・・・・・・・・・・・・・・・・・・・・・・・・・・・・・・・・・・204, 259, 285

痔（核）・・・・・・・・・・・・・・・・・・・・・・・・・・・・・・・・・・・・69, 130, 131

視覚器・・・・・・・・・・・・・・・・・・・・・・・・・・・・・・・・・・・・・・・・・・・・・・・・・・・・・286

視覚中枢・・・・・・・・・・・・・・・・・・・・・・・・・・・・・・・・・・・・・・・・250, 307

視覚野・・・・・・・・・・・・・・・・・・・・・・・・・・・・・・・・・・・・・・・・・・・・・241, 305

視覚路・・・・・・・・・・・・・・・・・・・・・・・・・・・・・・・・・・・・・・・・・・・・・305, 307

耳下腺・・・・・・・・・・・・・・・・・・・・・・・・・・・・・・・・・・・・・・42, 213, 229

耳下腺管（Stensen管）・・・・・・・・・・・・・・・・・・・230

耳下腺神経叢・・・・・・・・・・・・・・・・・・・・・・・・・・・・・・・213, 230

耳下腺乳頭・・・・・・・・・・・・・・・・・・・・・・・・・・・・・・・・・・・・・・・・・・・230

耳管・・・・・・・・・・・・・・・・・・・・・・・・・・・・・・・・・・・・・・・・・310, 316, 317

耳管咽頭筋・・・・・・・・・・・・・・・・・・・・・・・・・・・・・・・・・・・・・・・・・・・209

耳管咽頭口・・・・・・・・・・・・・・・・・・・・・・・・・・・・・・・・・・・216, 317

耳管鼓室口・・・・・・・・・・・・・・・・・・・・・・・・・・・・・・・・・・・・・・・・・・・317

弛緩性麻痺・・・・・・・・・・・・・・・・・・・・・・・・・・・・・・・・・・・・・・・・・・・263

耳管扁桃・・・・・・・・・・・・・・・・・・・・・・・・・・・・・・・・・・・・・・・・・・・・・・・・216

敷石状変化・・・・・・・・・・・・・・・・・・・・・・・・・・・・・・・・・・・・・・・・・・・・・・72

敷石像・・・・・・・・・・・・・・・・・・・・・・・・・・・・・・・・・・・・・・・・・・・・・・・・・・・・・・・・74

識別型（精細）触圧覚・
・・・・・・・・・・・・・・・・・・・・・・・・・・・・・・・・・・・・・259, 260, 261, 262

子宮・・・・・・・・・・・・・・・・・・・・・・・・・・・・・・・・・・・・・・・・・・・16, 180, 196

子宮円索・・・・・・・・・・・・・・・・・・・・・・・・・・・・・・・180, 181, 190

子宮外膜（腹膜）・・・・・・・・・・・・・・・・・・・・・・・・・・・・・・・197

子宮下部（子宮峡部）・・・・・・・・・・・・・・193, 196

子宮がん・・・・・・・・・・・・・・・・・・・・・・・・・・・・・・・・・・・・・・・・・・・・・・・・196

子宮筋層・・・・・・・・・・・・・・・・・・・・・・・・・・・・・・・・・・・・・・・・・・・・・・・・197

子宮腔・・・・・・・・・・・・・・・・・・・・・・・・・・・・・・・・・・・・・・・・・・・・・・・・・・・・・196

子宮頚（部）・・・・・・・・・・・・・・・180, 181, 194, 196

子宮頚横靱帯・・・・・・・・・・・・・・・・・・・・・・・・・・・・・・・181, 198

子宮頚管・・・・・・・・・・・・・・・・・・・・・・・・・・・・・・・・・・・・・・・・193, 197

子宮頚がん・・・・・・・・・・・・・・・・・・・・・・・・・・・・・・・・・・・196, 197

子宮口・・・・・・・・・・・・・・・・・・・・・・・・・・・・・・・・・・・・・・・・・・・・・・・・・・・・・180

子宮広間膜・・・・・・・・・・・・・・・・・・・・・・・・・・・・・・・・・・・・・・・・・・・180

子宮静脈・・・・・・・・・・・・・・・・・・・・・・・・・・・・・・・・・・・・・・・・・・・・・・・・199

子宮静脈叢・・・・・・・・・・・・・・・・・・・・・・・・・・・・・・・・・・・・・・・・・・・199

子宮仙骨靱帯・・・・・・・・・・・・・・・・・・・・・・・・・・・・・・・181, 198

糸球体・・・・・・・・・・・・・・・・・・・・・・・・・・・・・・・・・・・・・・・・・・・・・183, 187

子宮体（部）・・・・・・・・・・・・・・・180, 181, 194, 196

子宮体がん（子宮内膜がん）・
・・・・・・・・・・・・・・・・・・・・・・・・・・・・・・・・・・・・・・・・・・・・・・・・・・・・・・・196, 197

糸球体毛細血管・・・・・・・・・・・・・・・・・・・・・・・・・・186, 188

糸球体濾過値・・・・・・・・・・・・・・・・・・・・・・・・・・・・・・・・・・・・・・・186

子宮・・・・・・・・・・・・・・・・・・・・・・・・・・・・・・・・・・・・・・・・・・・・・・・・・・・・・・・・・・・・・69

子宮腟部・・・・・・・・・・・・・・・・・・・・・・・・・・・・・・・・・・・・・・・・180, 197

子宮底・・・・・・・・・・・・・・・・・・・・・・・・・・・・・・・・・・・・・・・・・・・・・180, 196

子宮動脈・・・・・・・・・・・・・・・・・・・・・・・・・・・・・・・・・・・・・・・・181, 198

子宮内膜・・・・・・・・・・・・・・・・・・・・・・・・・・・・・・・・・・・・・・・・196, 197

子宮内膜がん・・・・・・・・・・・・・・・・・・・・・・・・・・・・・・・・・・・・・・・196

子宮肉腫・・・・・・・・・・・・・・・・・・・・・・・・・・・・・・・・・・・・・・・・・・・・・・・・196

子宮部（間質部）・・・・・・・・・・・・・・・・・・・・・・・・・・・・・・・180

子宮傍組織・・・・・・・・・・・・・・・・・・・・・・・・・・196, 198, 199

死腔・・・・・・・・・・・・・・・・・・・・・・・・・・・・・・・・・・・・・・・・・・・・・・・・・・・・・・・・・・・・・77

刺激伝導系・・・・・・・・・・・・・・・・・・・・・・・・・・117, 120, 122

視交叉・・・・・・・・・・・・・・・・・・・・・・・・・・・・・・・・・・・・・・・・・・・・・307, 308

指骨・・・・・・・・・・・・・・・・・・・・・・・・・・・・・・・・・・・・・・・・・・・・・・・・・・・・・・・・・・138

篩骨・・・・・・・・・・・・・・・・・・・・・・・・・・・・・・・・・・・・・・・・・・・・・・・・・・205, 206

趾骨・・・・・・・・・・・・・・・・・・・・・・・・・・・・・・・・・・・・・・・・・・・・・・・・・・・・・・・・・・142

自己免疫疾患・・・・・・・・・・・・・・・・・・・・・・・・・・・・・・・・・・・・・・・304

視細胞・・・・・・・・・・・・・・・・・・・・・・・・・・・299, 305, 306, 307

視索・・・・・・・・・・・・・・・・・・・・・・・・・・・・・・・・・・・・・・・・・・・・・・・・・・305, 307

示指伸筋・・・・・・・・・・・・・・・・・・・・・・・・・・・・・・・・・・・・・・・・・・・・・・・・145

支持組織・・・・・・・・・・・・・・・・・・・・・・・・・・・・・・・・・・・・・・・・・・・・21, 23

視床・・・・・・239, 242, 245, 246, 250, 252, 259

視床VPL核（後外側腹側核）・・・・・・260

視床下核・・・・・・・・・・・・・・・・・・・・・・・・・・・・・・・242, 266, 269

視床下部・・・・・・・・・・・・・239, 242, 252, 259, 280

耳小骨・・・・・・・・・・・・・・・・・・・・・・・・・・・・・・・・・・・・310, 316, 317

耳小骨筋反射・・・・・・・・・・・・・・・・・・・・・・・・・・・・・・・・・・・・・・・317

視床上部・・・・・・・・・・・・・・・・・・・・・・・・・・・・・・・・・・・・・・・・・・・・・・・・242

歯状靱帯・・・・・・・・・・・・・・・・・・・・・・・・・・・・・・・・・・・・・・・・・・・・・・・・256

歯状線・・・・・・・・・・・・・・・・・・・・・・・・・・・・・・・・・・・・・・・・・・・・・・・・・・・・・181

視床皮質線維・・・・・・・・・・・・・・・・・・・・・・・・・・・・・・・・・・・・・・・269

矢状面・・・・・・・・・・・・・・・・・・・・・・・・・・・・・・・・・・・・・・・・・・・・・・・・・・・・・・・・13

視神経・・・・・・・・・・・・・・・・・・・・・・・・・・・・・・・・・・・・279, 307, 308

視神経管・・・・・・・・・・・・・・・・・・・・・・・・・・・・・・・・・・・・・・・・・・・・・・・・307

耳神経節・・・・・・・・・・・・・・・・・・・・・・・・・・・・・・・・・・・・・・・・230, 283

視神経乳頭・・・・・・・・・・・・・・・・・・・・・・・・・・・・・・・・・・・・・・・・・・・305

ジストロフィン・・・・・・・・・・・・・・・・・・・・・・・32, 33, 34

姿勢保持反射障害・・・・・・・・・・・・・・・・・・・・・・・・・・・・・268

趾節間関節・・・・・・・・・・・・・・・・・・・・・・・・・・・・・・・・・・・・・・・・・・・143

視線・・・・・・・・・・・・・・・・・・・・・・・・・・・・・・・・・・・・・・・・・・・・・・・・・・・・・・・・・・295

自然気胸・・・・・・・・・・・・・・・・・・・・・・・・・・・・・・・・・・・・・・・・・・・・・・・・・・・93

舌・・・・・・・・・・・・・・・・・・・・・・・・・・・・・・・・・・・・・・・・・・・・・・・・・・・・・・・219, 220

下顎挙上・・・・・・・・・・・・・・・・・・・・・・・・・・・・・・・・・・・・・・・・・・・・・・・・・・・85

痔帯・・・・・・・・・・・・・・・・・・・・・・・・・・・・・・・・・・・・・・・・・・・・・・・・・・・・・・・・・・131

死体腎移植・・・・・・・・・・・・・・・・・・・・・・・・・・・・・・・・・・・・・・・・・・・189

膝蓋腱反射・・・・・・・・・・・・・・・・・・・・・・・・・・・・・・・・・・・・・・・・・・・171

膝蓋骨・・・・・・・・・・・・・・・・・・・・・・・・・・・・・・・・・・・・・・・・・・・・・・・・・・・・・142

膝蓋靱帯・・・・・・・・・・・・・・・・・・・・・・・・・・・・・・・・・・・・・・・・・・・・・・・・143

331索　引

IN
D
E
X



膝蓋大腿関節・・・・・・・・・・・・・・・・・・・・・・・・・・・・・・・・・・・・・・・162

室間孔・・・・・・・・・・・・・・・・・・・・・・・・・・・・・・・・・・・・・・・・・・・・・・・・・・・・・273

膝関節・・・・・・・・・・・・・・・・・・・・・・・・・・・・・・・・・・・・・・・・・・・・・159, 162

膝十字靱帯・・・・・・・・・・・・・・・・・・・・・・・・・・・・・・・・・・・・・・・・・・・・・・36

櫛状線（歯状線）・・・・・・・・・・・・・・130, 131, 181

失聴・・・・・・・・・・・・・・・・・・・・・・・・・・・・・・・・・・・・・・・・・・・・・・・・・・・・・・・・・・・・・35

児頭下降度・・・・・・・・・・・・・・・・・・・・・・・・・・・・・・・・・・・193, 194

児頭骨盤不適合・・・・・・・・・・・・・・・・・・・・・・・・・・・・・・・・・・176

死斑・・・・・・・・・・・・・・・・・・・・・・・・・・・・・・・・・・・・・・・・・・・・・・・・・・・・・・・・・・222

四半盲・・・・・・・・・・・・・・・・・・・・・・・・・・・・・・・・・・・・・・・・・・・・・・・・・・・・・305

脂肪・・・・・・・・・・・・・・・・・・・・・・・・・・・・・・・・・・・・・・・・・・・・・・・・・・・・・・・・・・・・・40

脂肪被膜・・・・・・・・・・・・・・・・・・・・・・・・・・・・・・・・・・・・・・・・・・・・・・・・186

視野・・・・・・・・・・・・・・・・・・・・・・・・・・・・・・・・・・・・・・・・・・・・・・・・・・・・・・・・・・305

視野狭窄・・・・・・・・・・・・・・・・・・・・・・・・・・・・・・・・・・・・・・・・・・・・・・・・305

尺骨神経・・・・145, 150, 151, 156, 157, 166

尺骨神経深枝・・・・・・・・・・・・・・・・・・・・・・・・・・・・・・・・・・・・・・・158

尺骨神経浅枝・・・・・・・・・・・・・・・・・・・・・・・・・・・・・・・157, 158

尺骨動脈・・・・・・・・・・・・・・・・・・・・・・・・・・・・・・・・・・・・・・・・・・・・・・・・166

尺側手根屈筋・・・・・・・・・・・・・・・・・・・・・・・・・・・・・・・・・・・・・・・145

尺側手根伸筋・・・・・・・・・・・・・・・・・・・・・・・・・・・・・・・・・・・・・・・145

尺側・・・・・・・・・・・・・・・・・・・・・・・・・・・・・・・・・・・・・・・・・・・・・・・・・・・・・・・・・・・・・13

視野欠損・・・・・・・・・・・・・・・・・・・・・・・・・・・・・・・250, 305, 307

車軸関節・・・・・・・・・・・・・・・・・・・・・・・・・・・・・・・・・・・・・・・・・・・・・・・・・・・36

射精・・・・・・・・・・・・・・・・・・・・・・・・・・・・・・・・・・・・・・・・・・・・・・・・・・・・・・・・・・・・・16

射精管・・・・・・・・・・・・・・・・・・・・・・・・・・・・・・・・・・・・178, 181, 200

尺屈・・・・・・・・・・・・・・・・・・・・・・・・・・・・・・・・・・・・・・・・・・・・・・・・・・・・・・・・・・・・・14

尺骨・・・・・・・・・・・・・・・・・・・・・・・・・・・・・・・・・・・・・・・・・・・・・・・・・・138, 140

尺骨神経管（Guyon管）・
・・・・・・・・・・・・・・・・・・・・・・・・・・・・・・・・・・・・・・・・・・・・・・156, 157, 158

尺骨神経管症候群（Guyon管・
症候群）・・・・・・・・・・・・・・・・・・・・・・・・・・・・・・・・・・・・・・・156, 158

縦隔・・・・・・・・・・・・・・・・・・・・・・・・・・・・・・・・・・・・・・・・・・・・・・90, 99, 111

縦隔胸膜・・・・・・・・・・・・・・・・・・・・・・・・・・・・・・・・・・・・・・・・・・・・93, 95

縦隔腫瘍・・・・・・・・・・・・・・・・・・・・・・・・・・・・・・・・・・・・・・・・・・・・90, 91

縦隔面・・・・・・・・・・・・・・・・・・・・・・・・・・・・・・・・・・・・・・・・・・・・・・・・・・・・・・・・79

自由下肢骨・・・・・・・・・・・・・・・・・・・・・・・・・・・・・・・・・・・・・・・・・・・142

習慣性扁桃炎・・・・・・・・・・・・・・・・・・・・・・・・・・・・・・・216, 218

充血・・・・・・・・・・・・・・・・・・・・・・・・・・・・・・・・・・・・・・・・・・・・・・・・・・・・・・・・・・222

集合管・・・・・・・・・・・・・・・・・・・・・・・・・・・・・・・・・・・・・・・・・・・・・・・・・・・・・183

集合リンパ小節（Peyer板）・・・・・・・・・・・46

収縮期・・・・・・・・・・・・・・・・・・・・・・・・・・・・・・・・・・・・・106, 111, 112

収縮期雑音・・・・・・・・・・・・・・・・・・・・・・・・・・・・・・・・・・・・・・・・・・・124

収縮中期雑音・・・・・・・・・・・・・・・・・・・・・・・・・・・・・・・・・・・・・・・126

舟状骨・・・・・・・・・・・・・・・・・・・・・・・・・・・・・・・・・・・・・・・・・・・・・141, 156

自由上肢骨（上腕骨）・・・・・・・・・・・・・・・・・・・・・・138

自由神経終末・・・・・・・・・・・・・・・・・・・・・・・・・・・・・・・・・・・・・・・288

周生期（周産期）・・・・・・・・・・・・・・・・・・・・・・・・・・・・・・・・・・17

縦舌筋・・・・・・・・・・・・・・・・・・・・・・・・・・・・・・・・・・・・・・・・・・・・・・・・・・・・・208

縦走潰瘍・・・・・・・・・・・・・・・・・・・・・・・・・・・・・・・・・・・・・・・・・・・・・・・・・・・74

重層扁平上皮・・・・・・・・・・・・・・・・・・・・・・・・・・・・・・・・・42, 131

縦断裂・・・・・・・・・・・・・・・・・・・・・・・・・・・・・・・・・・・・・・・・・・・・・・・・・・・・・162

終動脈・・・・・・・・・・・・・・・・・・・・・・・・・・・・・・・・・・・・・・73, 108, 120

十二指腸・・・・・・・・・・・・・・・・・・・・・・・・・・・・・・・40, 42, 45, 52

十二指腸空腸曲・・・・・・・・・・・・・・・・・・・・・・・・・・・・・・・・・・・・・53

終脳（大脳半球）・・・・・・・・・・・・・・・・・・・・・・・・・・・・・・・239

周波数・・・・・・・・・・・・・・・・・・・・・・・・・・・・・・・・・・・・・・・・・・・・・・・・・・・・・310

周皮細胞・・・・・・・・・・・・・・・・・・・・・・・・・・・・・・・・・・・・・・・・・・・・・・・・107

自由ヒモ・・・・・・・・・・・・・・・・・・・・・・・・・・・・・・・・・・・・・・・・・・・・・・・・・・・69

終末細気管支・・・・・・・・・・・・・・・・・・・・・・・・・・・・78, 84, 87

終末嚢期・・・・・・・・・・・・・・・・・・・・・・・・・・・・・・・・・・・・・・・・・・・・・・・・・・・77

充満期・・・・・・・・・・・・・・・・・・・・・・・・・・・・・・・・・・・・・・・・・・・・・124, 126

羞明・・・・・・・・・・・・・・・・・・・・・・・・・・・・・・・・・・・・・・・・・・・・・・・・・・・・・・・・・・299

シュウ酸カルシウム・・・・・・・・・・・・・・・・・・・・・・・・184

（主）気管支・・・・・・・・・・・・・・・・・・・・・・・・・・・・・・・・・・・・・・・・・・・・78

縮瞳・・・・・・・・・・・・・・・・・・・・・・・・・・・・・・・・・・・・・・・・・・・92, 283, 289

手根管・・・・・・・・・・・・・・・・・・・・・・・・・・・・・・・・・・・・・・・・・・・・・141, 156

手根管症候群・・・・・・・・・・・・・・・・・・・・・・・・・・・・・・・・・・・・・・・156

手根骨・・・・・・・・・・・・・・・・・・・・・・・・・・・・・・・・・・・・・・・・・・・・・・・・・・・・・138

手根中央関節（遠位手根関節）・・・141

主細胞・・・・・・・・・・・・・・・・・・・・・・・・・・・・・・・・・・・・・・・・・・・・・・・・・44, 53

主膵管（Wirsung管）・・・・・・・・・・・・・・・・・・・・・・・・・64

受精・・・・・・・・・・・・・・・・・・・・・・・・・・・・・・・・・・・・・・・・・・・・・・・・・・・・・・・・・・・・・16

授精・・・・・・・・・・・・・・・・・・・・・・・・・・・・・・・・・・・・・・・・・・・・・・・・・・・・・・・・・・・・・16

受精卵・・・・・・・・・・・・・・・・・・・・・・・・・・・・・・・・・・・・・・・・・・・・・・・・・・・・・・・・16

受精卵期・・・・・・・・・・・・・・・・・・・・・・・・・・・・・・・・・・・・・・・・・・・・・・・・・・・18

出血傾向・・・・・・・・・・・・・・・・・・・・・・・・・・・・・・・・・・・・・・・・・・・・・・・・・・・46

出血性素因・・・・・・・・・・・・・・・・・・・・・・・・・・・・・・・・・・・・・・・・・・・218

出生（分娩）・・・・・・・・・・・・・・・・・・・・・・・・・・・・・・・・・・・・・・・・・・・・17

手内筋・・・・・・・・・・・・・・・・・・・・・・・・・・・・・・・・・・・・・・・・・・・・・・・・・・・・・158

腫瘍（新生物）・・・・・・・・・・・・・・・・・・・・・・・・・・・・・・・・・・・・・・・21

腫瘍マーカー・・・・・・・・・・・・・・・・・・・・・・・・・・・・・・・・・・・・・・・202

主涙腺・・・・・・・・・・・・・・・・・・・・・・・・・・・・・・・・・・・・・・・・・・・・・302, 303

循環器系・・・・・・・・・・・・・・・・・・・・・・・・・・・・・・・・・・・・・・・・・・・・・・・・104

循環障害・・・・・・・・・・・・・・・・・・・・・・・・・・・・・・・・・・・・・・・・・・・・・・・・108

循環中枢・・・・・・・・・・・・・・・・・・・・・・・・・・・・・・・・・・・・・・・・243, 252

循環不全・・・・・・・・・・・・・・・・・・・・・・・・・・・・・・・・・・・・・・・・・・・・・・・・・111

瞬目・・・・・・・・・・・・・・・・・・・・・・・・・・・・・・・・・・・・・・・・・・・・・・・・・・・・・・・・・・253

上衣細胞・・・・・・・・・・・・・・・・・・・・・・・・・・・・・・・・・・・・・・・・247, 272

上衣細胞層（上皮性脈絡板）・・・・・・・272

上胃部（心窩部）・・・・・・・・・・・・・・・・・・・・・・・・・・・・・・・・・・53

上咽頭収縮筋・・・・・・・・・・・・・・・・・・・・・・・・・・・・・・・・・・・・・・・209

漿液性半月・・・・・・・・・・・・・・・・・・・・・・・・・・・・・・・・・・・・・・・・・・・230

小円筋・・・・・・・・・・・・・・・・・・・・・・・・・・・・・・・・・・・・・・・・・・・・・145, 154

消化・・・・・・・・・・・・・・・・・・・・・・・・・・・・・・・・・・・・・・・・・・・・・・・・・・・・・・・・・・・・・40

消化液・・・・・・・・・・・・・・・・・・・・・・・・・・・・・・・・・・・・・・・・・・・・・・・・・・・・・・・・42

消化管・・・・・・・・・・・・・・・・・・・・・・・・・・・・・・・・・・・・・・・・・・・・・・・・・40, 42

消化管出血・・・・・・・・・・・・・・・・・・・・・・・・・・・・・・・・・・・・・・・・・・・・・・70

消化管ホルモン・・・・・・・・・・・・・・・・・・・・・・・・・・・・・・・・・・・・・44

消化器系・・・・・・・・・・・・・・・・・・・・・・・・・・・・・・・・・・・・・・・・・・・・・・・・・・・40

上顎神経・・・・・・・・・・・・・・・・・・・・・・・・・・・・・・・210, 218, 292

消化酵素・・・・・・・・・・・・・・・・・・・・・・・・・・・・・・・・・・・・・・・・・・・・48, 65

上下肢の運動・・・・・・・・・・・・・・・・・・・・・・・・・・・・・・・・・・・・・・・264

消化性潰瘍・・・・・・・・・・・・・・・・・・・・・・・・・・・・・・・・・・・・・・・・・・・・・・52

消化腺・・・・・・・・・・・・・・・・・・・・・・・・・・・・・・・・・・・・・・・・・・・・・・・・・・・・・・・・42

松果体・・・・・・・・・・・・・・・・・・・・・・・・・・・・・・・・・・・・・・・・・・・・・・・・・・・・・272

上顎骨・・・・・・・・・・・・・・・・・・・・・・・・・・・・・・・・・・・・・・・・・・・・・・・・・・・・・206

上眼瞼・・・・・・・・・・・・・・・・・・・・・・・・・・・・・・・・・・・・・・・・・・・・・・・・・・・・・303

上関節突起・・・・・・・・・・・・・・・・・・・・・・・・・・・・・・・・・・・・・・・・・・・168

小気管支・・・・・・・・・・・・・・・・・・・・・・・・・・・・・・・・・・・・・・・・・・・・・・・・・・・87

上気道・・・・・・・・・・・・・・・・・・・・・・・・・・・・・・・・・・・・・・・・・・78, 84, 87

小胸筋・・・・・・・・・・・・・・・・・・・・・・・・・・・・・・・・・・・・・・・・・・・・・・・・・・・・・145

踵距靱帯・・・・・・・・・・・・・・・・・・・・・・・・・・・・・・・・・・・・・・・・・・・・・・・・143

掌屈・・・・・・・・・・・・・・・・・・・・・・・・・・・・・・・・・・・・・・・・・・・・・・・・・・・・・・・・・・・・・14

上頚神経節・・・・・・・・・・・・・・・・・218, 282, 289, 290

小結節・・・・・・・・・・・・・・・・・・・・・・・・・・・・・・・・・・・・・・・・・・・・・・・・・・・・・155

上行咽頭動脈・・・・・・・・・・・・・・・・・・・・・・・・・・・・・・・210, 217

小口蓋神経・・・・・・・・・・・・・・・・・・・・・・・・・・・・・・・・・・・・・・・・・・・218

上行結腸・・・・・・・・・・・・・・・・・・・・・・・・・・・・・・・・・・・・・40, 46, 68

上行口蓋動脈・・・・・・・・・・・・・・・・・・・・・・・・・・・・・・・・・・・・・・・217

小膠細胞（ミクログリア）・・・・・・・・・・・・247

上交叉性片麻痺（Weber症候群）・
・・・・・・・・・・・・・・・・・・・・・・・・・・・・・・・・・・・・・・・・・・・・・・・・・・・・・・・263, 265

上甲状腺動脈・・・・・・・・・・・・・・・・・・・・・・・・・・・・・・・・・・・・・・・210

332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上行性伝導路（求心路，感覚路）・
・・・・・・・・・・・・・・・・・・・・・・・・・・・・・・・・・・・・・・・・・・・・・・245, 259, 260

症候性パーキンソニズム・・・・・・・・・・・・・・・270

上行大動脈・・・・・・・・・・・・・・・・・・・・・・・・・・・・・・・・・・・・・・・・・・・・・・91

上行大動脈瘤・・・・・・・・・・・・・・・・・・・・・・・・・・・・・・・・・・・・・・・・・・90

上後腸骨棘・・・・・・・・・・・・・・・・・・・・・・・・・・・・・・・・・・・・・・・・・・・258

小後頭神経・・・・・・・・・・・・・・・・・・・・・・・・・・・・・・・・・・・・・・・・・・・210

上喉頭神経・・・・・・・・・・・・・・・・・・・・・・・・・・・・・・・・・・・・・・・・・・・210

上喉頭神経外枝・・・・・・・・・・・・・・・・・・・・・・・・・・・・・・・・・・227

上喉頭神経内枝・・・・・・・・・・・・・・・・・・・・・・・・・・・・・・・・・・227

上行網様体賦活系・・・242, 243, 251, 252

上骨端動脈・・・・・・・・・・・・・・・・・・・・・・・・・・・・・・・・・・・・・・・・・・・161

小骨盤（骨盤腔）・・・・・・・・・・・・・・・・・・・・・・・174, 175

小坐骨孔・・・・・・・・・・・・・・・・・・・・・・・・・・・・・・・・・・・・・・・・・・・・・・・・195

上肢・・・・・・・・・・・・・・・・・・・・・・・・・・・・・・・・・・・・・・・・・・・・・・・・・・・・・・・・・・・・・12

上耳介筋・・・・・・・・・・・・・・・・・・・・・・・・・・・・・・・・・・・・・・・・・・・・・・・・208

小指外転筋・・・・・・・・・・・・・・・・・・・・・・・・・・・・・・・・・・・・・・・・・・・158

小指球・・・・・・・・・・・・・・・・・・・・・・・・・・・・・・・・・・・・・・・・・・・・・・・・・・・・・158

小指球筋・・・・・・・・・・・・・・・・・・・・・・・・・・・・・・・・・・・・・・・・・・・・・・・・158

小字症・・・・・・・・・・・・・・・・・・・・・・・・・・・・・・・・・・・・・・・・・・・・・・・・・・・・・267

上矢状静脈洞・・・・・・・・・・・・・・・・・・・・・・・・・・・・・・・245, 272

小指伸筋・・・・・・・・・・・・・・・・・・・・・・・・・・・・・・・・・・・・・・・・・・・・・・・・145

硝子体・・・・・・・・・・・・・・・・・・・・・・・・・・・・・・・・・・・・299, 300, 302

上肢帯・・・・・・・・・・・・・・・・・・・・・・・・・・・・・・・・・・・・・・・・・・・・・・・・・・・・・138

小指対立筋・・・・・・・・・・・・・・・・・・・・・・・・・・・・・・・・・・・・・・・・・・・158

上室性頻拍・・・・・・・・・・・・・・・・・・・・・・・・・・・・・・・・・・・・・・・・・・・224

硝子軟骨（気管軟骨）・・・・・・・・・・・・・・・・・・・・・・・・・78

上斜方視・・・・・・・・・・・・・・・・・・・・・・・・・・・・・・・・・・・・・・・・・・・・・・・・298

上斜筋・・・・・・・・・・・・・・・・・・・・・・・・・・・・・・・・・・・・・・・・・・・・・207, 296

上縦隔・・・・・・・・・・・・・・・・・・・・・・・・・・・・・・・・・・・・・・・・・・・・・・・・・90, 91

上縦隔の臓器・・・・・・・・・・・・・・・・・・・・・・・・・・・・・・・・・・・・・・・101

小十二指腸乳頭・・・・・・・・・・・・・・・・・・・・・・・・・・・・・・・・・・・・・64

鞘状突起・・・・・・・・・・・・・・・・・・・・・・・・・・・・・・・・・・・・・・・・・・・・・・・・191

上小脳脚・・・・・・・・・・・・・・・・・・・・・・・・・・・・・・・・・・・・・・・・・・・・・・・・242

上小脳動脈・・・・・・・・232, 245, 250, 292, 293

上神経幹・・・・・・・・・・・・・・・・・・・・・・・・・・・・・・・150, 151, 152

小腎杯・・・・・・・・・・・・・・・・・・・・・・・・・・・・・・・・・・・・・・・・・・・・・・・・・・・・・183

上膵十二指腸動脈・・・・・・・・・・・・・・・・・・・・・・・・・・・・・・・・64

上髄帆・・・・・・・・・・・・・・・・・・・・・・・・・・・・・・・・・・・・・・・・・・・・・・・・・・・・・252

小舌下腺・・・・・・・・・・・・・・・・・・・・・・・・・・・・・・・・・・・・・・・・・・・・・・・・230

小舌下腺管（Rivinus管）・・・・・・・・・・・・・・・230

上前腸骨棘・・・・・・・・・・・・・・・・・・・・・・・・・・・・・・・・・・・・・・・・・・・191

掌側・・・・・・・・・・・・・・・・・・・・・・・・・・・・・・・・・・・・・・・・・・・・・・・・・・・・・・・・・・・・・13

掌側外転・・・・・・・・・・・・・・・・・・・・・・・・・・・・・・・・・・・・・・・・・・14, 156

掌側骨間筋・・・・・・・・・・・・・・・・・・・・・・・・・・・・・・・・・・・・・・・・・・・158

掌側コンパートメント・・・・・・・・・・・・・・・・・・・166

掌側尺骨手根靱帯・・・・・・・・・・・・・・・・・・・・・・・・・・・・・141

掌側手根靱帯・・・・・・・・・・・・・・・・・・・・・・・・・・・・・・・・・・・・・・・157

上側双子筋・・・・・・・・・・・・・・・・・・・・・・・・・・・・・・・・・・・・・・・・・・・148

掌側橈骨手根靱帯・・・・・・・・・・・・・・・・・・・・・・・・・・・・・141

上大静脈・・・・・・・・・・・・・・・・・・・・・・・・・・・・・・・・・・・90, 91, 129

上大静脈口・・・・・・・・・・・・・・・・・・・・・・・・・・・・・・・・・・・117, 118

上大静脈症候群・・・・・・・・・・・・・・・・・79, 90, 91, 92

上唾液核・・・・・・・・・・・・・・・・・・・・・・・・・・・・・・・・・・・・・・・・・・・・・・・・283

小唾液腺・・・・・・・・・・・・・・・・・・・・・・・・・・・・・・・・・・・・・・・・・・・・・・・・229

小腸・・・・・・・・・・・・・・・・・・・・・・・・・・・・・・・・・・・・・・・・・・・・・・・・・・・・・・40, 45

上腸間膜神経節・・・・・・・・・・・・・・・・・・・・・・・・・・・・66, 282

上腸間膜神経叢・・・・・・・・・・・・・・・・・・・・・・・・・・・・・・・・・・・・・66

上腸間膜動脈・・・・・・・・・19, 42, 65, 69, 72, 73

上跳躍関節・・・・・・・・・・・・・・・・・・・・・・・・・・・・・・・・・・・・・・・・・・・143

上直筋・・・・・・・・・・・・・・・・・・・・・・・・・・・・・・・・・・・・207, 295, 296

上直腸静脈・・・・・・・・・・・・・・・・・・・・・・・・・・130, 133, 135

上直腸動脈・・・・・・・・・・・・・・・・・・・・・・・・・・・・・・・・・・・130, 182

上殿筋・・・・・・・・・・・・・・・・・・・・・・・・・・・・・・・・・・・・・・・・・・・・・・・・・・・・・148

上殿神経・・・・・・・・・・・・・・・・・・・・・・・・・・・・・・・・・・・・・・・・・・・・・・・・148

上橈尺関節・・・・・・・・・・・・・・・・・・・・・・・・・・・・・・・・・・・・・・・・・・・140

上内臓枝・・・・・・・・・・・・・・・・・・・・・・・・・・・・・・・・・・・・・・・・・・・・・・・・182

上内臓神経・・・・・・・・・・・・・・・・・・・・・・・・・・・・・・・・・・・・・・・・・・・282

小脳・・・・・・・・19, 239, 242, 252, 259, 268, 315

小脳橋角部・・・・・・・・・・・・・・・・・・・・・・・・・・・・・・・・・・・・・・・・・・・244

小脳虫部・・・・・・・・・・・・・・・・・・・・・・・・・・・・・・・・・・・・・・・・・・・・・・・・242

小脳半球・・・・・・・・・・・・・・・・・・・・・・・・・・・・・・・・・・・・・・・・・・・・・・・・242

上肺野・・・・・・・・・・・・・・・・・・・・・・・・・・・・・・・・・・・・・・・・・・・・・・・99, 100

上鼻甲介・・・・・・・・・・・・・・・・・・・・・・・・・・・・・・・・・・・・・・・・・・・・・・・・・・・84

上皮性腫瘍・・・・・・・・・・・・・・・・・・・・・・・・・・・・・・・・・・・・・・・・・・・・・・21

上皮組織・・・・・・・・・・・・・・・・・・・・・・・・・・・・・・・・・・・・・・・・・・・・21, 22

上腹部・・・・・・・・・・・・・・・・・・・・・・・・・・・・・・・・・・・・・・・・・・・・・・・・・・・・・・・・13

上腹壁ヘルニア・・・・・・・・・・・・・・・・・・・・・・・・・・・・・・・・・・192

上部尿路結石・・・・・・・・・・・・・・・・・・・・・・・・・・・・・・・・・・・・・・・183

上吻合静脈（Trolard静脈）・・・・・・・・・245

上膀胱動脈・・・・・・・・・・・・・・・・・・・・・・・・・・・・・・・・・・・・・・・・・・・182

上方視・・・・・・・・・・・・・・・・・・・・・・・・・・・・・・・・・・・・・・・・・・・・・・・・・・・・・298

漿膜（腹膜）・・・・・・・・・・・・・・・・・・・・・・・・・・・・・・・・・・・・・69, 73

静脈・・・・・・・・・・・・・・・・・・・・・・・・・・・・・・・・105, 106, 112, 180

静脈圧亢進・・・・・・・・・・・・・・・・・・・・・・・・・・・・・・・・・・・・・・・・・・・・・・92

静脈角・・・・・・・・・・・・・・・・・・・・・・・・・・・・・・・・・・・・・・・・・・・・・・・・・・・・・105

静脈管（Arantius管）・・・・・・・・・・・・・127, 129

静脈還流・・・・・・・・・・・・・・・・・・・・・・・・・・・・・・・・・・・・91, 92, 111

静脈還流量・・・・・・・・・・・・・・・・・・・・・・・・・・・・・・・・・・・・・・・・・・・109

静脈性尿路造影・・・・・・・・・・・・・・・・・・・・・・・・・・・・・・・・・・183

静脈叢・・・・・・・・・・・・・・・・・・・・・・・・・・・・・・・・・・・・・・・・・・・・・・・・・・・・・131

静脈内注射・・・・・・・・・・・・・・・・・・・・・・・・・・・・・・・・・・・133, 134

静脈弁・・・・・・・・・・・・・・・・・・・・・・・・・・・・・・・・・・・・・・・・・・・・・・・・・・・・・107

静脈血・・・・・・・・・・・・・・・・・・・・・・・・・・・・・・・・・・・・・・・・・・・・・・・・・・・・・・112

静脈瘤・・・・・・・・・・・・・・・・・・・・・・・・・・・・・・・・・・・・・・・・・・・・・130, 131

小網・・・・・・・・・・・・・・・・・・・・・・・・・・・・・・・・・・・・・・・・・・・・・・・・・・・・・・・・・・・・・62

小葉間結合組織（Grisson鞘）・
・・・・・・・・・・・・・・・・・・・・・・・・・・・・・・・・・・・・・・・・・・・・・・・・・・・・・・・・・・・58, 80

小葉間静脈・・・・・・・・・・・・・・・・・・・・・・・・・・・・・・・・・・・・・・・56, 58

小葉間導管・・・・・・・・・・・・・・・・・・・・・・・・・・・・・・・・・・・・・・・・・・・・・・58

小葉間動脈・・・・・・・・・・・・・・・・・・・・・・・・・・・・・・・・・・・・・・・56, 58

踵立方関節・・・・・・・・・・・・・・・・・・・・・・・・・・・・・・・・・・・・・・・・・・・143

小菱形骨・・・・・・・・・・・・・・・・・・・・・・・・・・・・・・・・・・・・・・・・・・・・・・・・141

上腕筋・・・・・・・・・・・・・・・・・・・・・・・・・・・・・・・・・・・・・・・・・・・・・・・・・・・・・145

上腕骨・・・・・・・・・・・・・・・・・・・・・・・・・・・・・・・・・・・・・・・・・・・・・・・・・・・・・154

上腕骨頭・・・・・・・・・・・・・・・・・・・・・・・・・・・・・・・・・・・・・・・・・・・・・・・・154

上腕三頭筋・・・・・・・・・・・・・・・・・・・・・・・・・・・・・・・・・・・・・・・・・・・145

上腕二頭筋・・・・・・・・・・・・・・・・・・・・・・・・・・・・・・・・・・・145, 155

上腕二頭筋長頭（腱）・・・・・・・・・・・・・・・・・・・・・・154

初回通過効果・・・・・・・・・・・・・・・・・・・・・・・・・・・・・・・133, 134

触圧点・・・・・・・・・・・・・・・・・・・・・・・・・・・・・・・・・・・・・・・・・・・・・・・・・・・・・287

食塊・・・・・・・・・・・・・・・・・・・・・・・・・・・・・・・・・・・・・・・・・・・・・・・・・・・・・・・・・・220

食道・・・・・・・・・・・・・・・・・・・・・・・・・・・・・・40, 43, 91, 219, 228

食道アカラシア・・・・・・・・・・・・・・・・・・・・・・・・・・・・・・・・・・・・・43

食道入口・・・・・・・・・・・・・・・・・・・・・・・・・・・・・・・・・・・・・・・・・・・・・・・・220

食道がん・・・・・・・・・・・・・・・・・・・・・・・・・・・・・・・・・・・・・・・・・・・・・・・・226

食道間膜・・・・・・・・・・・・・・・・・・・・・・・・・・・・・・・・・・・・・・・・・・・・96, 97

食道内輪層・・・・・・・・・・・・・・・・・・・・・・・・・・・・・・・・・・・・・・・・・・・・・・45

食道裂孔・・・・・・・・・・・・・・・・・・・・・・・・・・・・・・・・・・・・・・・・・・96, 101

食道裂孔ヘルニア・・・・・・・・・・・・・・・・・・・・・・・・・・・・・・・・96

植物機能・・・・・・・・・・・・・・・・・・・・・・・・・・・・・・・・・・・・・・・・・・・・・・・・・・・12

植物状態・・・・・・・・・・・・・・・・・・・・・・・・・・・・・・・・・・・・・・・・251, 254

鋤骨・・・・・・・・・・・・・・・・・・・・・・・・・・・・・・・・・・・・・・・・・・・・・・・・・・・・・・・・・・206

333索　引

IN
D
E
X



触覚・・・・・・・・・・・・・・・・・・・・・・・・・・・・・・・・・・・・・・・・・・・・・・・・・・・・・・・・・・285

徐脈・・・・・・・・・・・・・・・・・・・・・・・・・・・・・・・・・・・・・・・・・・・・・・・・・・224, 258

自律神経・・・・・・・・・・・・・・・・・・・・・・130, 132, 278, 280

自律神経系・・・・・・・・・・・・・・・・・・・・・・・・・・・・・・・・・・・259, 280

自律神経症状・・・・・・・・・・・・・・・・・・・・・・・・・・・・・・・268, 312

自律神経叢・・・・・・・・・・・・・・・・・・・・・・・・・・・・・・・・・・・・・・・・・・・・・・66

自律神経ニューロン・・・・・・・・・・・・・・・・・・・・・・・・279

自律神経反射・・・・・・・・・・・・・・・・・・・・・・・・・・・・・・・・・・・・・・・・・・30

視力・・・・・・・・・・・・・・・・・・・・・・・・・・・・・・・・・・・・・・・・・・・・・・・・・・305, 306

視力低下・・・・・・・・・・・・・・・・・・・・・・・・・・・・・・・・・・・・・・・・・・・・・・・・299

塵埃細胞・・・・・・・・・・・・・・・・・・・・・・・・・・・・・・・・・・・・・・・・・・・・・・・・・・・79

腎移植・・・・・・・・・・・・・・・・・・・・・・・・・・・・・・・・・・・・・・・・・・・・・186, 189

腎盂（腎盤）・・・・・・・・・・・・・・・・・・・・・・・・・・・・・・・・・・・・・・・・・183

深（内）鼡径輪・・・・・・・・・・・・・・・・・・・・・・・・・・・・・・・・・・190

腎盂尿管移行部・・・・・・・・・・・・・・・・・・・・・・・・・・・・・・・・・・184

心音・・・・・・・・・・・・・・・・・・・・・・・・・・・・・・・・・・・・・・・・・・・・・・・・・・・・・・・・・・124

侵害受容器・・・・・・・・・・・・・・・・・・・・・・・・・・・・・・・・・・・・・・・29, 31

人格変化・・・・・・・・・・・・・・・・・・・・・・・・・・・・・・・・・・・・・・・・・・・・・・・・249

腎下垂症・・・・・・・・・・・・・・・・・・・・・・・・・・・・・・・・・・・・・・・・・・・・・・・・186

心窩部痛・・・・・・・・・・・・・・・・・・・・・・・・・・・・・・・・・・・・・・・・・・・・・・・・・・・52

心基部・・・・・・・・・・・・・・・・・・・・・・・・・・・・・・・・・・・・・・・・・・・・・124, 125

心筋・・・・・・・・・・・・・・・・・・・・・・・・・・・・・・・・・・・・・・・・・・・・・・・23, 32, 33

心筋虚血・・・・・・・・・・・・・・・・・・・・・・・・・・・・・・・・・・・・・・・・・・・・・・・・120

心筋梗塞・・・・・・・・・・・・・・・・・・・・・・・111, 113, 120, 123

腎筋膜（Gerota筋膜）・・・・・・・・・・・・・・・・・・・・・186

真腔・・・・・・・・・・・・・・・・・・・・・・・・・・・・・・・・・・・・・・・・・・・・・・・・・・・・・・・・・・・115

神経管・・・・・・・・・・・・・・・・・・・・・・・・・・・・・・・・・・・・・・19, 239, 271

神経膠細胞（グリア細胞）・・・・・・24, 247

神経膠腫（グリオーマ）・・・・・・・・・・・・・・・・・・・・24

神経根部・・・・・・・・・・・・・・・・・・・・・・・・・・・・・・・・・・・・・・・・・・・・・・・・293

神経細胞（ニューロン）・・・・・・・・・・・24, 247

神経細胞体・・・・・・・・・・・・・・・・・・・・・・・・・・・・・・・・・・・・・・・・・・・277

神経周膜・・・・・・・・・・・・・・・・・・・・・・・・・・・・・・・・・・・・・・・・256, 272

神経上皮細胞・・・・・・・・・・・・・・・・・・・・・・・・・・・・・・・・・・・・・・・・・・24

神経上膜・・・・・・・・・・・・・・・・・・・・・・・・・・・・・・・・・・・・・・・・・・・・・・・・255

神経性調節・・・・・・・・・・・・・・・・・・・・・・・・・・・・・・・・・・・・・・・・・・・109

神経節細胞・・・・・・・・・・・・・・・・・・・・・・・・・・・・・・・・・・・・・・・・・・・307

神経線維・・・・・・・・・・・・・・・・・・・・・・・・・・・・・・・・・・・・・・・・・・・・・・・・277

神経組織・・・・・・・・・・・・・・・・・・・・・・・・・・・・・・・・・・・・・21, 22, 24

神経堤・・・・・・・・・・・・・・・・・・・・・・・・・・・・・・・・・・・・・・・・・・・・・・・・・19, 51

神経堤細胞・・・・・・・・・・・・・・・・・・・・・・・・・・・・・・・・・・・・・・・・・・・・・・51

神経伝達物質・・・・・・・・・・・・・・・・・・・・・・・・・・・・・・・・・・・・・・・238

神経頭蓋・・・・・・・・・・・・・・・・・・・・・・・・・・・・・・・・・・・・・・・・・・・・・・・・205

神経板（神経外胚葉）・・・・・・・・・・・・・・・・・・・・・・・・・19

神経ブロック・・・・・・・・・・・・・・・・・・・・・・・・・・・・・・・・・・・・・・・255

神経分泌型神経細胞・・・・・・・・・・・・・・・・・・・・・・・・238

神経路・・・・・・・・・・・・・・・・・・・・・・・・・・・・・・・・・・・・・・・・・・・・・・・・・・・・・245

真結合線（産科結合線）・・・・・・・・・・・・・・・・・176

深後方コンパートメント（後区画深
部）・・・・・・・・・・・・・・・・・・・・・・・・・・・・・・・・・・・・・・・・・・・・・・・・・・・・・・・・167

人工腎臓・・・・・・・・・・・・・・・・・・・・・・・・・・・・・・・・・・・・・・・・・・・・・・・・189

進行性筋ジストロフィー・・・・・・・・・・・・・・・・・・32

人工透析膜・・・・・・・・・・・・・・・・・・・・・・・・・・・・・・・・・・・・・・・・・・・189

腎後性腎不全・・・・・・・・・・・・・・・・・・・・・・・・・・・・・・・・・・・・・・・186

深在性静脈（深部静脈）・・・・・・・・・133, 135

心雑音・・・・・・・・・・・・・・・・・・・・・・・・・・・・・・・・・・・・・・・・・・・・・124, 126

深指屈筋・・・・・・・・・・・・・・・・・・・・・・・・・・・・・・・・・・・・・・・・145, 157

心室・・・・・・・・・・・・・・・・・・・・・・・・・・・・・・・・・・・・・・・・・・・・・・・・・・・・・・・・・・・111

心室充満性雑音・・・・・・・・・・・・・・・・・・・・・・・・・・・・・・・・・・126

心室性頻拍・・・・・・・・・・・・・・・・・・・・・・・・・・・・・・・・・・・・・・・・・・・・119

心室中隔・・・・・・・・・・・・・・・・・・・・・・・・・・・・・・・・・・・・・・・・・・・・・・・・・118

心周期・・・・・・・・・・・・・・・・・・・・・・・・・・・・・・・・・・・・・・・・・・・・・・・・・・・・・124

真珠腫・・・・・・・・・・・・・・・・・・・・・・・・・・・・・・・・・・・・・・・・・・・・・・・・・・・・・318

真珠腫性中耳炎・・・・・・・・・・・・・・・・・・・・・・・・・・・・・・・・・・316

滲出性下痢・・・・・・・・・・・・・・・・・・・・・・・・・・・・・・・・・・・・・・・68, 70

滲出性中耳炎・・・・・・・・・・・・・・・・・・・・・・・・・・・・・・・・・・・・・・・316

浸潤・・・・・・・・・・・・・・・・・・・・・・・・・・・・・・・・・・・・・・・・・・・・・・・・・・・・・・・・・・・・・21

腎小体・・・・・・・・・・・・・・・・・・・・・・・・・・・・・・・・・・・・183, 186, 187

腎静脈・・・・・・・・・・・・・・・・・・・・・・・・・・・・・・・・・・・・・・・・・・・・・188, 189

腎髄質・・・・・・・・・・・・・・・・・・・・・・・・・・・・・・・・・・・・・・・・・・・・・・・・・・・・・187

腎錐体・・・・・・・・・・・・・・・・・・・・・・・・・・・・・・・・・・・・・・・・・・・・・183, 187

新生児黄疸・・・・・・・・・・・・・・・・・・・・・・・・・・・・・・・・・・・・・・・・・・・・・・60

新生児期・・・・・・・・・・・・・・・・・・・・・・・・・・・・・・・・・・・・・・・・・・・・・・・・・・・17

腎性腎不全・・・・・・・・・・・・・・・・・・・・・・・・・・・・・・・・・・・・・・・・・・・186

真性大動脈瘤・・・・・・・・・・・・・・・・・・・・・・・・・・・・・・・・・・・・・・・・115

真性ヘルニア・・・・・・・・・・・・・・・・・・・・・・・・・・・・・・・・・・・・・・・・・・98

真性めまい（回転性めまい）・・・・・・・312

（新）線条体・・・・・・・・・・・・・・・・・・・・・・・・・・・・・・・・・266, 269

腎前性腎不全・・・・・・・・・・・・・・・・・・・・・・・・・・・・・・・186, 188

心臓・・・・・・・・・・・・・・・・・・・・・・・・・・・・・・・・・・・・・・・・・・・・・・・・・・104, 111

腎臓・・・・・・・・・・・・・・・・・・・・・・・・・・・・・・・・・・・・・・・・・・・・・・・・・・183, 186

心臓血管系・・・・・・・・・・・・・・・・・・・・・・・・・・・・・・・・・・・104, 112

心臓弁・・・・・・・・・・・・・・・・・・・・・・・・・・・・・・・・・・・・・・・・・・・・・・・・・・・・・124

靱帯・・・・・・・・・・・・・・・・・・・・・・・・・・・・・・・・・・・・・・・・・・・・・・・・・・・・・・・・・・・・・36

心タンポナーデ・・・・・・・・・・・・・・・・・・・・・・・・・・・111, 113

腎周脂肪組織・・・・・・・・・・・・・・・・・・・・・・・・・・・・・・・・・・・・・・・186

陣痛・・・・・・・・・・・・・・・・・・・・・・・・・・・・・・・・・・・・・・・・・・・・・・・・・・193, 194

伸展・・・・・・・・・・・・・・・・・・・・・・・・・・・・・・・・・・14, 145, 148, 153

浸透圧性下痢・・・・・・・・・・・・・・・・・・・・・・・・・・・・・・・・・・・68, 70

振動覚・・・・・・・・・・・・・・・・・・・・・・・・・・・・・・・・・・・・・・・・・・・・・260, 285

腎動脈・・・・・・・・・・・・・・・・・・・・・・・・・・・・・・・・・・・・・・・・・・・・・116, 189

腎乳頭・・・・・・・・・・・・・・・・・・・・・・・・・・・・・・・・・・・・・・・・・・・・・・・・・・・・・183

心嚢・・・・・・・・・・・・・・・・・・・・・・・・・・・・・・・・・・・・・・・・・・・・・・・・・・・・・・・・・・・111

心嚢液・・・・・・・・・・・・・・・・・・・・・・・・・・・・・・・・・・・・・・・・・・・・・・・・・・・・・・111

腎杯・・・・・・・・・・・・・・・・・・・・・・・・・・・・・・・・・・・・・・・・・・・・・・・・・・・・・・・・・・183

心拍出量（CO）・・・・・・・・・・・・・・・・・・109, 111, 112

心拍数・・・・・・・・・・・・・・・・・・・・・・・・・・・・・・・・・・・・・・・・・・・・・・・・・・・・・109

心拍停止・・・・・・・・・・・・・・・・・・・・・・・・・・・・・・・・・・・・・・・・・・・・・・・・251

深腓骨神経・・・・・・・・・・・・・・・・・・・・・・・・・・・・・・・・・・・147, 167

深腓骨神経固有域・・・・・・・・・・・・・・・・・・・・・・・・・・・・・167

腎皮質・・・・・・・・・・・・・・・・・・・・・・・・・・・・・・・・・・・・・・・・・・・・・・・・・・・・・187

深部感覚（固有感覚）・
・・・・・・・・・・・・・・・・・・・・・・・・・・・・・・・・・・・・・・・28, 259, 260, 285

深部静脈血栓症・・・・・・・・・・・・・・・・・・・・・・・・・・・・・・・・・・135

心不全・・・・・・・・・・・・・・・・・・・・・・・・・・・・・・・・・・・・・・・・・・・・・・・・・・・・・・111

腎不全・・・・・・・・・・・・・・・・・・・・・・・・・・・・・・・・・・・・・・・・・・・・・・・・・・・・・186

心房・・・・・・・・・・・・・・・・・・・・・・・・・・・・・・・・・・・・・・・・・・・・・・・・・・・・・・・・・・・111

腎傍脂肪組織・・・・・・・・・・・・・・・・・・・・・・・・・・・・・・・186, 189

心房シャント・・・・・・・・・・・・・・・・・・・・・・・・・・・・・・・・・・・・・・・273

心房収縮期・・・・・・・・・・・・・・・・・・・・・・・・・・・・・・・・・・・・・・・・・・・126

心房性ナトリウム利尿ペプチド・110

心房中隔・・・・・・・・・・・・・・・・・・・・・・・・・・・・・・・・・・・・・・・・・・・・・・・・127

心房中隔欠損症・・・・・・・・・・・・・・・・・・・・・・・・・・127, 128

心房内伝導路・・・・・・・・・・・・・・・・・・・・・・・・・・・・・・・・・・・・・・・・118

心膜腔・・・・・・・・・・・・・・・・・・・・・・・・・・・・・・・・・・・・・・・・・・・・・・・97, 111

心膜腹膜管・・・・・・・・・・・・・・・・・・・・・・・・・・・・・・・・・・・・・・・・・・・・・・97

腎門・・・・・・・・・・・・・・・・・・・・・・・・・・・・・・・・・・・・・・・・・・・・・・・・・・184, 186

心理的要因・・・・・・・・・・・・・・・・・・・・・・・・・・・・・・・・・・・・・・・・・・・219

す
随意運動・・・・・・・・・・・・・・・・・・・・・・・・・・・・・・・・・・・・・・・・・・・・・・・・220

膵液・・・・・・・・・・・・・・・・・・・・・・・・・・・・・・・・・・・・・・・・・・・・・・・・・・・・・・・・・・・・・65

334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髄液圧（脳圧）・・・・・・・・・・・・・・・・・・・・・・・・・・・・・・・・・・・・272

髄核・・・・・・・・・・・・・・・・・・・・・・・・・・・・・・・・・・・・・・・・・・・・・・・・・・168, 169

膵がん・・・・・・・・・・・・・・・・・・・・・・・・・・・・・・・・・・・・・・・・・・・・・・・・・・・・・・・・64

膵管がん・・・・・・・・・・・・・・・・・・・・・・・・・・・・・・・・・・・・・・・・・・・・64, 66

膵十二指腸静脈・・・・・・・・・・・・・・・・・・・・・・・・・・・・・・・・・・・・・65

膵腫瘍・・・・・・・・・・・・・・・・・・・・・・・・・・・・・・・・・・・・・・・・・・・・・・・・・・・・・・・・64

水晶体・・・・・・・・・・・・・・・・・・・・・・・・・・・・・・・・・・・・299, 300, 302

水晶体核・・・・・・・・・・・・・・・・・・・・・・・・・・・・・・・・・・・・・・・・・・・・・・・・300

水晶体上皮・・・・・・・・・・・・・・・・・・・・・・・・・・・・・・・・・・・・・・・・・・・300

水晶体線維・・・・・・・・・・・・・・・・・・・・・・・・・・・・・・・・・・・・・・・・・・・300

水晶体嚢（包）・・・・・・・・・・・・・・・・・・・299, 300, 301

水晶体皮質・・・・・・・・・・・・・・・・・・・・・・・・・・・・・・・・・・・・・・・・・・・300

膵静脈・・・・・・・・・・・・・・・・・・・・・・・・・・・・・・・・・・・・・・・・・・・・・・・・・・・・・・・・65

膵全摘術・・・・・・・・・・・・・・・・・・・・・・・・・・・・・・・・・・・・・・・・・・・・・・・・・・・67

膵臓・・・・・・・・・・・・・・・・・・・・・・・・・・・・・・・・・・・・・・・・・・・・・・・・・・・・・・48, 64

錐体・・・・・・・・・・・・・・・・・・・・・・・・・・・・・・・・・・・・・・・・・・・・・・・・・・・・・・・・・・245

錐体交叉・・・・・・・・・・・・・・・・・・・・・・・・・・・・・・・・・・・・・・・・263, 264

錐体細胞・・・・・・・・・・・・・・・・・・・・・・・・・・・・・・・・・・・・・・・・・・・・・・・・306

膵体尾部がん・・・・・・・・・・・・・・・・・・・・・・・・・・・・・・・・・・・64, 66

膵体尾部切除術・・・・・・・・・・・・・・・・・・・・・・・・・・・・・・・・・・・・・67

錐体路・・・・・・・・・・・・・・・・・・・・・・・・・・・・・・・・・・・・246, 263, 264

垂直舌筋・・・・・・・・・・・・・・・・・・・・・・・・・・・・・・・・・・・・・・・・・・・・・・・・208

垂直注視中枢・・・・・・・・・・・・・・・・・・・・・・・・・・・・・・・・・・・・・・・298

垂直面（縦断面）・・・・・・・・・・・・・・・・・・・・・・・・・・・・・・・・・・13

膵頭十二指腸切除術・・・・・・・・・・・・・・・・・・・・・・・・・・・67

水頭症・・・・・・・・・・・・・・・・・・・・・・・・・・・・・・・・・・・・・・・・・・・・・・・・・・・・・271

膵頭神経叢・・・・・・・・・・・・・・・・・・・・・・・・・・・・・・・・・・・・・・・64, 66

膵頭部・・・・・・・・・・・・・・・・・・・・・・・・・・・・・・・・・・・・・・・・・・・・・・・・・・・・・・・・66

膵頭部がん・・・・・・・・・・・・・・・・・・・・・・・・・・・・・・・・・・・・・・・64, 66

水平断裂・・・・・・・・・・・・・・・・・・・・・・・・・・・・・・・・・・・・・・・・・・・・・・・・162

水平面（横断面）・・・・・・・・・・・・・・・・・・・・・・・・・・・・・・・・・・13

髄膜・・・・・・・・・・・・・・・・・・・・・・・・・・・・・・・・・・・・・・・・・・・・・・・・・・・・・・・・・・255

髄膜炎・・・・・・・・・・・・・・・・・・・・・・・・・・・・・・・・・・・・・・・・・・・・・・・・・・・・・316

睡眠時無呼吸症候群・・・・・・・・・・・・・・・・・・・・・・・・・・・84

水様便・・・・・・・・・・・・・・・・・・・・・・・・・・・・・・・・・・・・・・・・・・・・・・・・・・・・・・・・70

頭蓋冠・・・・・・・・・・・・・・・・・・・・・・・・・・・・・・・・・・・・・・・・・・・・・・・・・・・・・205

頭蓋骨・・・・・・・・・・・・・・・・・・・・・・・・・・・・・・・・・・・・・・・・・・・・・・・・・・・・・205

頭蓋底・・・・・・・・・・・・・・・・・・・・・・・・・・・・・・・・・・・・・・・・・・・・・・・・・・・・・206

頭蓋内圧（脳圧）亢進・・・・・・・・・・・232, 271

頭蓋内占拠病変・・・・・・・・・・・・・・・・・・・・・・・・・・・・・・・・・・232

スキップ・リージョン・・・・・・・・・・・・・・・72, 74

すくみ足・・・・・・・・・・・・・・・・・・・・・・・・・・・・・・・・・・・・・・・・・・・・・・・・267

頭痛・・・・・・・・・・・・・・・・・・・・・・・・・・・・・・・・・・・・・・・・・・・・・・・・・・・・・・・・・・・・・92

ステルコビリン・・・・・・・・・・・・・・・・・・・・・・・・・・・・・・・・・・・・・60

スパスム・・・・・・・・・・・・・・・・・・・・・・・・・・・・・・・・・・・・・・・・・・・・・・・・123

滑り説・・・・・・・・・・・・・・・・・・・・・・・・・・・・・・・・・・・・・・・・・・・・・・・・・32, 33

せ
正円窓（蝸牛窓）・・・・・・・・・・・・・・・・・・・・・・・・・・・・・・・310

精管・・・・・・・・・・・・・・・・・・・・・・・・・・・・・・・・・・・・・・・・・・・・・・・・・・・・・・・・・・178

正期産・・・・・・・・・・・・・・・・・・・・・・・・・・・・・・・・・・・・・・・・・・・・・・・・・・・・・・・・17

精丘・・・・・・・・・・・・・・・・・・・・・・・・・・・・・・・・・・・・・・・・・・・・・・・・・・181, 200

精細管・・・・・・・・・・・・・・・・・・・・・・・・・・・・・・・・・・・・・・・・・・・・・・・・・・・・・178

精細触圧覚・・・・・・・・・・・・・・・・・・・・・・・・・・・・・・・・・・・・・・・・・・・245

精細胞・・・・・・・・・・・・・・・・・・・・・・・・・・・・・・・・・・・・・・・・・・・・・・・・・・・・・178

精索・・・・・・・・・・・・・・・・・・・・・・・・・・・・・・・・・・・・・・・・・・・・・・・・・・178, 190

正視・・・・・・・・・・・・・・・・・・・・・・・・・・・・・・・・・・・・・・・・・・・・・・・・・・・・・・・・・・300

精子・・・・・・・・・・・・・・・・・・・・・・・・・・・・・・・・・・・・・・・・・・・・・・・・・・・・・・・・・・・・・16

正常圧水頭症・・・・・・・・・・・・・・・・・・・・・・・・・・・・・・・・・・・・・・・271

星状膠細胞（アストログリア）・・・247

星状神経節（頚胸神経節）・
・・・・・・・・・・・・・・・・・・・・・・・・・・・・・・・・・・・・・283, 289, 290, 291

星状神経節ブロック・・・・・・・283, 289, 291

生殖細胞（配偶子）・・・・・・・・・・・・・・・・・・・・・・・・・・・・・・16

精神予防性無痛分娩・・・・・・・・・・・・・・・・・・・・・・・・195

性染色体・・・・・・・・・・・・・・・・・・・・・・・・・・・・・・・・・・・・・・・・・・・・・・・・・・・33

精巣・・・・・・・・・・・・・・・・・・・・・・・・・・・・・・・・・・・・・・・・・・・・・・・・・・・・・・・・・・178

精巣上体・・・・・・・・・・・・・・・・・・・・・・・・・・・・・・・・・・・・・・・・・・・・・・・・178

精巣上体管・・・・・・・・・・・・・・・・・・・・・・・・・・・・・・・・・・・・・・・・・・・178

精巣小葉・・・・・・・・・・・・・・・・・・・・・・・・・・・・・・・・・・・・・・・・・・・・・・・・178

精巣中隔・・・・・・・・・・・・・・・・・・・・・・・・・・・・・・・・・・・・・・・・・・・・・・・・178

精巣動脈・・・・・・・・・・・・・・・・・・・・・・・・・・・・・・・・・・・・・・・・178, 179

精巣網・・・・・・・・・・・・・・・・・・・・・・・・・・・・・・・・・・・・・・・・・・・・・・・・・・・・・178

精巣輸出管・・・・・・・・・・・・・・・・・・・・・・・・・・・・・・・・・・・・・・・・・・・178

声帯・・・・・・・・・・・・・・・・・・・・・・・・・・・・・・・・・・・・・・・・・220, 226, 227

声帯筋（甲状披裂筋；内筋）・・・・・・・227

生体腎移植・・・・・・・・・・・・・・・・・・・・・・・・・・・・・・・・・・・・・・・・・・・189

声帯ヒダ・・・・・・・・・・・・・・・・・・・・・・・・・・・・・・・・・・・・・・・・・・・・・・・・226

声帯麻痺・・・・・・・・・・・・・・・・・・・・・・・・・・・・・・・・・・・・・・・・・・79, 226

正中神経・・・・・・・・・・・・・145, 150, 152, 156, 166

正中線・・・・・・・・・・・・・・・・・・・・・・・・・・・・・・・・・・・・・・・・・・・・・・・・・・・・・・・・13

正中法・・・・・・・・・・・・・・・・・・・・・・・・・・・・・・・・・・・・・・・・・・・・・・・・・・・・・257

正中面（正中矢状面）・・・・・・・・・・・・・・・・・・・・・・・・・13

精嚢・・・・・・・・・・・・・・・・・・・・・・・・・・・・・・・・・・・・・・・・・・・・・・・・・・・・・・・・・・178

精嚢液・・・・・・・・・・・・・・・・・・・・・・・・・・・・・・・・・・・・・・・・・・・・・・・・・・・・・179

性ホルモン・・・・・・・・・・・・・・・・・・・・・・・・・・・・・・・・・・・・・・・・・・・201

生命維持中枢・・・・・・・・・・・・・239, 244, 251, 252

声門・・・・・・・・・・・・・・・・・・・・・・・・・・・・・・・・・・・・・・・・・220, 227, 228

声門開大筋・・・・・・・・・・・・・・・・・・・・・・・・・・・・・・・・・・・226, 227

声門下腔・・・・・・・・・・・・・・・・・・・・・・・・・・・・・・・・・・・・・・・・・・・・・・・・227

声門緊張筋・・・・・・・・・・・・・・・・・・・・・・・・・・・・・・・・・・・226, 227

声門閉鎖筋・・・・・・・・・・・・・・・・・・・・・・・・・・・・・・・・・・・226, 227

声門裂・・・・・・・・・・・・・・・・・・・・・・・・・・・・・・・・・・・・・・・・・・・・・・・・・・・・・227

生理的狭窄部・・・・・・・・・・・・・・・・・・・・・・183, 184, 185

生理的弯曲・・・・・・・・・・・・・・・・・・・・・・・・・・・・・・・・・・・168, 169

脊髄・・・・・・・・・・・・・・・・・・・・・・・206, 238, 239, 240, 255

脊髄円錐・・・・・・・・・・・・・・・・・・・・・・・・・・・・・・・・・・・・・・・・・・・・・・・・240

脊髄下端・・・・・・・・・・・・・・・・・・・・・・・・・・・・・・・・・・・・・・・・・・・・・・・・169

脊髄空洞症・・・・・・・・・・・・・・・・・・・・・・・・・・・・・・・・・・・259, 261

脊髄クモ膜・・・・・・・・・・・・・・・・・・・・・・・・・・・・・・・・・・・・・・・・・・・255

脊髄後角・・・・・・・・・・・・・・・・・・・・・・・・・・・・・・・・・・・・・・・・・・30, 260

脊髄後根・・・・・・・・・・・・・・・・・・・・・・・・・・・・・・・・・・・・・・・・・・・・・・・・261

脊髄後索・・・・・・・・・・・・・・・・・・・・・・・・・・・・・・・・・・・・・・・・260, 261

脊髄硬膜・・・・・・・・・・・・・・・・・・・・・・・・・・・・・・・・・・・・・・・・・・・・・・・・255

脊髄硬膜糸・・・・・・・・・・・・・・・・・・・・・・・・・・・・・・・・・・・・・・・・・・・255

脊髄視床路・・・・・・・・・・・・・・・・・・・・・・・・・・・・・・・・・・・・・・・・・・・・・・30

脊髄小脳・・・・・・・・・・・・・・・・・・・・・・・・・・・・・・・・・・・・・・・・・・・・・・・・242

脊髄神経・・・・・・・・・・・・・・・31, 168, 276, 277, 280

脊髄神経根周囲・・・・・・・・・・・・・・・・・・・・・・・・・・・・・・・・・・272

脊髄神経節・・・・・・・・・・・・・・・・・・・・・・・・・・・・・・・・・・・・・・・・・・・280

脊髄神経叢・・・・・・・・・・・・・・・・・・・・・・・・・・・・・・・・・・・145, 280

脊髄前角・・・・・・・・・・・・・・・・・・・・・・・・・・・・・・・・・・・・・・・・・・・・・・・・246

脊髄前索路・・・・・・・・・・・・・・・・・・・・・・・・・・・・・・・・・・・263, 264

脊髄側索・・・・・・・・・・・・・・・・・・・・・・・・・・・・・・・・・・・・・・・・・・・・・・・・245

脊髄側索路・・・・・・・・・・・・・・・・・・・・・・・・・・・・・・・・・・・263, 264

脊髄中心管・・・・・・・・・・・・・・・・・・・・・・・・・・・・・・・・・・・239, 271

脊髄内自律神経路・・・・・・・・・・・・・・・・・・・・・・・・・・・・・262

脊髄軟膜・・・・・・・・・・・・・・・・・・・・・・・・・・・・・・・・・・・・・・・・255, 256

脊柱・・・・・・・・・・・・・・・・・・・・・・・・・・・・・・・・・・・・・・・・・・・・・・・・・・・・・・・・・・168

脊柱管・・・・・・・・・・・・・・・・・・・・・・・・・・・・・・・・・・・・・・・・・・・・・168, 238

咳中枢・・・・・・・・・・・・・・・・・・・・・・・・・・・・・・・・・・・・・・・・・・・・・・・・・・・・・・・・82

脊椎（椎骨）・・・・・・・・・・・・・・・・・・・・・・・・・・・・・・・・・100, 168

335索　引

IN
D
E
X



責任動脈・・・・・・・・・・・・・・・・・・・・・・・・・・・・・・・・・・・・・・・・・・・・・・・・120

咳反射・・・・・・・・・・・・・・・・・・・・・・・・・・・・・・・・・・・・・・・・・・・・・・・・・・・・・254

舌咽神経（Ⅸ脳神経）・・・・・・82, 209, 210, 
218, 223, 228, 230, 253, 279, 283

石灰沈着性肩関節周囲炎・・・・・・・・・・・・・・・155

石灰沈着性腱板炎・・・・・・・・・・・・・・・・・・・・・・・・・・・・・153

舌下錠・・・・・・・・・・・・・・・・・・・・・・・・・・・・・・・・・・・・・・・・・・・・・133, 135

舌下小丘・・・・・・・・・・・・・・・・・・・・・・・・・・・・・・・・・・・・・・・・・・・・・・・・230

舌下神経（Ⅻ脳神経）・
・・・・・・・・・・・・・・・・・・・208, 219, 220, 228, 253, 279

舌下神経核（Ⅻ）・・・・・・・・・・・・・・・・・・・・・・・・・・・・・・・264

舌下腺・・・・・・・・・・・・・・・・・・・・・・・・・・・・・・・・・・・・・・42, 213, 229

舌下ヒダ・・・・・・・・・・・・・・・・・・・・・・・・・・・・・・・・・・・・・・・・・・・・・・・・230

舌筋・・・・・・・・・・・・・・・・・・・・・・・・・・・・・・・・・・・・・・・・・・・・・・・・・・208, 220

節後線維・・・・・・・・・・・・・・・・・・・・・・・・・・・・・・・・・・・・・・・・282, 283

舌骨・・・・・・・・・・・・・・・・・・・・・・・・・・・・・・・・・・・・・・・・・206, 219, 220

舌骨舌筋・・・・・・・・・・・・・・・・・・・・・・・・・・・・・・・・・・・・・・・・・・・・・・・・208

舌根・・・・・・・・・・・・・・・・・・・・・・・・・・・・・・・・・・・・・・・・・・・・・・・・・・・・84, 220

舌根沈下・・・・・・・・・・・・・・・・・・・・・・・・・・・・・・・・・・・・・・・・・・・・・・・・・・・84

舌小胞・・・・・・・・・・・・・・・・・・・・・・・・・・・・・・・・・・・・・・・・・・・・・・・・・・・・・217

舌静脈・・・・・・・・・・・・・・・・・・・・・・・・・・・・・・・・・・・・・・・・・・・・・・・・・・・・・217

舌神経・・・・・・・・・・・・・・・・・・・・・・・・・・・・・・・・・・・・・・・・・・・・・・・・・・・・・218

節前線維・・・・・・・・・・・・・・・・・・・・・・・・・・・・・・・・・・・・・・・・282, 283

舌動脈・・・・・・・・・・・・・・・・・・・・・・・・・・・・・・・・・・・・・・・・・・・・・211, 217

舌背静脈・・・・・・・・・・・・・・・・・・・・・・・・・・・・・・・・・・・・・・・・・・・・・・・・217

舌扁桃・・・・・・・・・・・・・・・・・・・・・・・・・・・・・・・・・・・・・・・・・・・・・・・・・・・・・216

舌麻痺・・・・・・・・・・・・・・・・・・・・・・・・・・・・・・・・・・・・・・・・・・・・・219, 221

線維化・・・・・・・・・・・・・・・・・・・・・・・・・・・・・・・・・・・・・・・・・・・・・・・・・58, 59

線維性連結・・・・・・・・・・・・・・・・・・・・・・・・・・・・・・・・・・・・・・・・・・・・・・35

線維軟骨・・・・・・・・・・・・・・・・・・・・・・・・・・・・・・・・・・・・・・・・153, 169

線維被膜・・・・・・・・・・・・・・・・・・・・・・・・・・・・・・・・・・・・・・・・186, 189

線維輪・・・・・・・・・・・・・・・・・・・117, 118, 124, 168, 169

前角・・・・・・・・・・・・・・・・・・・・・・・・・・・・・・・・・・・・・・・・・・・・・・・・・・・・・・・・・・163

前角ニューロン・・・・・・・・・・・・・・・・・・・・・・・・・・・・・・・・・・263

前下行枝・・・・・・・・・・・・・・・・・・・・・・・・・・・・・・・・・・・・・・・・・・・・・・・・121

前下小脳動脈・・・・232, 245, 250, 292, 293

前下膵十二指腸動脈・・・・・・・・・・・・・・・・・・・・・・・・・・・65

腺癌・・・・・・・・・・・・・・・・・・・・・・・・・・・・・・・・・・・・・・・・・・・21, 196, 202

前眼房・・・・・・・・・・・・・・・・・・・・・・・・・・・・・・・・・・・・・・・・・・・・・・・・・・・・・299

前鋸筋・・・・・・・・・・・・・・・・・・・・・・・・・・・・・・・・・・・・・・・・・・・・・・・・・・・・・145

前距腓靱帯・・・・・・・・・・・・・・・・・・・・・・・・・・・・・・・・・・・・・・・・・・・143

前区・・・・・・・・・・・・・・・・・・・・・・・・・・・・・・・・・・・・・・・・・・・・・・・・・・・・・・・・・・・・・56

前屈・・・・・・・・・・・・・・・・・・・・・・・・・・・・・・・・・・・・・・・・・・・・・・・・・・・・・・・・・・・・・14

前脛骨筋・・・・・・・・・・・・・・・・・・・・・・・・・・・・・・・・・・・・・・・・148, 171

前脛骨筋症候群（前脛骨区画・
症候群）・・・・・・・・・・・・・・・・・・・・・・・・・・・・・・・・・・・・・・・・・・・・・・・167

前脛骨動脈・・・・・・・・・・・・・・・・・・・・・・・・・・・・・・・・・・・・・・・・・・・167

前頚部・・・・・・・・・・・・・・・・・・・・・・・・・・・・・・・・・・・・・・・・・・・・・・・・・・・・・・・・13

前傾三角・・・・・・・・・・・・・・・・・・・・・・・・・・・・・・・・・・・・・・・・・・・・・・・・204

浅後方コンパートメント・
（後区画浅部）・・・・・・・・・・・・・・・・・・・・・・・・・・・・・・・・・・・167

前交通動脈・・・・・・・・・・・・・・・・・・・・・・・・・・・・・・・・・・・・・・・・・・・248

仙骨・・・・・・・・・・・・・・・・・・・・・・・・・・・・・・・・・・・・・・・・・・・・・・・・・・・・・・・・・・174

仙骨硬膜外ブロック・・・・・・・・・・・・・・・・・・・・・・・・258

仙骨神経・・・・・・・・・・・・・・・・・・・・・・・・・・・・・・・168, 169, 279

仙骨神経叢・・・・・・・・・・・・・・・・・・・・・・・・・・・・・・・・・・・148, 280

仙骨リンパ節・・・・・・・・・・・・・・・・・・・・・・・・・・・・・・・・・・・・・・・199

前耳介筋・・・・・・・・・・・・・・・・・・・・・・・・・・・・・・・・・・・・・・・・・・・・・・・・208

浅指屈筋・・・・・・・・・・・・・・・・・・・・・・・・・・・・・・・・・・・・・・・・145, 157

前十字靱帯・・・・・・・・・・・・・・・・・・・・・・・・・・・・・・・・・・・143, 162

前縦隔・・・・・・・・・・・・・・・・・・・・・・・・・・・・・・・・・・・・・・・・・・・・・・・・・90, 91

全収縮期雑音・・・・・・・・・・・・・・・・・・・・・・・・・・・・・・・・・・・・・・・126

前縦靱帯・・・・・・・・・・・・・・・・・・・・・・・・・・・・・・・・・・・・・・・・・・・・・・・・169

前障・・・・・・・・・・・・・・・・・・・・・・・・・・・・・・・・・・・・・・・・・・・・・・・・・・242, 269

前上膵十二指腸動脈・・・・・・・・・・・・・・・・・・・・・・・・・・・65

線条体（大脳基底核）・・・・・・・・・・・・・・242, 266

腺上皮・・・・・・・・・・・・・・・・・・・・・・・・・・・・・・・・・・・・・・・・・・・・・・・・・・・・・・・・22

仙髄・・・・・・・・・・・・・・・・・・・・・・・・・・・・・・・・・・・・・・・・・・・・・・・・・・・・71, 240

前頭蓋窩・・・・・・・・・・・・・・・・・・・・・・・・・・・・・・・・・・・・・・・・・・・・・・・・206

前脊髄動脈・・・・・・・・・・・・・・・・・・・・・・・・・・・・・・・・・・・・・・・・・・・262

前脊髄動脈症候群・・・・・・・・・・・・・・・・・・・・・259, 261

前仙骨孔
漸増漸減性雑音・・・・・・・・・・・・・・・・・・・・・・・・・・・・・・・・・・126

浅側頭動脈・・・・・・・・・・・・・・・・・・・・・・・・・・・・・・・・・・・・・・・・・・・・211

浅（外）鼡径輪・・・・・・・・・・・・・・・・・・・・・・・・・・190, 191

全体像・・・・・・・・・・・・・・・・・・・・・・・・・・・・・・・・・・・・・・・・・・・・・・・・・・・・・175

前大脳動脈・・・・・・・・・・・・・・・・・232, 245, 247, 248

剪断力・・・・・・・・・・・・・・・・・・・・・・・・・・・・・・・・・・・・・・・・・・・・・・・・・・・・・160

浅中大脳静脈・・・・・・・・・・・・・・・・・・・・・・・・・・・・・・・・・・・・・・・245

前腸・・・・・・・・・・・・・・・・・・・・・・・・・・・・・・・・・・・・・・・・・・・・・・・19, 41, 77

前腸動脈・・・・・・・・・・・・・・・・・・・・・・・・・・・・・・・・・・・・・・・・・・・・19, 42

疝痛・・・・・・・・・・・・・・・・・・・・・・・・・・・・・・・・・・・・・・・・・・・・・・・・・・・・・・・・・・185

穿通枝（中心枝）・・・・・・・・・・・・・・・・・・・・・・・247, 249

穿通動脈・・・・・・・・・・・・・・・・・・・・・・・・・・・・・・・・・・・・・・・・・・・・・・・・235

疝痛発作・・・・・・・・・・・・・・・・・・・・・・・・・・・・・・・・・・・・・・・・・・・・・・・・184

前庭・・・・・・・・・・・・・・・・・・・・・・・・・・・・・・・・・・・・・・・・・・・・・・・・・・312, 314

前庭蝸牛神経・・・・・・・・・・・・・・・・・・・・・・・・・・・・・・・・・・・・・・・287

前庭眼反射・・・・・・・・・・・・・・・・・・・・・・・・・・・・・・・・・・・・・・・・・・・315

前庭小脳・・・・・・・・・・・・・・・・・・・・・・・・・・・・・・・・・・・・・・・・・・・・・・・・242

前庭神経・・・・・・・・・・・・・・・・・・・・・・・・・・・・・・・・・・・・・・・・・・・・・・・・313

前庭神経炎・・・・・・・・・・・・・・・・・・・・・・・・・・312, 313, 315

前庭神経核・・・・・・・・・・・・・・・・・・・・・・・・・・・・・・・・・・・・・・・・・・・314

前庭神経節・・・・・・・・・・・・・・・・・・・・・・・・・・・・・・・・・・・・・・・・・・・314

前庭性めまい・・・・・・・・・・・・・・・・・・・・・・・・・・・・・・・・・・・・・・・313

前庭窓・・・・・・・・・・・・・・・・・・・・・・・・・・・・・・・・・・・・・・・・・・・・・・・・・・・・・316

前庭・半規管・・・・・・・・・・・・・287, 310, 312, 313

前庭反射・・・・・・・・・・・・・・・・・・・・・・・・・・・・・・・・・・・・・・・・・・・・・・・・254

先天性（発達性）股関節脱臼・・・・・・・・35

先天性横隔膜ヘルニア・・・・・・・・・・・・・・・・・・・・・・96

先天性巨大結腸症・・・・・・・・・・・・・・・・・・・・・・・・・46, 51

蠕動運動・・・・・・・・・・・・・・・・・・・・・・・・・・・・・・・・・・・・・・・・・・43, 220

前頭骨・・・・・・・・・・・・・・・・・・・・・・・・・・・・・・・・・・・・・・・・・・・・・・・・・・・・・205

前頭部・・・・・・・・・・・・・・・・・・・・・・・・・・・・・・・・・・・・・・・・・・・・・・・・・・・・・204

前頭面（前額面，冠状面）・・・・・・・・・・・・・・・13

前頭葉・・・・・・・・・・・・・・・・・・・・・・・・・・・・・・・・・・・・・・・・・・・・・・・・・・・・・240

前頭連合野・・・・・・・・・・・・・・・・・・・・・・・・・・・・・・・・・・・・・・・・・・・240

前乳頭筋・・・・・・・・・・・・・・・・・・・・・・・・・・・・・・・・・・・・・・・・・・・・・・・・・118

前捻角・・・・・・・・・・・・・・・・・・・・・・・・・・・・・・・・・・・・・・・・・・・・・・・・・・・・・160

前脳胞・・・・・・・・・・・・・・・・・・・・・・・・・・・・・・・・・・・・・・・・・・・・・・・19, 239

前半規管・・・・・・・・・・・・・・・・・・・・・・・・・・・・・・・・・・・・・・・・・・・・・・・・314

浅腓骨神経・・・・・・・・・・・・・・・・・・・・・・・・・・・・・・・・・・・147, 167

前皮質脊髄路・・・・・・・・・・・・・・・・・・・・・・・・・・・・・・・・・・・・・・・264

前負荷・・・・・・・・・・・・・・・・・・・・・・・・・・・・・・・・・・・・・・・・・・・・・・・・・・・・・・112

前部線維筋性間質・・・・・・・・・・・・・・・・・・・・・・・・・・・・・201

前方コンパートメント・・・・・・・・・・・・・・・・・・・167

腺房細胞・・・・・・・・・・・・・・・・・・・・・・・・・・・・・・・・・・・・・・・・・・・・48, 65

腺房細胞がん・・・・・・・・・・・・・・・・・・・・・・・・・・・・・・・・・・・64, 66

前方障害・・・・・・・・・・・・・・・・・・・・・・・・・・・・・・・・・・・・・・・・・・・・・・・・・111

腺房中心細胞・・・・・・・・・・・・・・・・・・・・・・・・・・・・・・・・・・・48, 65

全盲・・・・・・・・・・・・・・・・・・・・・・・・・・・・・・・・・・・・・・・・・・・・・・・・・・305, 307

線毛上皮・・・・・・・・・・・・・・・・・・・・・・・・・・・・・・・・・・・・・・・・・・・・・・・・・・・87

線毛上皮細胞・・・・・・・・・・・・・・・・・・・・・・・・・・・・・・・・・・・・・・・180

前立腺・・・・・・・・・・・・・・・・・・・・・・・・・・・・・・・・・・・・・・・・・・・・・178, 200

336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前立腺液・・・・・・・・・・・・・・・・・・・・・・・・・・・・・・・・・・・・・・・・・・・・・・・・179

前立腺炎・・・・・・・・・・・・・・・・・・・・・・・・・・・・・・・・・・・・・・・・・・・・・・・・202

前立腺管・・・・・・・・・・・・・・・・・・・・・・・・・・・・・・・・・・・・・・・・・・・・・・・・200

前立腺がん・・・・・・・・・・・・・・・・・・・・・・・・・・・・・・・・・・・・・・・・・・・200

前立腺洞・・・・・・・・・・・・・・・・・・・・・・・・・・・・・・・・・・・・・・・・・・・・・・・・200

前立腺特異抗原（PSA）・180, 200, 202

前立腺肥大・・・・・・・・・・・・・・・・・179, 200, 201, 202

前立腺肥大結節・・・・・・・・・・・・・・・・・・・・・・・・・・・・・・・・・・201

腺リンパ腫・・・・・・・・・・・・・・・・・・・・・・・・・・・・・・・・・・・・・・・・・・・231

前弯・・・・・・・・・・・・・・・・・・・・・・・・・・・・・・・・・・・・・・・・・・・・・・・・・・・・・・・・・・169

前腕屈筋・・・・・・・・・・・・・・・・・・・・・・・・・・・・・・・・・・・・・・・・・・・・・・・・145

前腕骨間膜・・・・・・・・・・・・・・・・・・・・・・・・・・・・・・・・・・・・・・・・・・・140

そ
双顆関節・・・・・・・・・・・・・・・・・・・・・・・・36, 143, 162, 206

臓器内神経節（壁内神経節）・・・・・・・284

双極細胞・・・・・・・・・・・・・・・・・・・・・・・・・・・・・・・・・・・・・・・・・・・・・・・・307

双極性ニューロン・・・・・・・・・・・・・・・・・・・・・・・・・・・・・314

総頚動脈・・・・210, 222, 223, 228, 232, 247

早産・・・・・・・・・・・・・・・・・・・・・・・・・・・・・・・・・・・・・・・・・・・・・・・・・・・・・・・・・・・・・17

総指伸筋・・・・・・・・・・・・・・・・・・・・・・・・・・・・・・・・・・・・・・・・・・・・・・・・145

増殖・・・・・・・・・・・・・・・・・・・・・・・・・・・・・・・・・・・・・・・・・・・・・・・・・・・・・・・・・・・・・21

臓性（内臓）神経・・・・・・・・・・・・・・・・・・・・・・・・・・・・・278

臓側胸膜（肺胸膜）・・・・・・・・・・・・・・・・・・・・・・・93, 94

臓側腹膜・・・・・・・・・・・・・・・・・・・・・・・・・・・・・・・・・・・・・・・・・・・・・・・・・・・61

総胆管・・・・・・・・・・・・・・・・・・・・・・・・・・・・・・・・・・・・・・・・・・47, 64, 66

総腓骨神経・・・・・・・・・・・・・・・・・・・・・・・・・・・・・・・・・・・・・・・・・・・147

僧帽筋・・・・・・・・・・・・・・・・・・・・・・・・・・・・・・・・・・・・・・・・・・・・・・・・・・・・・145

僧帽弁・・・・・・・・・・・・・・・・・・・・・・・・・・・・・・・・・・・・・・・・・・・・・・・・・・・・・124

側臥位（回復体位）・・・・・・・・・・・・・・・・・・・・・・・・・・・・・・85

側角・・・・・・・・・・・・・・・・・・・・・・・・・・・・・・・・・・・・・・・・・・・・・・・・・・・・・・・・・・132

側屈・・・・・・・・・・・・・・・・・・・・・・・・・・・・・・・・・・・・・・・・・・・・・・・・・・・・・・・・・・・・・14

側頚部・・・・・・・・・・・・・・・・・・・・・・・・・・・・・・・・・・・・・・・・・・・・・・・・・・・・・・・・13

足根骨・・・・・・・・・・・・・・・・・・・・・・・・・・・・・・・・・・・・・・・・・・・・・・・・・・・・・142

足根中足関節・・・・・・・・・・・・・・・・・・・・・・・・・・・・・・・・・・・・・・・143

足細胞・・・・・・・・・・・・・・・・・・・・・・・・・・・・・・・・・・・・・・・・・・・・・・・・・・・・・187

側索（外側脊髄視床路）・・・・・・・・・260, 261

足底・・・・・・・・・・・・・・・・・・・・・・・・・・・・・・・・・・・・・・・・・・・・・・・・・・・・・・・・・・・・・13

側頭筋・・・・・・・・・・・・・・・・・・・・・・・・・・・・・・・・・・・・・・・・・・・・・・・・・・・・・208

側頭骨・・・・・・・・・・・・・・・・・・・・・・・・・・・・・・・・・・・・・・・・・・・・・・・・・・・・・205

側頭葉・・・・・・・・・・・・・・・・・・・・・・・・・・・・・・・・・・・・・・・・・・・・・・・・・・・・・241

側頭連合野・・・・・・・・・・・・・・・・・・・・・・・・・・・・・・・・・・・・・・・・・・・241

側脳室・・・・・・・・・・・・・・・・・・・・・・・・・・・・・・・・・・・・・・・・・・・・・239, 271

足背・・・・・・・・・・・・・・・・・・・・・・・・・・・・・・・・・・・・・・・・・・・・・・・・・・・・・・・・・・・・・13

側副血行路・・・・・・・・・・・・・・・・・・・・・・・・・・・・・・・・・・・・・・・90, 92

側副溝・・・・・・・・・・・・・・・・・・・・・・・・・・・・・・・・・・・・・・・・・・・・・・・・・・・・・240

側副循環（側副路）・・・・・・・・・・・・・・・・・・・・・・・・・・・108

側腹部・・・・・・・・・・・・・・・・・・・・・・・・・・・・・・・・・・・・・・・・・・・・・・・・・・・・・・・・13

鼡径管・・・・・・・・・・・・・・・・・・・・・・・・・・・・・・・・・・・・178, 190, 191

鼡径三角・・・・・・・・・・・・・・・・・・・・・・・・・・・・・・・・・・・・・・・・190, 191

鼡径靱帯・・・・・・・・・・・・・・・・・・・・・・・・・・・・・・・・・・・・・・・・190, 191

鼡径部・・・・・・・・・・・・・・・・・・・・・・・・・・・・・・・・・・・・・・・・・・・・・・・・・・・・・・・・13

阻血性拘縮・・・・・・・・・・・・・・・・・・・・・・・・・・・・・・・・・・・・・・・・・・・166

阻血性大腿骨頭壊死・・・・・・・・・・・・・・・・・・・・・・・・161

組織・・・・・・・・・・・・・・・・・・・・・・・・・・・・・・・・・・・・・・・・・・・・・・・・・・・・・・16, 21

組織学的内子宮口・・・・・・・・・・・・・・・・・・・・・・・・・・・・・197

組織間質液・・・・・・・・・・・・・・・・・・・・・・・・・・・・・・・・・・・・・・・・・・・・112

咀嚼筋・・・・・・・・・・・・・・・・・・・・・・・・・・・206, 208, 221, 293

咀嚼筋枝・・・・・・・・・・・・・・・・・・・・・・・・・・・・・・・・・・・・・・・・・・・・・・・・293

卒中動脈・・・・・・・・・・・・・・・・・・・・・・・・・・・・・・・・・・・・・・・・・・・・・・・・264

外がえし・・・・・・・・・・・・・・・・・・・・・・・・・・・・・・・・・・・・・・・・・・14, 148

外側コンパートメント・・・・・・・・・・・・・・・・・・・167

外側体壁・・・・・・・・・・・・・・・・・・・・・・・・・・・・・・・・・・・・・・・・・・・・・・・・・・・97

外縦層・・・・・・・・・・・・・・・・・・・・・・・・・・・・・・・・・・・・・・・・・・42, 45, 50

外鼡径ヘルニア・・・・・・・・・・・・・・・・・・・・・・・・・・190, 191

外窒息・・・・・・・・・・・・・・・・・・・・・・・・・・・・・・・・・・・・・・・・・・・・・・・・・・・・・224

た
第１〜２虫様筋・・・・・・・・・・・・・・・・・・・・・・・・・・・・・・・・・・158

第１〜２腰椎・・・・・・・・・・・・・・・・・・・・・・・・・・・・・・・・・・・・・・・・・・64

第１期（開口期）・・・・・・・・・・・・・・・・・・・・・・・・・・・・・・・193

第１胸神経節・・・・・・・・・・・・・・・・・・・・・・・・・・・・・・・・・・・・・・・291

第１鰓弓・・・・・・・・・・・・・・・・・・・・・・・・・・・・・・・・・・・・・・・・・・・・・・・・208

第１第2鰓弓症候群・・・・・・・・・・・・・・・・・・・・・・・・・215

第１中手骨・・・・・・・・・・・・・・・・・・・・・・・・・・・・・・・・・・・・・・・・・・・142

第２平行平面・・・・・・・・・・・・・・・・・・・・・・・・・・・・・・・・・・・・・・・193

第２期（娩出期）・・・・・・・・・・・・・・・・・・・・・・・・・・・・・・・193

第２鰓弓・・・・・・・・・・・・・・・・・・・・・・・・・・・・・・・・・・・・・・・・207, 215

第３〜４虫様筋・・・・・・・・・・・・・・・・・・・・・・・・・・・・・・・・・・158

第三後頭神経（C3）・・・・・・・・・・・・・・・・・・・・・・・・・・210

第三脳室・・・・・・・・・・・・・・・・・・・・・・・・・・・・・・・・・・・・・・・・239, 271

第３平行平面・・・・・・・・・・・・・・・・・・・・・・・・・・・・・・・・・・・・・・・193

第四脳室・・・・・・・・・・・・・・・・・・・・・・・・・・・・・・・・・・・・・・・・239, 271

第四脳室外側口（Luschka孔）・・・271

第四脳室正中口（Magendie孔）・271

第４平行平面・・・・・・・・・・・・・・・・・・・・・・・・・・・・・・・・・・・・・・・193

体液・・・・・・・・・・・・・・・・・・・・・・・・・・・・・・・・・・・・・・・・・・・・・・・・・・・・・・・・・・104

体液性調節・・・・・・・・・・・・・・・・・・・・・・・・・・・・・・・・・・・・・・・・・・・・110

体液の恒常性（ホメオスターシス）・
・・・・・・・・・・・・・・・・・・・・・・・・・・・・・・・・・・・・・・・・・・・・・・・・・・・・・・・・・・・・・・・186

大円筋・・・・・・・・・・・・・・・・・・・・・・・・・・・・・・・・・・・・・・・・・・・・・・・・・・・・・145

対角結合線・・・・・・・・・・・・・・・・・・・・・・・・・・・・・・・・・・・・・・・・・・・176

対角枝・・・・・・・・・・・・・・・・・・・・・・・・・・・・・・・・・・・・・・・・・・・・・・・・・・・・・121

体幹・・・・・・・・・・・・・・・・・・・・・・・・・・・・・・・・・・・・・・・・・・・・・・・・・・・・12, 138

大胸筋・・・・・・・・・・・・・・・・・・・・・・・・・・・・・・・・・・・・・・・・・・・・・・・・・・・・・145

大結節・・・・・・・・・・・・・・・・・・・・・・・・・・・・・・・・・・・・・・・・・・・・・・・・・・・・・155

大後頭孔・・・・・・・・・・・・・・・・・・・・・・・・・・・・・・・・・・・・・・・・206, 238

大後頭神経（C2）・・・・・・・・・・・・・・・・・・・・・・・・・・・・・・・210

対光反射・・・・・・・・・・・・・・・・・・・・・・・・・・・・・・・・・・・・・・・・・・・・・・・・253

大骨盤・・・・・・・・・・・・・・・・・・・・・・・・・・・・・・・・・・・・・・・・・・・・・174, 175

体細胞・・・・・・・・・・・・・・・・・・・・・・・・・・・・・・・・・・・・・・・・・・・・・・・・・・・・・・・・16

大鎖骨上窩・・・・・・・・・・・・・・・・・・・・・・・・・・・・・・・・・・・・・・・・・・・205

大坐骨切痕・・・・・・・・・・・・・・・・・・・・・・・・・・・・・・・・・・・・・・・・・・・176

体肢・・・・・・・・・・・・・・・・・・・・・・・・・・・・・・・・・・・・・・・・・・・・・・・・・・・・12, 138

胎児・・・・・・・・・・・・・・・・・・・・・・・・・・・・・・・・・・・・・・・・・・・・・・・・・・・・・・・・・・193

大耳介神経・・・・・・・・・・・・・・・・・・・・・・・・・・・・・・・・・・・・・・・・・・・210

胎児期・・・・・・・・・・・・・・・・・・・・・・・・・・・・・・・・・・・・・・・・・・・・・・・・・・・・・・・・17

代謝・・・・・・・・・・・・・・・・・・・・・・・・・・・・・・・・・・・・・・・・・・・・・・・・・・・・・・・・・・・・・41

体重減少・・・・・・・・・・・・・・・・・・・・・・・・・・・・・・・・・・・・・・・・・・・・・・・・・・・64

大十二指腸乳頭（Vatert乳頭）・・・・・64

体循環（大循環）・・・・・・105, 111, 112, 127

帯状溝・・・・・・・・・・・・・・・・・・・・・・・・・・・・・・・・・・・・・・・・・・・・・・・・・・・・・240

大静脈孔・・・・・・・・・・・・・・・・・・・・・・・・・・・・・・・・・・・・・・・・・・96, 101

大腎杯・・・・・・・・・・・・・・・・・・・・・・・・・・・・・・・・・・・・・・・・・・・・・・・・・・・・・183

体性運動ニューロン・・・・・・・・・・・・・・・・・・・・・・・・279

体性感覚・・・・・・・・・・・・・・・・・・・・・・・・28, 131, 259, 285

体性感覚野・・・・・・・・・・・・・・・・・245, 250, 259, 260

体性神経・・・・・・・・・・・・・・・・・・・・・・・・・・・・・・・・・・・・・・・・・・・・・・・・278

体性痛・・・・・・・・・・・・・・・・・・・・・・・・・・・・・・・・・・・・・・・・・・・・・・・28, 194

体性部・・・・・・・・・・・・・・・・・・・・・・・・・・・・・・・・・・・・・・・・・・・・・・・・・・・・・・・・12

体節・・・・・・・・・・・・・・・・・・・・・・・・・・・・・・・・・・・・・・・・・・・・・・・・・・・・・・・・・・・・・19

337索　引

IN
D
E
X



大舌下腺管（Bartholin管）・・・・・・・・・・・230

大前根動脈（Adamkiewicz動脈）・
・・・・・・・・・・・・・・・・・・・・・・・・・・・・・・・・・・・・・・・・・・・・・・・・・・・・・・・114, 116

大蠕動・・・・・・・・・・・・・・・・・・・・・・・・・・・・・・・・・・・・・・・・・・・・・・・・・・・・・・・・71

対側損傷・・・・・・・・・・・・・・・・・・・・・・・・・・・・・・・・・・・・・・・・・・・・・・・・235

大腿二頭筋・・・・・・・・・・・・・・・・・・・・・・・・・・・・・・・・・・・・・・・・・・・148

大腿管・・・・・・・・・・・・・・・・・・・・・・・・・・・・・・・・・・・・・・・・・・・・・190, 191

大腿筋膜張筋・・・・・・・・・・・・・・・・・・・・・・・・・・・・・・・・・・・・・・・148

大腿脛骨関節・・・・・・・・・・・・・・・・・・・・・・・・・・・・・・・・・・・・・・・162

大腿骨・・・・・・・・・・・・・・・・・・・・・・・・・・・・・・・・・・・・・・・・・・・・・142, 174

大腿骨頚（部）・・・・・・・・・・・・・・・・・・・159, 160, 183

大腿骨頚部骨折・・・・・・・・・・・・・・・・・・・・・・・・・・・・・・・・・・159

大腿骨頭・・・・・・・・・・・・・・・・・・・・・・・・・・・・・・・・・・・・・・・・159, 183

大腿骨頭壊死・・・・・・・・・・・・・・・・・・・・・・・・・・・・・・・・・・・・・・・159

大腿骨頭窩・・・・・・・・・・・・・・・・・・・・・・・・・・・・・・・・・・・・・・・・・・・159

大腿骨頭靱帯・・・・・・・・・・・・・・・36, 142, 159, 160

大腿直筋・・・・・・・・・・・・・・・・・・・・・・・・・・・・・・・・・・・・・・・・・・・・・・・・148

大腿静脈・・・・・・・・・・・・・・・・・・・・・・・・・・・・・・・・・・・・・・・・136, 191

大腿神経・・・・・・・・・・・・・・・・・・・・・・・・・・・・・・・147, 148, 191

大腿動脈・・・・・・・・・・・・・・・・・・・・・・・・・・・・・・・・・・・・・・・・・・・・・・・・191

大大脳静脈（Galen静脈）・・・・・・・・・・・・・・245

大腿ヘルニア・・・・・・・・・・・・・・・・・・・・・・・・・・・・・・・190, 191

大腿方形筋・・・・・・・・・・・・・・・・・・・・・・・・・・・・・・・・・・・・・・・・・・・148

大腿輪・・・・・・・・・・・・・・・・・・・・・・・・・・・・・・・・・・・・・・・・・・・・・・・・・・・・・191

大唾液腺・・・・・・・・・・・・・・・・・・・・・・・・・・・・・・・・・・・・・・・・・・・・・・・・229

大腸・・・・・・・・・・・・・・・・・・・・・・・・・・・・・・・・・・・・・・・・・・・・・・・40, 46, 68

大殿筋・・・・・・・・・・・・・・・・・・・・・・・・・・・・・・・・・・・・・・・・・・・・・・・・・・・・・148

耐糖能・・・・・・・・・・・・・・・・・・・・・・・・・・・・・・・・・・・・・・・・・・・・・・・・・・・・・・・・66

大動脈・・・・・・・・・・・・・・・・・・・・・・・・・・・・・・・・・・・・・・・・・・・・・・・・・・・・・・114

大動脈解離・・・・・・・・・・・・・・・・・・・・・・・・・・・・・・・・・・・・・・・・・・・290

大動脈弓・・・・・・・・・・・・・・・・・・・・・・・・・・・・・・・・・・・・・・・・・・91, 210

大動脈洞（Valsalva洞）・・・・・・・・・・・・・・・・・120

大動脈弁・・・・・・・・・・・・・・・・・・・・・・・・・・・・・・・・・・・・・・・・124, 125

大動脈瘤・・・・・・・・・・・・・・・・・・・・・・・・・・・・・・・・・・・90, 91, 114

大動脈裂孔・・・・・・・・・・・・・・・・・・・・・・・・・・・・・・・・・・・・・96, 101

大内臓神経・・・・・・・・・・・・・・・・・・・・・・・・・・・・・・・・・・・・・・・・・・・282

大内転筋・・・・・・・・・・・・・・・・・・・・・・・・・・・・・・・・・・・・・・・・・・・・・・・・148

大脳基底核・
・・・・・・・・・・・・・・・・・・・239, 242, 250, 266, 268, 269

大脳脚・・・・・・・・・・・・・・・・・・・・・・・・・・・・・・・・・・・・・・・・・・・・・・・・・・・・・243

大脳（終脳＋間脳）・・・・・・・・・・239, 252, 254

大脳縦裂・・・・・・・・・・・・・・・・・・・・・・・・・・・・・・・・・・・・・・・・・・・・・・・・240

大脳小脳（橋小脳）・・・・・・・・・・・・・・・・・・・・・・・・・・・242

大脳動脈輪・・・・・・・・・・・・・・・・・・・・・・・・・・・・・・・・・・・・・・・・・・・245

大脳半球・・・・・・・・・・・・・・・・・・・・・・・・19, 239, 240, 252

大脳皮質・
・・・・・・・・・・・・・29, 132, 239, 240, 259, 297, 315

胎盤・・・・・・・・・・・・・・・・・・・・・・・・・・・・・・・・・・・・・・・・・・・・・・・・・・・・・・・・・・193

体尾部・・・・・・・・・・・・・・・・・・・・・・・・・・・・・・・・・・・・・・・・・・・・・・・・・・・・・・・・66

対麻痺・・・・・・・・・・・・・・・・・・・・・・・・・・・・・・・・・・・・・・・・・・・・・・・・・・・・・・116

大網ヒモ・・・・・・・・・・・・・・・・・・・・・・・・・・・・・・・・・・・・・・・・・・・・・・・・・・・69

大腰筋・・・・・・・・・・・・・・・・・・・・・・・・・・・・・・・・・・・・・・・・・・・・・・・・・・・・・184

大葉性肺炎・・・・・・・・・・・・・・・・・・・・・・・・・・・・・・・・・・・・・・・・・・・・・・88

大菱形骨・・・・・・・・・・・・・・・・・・・・・・・・・・・・・・・141, 142, 156

唾液小体・・・・・・・・・・・・・・・・・・・・・・・・・・・・・・・・・・・・・・・・・・・・・・・・217

唾液腺・・・・・・・・・・・・・・・・・・・・・・・・・・・・・・・・・・・・・・・・・・・・・・・42, 229

唾液腺腫瘍・・・・・・・・・・・・・・・・・・・・・・・・・・・・・・・・・・・・・・・・・・・229

楕円関節・・・・・・・・・・・・・・・・・・・・・・・・・・・・・・・・・36, 140, 142

多形性腺腫（混合腫瘍）・・・・・・・・・229, 231

多細胞生物・・・・・・・・・・・・・・・・・・・・・・・・・・・・・・・・・・・・・25, 104

多軸性関節・・・・・・・・・・・・・・・・・・・・・・・・・・・・・・・・・・・・・・・・・・・・・・36

立ちくらみ・・・・・・・・・・・・・・・・・・・・・・・・・・・・・・・・・・・・・・・・・・・312

脱臼・・・・・・・・・・・・・・・・・・・・・・・・・・・・・・・・・・・・・・・・・・・・・・・・・・・・・・35, 37

脱抱合・・・・・・・・・・・・・・・・・・・・・・・・・・・・・・・・・・・・・・・・・・・・・・・・・・・・・・・・60

ダビデの星・・・・・・・・・・・・・・・・・・・・・・・・・・・・・・・・・・・・・・・・・・・248

多列線毛円柱上皮・・・・・・・・・・・・・・・・・・・・・・・・・・・・・・・・79

痰・・・・・・・・・・・・・・・・・・・・・・・・・・・・・・・・・・・・・・・・・・・・・・・・・・・・・・・・・・・・・・・・・・79

胆管細胞癌・・・・・・・・・・・・・・・・・・・・・・・・・・・・・・・・・・・・・・・・・・・・・・55

単細胞生物・・・・・・・・・・・・・・・・・・・・・・・・・・・・・・・・・・・・・25, 104

胆汁・・・・・・・・・・・・・・・・・・・・・・・・・・・・・・・・・・・・・・・・・・・・・・・・・・・・・・・・・・・・・47

胆汁うっ滞性黄疸・・・・・・・・・・・・・・・・・・・・・・・・・・・・・・・・60

短小指屈筋・・・・・・・・・・・・・・・・・・・・・・・・・・・・・・・・・・・・・・・・・・・158

炭水化物・・・・・・・・・・・・・・・・・・・・・・・・・・・・・・・・・・・・・・・・・・・・・・・・・・・40

弾性型動脈・・・・・・・・・・・・・・・・・・・・・・・・・・・・・・・・・・・106, 114

弾性線維・・・・・・・・・・・・・・・・・・・・・・・・・・・・・・・106, 114, 131

単層円柱上皮・・・・・・・・・・・・・・・・・・・・・・・・・・・・・・・・・68, 131

淡蒼球・・・・・・・・・・・・・・・・・・・・・・・・・・・・・・・・・・・・・・・・・・・・・266, 269

短橈側手根伸筋・・・・・・・・・・・・・・・・・・・・・・・・・・・・・・・・・・145

短内転筋・・・・・・・・・・・・・・・・・・・・・・・・・・・・・・・・・・・・・・・・・・・・・・・・148

胆嚢・・・・・・・・・・・・・・・・・・・・・・・・・・・・・・・・・・・・・・・・・・・・・・・・・・・・・・・・・・・・・47

胆嚢管・・・・・・・・・・・・・・・・・・・・・・・・・・・・・・・・・・・・・・・・・・・・・・・・・・・・・・・・47

胆嚢動脈・・・・・・・・・・・・・・・・・・・・・・・・・・・・・・・・・・・・・・・・・・・・・・・・・・・47

タンパク質・・・・・・・・・・・・・・・・・・・・・・・・・・・・・・・・・・・・・・・・・・・・・・40

短母指外転筋・・・・・・・・・・・・・・・・・・・・・・156, 157, 158

短母指屈筋・・・・・・・・・・・・・・・・・・・・・・・・・・・・・・・・・・・・・・・・・・・156

短母指伸筋・・・・・・・・・・・・・・・・・・・・・・・・・・・・・・・・・・・・・・・・・・・145

ち
恥骨下角・・・・・・・・・・・・・・・・・・・・・・・・・・・・・・・・・・・・・・・・・・・・・・・・176

恥骨下曲・・・・・・・・・・・・・・・・・・・・・・・・・・・・・・・・・・・・・・・・・・・・・・・・181

恥骨弓・・・・・・・・・・・・・・・・・・・・・・・・・・・・・・・・・・・・・・・・・・・・・・・・・・・・・200

恥骨筋・・・・・・・・・・・・・・・・・・・・・・・・・・・・・・・・・・・・・・・・・・・・・・・・・・・・・148

恥骨頚靱帯・・・・・・・・・・・・・・・・・・・・・・・・・・・・・・・・・・・181, 198

恥骨結合下縁・・・・・・・・・・・・・・・・・・・・・・・・・・・・・・・・・・・・・・・193

恥骨結節・・・・・・・・・・・・・・・・・・・・・・・・・・・・・・・・・・・・・・・・・・・・・・・・191

恥骨大腿靱帯・・・・・・・・・・・・・・・・・・・・・・・・・・・・・・・・・・・・・・・142

恥骨膀胱靱帯・・・・・・・・・・・・・・・・・・・・・・・・・・・・・・・・・・・・・・・181

恥骨前曲・・・・・・・・・・・・・・・・・・・・・・・・・・・・・・・・・・・・・・・・・・・・・・・・181

腟・・・・・・・・・・・・・・・・・・・・・・・・・・・・・・・・・・・・・・・・・・・・・・・・16, 193, 196

腟下部・・・・・・・・・・・・・・・・・・・・・・・・・・・・・・・・・・・・・・・・・・・・・・・・・・・・・194

腟上部・・・・・・・・・・・・・・・・・・・・・・・・・・・・・・・・・・・・・・・・・・・・・194, 197

腟静脈叢・・・・・・・・・・・・・・・・・・・・・・・・・・・・・・・・・・・・・・・・・・・・・・・・199

窒息・・・・・・・・・・・・・・・・・・・・・・・・・・・・・・・・・・・・・・・・・・・・・・・・・・・・・・・・・・222

窒息の三大徴候・・・・・・・・・・・・・・・・・・・・・・・・・・・・・・・・・・222

腟動脈・・・・・・・・・・・・・・・・・・・・・・・・・・・・・・・・・・・・・・・・・・・・・181, 198

緻密骨・・・・・・・・・・・・・・・・・・・・・・・・・・・・・・・・・・・・・・・・・・・・・・・・・・・・・・・・25

着床・・・・・・・・・・・・・・・・・・・・・・・・・・・・・・・・・・・・・・・・・・・・・・・・・・・・・・・・・・・・・17

中咽頭収縮筋・・・・・・・・・・・・・・・・・・・・・・・・・・・・・・・・・・・・・・・209

中隔縁柱・・・・・・・・・・・・・・・・・・・・・・・・・・・・・・・・・・・・・・・・・・・・・・・・・118

中隔穿通枝・・・・・・・・・・・・・・・・・・・・・・・・・・・・・・・・・・・・・・・・・・・121

中間気管支幹・・・・・・・・・・・・・・・・・・・・・・・・・・・・・・・・・・・・・・・100

中肝静脈・・・・・・・・・・・・・・・・・・・・・・・・・・・・・・・・・・・・・・・・・・・・・・・・・・・57

中頚神経節・・・・・・・・・・・・・・・・・・・・・・・・・・・・・・・・・・・282, 289

中硬膜動脈・・・・・・・・・・・・・・・・・・・・・・・・・・232, 233, 234

中耳・・・・・・・・・・・・・・・・・・・・・・・・・・・・・・・・309, 310, 316, 318

中耳炎・・・・・・・・・・・・・・・・・・・・・・・・・・・・・・・・・・・・・・・・・・・・・・・・・・・・・316

注射投与・・・・・・・・・・・・・・・・・・・・・・・・・・・・・・・・・・・・・・・・・・・・・・・・133

中縦隔・・・・・・・・・・・・・・・・・・・・・・・・・・・・・・・・・・・・・・・・・・・・・・・・・・・・・・・・90

中手間関節・・・・・・・・・・・・・・・・・・・・・・・・・・・・・・・・・・・・・・・・・・・142

中手筋・・・・・・・・・・・・・・・・・・・・・・・・・・・・・・・・・・・・・・・・・・・・・・・・・・・・・158

中手骨・・・・・・・・・・・・・・・・・・・・・・・・・・・・・・・・・・・・・・・・・・・・・・・・・・・・・138

中小脳脚・・・・・・・・・・・・・・・・・・・・・・・・・・・・・・・・・・・・・・・・・・・・・・・・242

338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中心域・・・・・・・・・・・・・・・・・・・・・・・・・・・・・・・・・・・・179, 200, 201

中心窩・・・・・・・・・・・・・・・・・・・・・・・・・・・・・・・・・・・・・・・・・・・・・295, 305

中心灰白質・・・・・・・・・・・・・・・・・・・・・・・・・・・・・・・・・・・・・・・・・・・252

中心管・・・・・・・・・・・・・・・・・・・・・・・・・・・・・・・・・・・・・・・・・・・・・・・・・・・・・261

中神経幹・・・・・・・・・・・・・・・・・・・・・・・・・・・・・・・・・・・・・・・・150, 151

中心後回・・・・・・・・・・・・・・・・・・・・・・・・・・・・・・・・・・・・・・・・・・・・・・・・260

中心溝（Rolando溝）・・・・・・・・・・・・・・・・・・・・・・・240

中心視野・・・・・・・・・・・・・・・・・・・・・・・・・・・・・・・・・・・・・・・・・・・・・・・・299

中心静脈・・・・・・・・・・・・・・・・・・・・・・・・・・・・・・・・・・・・・・・・・・・・・・・・・・・58

中心視力・・・・・・・・・・・・・・・・・・・・・・・・・・・・・・・・・・・・・・・・・・・・・・・・305

中心前回・・・・・・・・・・・・・・・・・・・・・・・・・・・・・・・・・・・・・・・・・・・・・・・・263

中心乳ビ腔・・・・・・・・・・・・・・・・・・・・・・・・・・・・・・・・・・・・・・・・・・・・・・46

虫垂・・・・・・・・・・・・・・・・・・・・・・・・・・・・・・・・・・・・・・・・・・・・・・・・・・・・・・・・・・・・・69

中枢神経系・・・・・・・・・・・・・・・・・・・・・・・・・・・・・・・・・・・・・19, 238

中足骨・・・・・・・・・・・・・・・・・・・・・・・・・・・・・・・・・・・・・・・・・・・・・・・・・・・・・142

中足趾節関節・・・・・・・・・・・・・・・・・・・・・・・・・・・・・・・・・・・・・・・143

中大脳動脈・・・・・・・・・・・・・・・・・232, 245, 247, 248

中腸・・・・・・・・・・・・・・・・・・・・・・・・・・・・・・・・・・・・・・・・・・・・・・・・・・・・・・19, 41

中腸動脈・・・・・・・・・・・・・・・・・・・・・・・・・・・・・・・・・・・・・・・・・・・・19, 42

中直腸動脈・・・・・・・・・・・・・・・・・・・・・・・・・・・・・・・・・・・・・・・・・・・130

宙づり型感覚障害・・・・・・・・・・・・・・・・・・・・・・・・・・・・・261

中殿筋・・・・・・・・・・・・・・・・・・・・・・・・・・・・・・・・・・・・・・・・・・・・・・・・・・・・・130

中頭蓋窩・・・・・・・・・・・・・・・・・・・・・・・・・・・・・・・・・・・・・・・・・・・・・・・・206

中等度難聴・・・・・・・・・・・・・・・・・・・・・・・・・・・・・・・・・・・・・・・・・・・309

肘内障・・・・・・・・・・・・・・・・・・・・・・・・・・・・・・・・・・・・・・・・・・・・・・・・・・・・・140

中内臓枝・・・・・・・・・・・・・・・・・・・・・・・・・・・・・・・・・・・・・・・・・・・・・・・・182

中脳・・・・・・・・・・・・・・・・・・・・・・・・・・・・・・・・・・19, 239, 243, 252

中脳蓋・・・・・・・・・・・・・・・・・・・・・・・・・・・・・・・・・・・・・・・・・・・・・・・・・・・・・252

中脳水道・・・・・・・・・・・・・・・・・・・・・・・・・・・・・・・239, 252, 271

中脳胞・・・・・・・・・・・・・・・・・・・・・・・・・・・・・・・・・・・・・・・・・・・・・・・19, 239

中肺野・・・・・・・・・・・・・・・・・・・・・・・・・・・・・・・・・・・・・・・・・・・・・・・99, 100

中胚葉・・・・・・・・・・・・・・・・・・・・・・・・・・・・・・・・・・・・・・・・18, 19, 239

中鼻甲介・・・・・・・・・・・・・・・・・・・・・・・・・・・・・・・・・・・・・・・・・・・・・・・・・・・84

中膜・・・・・・・・・・・・・・・・・・・・・・・・・・・・・・・・・・・・・・・・・・・・・・・・・・106, 114

虫様筋・・・・・・・・・・・・・・・・・・・・・・・・・・・・・・・・・・・・・・・・・・・・・・・・・・・・・158

中輪層・・・・・・・・・・・・・・・・・・・・・・・・・・・・・・・・・・・・・・・・・・・・・・・・・・・・・・・・45

腸陰窩・・・・・・・・・・・・・・・・・・・・・・・・・・・・・・・・・・・・・・・・・・・・・・・・・72, 73

超音波検査法・・・・・・・・・・・・・・・・・・・・・・・・・・・・・・・200, 202

聴覚・・・・・・・・・・・・・・・・・・・・・・・・・・・・・・・・・・・・・・・・・204, 259, 285

聴覚異常・・・・・・・・・・・・・・・・・・・・・・・・・・・・・・・・・・・・・・・・・・・・・・・・213

聴覚野・・・・・・・・・・・・・・・・・・・・・・・・・・・・・・・・・・・・241, 309, 311

腸管神経節・・・・・・・・・・・・・・・・・・・・・・・・・・・・・・・・・・・・・・・50, 51

腸間膜小腸・・・・・・・・・・・・・・・・・・・・・・・・・・・・・・・・・・・・・・・・・・・・・・45

腸管無神経節症・・・・・・・・・・・・・・・・・・・・・・・・・・・・・・・・・・・・・51

長胸神経・・・・・・・・・・・・・・・・・・・・・・・・・・・・・・・・・・・・・・・・・・・・・・・・151

蝶形骨・・・・・・・・・・・・・・・・・・・・・・・・・・・・・・・・・・・・・・・・・・・・・・・・・・・・・205

長後索路・・・・・・・・・・・・・・・・・・・・・・・・・・・・・・・・・・・・・・・・259, 260

腸骨大腿靱帯・・・・・・・・・・・・・・・・・・・・・・・・・・・・・・・・・・・・・・・142

腸骨稜頂線・・・・・・・・・・・・・・・・・・・・・・・・・・・・・・・・・・・・・・・・・・・・・・13

長趾伸筋・・・・・・・・・・・・・・・・・・・・・・・・・・・・・・・・・・・・・・・・・・・・・・・・171

腸重積・・・・・・・・・・・・・・・・・・・・・・・・・・・・・・・・・・・・・・・・・・・・・・・・・・・・・・・・46

腸絨毛・・・・・・・・・・・・・・・・・・・・・・・・・・・・・・・・・・・・・・・・・・・・・・・・・46, 68

長掌筋・・・・・・・・・・・・・・・・・・・・・・・・・・・・・・・・・・・・・・・・・・・・・・・・・・・・・145

聴神経・・・・・・・・・・・・・・・・・・・・・・・・・・・・・・・・・・・・・・・・・・・・・311, 313

腸腺・・・・・・・・・・・・・・・・・・・・・・・・・・・・・・・・・・・・・・・・・・・・・・・・・・・・・・46, 68

腸恥筋膜弓・・・・・・・・・・・・・・・・・・・・・・・・・・・・・・・・・・・・・・・・・・・191

長橈側手根伸筋・・・・・・・・・・・・・・・・・・・・・・・・・・・・・・・・・・145

蝶番関節・・・・・・・・・・・・・・・・・・・・・・・・・・・・・・・・・・・・・・・・・・36, 143

長内転筋・・・・・・・・・・・・・・・・・・・・・・・・・・・・・・・・・・・・・・・・・・・・・・・・148

腸内分泌細胞・・・・・・・・・・・・・・・・・・・・・・・・・・・・・・・・・・・・・・・・・・46

長母指外転筋・・・・・・・・・・・・・・・・・・・・・・・・・・・・・・・・・・・・・・・145

長母趾伸筋・・・・・・・・・・・・・・・・・・・・・・・・・・・・・・・・・・・145, 171

腸腰筋・・・・・・・・・・・・・・・・・・・・・・・・・・・・・・・・・・・・・・・・・・・・・148, 191

直静脈洞・・・・・・・・・・・・・・・・・・・・・・・・・・・・・・・・・・・・・・・・・・・・・・・・245

直接ヘルニア・・・・・・・・・・・・・・・・・・・・・・・・・・・・・・・・・・・・・・・191

直接（抱合型）ビリルビン・・・・・・58, 59

直接路・・・・・・・・・・・・・・・・・・・・・・・・・・・・・・・・・・・・・・・・・・・・・・・・・・・・・269

直腸・・・・・・・・・・・・・・・・・・・・・・・・・・・・・・・・・・・・・・・・・・・・・・・40, 46, 68

直腸がん・・・・・・・・・・・・・・・・・・・・・・・・・・・・・・・・・・・・・・・・・・・・・・・・135

直腸肛門境界線（Herrmann線）・
・・・・・・・・・・・・・・・・・・・・・・・・・・・・・・・・・・・・・・・・・・・・・・・・・・・・・・・・・・・・・・・130

直腸子宮窩・・・・・・・・・・・・・・・・・・・・・・・・・・・・62, 178, 196

直腸静脈叢（痔静脈叢）・・・・・・・・・・・・・・・・・・・・69

直腸内指診・・・・・・・・・・・・・・・・・・・・・・・・・・・・・・・・・・・・・・・・・・・200

直腸膀胱窩・・・・・・・・・・・・・・・・・・・・・・・・・・・・・・・・・・・・・・・・・・・・・・62

直腸膀胱中隔（Denonvillier筋膜）・
・・・・・・・・・・・・・・・・・・・・・・・・・・・・・・・・・・・・・・・・・・・・・・・・・・・・・・・・・・・・・・・200

直腸膨大部・・・・・・・・・・・・・・・・・・・・・・・・・・・・・・・・・・・・・69, 200

直尿細管・・・・・・・・・・・・・・・・・・・・・・・・・・・・・・・・・・・・・・・・・・・・・・・・187

陳旧性脱臼・・・・・・・・・・・・・・・・・・・・・・・・・・・・・・・・・・・・・・・・・・・・・・35

つ
椎間（円）板・・・・・・・・・・・・・・・・・・・・・・168, 169, 256

椎間関節・・・・・・・・・・・・・・・・・・・・・・・・・・・・・・・・・・・・・・・・168, 256

椎間孔・・・・・・・・・・・・・・・・・・・・・・・・・・・・・・・・・・・・168, 169, 276

椎間板ヘルニア・・・・・・・・・・・・・・・・・・・・・・・・・・・・・・・・・・168

椎弓・・・・・・・・・・・・・・・・・・・・・・・・・・・・・・・・・・・・・・・・・・・・・・・・・・・・・・・・・・168

椎孔・・・・・・・・・・・・・・・・・・・・・・・・・・・・・・・・・・・・・・・・・・・・・・・・・・・・・・・・・・168

椎骨静脈・・・・・・・・・・・・・・・・・・・・・・・・・・・・・・・・・・・・・・・・・・・・・・・・223

椎骨動脈・
・・・・・・・・・・・212, 222, 223, 224, 232, 245, 247

椎前神経節・・・・・・・・・・・・・・・・・・・・・・・・・・・・・・・・・・・・・66, 282

椎体・・・・・・・・・・・・・・・・・・・・・・・・・・・・・・・・・・・・・・・・・・・・・・・・・・・・・・・・・・168

通過管・・・・・・・・・・・・・・・・・・・・・・・・・・・・・・・・・・・・・・・・・・・・・・・・・・・・・193

痛覚・・・・・・・・・・・・・・・・・・・・・・・・・・・・・・・・・・・・・・・・・・・・・・・・・・・・・・・・・・285

痛点・・・・・・・・・・・・・・・・・・・・・・・・・・・・・・・・・・・・・・・・・・・・・・・・・・・・・・・・・・287

ツチ骨・・・・・・・・・・・・・・・・・・・・・・・・・・・・・・・・・・・・・・・・・・・・・309, 310

ツチ骨柄・・・・・・・・・・・・・・・・・・・・・・・・・・・・・・・・・・・・・・・・・・・・・・・・310

蔓状静脈叢・・・・・・・・・・・・・・・・・・・・・・・・・・・・・・・・・・・178, 179

て
底屈・・・・・・・・・・・・・・・・・・・・・・・・・・・・・・・・・・・・・・・・・・・・・・・・・・・・14, 148

定型的縊死・・・・・・・・・・・・・・・・・・・・・・・・・・・・・・・・・・・・・・・・・・・224

抵抗消失法・・・・・・・・・・・・・・・・・・・・・・・・・・・・・・・・・・・・・・・・・・・257

低出生体重児・・・・・・・・・・・・・・・・・・・・・・・・・・・・・・・・・・・・・・・・・・17

泥状便・・・・・・・・・・・・・・・・・・・・・・・・・・・・・・・・・・・・・・・・・・・・・・・・・・・・・・・・70

底側踵舟靱帯（スプリング靱帯）・
・・・・・・・・・・・・・・・・・・・・・・・・・・・・・・・・・・・・・・・・・・・・・・・・・・・・・・・・・・・・・・・143

低代謝回転・・・・・・・・・・・・・・・・・・・・・・・・・・・・・・・・・・・・・・・・・・・・・・27

Tinel徴候・・・・・・・・・・・・・・・・・・・・・・・・・・・・・・・・・・・・・・156, 157

手の背屈・・・・・・・・・・・・・・・・・・・・・・・・・・・・・・・・・・・・・・・・・・・・・・・・・・・14

手の背側・・・・・・・・・・・・・・・・・・・・・・・・・・・・・・・・・・・・・・・・・・・・・・・・・・・13

テラトーマ（teratoma）・・・・・・・・・・・・・・・・・・・・21

デルマトーム（皮膚分節）・・・・・・・・・・・・280

転移・・・・・・・・・・・・・・・・・・・・・・・・・・・・・・・・・・・・・・・・・・・・・・・・・・・・・・・・・・・・・21

転移性肝がん・・・・・・・・・・・・・・・・・・・・・・・・・・・・・・・・・・・・・・・・・・55

伝音（性）難聴・・・・・・・・・・・・・・・・・・・・・・・・・・309, 311

電気信号・・・・・・・・・・・・・・・・・・・・・・・・・・・・・・・・・・・・・・・・・・・・・・・・285

転子部/転子下骨折（外側骨折）・
・・・・・・・・・・・・・・・・・・・・・・・・・・・・・・・・・・・・・・・・・・・・・・・・・・・・・・・159, 161

伝導路・・・・・・・・・・・・・・・・・・・・・・・・・・・・・・・・・・・・・・・・・・・・・・・・・・・・・245

339索　引

IN
D
E
X



と
頭位変換・・・・・・・・・・・・・・・・・・・・・・・・・・・・・・・・・・・・・・・・・・・・・・・・314

頭蓋外傷・・・・・・・・・・・・・・・・・・・・・・・・・・・・・・・・・・・・・・・・・・・・・・・・291

頭蓋腔・・・・・・・・・・・・・・・・・・・・・・・・・・・・・・・・・・・・・・・・・・・・・205, 232

頭蓋腔内・・・・・・・・・・・・・・・・・・・・・・・・・・・・・・・・・・・・・・・・・・・・・・・・238

頭蓋内出血・・・・・・・・・・・・・・・・・・・・・・・・・・・・・・・・・・・・・・・・・・・232

橈側コンパートメント・・・・・・・・・・・・・・・・・・・166

導管細胞・・・・・・・・・・・・・・・・・・・・・・・・・・・・・・・・・・・・・・・・・・・・48, 65

動眼神経（Ⅲ脳神経）・
・・207, 243, 253, 279, 283, 295, 297, 298

動眼神経核（Ⅲ）・・・・・264, 297, 298, 315

動眼神経副核（Edinger-Westphal
核）・・・・・・・・・・・・・・・・・・・・・・・・・・・・・・・・・・・・・・・・・・・・・・・・・・・・・・・・283

動眼神経麻痺・・・・・・・・・・・・・・・・・・・・・・・・・・・・・・・・・・・・・・・250

橈屈・・・・・・・・・・・・・・・・・・・・・・・・・・・・・・・・・・・・・・・・・・・・・・・・・・・・・・・・・・・・・14

頭頚部・・・・・・・・・・・・・・・・・・・・・・・・・・・・・・・・・・・・・・・・・・・・・・・・・・・・・204

洞結節枝・・・・・・・・・・・・・・・・・・・・・・・・・・・・・・・・・・・・・・・・118, 122

瞳孔・・・・・・・・・・・・・・・・・・・・・・・・・・・・・・・・・・・・・・・・・・・・・・・・・・・・・・・・・・300

瞳孔散大筋・・・・・・・・・・・・・・・・・・・・・・・・・・・・・・・・・・・289, 290

橈骨・・・・・・・・・・・・・・・・・・・・・・・・・・・・・・・・・・・・・・・・・・・・・・・・・・138, 140

橈骨神経・・・・・・・・・・・・・・・・・・・・・・145, 150, 152, 166

橈骨輪状靱帯・・・・・・・・・・・・・・・・・・・・・・・・・・・・・・・・・・・・・・・140

島細胞がん・・・・・・・・・・・・・・・・・・・・・・・・・・・・・・・・・・・・・・・64, 66

豆状骨・・・・・・・・・・・・・・・・・・・・・・・・・・・・・・・・・・・・140, 156, 157

動静脈吻合・・・・・・・・・・・・・・・・・・・・・・・・・・・・・・・・・・・・・・・・・・・108

洞性徐脈・・・・・・・・・・・・・・・・・・・・・・・・・・・・・・・・・・・・・・・・118, 119

洞性頻脈・・・・・・・・・・・・・・・・・・・・・・・・・・・・・・・・・・・・・・・・・・・・・・・・・119

洞性不整脈・・・・・・・・・・・・・・・・・・・・・・・・・・・・・・・・・・・117, 119

透析療法・・・・・・・・・・・・・・・・・・・・・・・・・・・・・・・・・・・・・・・・・・・・・・・・189

橈側・・・・・・・・・・・・・・・・・・・・・・・・・・・・・・・・・・・・・・・・・・・・・・・・・・・・・・・・・・・・・13

橈側外転・・・・・・・・・・・・・・・・・・・・・・・・・・・・・・・・・・・・・・・・・・・・・・・・・・・14

橈側手根屈筋・・・・・・・・・・・・・・・・・・・・・・・・・・・・・・・・・・・・・・・145

橈側皮静脈・・・・・・・・・・・・・・・・・・・・・・・・・・・・・・・・・・・・・・・・・・・134

頭側（吻側）・・・・・・・・・・・・・・・・・・・・・・・・・・・・・・・・・・・・・・・・・・・・13

糖タンパク質複合体・・・・・・・・・・・・・・・・・・・・・・・・・・・34

頭頂後頭溝・・・・・・・・・・・・・・・・・・・・・・・・・・・・・・・・・・・・・・・・・・・240

頭頂骨・・・・・・・・・・・・・・・・・・・・・・・・・・・・・・・・・・・・・・・・・・・・・・・・・・・・・205

頭頂部・・・・・・・・・・・・・・・・・・・・・・・・・・・・・・・・・・・・・・・・・・・・・・・・・・・・・204

頭頂葉・・・・・・・・・・・・・・・・・・・・・・・・・・・・・・・・・・・・・・・・・・・・・240, 241

頭頂葉の味覚野・・・・・・・・・・・・・・・・・・・・・・・・・・・・・・・・・・287

洞調律・・・・・・・・・・・・・・・・・・・・・・・・・・・・・・・・・・・・・・・・・・・・・・・・・・・・・・117

頭頂連合野・・・・・・・・・・・・・・・・・・・・・・・・・・・・・・・・・・・241, 250

疼痛・・・・・・・・・・・・・・・・・・・・・・・・・・・・・・・・・・・・・・・・・・・・・・・・・・・・・・・・・・・・・66

頭部・・・・・・・・・・・・・・・・・・・・・・・・・・・・・・・・・・・・・・・・・・・・・・・・・・・・34, 204

頭部後屈・・・・・・・・・・・・・・・・・・・・・・・・・・・・・・・・・・・・・・・・・・・・・・・・・・・85

頭部後屈顎先挙上法・・・・・・・・・・・・・・・・・・・・・・・・・・・85

頭部中胚葉・・・・・・・・・・・・・・・・・・・・・・・・・・・・・・・・・・・・・・・・・・・・・・19

動物機能・・・・・・・・・・・・・・・・・・・・・・・・・・・・・・・・・・・・・・・・・・・・・・・・・・・12

洞（房）結節（洞結節；Keith-
Flack結節）・・・・・・・・・・・・・・117, 118, 120, 224

洞房ブロック・・・・・・・・・・・・・・・・・・・・・・・・・・・・・・・・・・・・・・・・118

動脈・・・・・・・・・・・・・・・・・・・・・・・・・・・・・・・・・・・・・・・・・105, 106, 112

動脈管（Botallo管）・・・・・・・・・127, 128, 129

動脈血圧・・・・・・・・・・・・・・・・・・・・・・・・・・・・・・・・・・・・・・・・・・・・・・・・109

動脈硬化・・・・・・・・・・・・・・・・・・・・・・・・・・・・・・・・・・・・・・・・120, 123

動脈静脈吻合・・・・・・・・・・・・・・・・・・・・・・・・・・・・・・・・・・・・・・・131

動脈弁・・・・・・・・・・・・・・・・・・・・・・・・・・・・・・・・・・・・・・・・・・・・・・・・・・・・・125

動脈瘤・・・・・・・・・・・・・・・・・・・・・・・・・・・・・・・・・・・・・・・・・・・・・・・・・・・・・・114

動脈血・・・・・・・・・・・・・・・・・・・・・・・・・・・・・・・・・・・・・・・・・・・・・・・・・・・・・・112

同名半盲・・・・・・・・・・・・・・・・・・・・・・・・・・・・・・・250, 305, 307

動毛・・・・・・・・・・・・・・・・・・・・・・・・・・・・・・・・・・・・・・・・・・・・・・・・・・・・・・・・・・314

投与・・・・・・・・・・・・・・・・・・・・・・・・・・・・・・・・・・・・・・・・・・・・・・・・・・・・・・・・・・133

島葉・・・・・・・・・・・・・・・・・・・・・・・・・・・・・・・・・・・・・・・・・・・・・・・・・・・・・・・・・・241

等容性弛緩期・・・・・・・・・・・・・・・・・・・・・・・・・・・・・・・・・・・・・・・124

等容性収縮期・・・・・・・・・・・・・・・・・・・・・・・・・・・・・・・・・・・・・・・124

特殊域・・・・・・・・・・・・・・・・・・・・・・・・・・・・・・・・・・・・・・・・・・・・・・・・・・・・・277

特殊感覚・・・・・・・・・・・・・・・・・・・・・・・・28, 259, 277, 285

特殊心筋・・・・・・・・・・・・・・・・・・・・・・・・・・・・・・・・・・・・・・・・・・・・・・・・・117

特殊体性求心性（感覚性）線維・277

突進現象・・・・・・・・・・・・・・・・・・・・・・・・・・・・・・・・・・・・・・・・・・・・・・・・268

特発性自然気胸・・・・・・・・・・・・・・・・・・・・・・・・・・・・・・・・・・・・・93

特発性（典型的）三叉神経痛・・・・・293

登攀性起立・・・・・・・・・・・・・・・・・・・・・・・・・・・・・・・・・・・・・・・・・・・・・・32

ドライアイ症候群（乾性角結膜炎）・
・・・・・・・・・・・・・・・・・・・・・・・・・・・・・・・・・・・・・・・・・・・・・・・・・・・・・・・・・・・・・・・302

鈍縁枝・・・・・・・・・・・・・・・・・・・・・・・・・・・・・・・・・・・・・・・・・・・・・・・・・・・・・121

な
内陰部動脈・・・・・・・・・・・・・・・・・・・・・・・・・・・・・・・・・・・・・・・・・・・・・・73

内果・・・・・・・・・・・・・・・・・・・・・・・・・・・・・・・・・・・・・・・・・・・・・・・・・・・・・・・・・・143

内喉頭筋・・・・・・・・・・・・・・・・・・・・・・・・・・・・・・・210, 226, 227

内眼角・・・・・・・・・・・・・・・・・・・・・・・・・・・・・・・・・・・・・・・・・・・・・・・・・・・・・303

内胸静脈・・・・・・・・・・・・・・・・・・・・・・・・・・・・・・・・・・・・・・・・・・・・90, 92

内頚静脈・
・・・・・・・・・・・・・92, 105, 217, 223, 228, 232, 245

内頚動脈・・・・・・・・・・・・・・・・・・・・・210, 217, 222, 223,  
224, 232, 245, 247, 290

内頚動脈神経・・・・・・・・・・・・・・・・・・・・・・289, 290, 291

内頚動脈神経叢・・・・・・・・・・・・・・・・・・・・・・・・・・282, 290

内頚動脈瘤・・・・・・・・・・・・・・・・・・・・・・・・・・・・・・・・・・・・・・・・・・・291

内肛門括約筋・・・・・・・・・・・・・・・・・・・・・・・・40, 130, 132

内細胞塊・・・・・・・・・・・・・・・・・・・・・・・・・・・・・・・・・・・・・・・・・・・・・・・・・・・18

内耳・・・・・・・・・・・・・・・・・・・・・・・・・・・・・・・・・・・・・・・・・・・・・・・・・・・・・・・・・・316

内耳炎・・・・・・・・・・・・・・・・・・・・・・・・・・・・・・・・・・・・・・・・・・・・・・・・・・・・・316

内痔核・・・・・・・・・・・・・・・・・・・・・・・・・・・・・・・・・・・・・・・・・・・・・・・・・・・・・130

内耳神経・・・・・・・・・・・・・・・・・・・・・・253, 279, 287, 313

内耳性難聴・・・・・・・・・・・・・・・・・・・・・・・・・・・・・・・・・・・・・・・・・・・・311

内シャント・・・・・・・・・・・・・・・・・・・・・・・・・・・・・・・・・・・・・・・・・・・189

内水頭症・・・・・・・・・・・・・・・・・・・・・・・・・・・・・・・・・・・・・・・・・・・・・・・・271

内舌筋・・・・・・・・・・・・・・・・・・・・・・・・・・・・・・・・・・・・・・・・・・・・・・・・・・・・・208

内旋・・・・・・・・・・・・・・・・・・・・・・・・・・・・・・・・・・・・・・・・・145, 148, 153

内腺・・・・・・・・・・・・・・・・・・・・・・・・・・・・・・・・・・・・・・・・・・・・・・・・・・179, 201

内旋・・・・・・・・・・・・・・・・・・・・・・・・・・・・・・・・・・・・・・・・・・・・・・・・・・・・・・・・・・・・・14

内臓・・・・・・・・・・・・・・・・・・・・・・・・・・・・・・・・・・・・・・・・・・・・・・・・・・・・・・・・・・・・・12

内臓うっ血・・・・・・・・・・・・・・・・・・・・・・・・・・・・・・・・・・・・・・・・・・・222

内臓感覚（臓性感覚）・・・・・・・28, 259, 285

内臓痛・・・・・・・・・・・・・・・・・・・・・・・・・・・・・・・28, 30, 194, 195

内臓頭蓋・・・・・・・・・・・・・・・・・・・・・・・・・・・・・・・・・・・・・・・・・・・・・・・・205

内側顆・・・・・・・・・・・・・・・・・・・・・・・・・・・・・・・・・・・・・・・・・・・・・・・・・・・・・159

内側胸筋神経・・・・・・・・・・・・・・・・・・・・・・・・・・・・・・・・・・・・・・・151

内側区・・・・・・・・・・・・・・・・・・・・・・・・・・・・・・・・・・・・・・・・・・・・・・・・・・・・・・・・56

内側骨折・・・・・・・・・・・・・・・・・・・・・・・・・・・・・・・・・・・・・・・・・・・・・・・・159

内側骨端動脈・・・・・・・・・・・・・・・・・・・・・・・・・・・・・・・・・・・・・・・161

内側膝状体・・・・・・・・・・・・・・・・・・・・・・・・・・242, 309, 311

内側縦束（MLF）・・・・・・・・・・・・・・・・・・・・・・295, 297

内側上腕皮神経・・・・・・・・・・・・・・・・・・・・・・・・・・・・・・・・・・151

内側神経節・・・・・・・・・・・・・・・・・・・・・・・・・・・・・・・・・・・150, 151

内側前腕皮神経・・・・・・・・・・・・・・・・・・・・・・・・・・・・・・・・・・151

内側側副靱帯・・・・・・・・・・・・・・・・・・・・・・140, 143, 162

内側鼡径窩・・・・・・・・・・・・・・・・・・・・・・・・・・・・・・・・・・・190, 191

内側大腿回旋動脈・・・・・・・・・・・・159, 161, 183

340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内側直筋・・・・・・・・・・・・・・・・・・・・・・・・・・・・・・・207, 295, 296

内側半月（板）・・・・・・・・・・143, 162, 163, 164

内側毛帯・・・・・・・・・・・・・・・・・・・・・・・・・・・・・・・・・・・・・・・・246, 260

内側翼突筋・・・・・・・・・・・・・・・・・・・・・・・・・・・・・・・・・・・・・・・・・・・208

内鼡径（直接）ヘルニア・・・・・・・190, 191

内窒息・・・・・・・・・・・・・・・・・・・・・・・・・・・・・・・・・・・・・・・・・・・・・・・・・・・・・224

内腸骨静脈・・・・・・・・・・・・・・・・・・・・・・・・・・・・・・・・・・・133, 135

内腸骨動脈・・・・・・・・・・・・・・・・・・・・・・・・・・・・・・・・・・・・・69, 189

内腸骨リンパ節・・・・・・・・・・・・・・・・・・・・・・・・・・・・・・・・・・199

内椎骨静脈叢（Batson静脈叢）・・256

内転・・・・・・・・・・・・・・・・・・・・・・・・・・・・・・・・・・・・・・・・・・・14, 153, 296

内転筋群・・・・・・・・・・・・・・・・・・・・・・・・・・・・・・・・・・・・・・・・・・・・・・・・148

内胚葉・・・・・・・・・・・・・・・・・・・・・・・・・・・・・・・・・・18, 19, 77, 239

内反・・・・・・・・・・・・・・・・・・・・・・・・・・・・・・・・・・・・・・・・・・・・・・・・・・・・・・・・・・・・・14

内皮細胞・・・・・・・・・・・・・・・・・・・・・・・・・・・・・・・・・・・・・・・・・・・・・・・・107

内服・・・・・・・・・・・・・・・・・・・・・・・・・・・・・・・・・・・・・・・・・・・・・・・・・・・・・・・・・・133

内腹斜筋・・・・・・・・・・・・・・・・・・・・・・・・・・・・・・・・・・・・・・・・・・・・・・・・190

内分泌腫瘍・・・・・・・・・・・・・・・・・・・・・・・・・・・・・・・・・・・・・・・・・・・・・・64

内分泌調節・・・・・・・・・・・・・・・・・・・・・・・・・・・・・・・・・・・・・・・・・・・・110

内分泌部・・・・・・・・・・・・・・・・・・・・・・・・・・・・・・・・・・・・・・・・・・・・・・・・・・・65

内閉鎖筋・・・・・・・・・・・・・・・・・・・・・・・・・・・・・・・・・・・・・・・・・・・・・・・・148

内包・・・・・・・・・・・・・・・・・・・・・・・・・・・・・・・・・・・・・・・・・・・・・・・・・・247, 250

内方回旋・・・・・・・・・・・・・・・・・・・・・・・・・・・・・・・・・・・・・・・・・・・・・・・・145

内膜・・・・・・・・・・・・・・・・・・・・・・・・・・・・・・・・・・・・・・・・・・・・・・・・・・106, 114

内リンパ（液）・・・・・・・・・・・・・・・・・・・・・・・・・・・・・・・・・・・・313

内リンパ水腫・・・・・・・・・・・・・・・・・・・・・・・・・・・・・・・・・・・・・・・313

内肋間筋・・・・・・・・・・・・・・・・・・・・・・・・・・・・・・・・・・・・・・・・・・・・・・・・・・・83

中山の孔・・・・・・・・・・・・・・・・・・・・・・・・・・・・・・・・・・・・・・・・271, 272

ナッツクラッカー現象・・・・・・・・・・・・・・・・・・・186

ナッツクラッカー症候群・・・・・・・・・・・・・・・186

軟口蓋（口蓋筋）・・・・・・・・・・・・・・219, 220, 221

軟口蓋麻痺・・・・・・・・・・・・・・・・・・・・・・・・・・・・・・・・・・・・・・・・・・・219

軟骨・・・・・・・・・・・・・・・・・・・・・・・・・・・・・・・・・・・・・・・・・・・・・・・・・・・・・・・・・・・・・87

軟骨結合・・・・・・・・・・・・・・・・・・・・・・・・・・・・・・・・・・・・・・・・・・・・・・・・206

軟骨性骨・・・・・・・・・・・・・・・・・・・・・・・・・・・・・・・・・・・・・・・・・・・・・・・・・・・26

軟骨性連結・・・・・・・・・・・・・・・・・・・・・・・・・・・・・・・・・・・・・・・・・・・・・・35

軟骨内骨化・・・・・・・・・・・・・・・・・・・・・・・・・・・・・・・・・・・・・・・25, 26

軟産道・・・・・・・・・・・・・・・・・・・・・・・・・・・・・・・・・・・・・・・・・・・・・・・・・・・・・193

難聴・・・・・・・・・・・・・・・・・・・・・・・・・・・・・・・・・・・・・・・・・・・・・・・・・・・・・・・・・・309

軟膜・・・・・・・・・・・・・・・・・・・・・・・・・・・・・・・・・・・・・・・・・・・・・・・・・・255, 272

に
苦味・・・・・・・・・・・・・・・・・・・・・・・・・・・・・・・・・・・・・・・・・・・・・・・・・・・・・・・・・・287

肉芽腫形成性肺疾患・・・・・・・・・・・・・・・・・・・・・・・・・・・87

肉腫・・・・・・・・・・・・・・・・・・・・・・・・・・・・・・・・・・・・・・・・・・・・・・・・・・・・・・21, 23

二軸性関節・・・・・・・・・・・・・・・・・・・・・・・・・・・・・・・・・・・・・・・・・・・・・・36

二次孔・・・・・・・・・・・・・・・・・・・・・・・・・・・・・・・・・・・・・・・・・・・・・・・・・・・・・128

二次孔欠損・・・・・・・・・・・・・・・・・・・・・・・・・・・・・・・・・・・127, 128

二次中隔・・・・・・・・・・・・・・・・・・・・・・・・・・・・・・・・・・・・・・・・・・・・・・・・128

二次リンパ器官・・・・・・・・・・・・・・・・・・・・・・・・・・・・・・・・・・216

偽ポリポージス・・・・・・・・・・・・・・・・・・・・・・・・・・・・・・72, 74

二層性胚盤・・・・・・・・・・・・・・・・・・・・・・・・・・・・・・・・・・・・・・・・・・・・・・18

ニトログリセリン・・・・・・・・・・・・・・・・・・・・・・・・・・・・・123

入口部・・・・・・・・・・・・・・・・・・・・・・・・・・・・・・・・・・・・・・・・・・・・・・・・・・・・・・・・43

乳糖不耐症・・・・・・・・・・・・・・・・・・・・・・・・・・・・・・・・・・・・・・・68, 70

乳突洞・・・・・・・・・・・・・・・・・・・・・・・・・・・・・・・・・・・・・・・・・・・・・316, 317

乳突蜂巣・・・・・・・・・・・・・・・・・・・・・・・・・・・・・・・・・・・・・・・・・・・・・・・・316

乳ビ・・・・・・・・・・・・・・・・・・・・・・・・・・・・・・・・・・・・・・・・・・・・・・・・・・・・・・・・・・105

乳ビ槽・・・・・・・・・・・・・・・・・・・・・・・・・・・・・・・・・・・・・・・・・・・・・105, 199

乳様突起部・・・・・・・・・・・・・・・・・・・・・・・・・・・・・・・・・・・・・・・・・・・204

ニューロン・・・・・・・・・・・・・・・・・・・・・・・・・・・・・・・・・・・・・・・・・・・・・・24

尿意・・・・・・・・・・・・・・・・・・・・・・・・・・・・・・・・・・・・・・・・・・・・・・・・・・181, 286

尿管・・・・・・・・・・・・・・・・・・・・・・・・・・・・・・・・・・・・・・・・・・・・・・・・・・183, 184

尿管口・・・・・・・・・・・・・・・・・・・・・・・・・・・・・・・・・・・・・・・・・・・・・・・・・・・・・181

尿細管・・・・・・・・・・・・・・・・・・・・・・・・・・・・・・・・・・・・・・・・・・・・・・・・・・・・・183

尿細管周囲毛細血管・・・・・・・・・・・・・・・・・・・・・・・・188

尿生殖隔膜・・・・・・・・・・・・・・・・・・・・・・・・・・・・・・・・・・・・・・・・・・・200

尿道・・・・・・・・・・・・・・・・・・・・・・・・・・・・・・・・・・・・・・・・・・・・・・・・・・183, 200

尿道口・・・・・・・・・・・・・・・・・・・・・・・・・・・・・・・・・・・・・・・・・・・・・・・・・・・・・181

尿道（前立腺部）・・・・・・・・・・・・・・・・・・・・・・・178, 200

尿道稜・・・・・・・・・・・・・・・・・・・・・・・・・・・・・・・・・・・・・・・・・・・・・・・・・・・・・200

尿毒症・・・・・・・・・・・・・・・・・・・・・・・・・・・・・・・・・・・・・・・・・・・・・186, 198

尿閉・・・・・・・・・・・・・・・・・・・・・・・・・・・・・・・・・・・・・・・・・・・・・・・・・・・・・・・・・・202

尿路・・・・・・・・・・・・・・・・・・・・・・・・・・・・・・・・・・・・・・・・・・・・・・・・・・・・・・・・・・183

尿路結石症・・・・・・・・・・・・・・・・・・・・・・・・・・・・・・・・・・・・・・・・・・・183

人形の目現象・・・・・・・・・・・・・・・・・・・・・・・・・・・・・・・・・・・・・・・254

妊娠・・・・・・・・・・・・・・・・・・・・・・・・・・・・・・・・・・・・・・・・・・・・・・・・・・・・・・・・・・・・・17

妊娠期間・・・・・・・・・・・・・・・・・・・・・・・・・・・・・・・・・・・・・・・・・・・・・・・・・・・17

ね
熱交換器・・・・・・・・・・・・・・・・・・・・・・・・・・・・・・・・・・・・・・・・・・・・・・・・・・・85

粘液腺・・・・・・・・・・・・・・・・・・・・・・・・・・・・・・・・・・・・・・・・・・・・・・・・・・・・・・・・53

捻挫・・・・・・・・・・・・・・・・・・・・・・・・・・・・・・・・・・・・・・・・・・・・・・・・・・・・35, 143

粘表皮癌・・・・・・・・・・・・・・・・・・・・・・・・・・・・・・・・・・・・・・・・229, 231

粘膜・・・・・・・・・・・・・・・・・・・・・・・・・・・・・・・・・・・・・・・・・・・・・・・42, 50, 73

粘膜下神経叢（Meissner神経叢）・
・・・・・・・・・・・・・・・・・・・・・・・・・・・・・・・・・・・・・・・・・・・・・・42, 46, 49, 50

粘膜下層・・・・・・・・・・・・・・・・・・・・・・・・・・・・・・・・・・・・・・・・・・・・・・・・・・・73

粘膜下組織・・・・・・・・・・・・・・・・・・・・・・・・・・・・・・・・・・・・・・・・・・・・・・42

粘膜関連リンパ組織・・・・・・・・・・・・・・・・・・・・・・・・216

粘膜筋板・・・・・・・・・・・・・・・・・・・・・・・・・・・・・・・・・・・・・・・・・・・・・・・・・・・42

粘膜固有層・・・・・・・・・・・・・・・・・・・・・・・・・・・・・・・・・・・・・・・・・・・・・・42

粘膜上皮・・・・・・・・・・・・・・・・・・・・・・・・・・・・・・・・・・・・・・・・・・・・・・・・・・・42

粘膜漿膜下溢血点・・・・・・・・・・・・・・・・・・・・・・・・・・・・・222

の
脳・・・・・・・・・・・・・・・・・・・・・・・・・・・・・・・・・・・・・・・・・・・・・・・・・・・・・・・・・・・・・・・206

脳回・・・・・・・・・・・・・・・・・・・・・・・・・・・・・・・・・・・・・・・・・・・・・・・・・・・・・・・・・・240

脳幹・・・・・・・・・・・・・・223, 239, 251, 252, 263, 265

脳幹死・・・・・・・・・・・・・・・・・・・・・・・・・・・・・・・・・・・・251, 252, 254

脳幹反射・・・・・・・・・・・・・・・・・・・・・・・・・・・・・・・251, 252, 253

脳幹網様体・・・・・・・・・・・・・・・・・・・・・・・・・・・・・・・・・・・・・・・・・・・251

脳弓下器官・・・・・・・・・・・・・・・・・・・・・・・・・・・・・・・・・・・・・・・・・・・272

脳血管障害・・・・・・・・・・・・・・・・・219, 220, 232, 247

脳溝・・・・・・・・・・・・・・・・・・・・・・・・・・・・・・・・・・・・・・・・・・・・・・・・・・・・・・・・・・240

脳梗塞・・・・・・・・・・・・・・・・・・・・・・・・・・・・・・・・・・・・・・・・・・・・・・・・・・・・・247

脳硬膜・・・・・・・・・・・・・・・・・・・・・・・・・・・・・・・・・・・・・・・・・・・・・・・・・・・・・255

脳死・・・・・・・・・・・・・・・・・・・・・・・・・・・・・・・・・・・・・・・・・251, 252, 254

脳室・・・・・・・・・・・・・・・・・・・・・・・・・・・・・・・・・・・・・・・・・・・・・・・・・・271, 273

脳室周囲器官・・・・・・・・・・・・・・・・・・・・・・・・・・・・・・・271, 272

脳死判定・・・・・・・・・・・・・・・・・・・・・・・・・・・・・・・・・・・・・・・・251, 253

脳出血・・・・・・・・・・・・・・・・・・・・・・・・・・・・・・・・・・・・・・・・・・・・・・・・・・・・・247

脳出血（卒中）動脈・・・・・・・・・・・・・・・・247, 250

脳腫瘍・・・・・・・・・・・・・・・・・・・・・・・・・・・・・・・・・・・・・・・・・・・・・・・・・・・・・・・・24

嚢状動脈瘤・・・・・・・・・・・・・・・・・・・・・・・・・・・・・・・・・・・・・・・・・・・・114

脳神経・・・・・・・・・・・・・・・・・・・・・・・・・・・251, 276, 277, 279

脳震盪・・・・・・・・・・・・・・・・・・・・・・・・・・・・・・・・・・・・・・・・・・・・・・・・・・・・・232

脳頭蓋・・・・・・・・・・・・・・・・・・・・・・・・・・・・・・・・・・・・・・・・・・・・・・・・・・・・・205

脳脊髄液（髄液）・・・・・・・・・・・・・・・・・・・・・・・271, 272

脳塞栓・・・・・・・・・・・・・・・・・・・・・・・・・・・・・・・・・・・・・・・・・・・・・・・・・・・・・247

脳卒中・・・・・・・・・・・・・・・・・・・・・・・・・・・・・・・・・・・・・・・・・・・・・・・84, 247

341索　引

IN
D
E
X



脳底動脈・・・・・・・・・・・・・212, 232, 245, 247, 248

脳動脈瘤・・・・・・・・・・・・・・・・・・・・・・・・・・・・・・・・・・・・・・・・235, 248

脳動脈瘤破裂・・・・・・・・・・・・・・・・・・・・・・・・・・・・・・・・・・・・・・・232

脳内出血・・・・・・・・・・・・・・・・・・・・・・・・・・・・・・・232, 235, 247

脳浮腫・・・・・・・・・・・・・・・・・・・・・・・・・・・・・・・・・・・・・・・・・・・・・・・・・・・・・・・・92

脳ヘルニア・・・・・・・・・・・・・・・・・・・・・・・・・・・・・・・・・・・・・・・・・・・232

脳梁溝・・・・・・・・・・・・・・・・・・・・・・・・・・・・・・・・・・・・・・・・・・・・・・・・・・・・・240

脳冷却機構・・・・・・・・・・・・・・・・・・・・・・・・・・・・・・・・・・・・・・・84, 85

は
パーキンソニズム・・・・・・・・・・・・・・・・・・・・・266, 270

パーキンソン病・・・・・・・・・・・・・・・・・・・・・・・・・・・・・・・・・・266

パーキンソン症候群・・・・・・・・・・・・・・・・・・・・・・・・270

肺・・・・・・・・・・・・・・・・・・・・・・・・・・・・・・・・・・・・・・・・・79, 91, 101, 102

肺うっ血・・・・・・・・・・・・・・・・・・・・・・・・・・・・・・・・・・・・・・・・・・・・・・・・・113

肺炎・・・・・・・・・・・・・・・・・・・・・・・・・・・・・・・・・・・・・・・・・・・・・・・・・・・・・・87, 88

肺炎球菌・・・・・・・・・・・・・・・・・・・・・・・・・・・・・・・・・・・・・・・・・・・・・・・・318

肺芽・・・・・・・・・・・・・・・・・・・・・・・・・・・・・・・・・・・・・・・・・・・・・・・・・・・・・・19, 77

肺活量・・・・・・・・・・・・・・・・・・・・・・・・・・・・・・・・・・・・・・・・・・・・・・・・・・・・・・・・77

肺がん・・・・・・・・・・・・・・・・・・・・・・・・・・・・・・・・・・・・・・・・90, 91, 226

肺間質（肺中隔）・・・・・・・・・・・・・・・・・・・・・・・・・・・87, 88

肺気腫・・・・・・・・・・・・・・・・・・・・・・・・・・・・・・・・・・・・・・・・・・・・・・・・・・・・・・・・89

肺胸膜・・・・・・・・・・・・・・・・・・・・・・・・・・・・・・・・・・・・・・・・・・・・・・・・・93, 94

肺虚脱・・・・・・・・・・・・・・・・・・・・・・・・・・・・・・・・・・・・・・・・・・・・・・・・・93, 95

背屈・・・・・・・・・・・・・・・・・・・・・・・・・・・・・・・・・・・・・・・・・・・・・・・・・・・・・・・・・・148

肺高血圧・・・・・・・・・・・・・・・・・・・・・・・・・・・・・・・・・・・・・・・・・・・・・・・・127

肺呼吸・・・・・・・・・・・・・・・・・・・・・・・・・・・・・・・・・・・・・・・・・・・・・・・・・・・・・・・・76

肺根・・・・・・・・・・・・・・・・・・・・・・・・・・・・・・・・・・・・・・・・・・・・・・・・・・・・・・・・・・・・・94

杯細胞・・・・・・・・・・・・46, 68, 73, 74, 79, 303, 304

肺細葉・・・・・・・・・・・・・・・・・・・・・・・・・・・・・・・・・・・・・・・・・・・・・・・・・80, 88

胚子期・・・・・・・・・・・・・・・・・・・・・・・・・・・・・・・・・・・・・・・・・・・・・・・・・・・・・・・・17

胚子前期・・・・・・・・・・・・・・・・・・・・・・・・・・・・・・・・・・・・・・・・・・・・・・・・・・・18

肺実質・・・・・・・・・・・・・・・・・・・・・・・・・・・・・・・・・・・・・・・・・・・・・・・・・・・・・・・・87

肺循環（小循環，右心系）・
・・・・・・・・・・・・・・・・・・・・・・・・・・・・・・・・・・・・・・105, 111, 112, 127

肺静脈・・・・・・・・・・・・・・・・・・・・・・・・・・・・・・・・・・・・・・・・・・・・・・・・・80, 81

肺小葉・・・・・・・・・・・・・・・・・・・・・・・・・・・・・・・・・・・・・・・・・・・・・・・・・80, 88

肺神経叢・・・・・・・・・・・・・・・・・・・・・・・・・・・・・・・・・・・・・・・・・・・・・・・・・・・82

肺水腫・・・・・・・・・・・・・・・・・・・・・・・・・・・・・・・・・・・・・・・・・・・・・・111, 112

肺尖・・・・・・・・・・・・・・・・・・・・・・・・・・・・・・・・・・・・・・・・・・・・・・・・・・・・・・・・・・・・・79

肺線維症・・・・・・・・・・・・・・・・・・・・・・・・・・・・・・・・・・・・・・・・・・・・・・・・・・・89

肺尖野・・・・・・・・・・・・・・・・・・・・・・・・・・・・・・・・・・・・・・・・・・・・・・・99, 100

背側コンパートメント・・・・・・・・・・・・・・・・・・・166

背側骨間筋・・・・・・・・・・・・・・・・・・・・・・・・・・・・・・・・・・・・・・・・・・・158

背側橈骨手根靱帯・・・・・・・・・・・・・・・・・・・・・・・・・・・・・141

背側部・・・・・・・・・・・・・・・・・・・・・・・・・・・・・・・・・・・・・・・・・・・・・・・・・・・・・・・・97

肺弾性板・・・・・・・・・・・・・・・・・・・・・・・・・・・・・・・・・・・・・・・・・・・・・・・・・・・94

肺中隔・・・・・・・・・・・・・・・・・・・・・・・・・・・・・・・・・・・・・・・・・・・・・・・・・・・・・・・・87

肺底・・・・・・・・・・・・・・・・・・・・・・・・・・・・・・・・・・・・・・・・・・・・・・・・・・・・・・・・・・・・・79

肺動脈・・・・・・・・・・・・・・・・・・・・・・・・・・・・・・・・・・・・・・・・・・・・・・・・・・・・・・・・80

肺動脈拡張・・・・・・・・・・・・・・・・・・・・・・・・・・・・・・・・・・・・・・・・・・・127

肺動脈弁・・・・・・・・・・・・・・・・・・・・・・・・・・・・・・・・・・・・・・・・124, 125

排尿障害・・・・・・・・・・・・・・・・・・・・・・・・・・・・・・・179, 200, 202

背腹像（PA像）・・・・・・・・・・・・・・・・・・・・・・・・・・・・・・・・・・・・99

背部痛・・・・・・・・・・・・・・・・・・・・・・・・・・・・・・・・・・・・・・・・・・・・・・・・・・・・・・115

排便中枢（S2〜S4）・・・・・・・・・・・・・・・・・・・・・・・・・132

排便反射・・・・・・・・・・・・・・・・・・・・・・・・・・・・・・・・・・・70, 71, 132

肺胞・・・・・・・・・・・・・・・・・・・・・・・・・・・・・・・・・・・・・・・・・19, 76, 78, 87

肺胞腔・・・・・・・・・・・・・・・・・・・・・・・・・・・・・・・・・・・・・・・・・・・・・・・・・・・・・・・・88

肺胞上皮・・・・・・・・・・・・・・・・・・・・・・・・・・・・・・・・・・・・・・・・・・・・・・・・・・・77

肺胞上皮細胞・・・・・・・・・・・・・・・・・・・・・・・・・・・・・・・・・・・・・・・・・・88

肺胞性肺炎・・・・・・・・・・・・・・・・・・・・・・・・・・・・・・・・・・・・・・・・・・・・・・88

肺胞毛細血管・・・・・・・・・・・・・・・・・・・・・・・・・・・・・・・・・・・・・・・・・・81

肺門・・・・・・・・・・・・・・・・・・・・・・・・・・・・・・・・・・・・・・・・・・・・・・・・・・・・・・・・・・・・・94

肺門陰影・・・・・・・・・・・・・・・・・・・・・・・・・・・・・・・・・・・・・・・・・・・・・・・・100

排卵・・・・・・・・・・・・・・・・・・・・・・・・・・・・・・・・・・・・・・・・・・・・・・・・・・・・・・・・・・・・・16

排臨・・・・・・・・・・・・・・・・・・・・・・・・・・・・・・・・・・・・・・・・・・・・・・・・・・・・・・・・・・194

薄筋・・・・・・・・・・・・・・・・・・・・・・・・・・・・・・・・・・・・・・・・・・・・・・・・・・・・・・・・・・148

白線（正中腹壁）ヘルニア・・・・・・・・・・192

白内障・・・・・・・・・・・・・・・・・・・・・・・・・・・・・・・・・・・・・・・・・・・・・299, 301

白膜・・・・・・・・・・・・・・・・・・・・・・・・・・・・・・・・・・・・・・・・・・・・・・・・・・・・・・・・・・178

歯車様固縮・・・・・・・・・・・・・・・・・・・・・・・・・・・・・・・・・・・・・・・・・・・267

バケツ柄状断裂・・・・・・・・・・・・・・・・・・・・・・・・・・・・・・・・・・162

バゾプレシン・・・・・・・・・・・・・・・・・・・・・・・・・・・・・・・・・・・・・・・・110

発音・・・・・・・・・・・・・・・・・・・・・・・・・・・・・・・・・・・・・・・・・・・・・・・・・・・・・・・・・・227

バッカル錠・・・・・・・・・・・・・・・・・・・・・・・・・・・・・・・・・・・133, 135

発汗低下・・・・・・・・・・・・・・・・・・・・・・・・・・・・・・・・・・・・・・・・・・・・・・・・289

発声・・・・・・・・・・・・・・・・・・・・・・・・・・・・・・・・・・・・・・・・・・・・・・・・・・・・・・・・・・227

発声器官・・・・・・・・・・・・・・・・・・・・・・・・・・・・・・・・・・・・・・・・・・・・・・・・・・・84

発生・・・・・・・・・・・・・・・・・・・・・・・・・・・・・・・・・・・・・・・・・・・・・・・・・・・・・・・・・・・・・16

発生母地・・・・・・・・・・・・・・・・・・・・・・・・・・・・・・・・・・・・・・・・・・・・・・・・・・・22

発達性股関節脱臼・・・・・・・・・・・・・・・・・・・・・・・・・・・・・・・・37

発痛物質・・・・・・・・・・・・・・・・・・・・・・・・・・・・・・・・・・・・・28, 29, 31

馬尾・・・・・・・・・・・・・・・・・・・・・・・・・・・・・・・・・・・・・・・・・168, 169, 240

馬尾症候群・・・・・・・・・・・・・・・・・・・・・・・・・・・・・・・・・・・168, 170

ハムストリングス・・・・・・・・・・・・・・・・・・・・・・・・・・・・・148

バランス説・・・・・・・・・・・・・・・・・・・・・・・・・・・・・・・・・・・・・・・52, 54

バリウム造影・・・・・・・・・・・・・・・・・・・・・・・・・・・・・・・・・・・・・・・・・・49

反回神経・・・・・・・・・・・・・・・91, 210, 226, 227, 228

半月板（関節半月）・・・・・・・・・・・・・・・・・・・・・・・・・・・162

半月板損傷・・・・・・・・・・・・・・・・・・・・・・・・・・・・・・・・・・・・・・・・・・・162

半月弁・・・・・・・・・・・・・・・・・・・・・・・・・・・・・・・・・・・・・・・・・・・・・・・・・・・・・124

半月弁結節・・・・・・・・・・・・・・・・・・・・・・・・・・・・・・・・・・・・・・・・・・・124

半腱様筋・・・・・・・・・・・・・・・・・・・・・・・・・・・・・・・・・・・・・・・・・・・・・・・・148

反射性分泌・・・・・・・・・・・・・・・・・・・・・・・・・・・・・・・・・・・302, 303

反射的調節・・・・・・・・・・・・・・・・・・・・・・・・・・・・・・・・・・・・・・・・・・・285

伴性遺伝性疾患・・・・・・・・・・・・・・・・・・・・・・・・・・・・・・32, 33

半側空間無視・・・・・・・・・・・・・・・・・・・・・・・・・・・・・・・・・・・・・・・241

反対側片麻痺・・・・・・・・・・・・・・・・・・・・・・・・・・・・・・・・・・・・・・・250

半膜様筋・・・・・・・・・・・・・・・・・・・・・・・・・・・・・・・・・・・・・・・・・・・・・・・・148

ひ
鼻咽頭（上咽頭）・・・・・・・・・・・・・・・・・・・・・・・219, 220

被蓋・・・・・・・・・・・・・・・・・・・・・・・・・・・・・・・・・・・・・・・・・・・・・・・・・・・・・・・・・・252

被蓋細胞・・・・・・・・・・・・・・・・・・・・・・・・・・・・・・・・・・・・・・・・・・・・・・・・187

非外傷性ヘルニア・・・・・・・・・・・・・・・・・・・・・・・・・・・・・・・・96

非回転性めまい・・・・・・・・・・・・・・・・・・・・・・・・・・・・・・・・・・312

被殻・・・・・・・・・・・・・・・・・・・・・・・・・・・・・・・・・・・・・・・・・・・・・・・・・・266, 269

皮下注射・・・・・・・・・・・・・・・・・・・・・・・・・・・・・・・・・・・・・・・・・・・・・・・・133

非還納性ヘルニア・・・・・・・・・・・・・・・・・・・・・・・・・・・・・190

非乾酪性類上皮肉芽腫・・・・・・・・・・・・・・・72, 74

眉弓・・・・・・・・・・・・・・・・・・・・・・・・・・・・・・・・・・・・・・・・・・・・・・・・・・・・・・・・・・204

皮筋・・・・・・・・・・・・・・・・・・・・・・・・・・・・・・・・・・・・・・・・・・・・・・・・・・207, 215

鼻腔・・・・・・・・・・・・・・・・・・・・・・・・・・・・・・・・・・・・・・・・・・・・・・・・・・・・84, 206

非交通性水頭症・・・・・・・・・・・・・・・・・・・・・・・・・・271, 273

鼻呼吸・・・・・・・・・・・・・・・・・・・・・・・・・・・・・・・・・・・・・・・・・・・・・・・・・84, 85

腓骨・・・・・・・・・・・・・・・・・・・・・・・・・・・・・・・・・・・・・・・・・・・・・・・・・・142, 143

尾骨・・・・・・・・・・・・・・・・・・・・・・・・・・・・・・・・・・・・・・・・・・・・・・・・・・・・・・・・・・174

鼻骨・・・・・・・・・・・・・・・・・・・・・・・・・・・・・・・・・・・・・・・・・・・・・・・・・・・・・・・・・・206

尾骨神経・・・・・・・・・・・・・・・・・・・・・・・・・・・・・・・・・・・・・・・・・・・・・・・・279

尾骨先端・・・・・・・・・・・・・・・・・・・・・・・・・・・・・・・・・・・・・・・・・・・・・・・・193

皮質核路（皮質延髄路）・・・・・・・・・246, 263

皮質骨（緻密骨）・・・・・・・・・・・・・・・・・・・・・・・・・・・25, 26

皮質枝・・・・・・・・・・・・・・・・・・・・・・・・・・・・・・・・・・・・・・・・・・・・・247, 249

342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皮質脊髄路・・・・・・・・・・・・・・・・・246, 262, 263, 264

微弱陣痛・・・・・・・・・・・・・・・・・・・・・・・・・・・・・・・・・・・・・・・・・・・・・・・・195

微絨毛・・・・・・・・・・・・・・・・・・・・・・・・・・・・・・・・・・・・・・・・・・・・・・・・・・・・・・・・46

尾状核・・・・・・・・・・・・・・・・・・・・・・・・・・・・・・・・・・・・242, 266, 269

微小血管減圧術・・・・・・・・・・・・・・・・・・・・・・・・・・292, 294

非上皮性腫瘍・・・・・・・・・・・・・・・・・・・・・・・・・・・・・・・・・・・・・・・・・・21

皮静脈・・・・・・・・・・・・・・・・・・・・・・・・・・・・・・・・・・・・・・・・・・・・・133, 134

脾静脈・・・・・・・・・・・・・・・・・・・・・・・・・・・・・・・・・・・・・・・・・・・・・・・・・・・・・135

尾状葉・・・・・・・・・・・・・・・・・・・・・・・・・・・・・・・・・・・・・・・・・・・・・・・・・・・・・・・・56

皮神経・・・・・・・・・・・・・・・・・・・・・・・・・・・・・・・・・・・・・・・・・・・・・・・・・・・・・280

非前庭性めまい・・・・・・・・・・・・・・・・・・・・・・・・・・・・・・・・・・313

ビタミンD・・・・・・・・・・・・・・・・・・・・・・・・・・・・・・・・・・・・・・・・・・・・・・・27

左回旋枝・・・・・・・・・・・・・・・・・・・・・・・・・・・・・・・・・・・・・・・・・・・・・・・・121

左下肋部・・・・・・・・・・・・・・・・・・・・・・・・・・・・・・・・・・・・・・・・・・・・・・・・・・・53

左冠動脈・・・・・・・・・・・・・・・・・・・・・・・・・・・・・・・120, 121, 122

左結腸曲・・・・・・・・・・・・・・・・・・・・・・・・・・・・・・・・・・・・・・・・・・・・・・・・・・・68

左主気管支・・・・・・・・・・・・・・・・・・・・・・・・・・・・・・・・・・・・・・・・・・・100

左総頚動脈・・・・・・・・・・・・・・・・・・・・・・・・・・・・・・・・・・・・・・・・・・・・116

左心縁・・・・・・・・・・・・・・・・・・・・・・・・・・・・・・・・・・・・・・・・・・・・・・・・・・・・・100

左聴診三角・・・・・・・・・・・・・・・・・・・・・・・・・・・・・・・・・・・・・・・・・・・・・・43

左同名下四半盲・・・・・・・・・・・・・・・・・・・・・・・・・・・・・・・・・・307

左同名上四半盲・・・・・・・・・・・・・・・・・・・・・・・・・・・・・・・・・・307

左半側空間無視・・・・・・・・・・・・・・・・・・・・・・・・・・・・・・・・・・250

左右三角間膜・・・・・・・・・・・・・・・・・・・・・・・・・・・・・・・・・・・・・・・・・・62

鼻中隔・・・・・・・・・・・・・・・・・・・・・・・・・・・・・・・・・・・・・・・・・・・・・・・・・・・・・・・・84

避腸投与・・・・・・・・・・・・・・・・・・・・・・・・・・・・・・・・・・・・・・・・・・・・・・・・133

非定型縊死・・・・・・・・・・・・・・・・・・・・・・・・・・・・・・・・・・・・・・・・・・・224

脾動脈・・・・・・・・・・・・・・・・・・・・・・・・・・・・・・・・・・・・・・・・・・・・・・・・・64, 65

鼻粘膜・・・・・・・・・・・・・・・・・・・・・・・・・・・・・・・・・・・・・・・・・・・・・・・・・・・・・・・・85

皮膚感覚・・・・・・・・・・・・・・・・・・・・・・・・・・・・・・・・・・・・・・・・・・・・・・・・・・・28

腓腹筋・・・・・・・・・・・・・・・・・・・・・・・・・・・・・・・・・・・・・・・・・・・・・148, 171

皮膚呼吸・・・・・・・・・・・・・・・・・・・・・・・・・・・・・・・・・・・・・・・・・・・・・・・・・・・76

表在感覚（皮膚感覚）・
・・・・・・・・・・・・・・・・・・・・・・・・・・・・・・・・・・・・・・・28, 259, 285, 287

表情筋・・・・・・・・・・・・・・・・・・・・・・・・・・・・・・・・・・・・206, 213, 214

表層粘液細胞・・・・・・・・・・・・・・・・・・・・・・・・・・・・・・・・・・・・・・・・・・44

びらん・・・・・・・・・・・・・・・・・・・・・・・・・・・・・・・・・・・・・・・・・・・・・・・・・・・・・・・・74

ビリルビン（胆汁色素）・・・・・・・・・・・・・・・・・・・・59

鼻涙管・・・・・・・・・・・・・・・・・・・・・・・・・・・・・・・・・・・・・・・・・・・・・・・・・・・・・303

披裂喉頭蓋筋・・・・・・・・・・・・・・・・・・・・・・・・・・・・・・・210, 227

非連続性毛細血管・・・・・・・・・・・・・・・・・・・・・・・・・・・・・108

脾弯曲・・・・・・・・・・・・・・・・・・・・・・・・・・・・・・・・・・・・・・・・・・・・・・・・・・・・・・・・68

貧血性梗塞・・・・・・・・・・・・・・・・・・・・・・・・・・・・・・・・・・・・・・・・・・・120

ふ
フィラメント・・・・・・・・・・・・・・・・・・・・・・・・・・・・・・・・・・・・・・・・・・23

腹横筋・・・・・・・・・・・・・・・・・・・・・・・・・・・・・・・・・・・・・・・・・・・・・・・・・・・・・190

腹腔口・・・・・・・・・・・・・・・・・・・・・・・・・・・・・・・・・・・・・・・・・・・・・・・・・・・・・180

腹腔神経節・・・・・・・・・・・・・・・・・・・・・・・・・・・・・・・・・・・・・66, 282

腹腔神経叢・・・・・・・・・・・・・・・・・・・・・・・・・・・・・・・・・・・・・・・・・・・・・・66

腹腔動脈・・・・・・・・・・・・・・・・・・・・・・・・・・・・・19, 42, 65, 116

腹腔内注射・・・・・・・・・・・・・・・・・・・・・・・・・・・・・・・・・・・・・・・・・・・133

腹腔・・・・・・・・・・・・・・・・・・・・・・・・・・・・・・・・・・・・・・・・・・・・・・・・・・・・・・12, 61

副交感神経・・・・・・・・・・・・・・・・・42, 47, 50, 81, 229

副交感神経系・・・・・・・・・・・・・・・・・・・・・・・・・・・・・・・・・・・・・・・282

副交感神経節・・・・・・・・・・・・・・・・・・・・・・・・・・・・・・・・・・・・・・・283

副交感神経線維・・・・・・・・・・・・・・・・・・・・・・・・・・・・・・・・・・213

副交感神経ニューロン・・・・・・・・・・・・・・・・・・・283

腹腔シャント・・・・・・・・・・・・・・・・・・・・・・・・・・・・・・・・・・・・・・・273

副細胞・・・・・・・・・・・・・・・・・・・・・・・・・・・・・・・・・・・・・・・・・・・・・・・・・44, 53

伏在裂孔・・・・・・・・・・・・・・・・・・・・・・・・・・・・・・・・・・・・・・・・190, 191

複視・・・・・・・・・・・・・・・・・・・・・・・・・・・・・・・・207, 295, 297, 299

副腎・・・・・・・・・・・・・・・・・・・・・・・・・・・・・・・・・・・・・・・・・・・・・・・・・・・・・・・・・・189

副神経・・・・・・・・・・・・・・・・・・・・・・・・・・・・・・・・・・・・・・・・・・・・・253, 279

副神経（Ⅺ脳神経）・・・・・・・・・・・・・・・・・・・・・・・・・・・228

副膵管（Santorini管）・・・・・・・・・・・・・・・・・・・・・・・・64

腹大動脈瘤・・・・・・・・・・・・・・・・・・・・・・・・・・・・・・・・・・・114, 115

腹痛・・・・・・・・・・・・・・・・・・・・・・・・・・・・・・・・・・・・・・・・・・・・・・・・・・・・64, 286

副伝導路・・・・・・・・・・・・・・・・・・・・・・・・・・・・・・・・・・・・・・・・117, 119

腹背像（AP像）・・・・・・・・・・・・・・・・・・・・・・・・・・・・・・・・・・・・99

腹部ヘルニア・・・・・・・・・・・・・・・・・・・・・・・・・・・・・・・・・・・・・・・190

腹膜・・・・・・・・・・・・・・・・・・・・・・・・・・・・・・・・・・・・・・・・・・・・・・・・・・・・61, 191

腹膜腔・・・・・・・・・・・・・・・・・・・・・・・・・・・・・・・・・・・・・・・・・・61, 62, 97

腹膜後器官・・・・・・・・・・・・・・・・・・・・・・・・52, 53, 64, 183

腹膜刺激症状・・・・・・・・・・・・・・・・・・・・・・・・・・・・・・・・・・・・・・・・・・61

腹膜（漿膜）・・・・・・・・・・・・・・・・・・・・・・・・・・・・・・・・・・・・・43, 73

腹膜垂・・・・・・・・・・・・・・・・・・・・・・・・・・・・・・・・・・・・・・・・・・・・・・・・・・・・・・・・69

腹膜透析・・・・・・・・・・・・・・・・・・・・・・・・・・・・・・・・・・・・・・・・186, 189

腹膜妊娠・・・・・・・・・・・・・・・・・・・・・・・・・・・・・・・・・・・・・・・・・・・・・・・・196

腹膜膿瘍・・・・・・・・・・・・・・・・・・・・・・・・・・・・・・・・・・・・・・・・・・・・・・・・196

副涙腺（Walfring腺・Krause腺）・

・・・・・・・・・・・・・・・・・・・・・・・・・・・・・・・・・・・・・・・・・・・・・・・・・・・・・・・302, 303

浮腫・・・・・・・・・・・・・・・・・・・・・・・・・・・・・・・・・・・・・・・・・・・・・91, 92, 113

不随意運動・・・・・・・・・・・・・・・・・・・・・・・・・・220, 266, 268

不正性器出血・・・・・・・・・・・・・・・・・・・・・・・・・・・・・・・・・・・・・・・197

不整脈・・・・・・・・・・・・・・・・・・・・・・・・・・・・・・・・・・・・・・・・・・・・・・・・・・・・・・117

不全脱臼・・・・・・・・・・・・・・・・・・・・・・・・・・・・・・・・・・・・・・・・・・・・・・・・・・・35

附属器・・・・・・・・・・・・・・・・・・・・・・・・・・・・・・・・・・・・・・・・・・・・・・・・・40, 42

腹腔内膿瘍（急性限局性腹膜炎）・61

ブドウ球菌・・・・・・・・・・・・・・・・・・・・・・・・・・・・・・・・・・・・・・・・・・・318

不動結合・・・・・・・・・・・・・・・・・・・・・・・・・・・・・・・・・・・・・・・・・・・・・・・・・・・35

ブラ・・・・・・・・・・・・・・・・・・・・・・・・・・・・・・・・・・・・・・・・・・・・・・・・・・・・・・93, 94

ブラジキニン・・・・・・・・・・・・・・・・・・・・・・・・・・・・・・・・・・・・・・・・・・29

ブレブ・・・・・・・・・・・・・・・・・・・・・・・・・・・・・・・・・・・・・・・・・・・・・・・・・93, 94

プロスタグランジン・・・・・・・・・・・・・・・・・・・・・・・・179

ブロック・・・・・・・・・・・・・・・・・・・・・・・・・・・・・・・・・・・・・・・・117, 119

分界線・・・・・・・・・・・・・・・・・・・・・・・・・・・・・・・・・・・・・・・・・・・・・174, 193

吻合・・・・・・・・・・・・・・・・・・・・・・・・・・・・・・・・・・・・・・・・・・・・・・・・・・108, 120

分配動脈・・・・・・・・・・・・・・・・・・・・・・・・・・・・・・・・・・・・・・・・・・・・・・・・106

分泌性下痢・・・・・・・・・・・・・・・・・・・・・・・・・・・・・・・・・・・・・・・68, 70

分泌腺・・・・・・・・・・・・・・・・・・・・・・・・・・・・・・・・・・・・・・・・・・・・・・・・・・・・・・・・87

糞便・・・・・・・・・・・・・・・・・・・・・・・・・・・・・・・・・・・・・・・・・・・・・・・・・・・・・・・・・・・・・68

分娩・・・・・・・・・・・・・・・・・・・・・・・・・・・・・・・・・・・・・・・・・・・・・・・・・・・・・・・・・・193

分回し運動・・・・・・・・・・・・・・・・・・・・・・・・・・・・・・・・・・・・・・・・・・・・・・14

分回し歩行・・・・・・・・・・・・・・・・・・・・・・・・・・・・・・・・・・・・・・・・・・・263

噴門・・・・・・・・・・・・・・・・・・・・・・・・・・・・・・・・・・・・・・・・・・・・・・・43, 44, 53

噴門腺・・・・・・・・・・・・・・・・・・・・・・・・・・・・・・・・・・・・・・・・・・・・・・・・・・・・・・・・44

分類不能型・・・・・・・・・・・・・・・・・・・・・・・・・・・・・・・・・・・・・・・・・・・・・・68

へ
平滑筋・・・・・・・・・・・・・・・・・・23, 32, 33, 87, 106, 132

平滑筋（Treitz筋）・・・・・・・・・・・・・・・・・・・・・・・・・・・131

平滑筋肉腫・・・・・・・・・・・・・・・・・・・・・・・・・・・・・・・・・・・・・・・・・・・・・・23

平均聴力レベル・・・・・・・・・・・・・・・・・・・・・・・・・・・・・・・・・・309

平衡覚・・・・・・・・・・・・・・・・・・・・・・・・・・・・・・・・・・・・・・・・・・・・・・・・・・・・・259

平衡感覚器・・・・・・・・・・・・・・・・・・・・・・・・・・・・・・・・・・・・・・・・・・・314

平衡砂（耳石）・・・・・・・・・・・・・・・・・・・・・・・・・・・・312, 314

平衡斑・・・・・・・・・・・・・・・・・・・・・・・・・・・・・・・・・・・・・・・・・・・・・312, 314

閉鎖・・・・・・・・・・・・・・・・・・・・・・・・・・・・・・・・・・・・・・・・・・・・・・・・・・・・・・・・・・220

閉鎖管・・・・・・・・・・・・・・・・・・・・・・・・・・・・・・・・・・・・・・・・・・・・・・・・・・・・・192

閉鎖孔ヘルニア・・・・・・・・・・・・・・・・・・・・・・・・・・・・・・・・・・192

343索　引

IN
D
E
X



閉鎖循環系・・・・・・・・・・・・・・・・・・・・・・・・・・・・・・・・・・・・・・・・・・・105

閉塞性黄疸・・・・・・・・・・・・・・・・・・・・・・・・・・・・・・・・・・・・・・・・・・・・・・60

閉塞性換気障害・・・・・・・・・・・・・・・・・・・・・・・・・・・・・・・・・・・・・89

平面関節・・・・・・・・・・・・・・・・・・・・・・・・・・・・・・・・・・・・・・・・・・36, 141

ペースメーカー・・・・・・・・・・・・・・・・・・・・・・・・・・・・・・・・・・・117

壁細胞・・・・・・・・・・・・・・・・・・・・・・・・・・・・・・・・・・・・・・・・・・・・・・・・・・・・・・・・53

壁側胸膜・・・・・・・・・・・・・・・・・・・・・・・・・・・・・・・・・・・・・・・・・・・・93, 94

壁側腹膜・・・・・・・・・・・・・・・・・・・・・・・・・・・・・・・・・・・・・・・・・・・・・・・・・・・61

ペプシン・・・・・・・・・・・・・・・・・・・・・・・・・・・・・・・・・・・・・・・・・・・・52, 54

ペルオキシダーゼ・・・・・・・・・・・・・・・・・・・・・・・・・・・・・・・・79

ヘルニア・・・・・・・・・・・・・・・・・・・・・・・・・・・・・・・・・・・・・・・・・・・・・・・・190

ヘルニア嵌頓・・・・・・・・・・・・・・・・・・・・・・・・・・・・・・・・・・・・・・・190

ヘルニア内容・・・・・・・・・・・・・・・・・・・・・・・・・・・・・・・・・・・・・・・190

ヘルニア嚢・・・・・・・・・・・・・・・・・・・・・・・・・・・・・・・・・・・・・98, 190

ヘルニア被膜・・・・・・・・・・・・・・・・・・・・・・・・・・・・・・・・・・・・・・・190

ヘルニア門・・・・・・・・・・・・・・・・・・・・・・・・・・・・・・・・・・・・・・・・・・・190

便意・・・・・・・・・・・・・・・・・・・・・・・・・・・・・・・・・・・・・・・・・・・71, 132, 286

辺縁域（外腺）・・・・・・・・・・179, 200, 201, 202

辺縁系・・・・・・・・・・・・・・・・・・・・・・・・・・・・・・・・・・・・・・・・・・・・・・・・・・・・・259

辺縁葉・・・・・・・・・・・・・・・・・・・・・・・・・・・・・・・・・・・・・・・・・・・・・240, 241

変形性関節症・・・・・・・・・・・・・・・・・・・・・・・・・・・・・・・・・・・・・・・163

変形と関節運動障害・・・・・・・・・・・・・・・・・・・・・・・・・・・37

娩出力・・・・・・・・・・・・・・・・・・・・・・・・・・・・・・・・・・・・・・・・・・・・・・・・・・・・・194

片側顔面痙攣・・・・・・・・・・・・・・・・・・・・・・・・・・・・・・・292, 293

ペンタゴン・・・・・・・・・・・・・・・・・・・・・・・・・・・・・・・・・・・・・・・・・・・248

扁桃・・・・・・・・・・・・・・・・・・・・・・・・・・・・・・・・・・・・・・・・・・・・・・・・・・・・・・・・・・216

扁桃周囲膿瘍・・・・・・・・・・・・・・・・・・・・・・・・・・・・・・・・・・・・・・・218

扁桃体・・・・・・・・・・・・・・・・・・・・・・・・・・・・・・・・・・・・・・・・・・・・・242, 269

扁桃摘出術・・・・・・・・・・・・・・・・・・・・・・・・・・・・・・・・・・・・・・・・・・・216

便秘型・・・・・・・・・・・・・・・・・・・・・・・・・・・・・・・・・・・・・・・・・・・・・・・・・・・・・・・・68

扁平円柱上皮境界（SCJ）・・・・・・196, 197

扁平上皮・・・・・・・・・・・・・・・・・・・・・・・・・・・・・・・・・・・・・・・・・・・・・・・・・・・22

扁平上皮化生・・・・・・・・・・・・・・・・・・・・・・・・・・・・・・・・・・・・・・・197

扁平上皮癌・・・・・・・・・・・・・・・・・・・・・・・・・・・・・・・・・・・・・21, 196

片葉小節葉・・・・・・・・・・・・・・・・・・・・・・・・・・・・・・・・・・・・・・・・・・・242

ほ
防御因子・・・・・・・・・・・・・・・・・・・・・・・・・・・・・・・・・・・・・・・・・・・・・・・・・・・54

傍胸骨裂孔ヘルニア・・・・・・・・・・・・・・・・・・・・・・・・・・・98

方形回内筋・・・・・・・・・・・・・・・・・・・・・・・・・・・・・・・・・・・・・・・・・・・145

方形葉・・・・・・・・・・・・・・・・・・・・・・・・・・・・・・・・・・・・・・・・・・・・・・・・・・・・・・・・57

膀胱・・・・・・・・・・・・・・・・・・・・・・・・・・・・・・・・・・・・・・・・・・・・・・・・・・・・69, 183

縫工筋・・・・・・・・・・・・・・・・・・・・・・・・・・・・・・・・・・・・・・・・・・・・・・・・・・・・・148

膀胱頚・・・・・・・・・・・・・・・・・・・・・・・・・・・・・・・・・・・・・・・・・・・・・・・・・・・・・181

膀胱子宮窩・・・・・・・・・・・・・・・・・・・・・・・・・・・・・・・・・・・178, 196

膀胱子宮靱帯・・・・・・・・・・・・・・・・・・・・・・・・・・・・・・・・・・・・・・・181

膀胱刺激症状・・・・・・・・・・・・・・・・・・・・・・・・・・・・・・・・・・・・・・・202

膀胱尖・・・・・・・・・・・・・・・・・・・・・・・・・・・・・・・・・・・・・・・・・・・・・・・・・・・・・181

膀胱底・・・・・・・・・・・・・・・・・・・・・・・・・・・・・・・・・・・・・・・・・・・・・・・・・・・・・181

膀胱壁貫通部・・・・・・・・・・・・・・・・・・・・・・・・・・・・・・・・・・・・・・・184

房室結節枝・・・・・・・・・・・・・・・・・・・・・・・・・・・・・・・・・・・118, 122

房室結節（田原結節）・
・・・・・・・・・・・・・・・・・・・・・・・・・・・・・・・・・・・・・・117, 118, 120, 224

房室束（His束）・・・・・・・・・・・・・・・・・・・・・・・・・117, 118

房室ブロック・・・・・・・・・・・・・・・・・・・・・・・・・・・・・・・・・・・・・・・・118

房室弁（僧帽弁と三尖弁）・・・・・・・・・・・・124

放射線治療・・・・・・・・・・・・・・・・・・・・・・・・・・・・・・・・・・・・・・・・・・・・・・55

傍食道型・・・・・・・・・・・・・・・・・・・・・・・・・・・・・・・・・・・・・・・・・・・・・・・・・・・98

房水・・・・・・・・・・・・・・・・・・・・・・・・・・・・・・・・・・・・・・・・・・・・・・・・・・・・・・・・・・299

紡錘状動脈瘤・・・・・・・・・・・・・・・・・・・・・・・・・・・・・・・・・・・・・・・・114

傍正中橋網様体（PPRF）・・・・・・295, 297

膨大部・・・・・・・・・・・・・・・・・・・・・・・・・・・・・・・・・・・・・・16, 180, 314

膨大部稜・・・・・・・・・・・・・・・・・・・・・・・・・・・・・・・・・・・・・・・・312, 314

傍虫部・・・・・・・・・・・・・・・・・・・・・・・・・・・・・・・・・・・・・・・・・・・・・・・・・・・・・242

乏尿・・・・・・・・・・・・・・・・・・・・・・・・・・・・・・・・・・・・・・・・・・・・・・・・・・・・・・・・・・186

胞胚・・・・・・・・・・・・・・・・・・・・・・・・・・・・・・・・・・・・・・・・・・・・・・・・・・・・・・・・・・・・・18

頬部・・・・・・・・・・・・・・・・・・・・・・・・・・・・・・・・・・・・・・・・・・・・・・・・・・・・・・・・・・204

母指CM関節・・・・・・・・・・・・・・・・・・・・・・・・・・・・・・・・・・・・・・・142

母指球・・・・・・・・・・・・・・・・・・・・・・・・・・・・・・・・・・・・・・・・・・・・・・・・・・・・・158

母指球萎縮・・・・・・・・・・・・・・・・・・・・・・・・・・・・・・・・・・・・・・・・・・・156

母指対立筋・・・・・・・・・・・・・・・・・・・・・・・・・・156, 157, 158

母指球筋・・・・・・・・・・・・・・・・・・・・・・・・・・・・・・・156, 157, 158

母指内転筋・・・・・・・・・・・・・・・・・・・・・・・・・・・・・・・・・・・・・・・・・・・156

補充現象・・・・・・・・・・・・・・・・・・・・・・・・・・・・・・・・・・・・・・・・・・・・・・・・・311

骨・・・・・・・・・・・・・・・・・・・・・・・・・・・・・・・・・・・・・・・・・・・・・・・・25, 101, 102

洞（房）結節（Keith-Flack結節）・
・・・・・・・・・・・・・・・・・・・・・・・・・・・・・・・・・・・・・・・・・・・・・・・・・・・・・・・・・・・・・・・・117

ま
膜性骨・・・・・・・・・・・・・・・・・・・・・・・・・・・・・・・・・・・・・・・・・・・・・・・・・・・・・・・・26

膜性壁・・・・・・・・・・・・・・・・・・・・・・・・・・・・・・・・・・・・・・・・・・・・・・・・・・・・・・・・78

膜内骨化・・・・・・・・・・・・・・・・・・・・・・・・・・・・・・・・・・・・・・・・・・・・25, 26

膜迷路・・・・・・・・・・・・・・・・・・・・・・・・・・・・・・・・・・・・・・・・・・・・・・・・・・・・・313

マクロファージ・・・・・・・・・・・・・・・・・・・・・・・・・・・・・・・・・・・・・79

末梢域（外腺）・・・・・・・・・・・・・・・・・・・200, 201, 202

末梢神経系・・・・・・・・・・・・・・・・・・・・・・・・・・・・19, 238, 276

末梢性顔面神経麻痺・・・・・・・・・・・・・・・・213, 214

慢性気管支炎・・・・・・・・・・・・・・・・・・・・・・・・・・・・・・・・・・・・・・・・・・89

慢性硬膜下血腫・・・・・・・・・・・・・・・・・・・・・・・・・・・・・・・・・・235

慢性腎不全・・・・・・・・・・・・・・・・・・・・・・・・・・・・・・・・・・・・・・・・・・・186

慢性中耳炎・・・・・・・・・・・・・・・・・・・・・・・・・・・・・・・・・・・・・・・・・・・316

み
ミオシン・・・・・・・・・・・・・・・・・・・・・・・・・・・・・・・・・・・・・・・・・・・・23, 32

ミオシンフィラメント・・・・・・・・・・・・・・・・・・・・・・33

味覚・・・・・・・・・・・・・・・・・・・・・・・・・・・・・・・・204, 213, 259, 285

味覚障害・・・・・・・・・・・・・・・・・・・・・・・・・・・・・・・・・・・・・・・・213, 250

味覚線維・・・・・・・・・・・・・・・・・・・・・・・・・・・・・・・・・・・・・・・・・・・・・・・・213

右肝下面膿瘍・・・・・・・・・・・・・・・・・・・・・・・・・・・・・・・・・・・61, 63

右肝静脈・・・・・・・・・・・・・・・・・・・・・・・・・・・・・・・・・・・・・・・・・・・・・・・・・・・57

右結腸曲・・・・・・・・・・・・・・・・・・・・・・・・・・・・・・・・・・・・・・・・・・・・・・・・・・・68

右左shunt・・・・・・・・・・・・・・・・・・・・・・・・・・・・・・・・・・・・・・・・・・・・・127

右主気管支・・・・・・・・・・・・・・・・・・・・・・・・・・・・・・・・・・・・・・・・・・・100

右上葉気管支・・・・・・・・・・・・・・・・・・・・・・・・・・・・・・・・・・・・・・・100

右肺動脈・・・・・・・・・・・・・・・・・・・・・・・・・・・・・・・・・・・・・・・・・・・・・・・・・・・91

右リンパ本幹・・・・・・・・・・・・・・・・・・・・・・・・・・・・・・・・・・・・・・・105

味孔・・・・・・・・・・・・・・・・・・・・・・・・・・・・・・・・・・・・・・・・・・・・・・・・・・・・・・・・・・287

味細胞（味覚受容細胞）・・・・・・・・・・・・・・・・・287

脈管の血管・・・・・・・・・・・・・・・・・・・・・・・・・・・・・・・・・・・・・・・・・・・・115

脈絡叢・・・・・・・・・・・・・・・・・・・・・・・・・・・・・・・・・・・・・・・・・・・・・271, 272

脈絡組織・・・・・・・・・・・・・・・・・・・・・・・・・・・・・・・・・・・・・・・・・・・・・・・・272

脈絡膜・・・・・・・・・・・・・・・・・・・・・・・・・・・・・・・・・・・・・・・・・・・・・・・・・・・・・299

味蕾・・・・・・・・・・・・・・・・・・・・・・・・・・・・・・・・・・・・・・・・・・・・・・・・・・・・・・・・・・287

む
無汗症・・・・・・・・・・・・・・・・・・・・・・・・・・・・・・・・・・・・・・・・・・・・・・・・・・・・・・・・92

無血管性・・・・・・・・・・・・・・・・・・・・・・・・・・・・・・・・・・・・・・・・・・・・・・・・163

無血管組織・・・・・・・・・・・・・・・・・・・・・・・・・・・・・・・・・・・・・・・・・・・160

矛盾運動・・・・・・・・・・・・・・・・・・・・・・・・・・・・・・・・・・・・・・・・・・・・・・・・267

無症候性ヘルニア・・・・・・・・・・・・・・・・・・・・・・・・・・・・・168

無漿膜野・・・・・・・・・・・・・・・・・・・・・・・・・・・・・・・・・・・・・・・・・・・・・・・・・・・62

344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ムスカリン型受容体・・・・・・・・・・・・・・・・・・・・・・・・・・・82

ムチン層（粘液層）・・・・・・・・・・・・・・・・・・・・・・・・・・・304

無痛分娩・・・・・・・・・・・・・・・・・・・・・・・・・・・・・・・193, 195, 255

無尿・・・・・・・・・・・・・・・・・・・・・・・・・・・・・・・・・・・・・・・・・・・・・・・・・・・・・・・・・・186

無窓性毛細血管・・・・・・・・・・・・・・・・・・・・・・・・・・・・・・・・・・272

無窓内皮細胞・・・・・・・・・・・・・・・・・・・・・・・・・・・・・・・・・・・・・・・107

め
眼・・・・・・・・・・・・・・・・・・・・・・・・・・・・・・・・・・・・・・・・・・・・・・・・・・・・・・・・・・・・・・・299

迷走神経（Ⅹ脳神経）
・　　　　　・・・・・・・・42, 50, 82, 209, 210, 218, 219, 220,  

223, 226, 227, 228, 253, 279, 283, 284

迷走神経背側核・・・・・・・・・・・・・・・・・・・・・・・・・・・・・・・・・・284

めまい感（非回転性めまい）・・・・・・・312

めまい（眩暈・目眩）・
・・・・・・・・・・・・・・・・・・・・・・・・・・・・・・・・・・・・・・・92, 250, 312, 313

も
毛細血管・・・・・・・76, 104, 105, 107, 133, 134

毛細血管（床）・・・・・・・・・・・・・・・・・・・105, 108, 112

毛細リンパ管・・・・・・・・・・・・・・・・・・・・・・・・・・・・・・・・・・・・・・・105

盲腸・・・・・・・・・・・・・・・・・・・・・・・・・・・・・・・・・・・・・・・・・・・・・・・40, 46, 68

毛包受容器・・・・・・・・・・・・・・・・・・・・・・・・・・・・・・・・・・・・・・・・・・・288

網膜・・・・・・・・・・・・・・・・・・・・・・・・・・・・・・・・・・・・・・・・・299, 300, 307

毛様（体）脊髄反射・・・・・・・・・・・・・・・・・・・・・・・・254

毛様体・・・・・・・・・・・・・・・・・・・・・・・・・・・・・・・・・・・・・・・・・・・・・・・・・・・・・299

網様体・・・・・・・・・・・・・・・・・・・・・・・・・・・・・・・・・・・・243, 244, 252

毛様体筋・・・・・・・・・・・・・・・・・・・・・・・・・・・・・・・290, 299, 300

毛様体小帯（チン小帯）・・・・・・・・・299, 300

毛様体神経節・・・・・・・・・・・・・・・・・・・・・・・・・・・・・・・・・・・・・・・283

門脈・・・・・・・・40, 55, 56, 59, 65, 108, 133, 134

門脈圧亢進・・・・・・・・・・・・・・・・・・・・・・・・・・・・・・・・・・・・・・・58, 59

門脈右枝（右肝動脈）・・・・・・・・・・・・・・・・・・・・・・・・・56

門脈左枝（左肝動脈）・・・・・・・・・・・・・・・・・・・・・・・・・56

や・ゆ
扼殺・・・・・・・・・・・・・・・・・・・・・・・・・・・・・・・・・・・・・・・・・・・・・・・・・・222, 225

優位半球・・・・・・・・・・・・・・・・・・・・・・・・・・・・・・・・・・・・・・・・・・・・・・・・241

有鈎骨・・・・・・・・・・・・・・・・・・・・・・・・・・・・・・・・・・・・141, 156, 157

融像・・・・・・・・・・・・・・・・・・・・・・・・・・・・・・・・・・・・・・・・・・・・・・・・・・・・・・・・・・295

遊走腎・・・・・・・・・・・・・・・・・・・・・・・・・・・・・・・・・・・・・・・・・・・・・・・・・・・・・186

有窓性毛細血管・・・・・・・・・・・・・・・・・・・・・・・・・・・・・・・・・・272

有痛性肩関節制動症・・・・・・・・・・・・・・・・・・・・・・・・153

有頭骨・・・・・・・・・・・・・・・・・・・・・・・・・・・・・・・・・・・・・・・・・・・・・・・・・・・・・141

有毛細胞・・・・・・・・・・・・・・・・・・・・・・・・・・・・・・・・・・・・・・・・・・・・・・・・314

幽門・・・・・・・・・・・・・・・・・・・・・・・・・・・・・・・・・・・・・・・・・・・・・・・・・・・・・・44, 53

幽門括約筋・・・・・・・・・・・・・・・・・・・・・・・・・・・・・・・・40, 44, 45

幽門管・・・・・・・・・・・・・・・・・・・・・・・・・・・・・・・・・・・・・・・・・・・・・・・・・・・・・・・・44

幽門腺・・・・・・・・・・・・・・・・・・・・・・・・・・・・・・・・・・・・・・・・・・・・・・・・・44, 54

幽門前庭（幽門洞）・・・・・・・・・・・・・・・・・・・・・・・・・・・・・・44

幽門部・・・・・・・・・・・・・・・・・・・・・・・・・・・・・・・・・・・・・・・・・・・・・・・・・・・・・・・・44

輸出細動脈・・・・・・・・・・・・・・・・・・・・・・・・・・・・・・・・・・・186, 188

油層・・・・・・・・・・・・・・・・・・・・・・・・・・・・・・・・・・・・・・・・・・・・・・・・・・・・・・・・・・304

輸入細動脈・・・・・・・・・・・・・・・・・・・・・・・・・・・・・・・・・・・186, 188

よ
葉気管支・・・・・・・・・・・・・・・・・・19, 77, 78, 80, 84, 87

溶血性黄疸・・・・・・・・・・・・・・・・・・・・・・・・・・・・・・・・・・・・・・・・・・・・・・60

溶血性連鎖球菌・・・・・・・・・・・・・・・・・・・・・・・・・・・・・・・・・・318

腰神経・・・・・・・・・・・・・・・・・・・・・・・・・・・・・・・・・・・・168, 169, 279

腰神経叢・・・・・・・・・・・・・・・・・・・・・・・・・・・・・・・・・・・・・・・・・・・・・・・・280

腰髄・・・・・・・・・・・・・・・・・・・・・・・・・・・・・・・・・・・・・・・・・・・・・・・・・・・・・・・・・・240

腰椎・・・・・・・・・・・・・・・・・・・・・・・・・・・・・・・・・・・・・・・・・・・・・・・・・・168, 273

腰椎椎間板ヘルニア・・・・・・・・・・・・・・・・・・・・・・・・168

腰背部痛・・・・・・・・・・・・・・・・・・・・・・・・・・・・・・・・・・・・・・・・・・・・・・・・・・・64

腰膨大・・・・・・・・・・・・・・・・・・・・・・・・・・・・・・・・・・・・・・・・・・・・・・・・・・・・・240

容量血管・・・・・・・・・・・・・・・・・・・・・・・・・・・・・・・・・・・・・・・・・・・・・・・・107

容量負荷・・・・・・・・・・・・・・・・・・・・・・・・・・・・・・・・・・・・・・・・・・・・・・・・・112

腰リンパ節（大動脈周囲リンパ節）・
199

腰肋三角・・・・・・・・・・・・・・・・・・・・・・・・・・・・・・・・・・・・・・・・・・・・96, 97

翼口蓋神経節・・・・・・・・・・・・・・・・・・・・・・・・・・・・・・・218, 283

予備吸気量・・・・・・・・・・・・・・・・・・・・・・・・・・・・・・・・・・・・・・・・・・・・・・77

予備呼気量・・・・・・・・・・・・・・・・・・・・・・・・・・・・・・・・・・・・・・・・・・・・・・77

与薬・・・・・・・・・・・・・・・・・・・・・・・・・・・・・・・・・・・・・・・・・・・・・・・・・・・・・・・・・・133

ら
ラクターゼ・・・・・・・・・・・・・・・・・・・・・・・・・・・・・・・・・・・・・・・・・・・・・・70

らせん関節・・・・・・・・・・・・・・・・・・・・・・・・・・・・・・・・・・・・・・・・・・・143

らせん神経節・・・・・・・・・・・・・・・・・・・・・・・・・・・・・・・・・・・・・・・・311

ラリンジアルマスク・・・・・・・・・・・・・・・・・・・・・・・・・・・85

卵円窩・・・・・・・・・・・・・・・・・・・・・・・・・・・・・・・・・・・・・・・・・・・・・・・・・・・・・128

卵円孔・・・・・・・・・・・・・・・・・・・・・・・・・・・・・・・・・・・・127, 128, 129

卵円孔開存・・・・・・・・・・・・・・・・・・・・・・・・・・・・・・・・・・・127, 128

卵円窓（前庭窓）・・・・・・・・・・・・・・・・・・・・・・・・・・・・・・・310

卵黄茎・・・・・・・・・・・・・・・・・・・・・・・・・・・・・・・・・・・・・・・・・・・・・・・・・・・・・・・・41

卵黄腸管・・・・・・・・・・・・・・・・・・・・・・・・・・・・・・・・・・・・・・・・・・・・・・・・・・・41

卵黄嚢・・・・・・・・・・・・・・・・・・・・・・・・・・・・・・・・・・・・・・・・・・・・・・・・・19, 41

卵割・・・・・・・・・・・・・・・・・・・・・・・・・・・・・・・・・・・・・・・・・・・・・・・・・・・・・・・・・・・・・18

卵管・・・・・・・・・・・・・・・・・・・・・・・・・・・・・・・・・・・・・・・・・・・・・・・・・・・・16, 196

卵管間膜・・・・・・・・・・・・・・・・・・・・・・・・・・・・・・・・・・・・・・・・・・・・・・・・198

卵管采・・・・・・・・・・・・・・・・・・・・・・・・・・・・・・・・・・・・・・・・・・・・・・・・・・・・・180

卵管ヒダ・・・・・・・・・・・・・・・・・・・・・・・・・・・・・・・・・・・・・・・・・・・・・・・・180

卵形嚢・・・・・・・・・・・・・・・・・・・・・・・・・・・・・・・・・・・・・・・・・・・・・312, 314

卵形嚢斑・・・・・・・・・・・・・・・・・・・・・・・・・・・・・・・・・・・・・・・・・・・・・・・・314

乱視・・・・・・・・・・・・・・・・・・・・・・・・・・・・・・・・・・・・・・・・・・・・・・・・・・・・・・・・・・300

卵子・・・・・・・・・・・・・・・・・・・・・・・・・・・・・・・・・・・・・・・・・・・・・・・・・・・・・・・・・・・・・16

卵巣静脈・・・・・・・・・・・・・・・・・・・・・・・・・・・・・・・・・・・・・・・・・・・・・・・・199

卵巣（精巣）動脈・・・・・・・・・・・・・・・・・・・・・・・・・・・・・182

卵巣提索・・・・・・・・・・・・・・・・・・・・・・・・・・・・・・・・・・・・・・・・・・・・・・・・180

卵巣動脈・・・・・・・・・・・・・・・・・・・・・・・・・・・・・・・・・・・・・・・・181, 198

卵母細胞・・・・・・・・・・・・・・・・・・・・・・・・・・・・・・・・・・・・・・・・・・・・・・・・・・・16

り
リエントリー・・・・・・・・・・・・・・・・・・・・・・・・・・・・・・・・・・・・・・・・119

梨状筋・・・・・・・・・・・・・・・・・・・・・・・・・・・・・・・・・・・・・・・・・・・・・・・・・・・・・148

梨状筋下孔・・・・・・・・・・・・・・・・・・・・・・・・・・・・・・・・・・・・・・・・・・・195

リソゾーム酵素・・・・・・・・・・・・・・・・・・・・・・・・・・・・・・・・・・・・・79

立方線毛上皮・・・・・・・・・・・・・・・・・・・・・・・・・・・・・・・・・・・・・・・・・・79

リパーゼ・・・・・・・・・・・・・・・・・・・・・・・・・・・・・・・・・・・・・・・・・・・・・・・・・・・59

リモデリング（骨改築）・・・・・・・・・・・・・・・・・・・・27

流行性耳下腺炎・・・・・・・・・・・・・・・・・・・・・・・・・・・・・・・・・・230

流産・・・・・・・・・・・・・・・・・・・・・・・・・・・・・・・・・・・・・・・・・・・・・・・・・・・・・・・・・・・・・17

流涙反射・・・・・・・・・・・・・・・・・・・・・・・・・・・・・・・・・・・・・・・・・・・・・・・・304

両眼・・・・・・・・・・・・・・・・・・・・・・・・・・・・・・・・・・・・・・・・・・・・・・・・・・・・・・・・・・206

両眼視野・・・・・・・・・・・・・・・・・・・・・・・・・・・・・・・・・・・・・・・・・・・・・・・・305

両眼複視・・・・・・・・・・・・・・・・・・・・・・・・・・・・・・・・・・・・・・・・・・・・・・・・295

菱形筋・・・・・・・・・・・・・・・・・・・・・・・・・・・・・・・・・・・・・・・・・・・・・・・・・・・・・145

両耳側半盲・・・・・・・・・・・・・・・・・・・・・・・・・・・・・・・・・・・305, 307

良性結節性過形成・・・・・・・・・・・・・・・・・・・・・・・・・・・・・200

345索　引

IN
D
E
X



良性腫瘍・・・・・・・・・・・・・・・・・・・・・・・・・・・・・・・・・・・・・・・・・・・・・・・・・・・21

菱脳胞・・・・・・・・・・・・・・・・・・・・・・・・・・・・・・・・・・・・・・・・・・・・・・・19, 239

両鼻側半盲・・・・・・・・・・・・・・・・・・・・・・・・・・・・・・・・・・・・・・・・・・・305

緑内障・・・・・・・・・・・・・・・・・・・・・・・・・・・・・・・・・・・・・・・・・・・・・・・・・・・・・300

輪状咽頭筋・・・・・・・・・・・・・・・・・・・・・・・・・・・・・・・・・・・・・・・・・・・220

輪状甲状筋（前筋）・・・・・・・・・・210, 227, 228

輪状甲状靱帯切開・・・・・・・・・・・・・・・・・・・・・・・・・・・・・・・・86

輪状靭帯・・・・・・・・・・・・・・・・・・・・・・・・・・・・・・・・・・・・・・・・・・・・・・・・・・・78

輪状ヒダ（Kerckringヒダ）・・・・・・・・・・・・45

輪転様雑音・・・・・・・・・・・・・・・・・・・・・・・・・・・・・・・・・・・・・・・・・・・126

リンパ管系・・・・・・・・・・・・・・・・・・・・・・・・・・・・・・・・・・・・・・・・・・・104

リンパ器官・・・・・・・・・・・・・・・・・・・・・・・・・・・・・・・・・・・・・・・・・・・216

リンパ性咽頭輪（Waldeyer咽頭
輪）・・・・・・・・・・・・・・・・・・・・・・・・・・・・・・・・・・・・・・・・・・・・・・・・・・・・・・・・217

リンパ節・・・・・・・・・・・・・・・・・・・・・・・・・・・・・・・・・・・・・・・・・・・・・・・・・・・91

リンパ本幹・・・・・・・・・・・・・・・・・・・・・・・・・・・・・・・・・・・・・・・・・・・105

リン酸カルシウム・・・・・・・・・・・・・・・・・・・・・・・・・・・・・・・・23

る
涙液・・・・・・・・・・・・・・・・・・・・・・・・・・・・・・・・・・・・・・・・・・・・・・・・・・302, 303

涙液層・・・・・・・・・・・・・・・・・・・・・・・・・・・・・・・・・・・・・・・・・・・・・・・・・・・・・304

ルイ角平面・・・・・・・・・・・・・・・・・・・・・・・・・・・・・・・・・・・・・・・・・・・・・・99

涙骨・・・・・・・・・・・・・・・・・・・・・・・・・・・・・・・・・・・・・・・・・・・・・・・・・・・・・・・・・・206

類骨・・・・・・・・・・・・・・・・・・・・・・・・・・・・・・・・・・・・・・・・・・・・・・・・・・・・・・26, 27

涙小管・・・・・・・・・・・・・・・・・・・・・・・・・・・・・・・・・・・・・・・・・・・・・・・・・・・・・303

涙腺・・・・・・・・・・・・・・・・・・・・・・・・・・・・・・・・・・・・・・・・・213, 302, 303

涙点・・・・・・・・・・・・・・・・・・・・・・・・・・・・・・・・・・・・・・・・・・・・・・・・・・・・・・・・・・303

類洞・・・・・・・・・・・・・・・・・・・・・・・・・・・・・・・・・・・・・・・・・・・・・・・・・・・・・・・・・・・・・56

涙嚢・・・・・・・・・・・・・・・・・・・・・・・・・・・・・・・・・・・・・・・・・・・・・・・・・・・・・・・・・・303

涙膜・・・・・・・・・・・・・・・・・・・・・・・・・・・・・・・・・・・・・・・・・・・・・・・・・・・・・・・・・・302

れ
冷点・・・・・・・・・・・・・・・・・・・・・・・・・・・・・・・・・・・・・・・・・・・・・・・・・・・・・・・・・・287

劣位半球・・・・・・・・・・・・・・・・・・・・・・・・・・・・・・・・・・・・・・・・・・・・・・・・241

レニン−アンジオテンシン系・
・・・・・・・・・・・・・・・・・・・・・・・・・・・・・・・・・・・・・・・・・・・・・・・・・・・・・・・110, 112

連合野・・・・・・・・・・・・・・・・・・・・・・・・・・・239, 240, 259, 285

レンズ核（被殻＋淡蒼球）・
・・・・・・・・・・・・・・・・・・・・・・・・・・・・・・・・・・・・・242, 250, 266, 269

レンズ核線条体動脈・・・・・・・・・・・・・・・・・・・・・・・・250

連続性雑音・・・・・・・・・・・・・・・・・・・・・・・・・・・・・・・・・・・124, 126

ろ
聾・・・・・・・・・・・・・・・・・・・・・・・・・・・・・・・・・・・・・・・・・・・・・・・・・・・・・・・・・・・・・・・309

労作性狭心症・・・・・・・・・・・・・・・・・・・・・・・・・・・・・・・・・・・・・・・123

老人性白内障・・・・・・・・・・・・・・・・・・・・・・・・・・・・・・・・・・・・・・・299

漏斗・・・・・・・・・・・・・・・・・・・・・・・・・・・・・・・・・・・・・・・・・・・・・・・・・・・・・・・・・・180

肋間神経・・・・・・・・・・・・・・・・・・・・・・・・・・・・・82, 83, 95, 280

肋骨・・・・・・・・・・・・・・・・・・・・・・・・・・・・・・・・・・・・・・・・・・・・・・・・・・・・・・・・・・100

肋骨下平面・・・・・・・・・・・・・・・・・・・・・・・・・・・・・・・・・・・・・・・・・・・・・・13

肋骨脊柱角・・・・・・・・・・・・・・・・・・・・・・・・・・・・・・・・・・・・・・・・・・・183

肋骨部・・・・・・・・・・・・・・・・・・・・・・・・・・・・・・・・・・・・・・・・・・・・・・・・・・・・・・・・97

肋骨面・・・・・・・・・・・・・・・・・・・・・・・・・・・・・・・・・・・・・・・・・・・・・・・・・・・・・・・・79

わ
鷲手・・・・・・・・・・・・・・・・・・・・・・・・・・・・・・・・・・・・・・・・・・・・・・・・・・・・・・・・・・152

弯曲移行部・・・・・・・・・・・・・・・・・・・・・・・・・・・・・・・・・・・・・・・・・・・169

腕尺関節・・・・・・・・・・・・・・・・・・・・・・・・・・・・・・・・・・・・・・・・・・・・・・・・140

腕神経叢・・・・・・・・・・・・・145, 150, 205, 280, 283

腕神経叢下部損傷（Klumpke麻
痺）・・・・・・・・・・・・・・・・・・・・・・・・・・・・・・・・・・・・・・・・・・・・・・・・150, 152

腕神経叢上部損傷（Erb-Duchenne
麻痺）・・・・・・・・・・・・・・・・・・・・・・・・・・・・・・・・・・・・・・・・・・・150, 152

腕神経叢麻痺・・・・・・・・・・・・・・・・・・・・・・・・・・・・・・・・・・・・・・・152

腕橈関節・・・・・・・・・・・・・・・・・・・・・・・・・・・・・・・・・・・・・・・・・・・・・・・・140

腕橈骨筋・・・・・・・・・・・・・・・・・・・・・・・・・・・・・・・・・・・・・・・・・・・・・・・・145

腕頭静脈・・・・・・・・・・・・・・・・・・・・・・・・・・・・・・・・・・・・・・・・・・・・・・・・・・・92

腕頭動脈・・・・・・・・・・・・・・・・・・・・・・・・・・・・・・・・・・・・・・・・116, 210

346 臨床につながる解剖学イラストレイテッド

IN
D
E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