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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결핵성 부고환염 12 예의 고환 침범에 대한 초음파 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수술로 확진된 12 명의 결핵성 부고환-고환염 환자의 음낭 초음파 소견을 후 

향적으로검토하였다 

결과· 결핵성 부고환-고환염의 고환 초음파 소견은 다음의 5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1) 
불분명한 경계의 고환내 저에코 병소(3명 ， 25.0 %), (2) 뚜렷한 경계의 고환내 저에코 
병소 (3 명 ， 25.0 %), (3) 커진 고환내의 많은 저에코 소결절들 (2 명， 16.7 %), (4) 부고환 
과 고환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면 및 고환 압박 (2 명 ， 16.7 %), (5) 전체적인 저에코의 
고환 종대 (2 명， 1 6.7%).12 명 모두 동측에 결핵성 부고환염을 동반하였으며 ， 이 중 3 
명은 반대쪽에도 결핵성 부고환염을 앓고 있었다. 농루는 4 예 (33.3 %)에서 관찰되었 

고， 음낭 수종은 8 예 (66.7 %)에서 보였다 고환 실질내 석회화는 l 예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결핵성 부고환-고환염의 고환 침범 초음파 소견은 다양한 유형으로 관찰된다. 임상적 

드로 또는 초음파검사상 결핵성 부고환염 이 의심되는 경우， 고환에 대한 세밀한 초음 

파검사가 결핵성 부고흰염의 고환 침범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색인단어 : Tuberculosis . genitourinary, Testis. US, Epid id ymis, US 

서 론 결핵균이 주위 장기로 퍼지는 이차적인 감염으로 생각되 

어 왔지만， 근래에는 부고환에 대한 결핵 감엽의 한 경로 

로서 혈행성 전파가 제기되고 있다 [1 ， 2]. 결과적으로 부 

고환과 고환의 결핵 감염은 정관강 (vasal lumen)이나 정 

관주위 림프관 (perivasal lymphatics)을 따라 전럽선이나 

정냥에서 결핵균이 역류파급되어 발생한다 [2] . 

결핵균에 의한 고환염은 일반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려 

비뇨생식기계의 결핵은 폐 이외의 결핵 감염중 가장 많 

으며 ， 결핵균이 폐로부터 혈행성 경로를 따라 전파되어 

신장에 가장 먼저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하부 요로감염은 신장의 결핵 결절 (renal tubercie)이 

소변을 따라 아래 쪽으로 내려오고， 이에 따라 살아있는 

논문접수 1996년 5 월 11 일， 수정제의 : 1996 년 5월 25 일， 수정논문접수 1996년 7 월 27 일， 논문게재결정 1996년 10 월 2일 

* 이 논문은 1996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의 연구비 보조로 이루어졌음-

통신저자 정재준，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 Tel. (02) 361-5837, Fax. (02) 393-3035 

값
 



대한초음파의학회지 제 15 권 제 2호 1996 

져 있고， 대부분은 부고환에 먼저 생긴 결핵성 농양이 이 

차적 으로 초막 (tunica vaginalis)을 뚫고 직접 침 범 하는 것 

으로 생각되며 ， 매우 드물게는 부고환의 감염을 거치지 

않는 혈행성 전파도 보고되고 있다 [ 1 ， 2]. 

결핵성 부고환엽의 초음파 소견은 에코의 감소를 보이 

는 부고환의 종대로 여러 문헌에 많지 않은 증례를 대상 

으로보고되어 왔지만 [2-4]， 결핵성 고환염에 대한초음파 

소견은 보고가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결핵성 부고환엽의 

초음파 소견을 고환 병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및방법 

수술로 확진된 12 명의 결핵성 고환염 환지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으며 ， 모든 환자가 결핵성 부고환영을 

동반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15 세에서 57세까지로 평균 

38.4세였으며 ， 음낭의 동통이나 종대를 호소하는 증상의 

평균 기간은 약 4.7 개월이었다. 

초음파기 기 와 탐촉자는 Diasonics Spectra (Diasonics, 

Milpitas, CA, USA)의 10 MHz 또는 Aloka SSD-680 

CAloka Co. , Tokyo, Japan)의 7.5 MHz의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였다. 음낭의 횡단 및 종단영상에서 고환의 크기 ， 

에코의 변화， 병소의 경계 ， 농루의 유무， 고환 실질내 석 

회화， 음낭 수종의 동반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고환의 초음 

파 소견을 유형 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12 명의 환자중 다른 장기의 결핵 감염 병력이 없는 경 

우가 3 예 ，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2 예， 비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7예였고， 이들 중 2명은 결핵성 신장염과 결핵성 

방광염을함께 앓은병력이 있었다. 

5 명은 임상적으로 고환 종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alpha- fetoprotein 과 beta-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결 과 

12 명의 환자 모두가 동측의 결핵성 부고환염을 동반하 

였으며， 이들중 우측 고환을 침범한 경우가 7 예， 좌측을 

침범한 경우가 5 예였고， 3 명은 반대쪽 음냥에도 결핵성 

부고환염을 동시에 앓고 있었다. 12 명 모두 부고환-고환 

적출술을 시행받았으며 ， 반대쪽 부고환염을 앓던 3명은 

부고환 적출술을 함께 받았다. 

결핵성 고환염의 초음파 소견은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Table 1), (1) 불분명한 경계의 고환내 저에코 

병소: 3 예 (25.0 % )(Fig. 1), (2) 뚜렷한 경계의 고환내 저 

에코 병소 : 3 예 (25.0 %) (Fig. 2), (3) 커진 고환내의 많은 

저에코의 소결절들’ 2 예 (I 6.7%)(Fig. 3A), (4) 부고환과 

고환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면 및 고환 압박 :2 예 (1 6.7 %) 
(Fig. 4), (5) 전체적인 저에코의 고환종대 ‘ 2 예(1 6.7%) 

(Fig. 5) 등과 같다. 이들 중 뚜렷하거나 불분명한 경계를 

보인 고환내 국소적 저에코 병소의 경우나 전체적인 저에 

코의 고환 종대의 경우 고환내 종양과 감별이 어려워 수 

술을 시행하였다. 병리조직학상 고환내 저에코의 소결절 

들은 연황색의 결핵성 육아종들로， 주위의 정세관 (semin

iferous tubule)들파 흔재되어 있었다 (Fig. 3B, 3C). 또한 

부고환과 고환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 및 고환 압박의 경 

우고환자체의 에코변화는분명하지 않았지만부고환염 

이 매우 심하여 고환쪽으로 침범한 것으로， 수술시 부고 

환과고환이 분리가되지 않았고， 병리조직학상 부고환과 

의 경계변에서 국소적인 고환의 결핵 감염이 확인된 예들 

이다. 

결핵성 부고환염 15 예(양측성 포함)의 침범 부위는두 

부 4예 (26.7 %), 미부 5 예 (33.3 %), 부고환 전체 침범이 6 

예 (40.0%)였다. 커진 부고환중 10 예 (66.7%)는 저에코 

를， 4 예 (26.7 %)는 혼합에코를， 1 예 (6.7 %)는 고에코를 

보였다 또한 12 예 (80.0%)는 불균질한 에코를， 3 예 (20 . 0 

%)는균질한에코의 부고환종대를 보였다 

음낭벽에 생긴 농루를통한농의 배출은 4예 (33 . 3 %)에 

서 관찰되었고， 고환내 석회화를 보인 경우는 전혀 없었 

으며 ， 동반되어 있는 부고환염에서 석회화를 보인 경우가 

l 예 있었다 음냥 수종은 8 예 (66.7 %)에서 관찰되었지만 

고환염보다는 동반된 부고환염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겨 

진다. 

고 찰 

새로이 결핵에 감염되는 환자의 약 15-20% 는 폐 이 

외의 장기에 감염되며， 이중 약 30% 가 비뇨생식기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 6] 따라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결핵감염의 약 5%가 비뇨생식기계에서 발생한 

다 [5- 7 ] 결핵균은 대개 하나 이상의 비뇨생식기계 장기를 

침 범 하여 만성 육아종성 감염과 건락성 괴 사 (caseous nec

rosis)를 초래한다 [8] 비뇨생식기계 결핵은 대개 젊고 성 

적 활동 (sexual activity)이 활발한 성인의 질환으로 감염 

환자의 약 60% 가 20세에서 40세까지로 보고되고 있고 

[9-11 ], 남자에서 여자보다 2 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 감염 

균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 는 폐 로부터 혈 행 성 경 

로를 통해 비뇨생식기계 특히 신장으로 전파되는데，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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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Sonographic and C li nical Findings in 12 Patients with Tubercu lous Epididymo-orchitis 

Sonographic Findings Sinus Tuberculous 

No Age Side Tract Hydrocele Infec tion in Operation 
Testis Epididymis Other Organs 

15 Lt Well-demarcated Nodular enlargement of Lung, Epididymo-
hypoechoic head, hypoechoic, lI1actlve orchiectomy 

heterogeneous 

2 26 R t. Multiple, small Diffusely enlarged, Epididymo-
hypoechoic nodules, hypoechoic, heteroge- + orchiectomy 
diffusely enlarged neous 

3 30 Rt Multiple, small Diffusely enlarged, Lung, Epididymo-
hypoechoic nodules, mixed , heterogeneous + maclive orchiectomy 
diffusely enlarged 

4 31 Lt‘ Well-demarcated Nodular enlargement of Lung, Epididymo-

hypoechoic head, mixed, heteroge- + lI1active orchiectomy 

neous 

5 34 Rt Diffusely enlarged, Diffusely enlarged, Epididymo-
hypoechoic mixed, heterogeneous + orchiectomy 

calcifications 

6 35 Lt IIl-defined, Diffusely enlarged, hyp- Lung, Epididymo-
hypoechoic oechoic, heterogeneous + maclive orchiectomy 

Nodular enlargement of R t. epididy-

tail, hypoechoic, homo- mectomy 
geneous (Rt.) 

7 39 Lt Diffuselyen larged, Nodular enlargement of Lung, Epididymo-

hypoechoic tail, hypoechoic, lI1ac tJ ve orchiectomy 

heterogeneous 

8 42 Rt Ill-defi ned, Diffusely enlarged, Lung, active Epididymo-

hypoechoic mixed, heterogeneous + + Kidney orchiectomy 
9 50 Rt Ill-defined, Nodular enlargement of Epididymo-

hypoechoic head, hyperechoic, orchiectomy 

heterogeneous 

10 51 R t. Indistinct margin Diffusely enlarged, hyp- Lung, Epididymo-

between testis oechoic, heterogeneous + + inactive orchiectomy 

and epididymis Nodular enlargement of Lt. epididy-

tail, hypoechoic, mectomy 

homogeneous (Lt.) 

11 51 Rt Well-demarcated, Nodular enlargement of Lung, active Epididymo-

hypoechoic tail, hypoechoic, + Bladder orchiectom y 

homogeneous 

Nodular enlargement of Lt. epididy-

tail, hypoechoic, mectomy 

heterogeneous (Lt.) 

12 57 Lt Indistinct margin Nodular en largement of Lung, Epididymo-

between testis head, hypoechoic, + + maclive orchiectomy 

and epididymis heterogeneous 

Lt . : Left, Rt. : Right 

” /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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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gitta l sonogram of left scrotum shows an ill de- Fig . 2. Sagittai sonogra m of left scrotum displays a 

fined hypoechoic lesion in the enlarged testis , suggesting tes- well-demarcated hypoechoic lesion in the en larged testis , mim 

ticul ar involvement (Patient 6) ‘ icking the testicular tumor (Pat ient 4) 

A 

Fig. 3A. Sagittal sonogram of right scrotum shows multiple, 

small hypoechoic nodu les in the enlarged test is with react ive 

hydrocele (Patient 2) . B . Cut surface of gross pathologic spec

imen shows multiple, small nodules in the enlarg ed testis (T) , 

and marked ly enlarged entire epididymis (E) due to concomi

tant tuberculous epididymitis. G : granu lomas. C . Microscopic 

findin g demonstrates the multip le, cong lomerated granulomas 

(G) and su rrounding seminiferous tubu les (T) (H&E stain , X 

4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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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5 . Sagittal sOilogram 01 ïight scrotum shows dillusely 

Fig . 4 . Sagittal sonogram 01 left scrotum rjisplays the mark- enlarged testis with diffusely decreased echogen icity (Patisnt 

edly en larged and hypoechoic epididymis, compressing the tes- 5) 

tis which is not well identilied due to indistinct margin between 

th8 testis and enlarged epididymis: Focal tuberculous involve. 

ment 01 test is by tubercu lous epid idymitis was conl irmed pat

hologically (Patient 12) 

성 부고환염 환자의 경우 약 70% 에서 다른 장기의 결핵 

감염 병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9] ， 비뇨생식 

기계 결핵 환자의 5% 미만 환자만이 활동성 폐결핵을동 

시에 앓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 1 이 신장뿐만 아니라 전럽 

선과 정냥도 종종 요로결핵의 최초 감염 장기가 된다 [2] 

결핵 성 고환염의 경우 결핵성 부고환염에서 직접 침 범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고환엽의 소견 없이 일차적으로 

고환만 침범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12] ‘ 본 연구에서 수술 전 초음파검사상 결핵성 부고 

환-고환염을 첫번째 진단명으로 취한 경우는 4예 (33 .3 %) 

였고， 나머지 8 예 중 5 예는 감별진단에 포함되었으며 ， 활 

동성 폐결핵이나 비뇨기계 결핵을 앓은 병력이 진단에 도 

움이 되었다. 

기존 문헌 [2-4 ， 9]에 보고된 결핵성 고환염의 초음파 소 

견을 나누어 보면， 전체적 인 저에코의 고환 종대가 4예 ， 

불분명한 경계의 고환내 저에코 병소가 3 예 ， 부고환과 고 

환 사이의 불명 확한 경계면이 2 예 ， 뚜렷한 경계의 고환내 

저에코 병소와 정상인 고환이 각각 l 예로 본 연구에서 보 

이는 소견들과 비슷하였지만， 커진 고환내의 많은 저에코 

소결절들의 소견은관찰되지 않았다 

결핵성 부고환엽의 초음파 소견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 

와 같이， 부고환이 저에코의 불균질한 종대를 보이고 주 

로 부고환의 미 부 (globus min or)를 침 범 하며 ， 농루나 석 

회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 . 본 연구에서도 1 5 예의 

결핵성 부고환염 중 불균질한 (80.0 % ) 저에코 (66 . 7 %)의 

종대가 부고환 전체나 미부를 침범한 경우가 많았다. 그 

러나 결핵성 부고환염의 고환 침범은 고환 종격 (medias

tinum testis)이 나 부고환의 두부 (globus major)가 고환과 

만나는부위에서 많이 관찰되며， 부고환농양이 고환과의 

경계면에서 서로 융합되는 양상흐로 보이거나 해부학적 

경계면이 모호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 1 ， 2]. 위와 같이 

결핵성 부고환영과 고환염 사이에 호발부위의 차이가 생 

기는 이유는， 부고환염의 경우 미부의 혈액 공급이 부고 

환의 다른 어느 부위보다 많고， 정관을 통한 결핵균의 역 

행성 파급의 경우 미부가 가장 근위부이기 때문이며 [1 2], 

고환엽의 경우 부고환을 모두 침범하여 농양 형태로 된 

병소가 고환과 직접 맞닿는 콧이 고환 종격 부위 또는 부 

고환의 두부와 연하여 있는 콧이기 때문이다 [1 ， 12]. 그러 

나부고환염이 심하지 않은상태에서 고환내에 경계가뚜 

렷한 저에코의 종괴가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저에코의 고 

환 종대가 관찰되면， 고환내 정상피종 (seminoma)이나 백 

혈병 ， 임파종등의 악성종양을고려해야 한다. 

조직학상 정상 고환은 다수의 분지된 정세관이 대부분 

인 실질과 섬세한 혈관성 섬유조직으로 호르몬을 생산하 

는 Leyd ig 세포가 있는 간질로 이루어지고， 고환초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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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여 있으며， 이 초막은 부고환이나 고환외 병변이 고환 

을 침범하는데 있어서 장벽 역할을 한다 [12-14] 결핵성 

고환엽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전형적인 결핵반응으로， 

많은 결핵 결절들이 융합하여 큰 건락괴사를 형성하며 ， 

다핵거대세포와 항산균도 보인다- 대개는 먼저 감염된 부 

고환에 장기간 국한되며 ， 이 감염이 진행되어 초막을 뚫 

고 고환을 침벙한 경우 상당량의 화농성 삼출액이 생긴다 

[12, 13]. 그리고 수주 내지 수개월 동안 염증 첨범이 지속 

된 후， 섬유성 반흔이나 석회화를 일으키고， 드물게는 음 

낭벽에 결핵이 파급하여 피부동 (skin sinus)을 만들 수도 

있다 [15] 

결핵성 부고환염 없이 결핵성 고환염만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 Rosenberg [16]는 비뇨생식 

기계 결핵 환자 32 명 중 오직 l 명의 증례를 보고하였고， 

Veenema 등 [17]은 결핵성 부고환 농양이 있는 60 명의 환 

자 중 l 예도 고환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Christiansen [18]은 비뇨생식기계 결핵 환자의 23% 에서 ， 

Gow[19]는 결핵성 부고환염 환자 83 명중 14% 에서 고환 

을 침범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Borthwick [2이는 결핵성 부 

고환염 환자 402명의 고환염 이 모두 부고환으로부터 직 

접 침범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 중 4예는 별개의 병변이 

고환내에서 발견되어 결핵균의 혈행성 전파를 나타낸다 

고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결핵성 부고환염의 고환첨범에 대한 초음 

파 소견은 고환내 저에코의 국소병변이나 전체적인 저에 

코의 종대， 많은 저에코의 소결절들 또는 부고환과 고환 

의 불명확한 경계 및 고환압박 등의 다양한 소견을 보인 

다 엄상적 또는 초음파검사상 결핵성 부고환염이 의심되 

는 경우， 고환에 대한 세밀한 초음파검사가 결핵성 부고 

환염의 고환침범을 진단하는데 도움을줄수있으리라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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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esticular Involvement of Tuberculous Epididymitis: 
Sonographic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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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 Yonsei Uni 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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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o report the sonographic findings of testicular involvement of tuberculous 
epididymitis. 

MATERIALS & METHODS: The sonographic findings of testicular involvem ent in twelve 
patients with histologically proven tuberculous epididymiti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L TS : The sonographic findings of testicular lesions are 1) an ill defined hypoechoic 
lesion(3 cases , 25 .0 %), 2) a well -demarcated hypoechoic lesion (3 cases , 25.0 %) , 3) 
multiple and small hypoechoic nodules in the enlarged testi s (2 cases , 16.7%) , 4) 
indistinct margin between the testis and epididymis (2 cases , 16.7 %) and 5) a diffusely 
enlarged testis with hypoechogenicity (2 cases , 16.7 %). Nine patients had ipsilateral 
epididymitis , and 3 patients had bilateral epididymitis. Pus discharge through the 
draining sinus tract was noted in 4 cases (3 3.3 %), and hydrocele in 8 cases (66.7 %). 
No parenchymal ca lcification was seen in the in volved testis . 

CONCLUSION : Sonographic findings of tes ticular involvem ent in tuberculous epididymitis 
were va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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