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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하선염성 고환염 및 이에 동반되는 부고환염의 초음파 소견을 통해 다른 원인의 고 

환， 부고환염과의 감별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이하선염성 고환 및 부고환염으로 진단된 10 명의 남자환자에서 11 례의 음낭 

초음파 소견을 후향적으로 고찰하였다. 초음파 소견은 이환된 고환 및 부고환의 크기 

빛 에코 변화， 동반된 음낭수종의 유무， 석회화 유무 등을 살펴보았다. 환자들의 연령 

은 12 세에서 27 세 (평균나이 16 . 6 세)이었다. 

결과. 이환된 고환은 총 11 례로， 전체 10 명 중 좌측이 2 례， 우측이 7 례 ， 그리고 양측 모두 

이환된 경우가 l 례이었다. 이환된 11 례의 고환초음파소견은， 6 례에서 크기의 증가 

와 함께 전반적으로 균일한 에코의 감소를 보였고， 3 례에서는 크기의 증가 소견과 불 

균일한 저에코 소견을 보였다. 나머지 2 례에서는 정상측과 동일한 정도의 에코를 보 

였으나 크기는 약간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이환된 부고환은 총 7 례로， 두부(頭部)를 

침범한 경우가 5 례 ， 미부 (尾部)를 침범한 경우가 2 례였다. 에코 변화는 불균일하게 

감소된 에코소견과함께 크기의 증가를 보였다. 음낭수종은 5 례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 이하선염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의 초음파 소견만으로 다른 세균성 고환， 부고환염과 

의 감별점을 찾기는 어려우나 유행성 이하선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있다. 

색인단어 : Mumps, Testis ul trasound studies, Epididymis ultrasound studies 

서 론 

유행성 이하선엽 (mumps)은 소아에게 있어서 주로 동 

통성 이하선염을 일으키는 전신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뇌 

수막염， 고환 및 부고환염， 난소염， 훼장염 및 신우염 등 

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 

환을 침벙하는 이하선염성 고환엽 (mumps orchiti s)은 유 

행성 이하선염 에 이환된 사춘기 이후 남성 에서 14-35 % 

의 발생율을 보이며 ， 약 30-40 % 에서 고환의 위축성 변 

화를 가져온다 [1 ， 2] . 

논문접수 : 1 995년 II 월 l 일， 수정제의 1 995년 1 2 월 1 5 일， 수정논문접수 1 996년 l 월 12 일， 논문게재결정 : 1 996년 4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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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에는 멈프스 백신 (mumps vaccine)의 예방 접종으 

로 유행성 이하선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환엽의 발 

생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나， 이하선엽성 고환엽은 남성 

불임의 원인인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여전히 강 

조되고 있다 [1 ， 2J. 

저자들은 드문 질환언 이하선염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 

의 초음파 소견을 분석하여 다른 원인의 고환염 및 부고 

환엽의 초음파 소견과의 감별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연구를시도하였다. 

대상및방법 

1990년 l 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급성 이하선염 후 

발생한 고환의 동통성 종대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중， 임 

상 및 혈청학적으로 유행성 이하선염 빛 이하선염성 고환 

염으로 진단된 10 명의 초음파’ 소견을 후향적으로 고찰하 

였다 

유행성 이하선염 빛 이하선엽성 고환엽의 진단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 검사 이외에 소변배양 검사， 혈청 Amylase 

와 멈프스 바이러스(mumps virus) 항원에 대한 혈청 Im

munoglobulin G, M 의 상승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3 명 의 

환자에서 급성 고환-부고환엽의 이환시기에 정액을 수집 

후 청액량， 정충의 숫자， 운동성 등을 살펴보았다.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12세에서 27세였으며， 평균 연 

령은 16 . 6세이었다. 초음파 기기로는 Diasonics Spectra 

(Diasonic, Milpitas, CA, USA)와 Aloka SSD 650 (Aloka, 

동경， 일본)을 사용하였고， 탐촉자는 5.0MHz 흑은 10 

MHz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였다 

초음파소견의 분석은 l 명의 전문의와 l 명의 전공의의 

협의하에 이루어졌고， 편측으로 이환된 경우에는 정상측 

의 고환， 부고환을 기 준으로 하여 이 환된 고환 및 부고환 

을 비교하였다 이환된 고환의 경우 최대직경을 측정하여 

정상측 고환과 크기를 비교하였고， 부고환의 경우에는 두 

부， 체부， 미부 중 정상측에 비해 크기 변화를 보인 콧의 

최대직경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동반된 

에코의 변화와 고환내 및 고환외의 석회화 소견의 유무 

및 음당수종의 유무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음 

냥수종의 경우 고환 및 부고환 주위의 비정상적인 액체 

저류의 소견이 있을 때를 양성으로 간주하였다. 

양측으로 이환된 경우에는 정상 성인 남성의 고환 및 

부고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와 정도 및 에코 

의 변화를살펴보았다. 

결 과 

이환된 총 10명의 환자는 동통성 타액선 종대를 주소 

로 내원하였고 타액선 염증 소견은 양측 이하선염이 7 례， 

양측 악하선엽이 2 례， 우측 이하선염이 1 례에서 관찰되 

어 양측성 타액션염이 90% 임을알수있었다.그리고이 

와 동반된 고환엽의 엄상소견으로는 대부분이 동통성 음 

낭종대와 종물촉지로서 이하선염과 고환염 말현의 시간 

적 간격은 이하선염에 이환된지 2일에서 9 일로 평균 4. 2 

일이었다. 전체 환자에서 실시한 소변 배양 검사에서는 

특별한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검사에서는 6명 

의 환자에서 혈청 Amylase는 200- 300 U! dl (정상 60-

180U! dl)로 상승을 보여주었다.4명의 환자에서 혈청내 

항 멈프스 바이러스 Immunoglobulin G값이 4-8(정상 

index 값은 0.5 이하)， M 값이 2-7(정상 0.8 이하)로 상승 

한 소견을 보였다. 정액 겁사상 3 명의 환자에서 정액량 

1.5-2. 5ml(정상 1.5-6 ml)로 다소의 정액량 감소가 있었 

고， 정자수 또한 4-14 x 106! ml(정상 20 x 106! ml 이상) 

으로 경 도 및 중증도의 정 자수 감소( Oligospermia)을 보 

였다. 또한 운동성에 있어서도 운동성의 정자가 20-35 % 

(정 상 40% 이 상)로 정 자무력 증 (asthenospermia)의 소견 

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혈청학적 소견 등이 음성인 3 

명은 임상 소견으로 이하선염 고환염을 의심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고환， 부고환의 초음파 소 

견을 Table 1 에 요약하였다. 전체 10 명 중 이환된 고환은 

총 II 례로， 좌측이 2 례 ， 우측이 7 례 ， 그리고 양측 모두 이 

환된 경우가 l 례이었다. 

이환된 11 례 고환의 초음파 소견은 정상측과 비교시 6 

례에서 크기의 증가와함께 전반적으로균등한에코의 감 

소를 보였고 (Fig. 1-환자 3), 3 례에서는 크기의 증가 소 

견과 전체적으로 불균등한 저에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Fig. 2-환자 5). 

그러나， 고환내 국소 농양을 시사하는 경계를 구분할 

만한 정도이거나， 흑은 특별히 주변 조직보다 더욱 낮은 

에코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머지 2 례에서는 정상 

측과 동일한 정도의 에코를 보였으나， 그 크기는 약간 증 

가된소견을보였다. 

이환된 부고환은 총 7 례이고， 4 례는 정상이었다. 이환 

된 부고환의 위 치를 살펴보면， 부고환의 두부 (頭部)를 침 

범한 경우가 5 례이었고， 미부(尾部)를 침범한 경우가 2 례 

이었다. 

이환된 부고환의 에코는 정상측 부고환의 에코에 비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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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Demographic , So nog raphic & Clinical Findings in 10 Patients with Mumps Orchitis and /or Epididymo-Orchitis 

Sonographic findings Interva l betweeen 

No. Age Side Testis Epididymis Hydrocele parotltlS Invo lved gla nd 
and orchitis(days) 

14 Lt Diffusely enlarged, 3 parotis, both 
isoechoic, homogerious Normal + 

2 12 Rt Diffusely enlarged, enlarged head 2 paro tid , R t. 
hypoechoic, homogenous hypoechoic + 

3 14 Lt. Diffusely enlarged, enla rged tail 4 submandibular, Lt . 
hypoechoic, homogenous hypoechoic 

4 14 R t. Diffusely enlarged , 6 parotid, both 
isoechoic, homogenous Normal 

5 19 R t. Diffusely enlarged, enlarged tail 4 parotid, both 
hypoechoic, inhomogenous hypoechoic 

6 13 R t. Diffusely enlarged, 8 submandibular, Lt 
hypoechoic, homogenous Normal + 

7 27 Both Diffusely enlarged, enlarged head 3 parotid, both 
hypoechoic, inhomogenous hypoechoic 

8 26 R t. Diffusely enlarged, enlarged head 5 parotid, both 
hypoechoic, homogenous hypoechoic + 

9 14 R t. Diffusely enlarged, enlarged head 4 paro tid, both 
hypoechoic, homogenous hypoechoic + 

10 15 Rt Diffusely enlarged, 3 parotid, both 
hypoechoic, homogenous Normal 

Lt.: Left, Rt.: Right 

A B 
Fig . 1 . A 14 year-old male (patient 3) . A. Lo ng itud in a l scrota l sonogram 01 normal r빙 h t testi s. B. Long it ud inal scrotal so n
ogram 01 left hemiscrotum reveals diffusely enla rged testis (T) wi th homogenous decreased echoge nicity and enlarged tail (t) 이 
epididymis 

M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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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19 year-old male (patient 5) A . Axial scrotal sonogram of normal left testis. B. AXlal scrotal sonogram of right hem

iscrotum shows diffusely enlarged testis (T) with heterogenously decreased echogenicity 

떨어진 소견과 함께 크기의 증가를 보였으며， 불균등한 

혼합에코의 양상을 보였다 (Fig. 3-환자 9). 

총 10 명 환자중음낭수종은 4 례에서 관찰되었고，고환 

내 및 고환외에 석회화를시사하는고에코병변은관찰할 

수없었다. 

고 찰 

유행성 이하선엽 이환 후 합병증이 가장 흔히 생길수 

있는 장기는 고환이다. 이 때는 부고환염을 동반하거나， 

고환염 단독으로 발생하며 ， 부고환염 만으로 발현하기도 

한다 [2] 단독 고환염은 바이러스성 원인인 경우가 대부 

분이며， 일반적 세균성 감엽은 음냥내 부고환염을 동반하 

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알려져 있다 [7]. 

고환엽의 초음파 소견은 대부분에서 고환의 크기가 커 

지며 전체적으로 균일한 저에코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5 ， 6]. 그러나 고환내 국소적인 저에코 소견을 보이 

는 경우에는 고환염 빛 부고환염으로 인한 국소 농양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세균성 원인의 고환염 뿐만 

아니라， 유행성 이하선엽 (mumps), 수두 (small pox), 성홍 

열 (sca r!et fever), 인플루엔자(influenza) 등에 의한 바이러 

스성 고환염에서도 이러한 국소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6]. 

본 저자들이 분석한 II 례의 이하선염성 고환염의 초음 

파 소견을 보면， 6 례에서 상기한 고환엽의 전형적 초음파 

소견인 전반적인 크기의 증가 및 균일한 저에코의 소견을 

Fig . 3. Longitudinal sonogram of right hemiscrotum (cranial 

portion) in 14 year-old boy (pat ient 9) shows diffusely enlarged 

hypoechoic head (H) of epididymis wit h heterogenous mixed 

echogen ici ty 

보였다. 이러한 보고는 유행성 이하선엽이나 결핵에서의 

고환 침범시 균일한 저에코의 커진 고환의 소견을 보인다 

는 Benson 등의 보고와 일치한다 [5] 

또 다른 고환 3 례 (환자 5, 7)의 초음파 소견은 전형적 인 

고환엽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체적인 크기의 증가와 

함께 불균일한 저에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경계를 구 

분할 만한 정도로 현저한， 혹은 특별히 주변 조직보다 더 

욱 낮은 에코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초음파 

소견은， 이하선염성 고환염의 조직병 리학적 진행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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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보았을 때 고환내 초기 염증기의 간질 조직내 

부종 및 엄파구 침윤이 점차 진행되어 광범위한 국소 간 

질 부종과 동반된 혈관의 확장， 울혈， 국소적 인 배상피 파 

괴， 세청관내 화농성 삼출물 등이 생기는 것과 관련이 있 

지 않나 생각된다 [1 이. 

3 명의 환자에게서 시행한정액검사에서는상기한조직 

학적 변화를어느정도시사하는소견으로정액량의 감소 

와 경 도 및 중증도의 정 자수 감소 (oligospermia) 빛 정자 

무력증(asthenospermia)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10 명의 환자에서 추적검사가 불가능하여 이하선 

염성 고환엽의 후기 합병증인 고환 위축 및 수정능 손상 

의 여부를알수없었다， 

나머지 2 례 (환자 1, 4)에서는 정상측 고환과 동일한 에 

코에 단지 고환의 크기만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 

러한 초음파 소견은 전형적인 고환엽과 다른 소견이다 

이는 바이러스성 고환엽에서 보일 수 있는 에코 소견 중 

의 한 형태이거나， 초기 염증시기에 있었던 일시적인 부 

종이 적절한 치료에 반응하여 사라지면서 에코가 먼저 정 

상으로 돌아왔지만， 커진 고환이 정상 크기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한 초음파 소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치료된 부고환엽의 초음파 검사상에서 보 

이는다소비균질한 에코가염증이 점차사라지면서 에코 

가 먼저 정상으로 돌아오며 크기의 감소가 뒤따라 오게 

된다는 Rifkin 등의 보고와 일치된다 [4， 6]. 

본 연구에서 양측 고환을 침범한 경우가 l 명에게서 관 

찰되었다. 이것은 이하선염성 고환엽이 양측을 이환한 경 

우가 1 7-40% 의 빈도로 발생했다는 보고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표본 숫자가 적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겠지 

만 다소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1]. 

부고환염의 일반적인 초음파 소견은， 고환염 때와 마찬 

가지로， 부고환의 크기 증가와 함께 대체로 정상 에코보 

다 감소된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4， 6], 부위 

별로는 부고환의 두부에서 가장 흔하며 체부 및 미부도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엔 부고환의 비 

후 뿐만 아니라， 그와 동반된 비균일한 에코의 증가 또는 

감소의 소견 또한 보일 수 있다고 한다 [5끼. 

본 저자들의 총 11 례 중 7 례에서 부고환엽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고， 부위별로는두부가 5 례 ， 미부가 2 례로 

두부의 빈도가 다소 높았다. 김 등은 결핵성 고환영의 경 

우， 미부의 침범이 다소 현저하였고， 에코 또한 다소 불균 

얼한 저에코 양상을 보였다고 하여 비결핵성 부고환염과 

의 감별점이 될 수 있을것으로제안한 바 있다 [ 11] . 이와 

비교해 볼 때 ， 저자들의 7 례에서는 오히려 두부의 침범이 

많았고， 에코의 양상은 다소 불균일한 저에코였지만， 결 

핵성 부고환염에서 동반되는 석회화， 조직괴사， 섬유화 

또는 배농관 (d때ning sinus)을 시사하는 불균일한 초음파 

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고환 내 불균일한 에 

코중에서 국소적 고에코는 부고환 조직내의 초기 섬유화 

를 시사하고， 이러한 조직 변화가 세정관을 막히게 함으 

로써 이 또한 환자의 수정 능 (fertility)을 감소시 킬 수 있다 

는보고가있다 [12] 

음냥수종은총 11 례중 5 례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반 

응성 음낭수종의 동반은 이하선염성 고환염의 문헌 보고 

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것은 고환엽 및 부고환염에 

동반된 반응성 음낭수종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이하선염 

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에서 특이한 소견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3 ， 9] 

총 11 례중 고환염없이 부고환염의 소견만을 보였던 경 

우는 없었으며， 부고환염없이 고환만을 침범하는 경우가 

4 례 있었는데 유행성 이하선엽이나 결핵의 경우에는 부 

고환의 침범없이 단독으로고환을침범하는경우가있다 

는보고가있다 [5] . 

결론적으로， 이하션염성 고환염의 초음파 소견은 고환 

의 크기 증가와 함께 불균일하거나 균일한 저에코의 고환 

으로 관찰되고， 부고환염은 크기의 증가와 동반된 불균일 

의 저에코로 두부 침범이 다소 우세한 양상으로 관찰되 

며， 음낭수종을 통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균성 

고환염， 부고환염과 초음파 검사상 감별을 할 수는 없으 

나 유행성 이하선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하선염성 고환 

염을 조기 진단하여 향후 남성 불임을 예방하기 위한 In

terferon 등의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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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ographic Findings of 
Mumps Orchitis and Epididymo-Orchitis 

Yeon Kwon Ih n, M.D., Jae Joon Chung , M.D., Myeong-Ji n Ki m, M.D., 

Hy ung Si k Yoo , M. D. , Jong Tae Lee , M.D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 College of Medicine , Yonsei University 

PURPOSE : To determine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mumps epididymo-orchitis to 
differentiate from other causes of epididymo-orchitis. 

MATERIAL & METHODS :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sonographic findings of 11 
cases of mumps epididymo-orchitis in 10 patients . US findings were analyzed in terms 
of echogenicity, size, hydrocele , and calcification. The age of patients ranged from 12 
to 27 years (average 16.6 years). 

RESUL TS : A total of 11 lesions were involved testis; 2 lesions were located in left. 7 
lesions in right, and bilaterally in one patient 
Sonographic findings consisted of diffusely enlarged homogenous hypoecho iC in 6 
cases, diffusely enlarged inhomogenous hypoechoic in 3 cases, and diffusely enlarged 
isoechoic testis in 2 cases. 
A total of 7 cases were involved epididymis; 5 cases were located in the head , and 2 
in the tail. The sonographic finding of epididymitis was enlarged epididymis with 
heterogeneous hypoechoic pattem. The hydroceles were also seen in 5 cases. 

CONCLUSION :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mumps epidydimo-orchitis from other 
infectious epididymo-orchitis only on the basis of ultrasonographic findings , but the 
clinical history of mumps can be helpful in diagnosis of thi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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