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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급성 음낭증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 음낭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고환외 질환이 원인 

이 된 경우의 질환 종류와 초음파 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급성 음낭통증과 팽대를 호소한 65 명 (연령 5 개월 -82 세 ， 평균 27.3 세)을 

대상으로 10 또는 7.5 MHz 탐촉자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부고환 및 고환 

의 크기와 에코 변화， 고환외 구조물의 고형 종괴나 낭종， 석회화， 반응성 음낭수종의 

유무 및 음낭벽의 두께를 관찰하였다. 

결과 . 급성 부고환염 이 50 명 (76.9 %)으로 가장 많았고， 급성 부고환-고환엽 이 4 명 (6.2 %)이 

었으며， 그 외 유행성 이하선염성 부고환-고환염 ， 고환염전에 동반된 부고환 종대， 감 

염을 일으킨 음낭수종， 부고환 낭종이 각각 2 명 (3 .1 %), 음낭 정계정맥류의 파열， 혈 

관신경성 부종， 정자 육아종이 각각 l 명(1 .5 %) 등이었다. 반응성 음낭수종은 20 명 

(30.8 %)에서 관찰되었으며， 부고환 부위의 석회화는 6 명 (9 . 2 %)에서 관찰되었고， 두 

꺼워진 음낭벽은 41 명 (63.1 %)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급성 음낭증 환자에서 응급 음낭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되며 ， 특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급성 부고환염을 다른 질환과 감별하 

는데 유효하다. 

색인단어 : Scrotum. abnormali ti es, Scrotum. diseases, Scrotum. US, Epididymitis, Epididymo-o rchitis 

서 론 

음냥의 통증과팽대 등의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급성 

음낭증은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진단에 어려움이 많으므 

로 초음파 검사가 그 진단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 초음파 검사는 음냥의 병변이 고환내에 있는지 고 

환외에 있는지의 감별을 가능케 하며 ， 응급 수술을 요하 

는 고환염전과 약물 치료가 가능한 부고환 및 고환의 염 

증을 구분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5, 6] 또한 무통성 음 

낭 팽대의 경우 그 원인을 임상적 소견만으로는 알기 어 

려우므로 합병 증이 동반된 음낭수종， 정 액 류 (spermato

cele), 유착된 음낭내 탈장， 만성 부고환염， 만성 고환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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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환 종양 등을 초음파 검사로 감별해야 한다 [3 ， 5 ， 6]. 

최근에는 색도플러 초음파의 발달로 음냥내의 혈류 변 

화까지 검사하여 고환 염전이나 부고환 및 고환의 염증을 

조금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7-11 ]. 물론 음낭 

의 동위원소 검사도 혈류 변화에 따른 고환 염전과 부고 

환염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나， 비특이적 인 소견이 많고 해 

상력이 떨어지며 해부학적 변화를 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있다 [12] 

이 연구의 목적은 급성 음낭증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 음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음냥내 고환외 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의 질환 종류와 초음파 소견을 알아보고， 

또한 고환외 질환이 고환의 이상을 초래한 경우와 그 소 

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재료및방법 

1995 년 5 월부터 약 10 개 월간 급성 음낭 통증과 팽대를 

주소로 비뇨기과에서 의뢰된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응급 

음낭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급성 음낭증을 일으키는 원 

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 중 음낭의 외상이나 단 

순한 음낭수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고환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와 이에 동반된 고환의 이상 소견， 음 

냥내 혈관 및 정 삭 (sperma tic cord) 등을 포함한 고환외 

구조물의 이상 소견을 모두i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초음파 기 종은 Diasonic Spectra (Diason ics, M ilpitas, 

CA, USA)의 10 MHz 선형 탐촉자나 Aloka SSD-680 

(Aloka Co , Tokyo, Japan)의 7.5 MHz 선형 탐촉자를 이 

용하였다- 환자를 앙와위로 둡게하고 수건을 말아서 대퇴 

부사이에 끼워 음낭이 대퇴부보다 전방으로돌출되도록 

하였으며 ， 음경은 반창고를 이용하여 하복부에 고정하고 

그 위를 수건으로 덮어서 환자가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배려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음냥의 종단면과 횡단면을 통해 실시하 

여 부고환 및 고환의 크기나 에코의 증감에 따른 부고환 

및 고환의 염증 병변 여부를 알아보고， 그 외에도 고형 종 

괴， 낭종， 석회화， 반응성 음낭수종의 유무 및 음냥벽의 

두께를 알아보았다 초음파 검사는 각각 l 명의 전문의와 

전공의가 시행하였으며 ， 판독은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협의하여 진단을 내혔다. 초음파 검사상 부고환의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고환 및 음낭내 고환외 구조물의 

이상이 동반되어 발견되는 경우 비뇨기과 주치의와 상의 

하여 임상적으로 그 질환을 진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 

다. 즉， 초음파 검사상 부고환염이 의성되면 소변검사에 

서 농뇨를 검출하거나 항생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될 경우 

진단하고， 부고환 및 고환에서 종괴가 발견되는 경우에 

수술적 적출술로 확진하며， 정계정맥류가 의심되는 경우 

색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Valsalva 수기를 시 

행하여 양성 반응을 보일 때 이 질환으로 진단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의 연령 분포는 5개월에서 82세까지(평균 

27.3 세)로 10세 이하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14 명 ， 30 대가 1 2 명 순이었다 전체 65 명의 대상 

환자 중 우측 음냥에 병변이 발생한 경우가 36 예， 좌측이 

27 예 ， 양측을 동시에 침범한 경우가 2 예로， 우측 음냥에 

서 발생한 경우가 약간 많았다. 음낭 종대와 동통을 호소 

하는 증상의 발현 기간은 수 시간에서 4-5 일 이내로， 본 

원 방문 전에 위의 증상 때문에 항생제나 소염제 등의 약 

물치료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약 1 / 3 을 차지하였다 

65 명의 환자 중 급성 부고환염은 50 명 (76.9 %)에서 관 

찰되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급성 부고환-고환엽 

이 4명 (6 .2 %)이었으며 ， 그 외에 유행성 이하선염성 부고 

환-고환염 2 명 (3 .1 %), 고환염 전에 동반된 부고환 종대 2 

명 ， 감염을 일으킨 음낭수종 2 명， 부고환 냥종 2 명 ， 정자 

육아종 l 명 (1 .5 %), 음냥 정계정맥류( varicocele)의 파열 l 

명， 혈관신경성 부종 (angioneurotic edema) 1 명 등으로， 

임상 소견 및 병력이 위의 질환들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술은 총 9명에서 실시하였는데 급성 부고환염과 부 

고환-고환염 환자가 각각 l 명 ， 고환염전 및 감염된 음낭 

수종 환자가 각각 2 명 ， 부고환 낭종， 정자 육아종， 정계정 

맥류 파열 환자가 각각 l 명씩이었으며， 감염된 음냥수종 

환자들의 고환과 부고환은 초음파 검 사상 정 상이 었지 만， 

많은 찌꺼기 (debris)들이 수종내에 떠있는 것이 관찰되었 

고， 발열과 동통을 동반하였다-

본 연구에서 50 명의 급성 부고환영 환자와 4명의 급성 

부고환-고환염 환자를 합한 54 명 중 22 명 (40.7%)의 요검 

사에서 백혈구가 관찰되었으며， 2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수술적 치료없이 항생제 투여와 대증적 치료로 증상의 뚜 

렷한 호전을 보였다 수술을 받은 2명은 수술 소견상 부 

고환내에 농양이 형성되어 고환을 침범하였거나， 초막의 

염증성 유착을 유발하였던 경우로， 이들 중 l 명은 수술 

전 초음파 검사에서 불균질한 저에코의 농양을 의심케 하 

는소견을보였다. 

급성 부고환염과 부고환-고환염을 보인 환자 54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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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환 병소는 저에코 37 예 (68 .5 %) (Fig. 1), 고에코 6 예 

(1 1. 1 %), 혼합 에코 11 예 (20 .4 %)를 각각 보였다 부고환 

병소의 위치상 두부가 1 7 예 (3 1.5%), 미부가 1 5 예 (27.8 

%), 부고환 전체가 22 예 (40 .7 %)였으며 ， 병소의 에코 균 

질성에 따라 나누면 균질한 에코가 31 예 (57 .4 %), 불균질 

한 에코가 23 예 (42.6%)였다 부고환-고환염 환자 4 명 의 
고환 침범 양상은 고환내 국소적인 저에코 병변 (2 명)과 

고환의 미만성 저에코 종대 (2 명)였다. 

유행성 이하선염성 부고환-고환염 환자 2명은 증상 발 

현 9 일전과 7 일전에 양측 이하선염을 앓은 후 5 일 뒤에 

양측고환의 저에코종대와부고환두부의 저에코종대를 

동반했는데， 이것은 유행성 이하선염에 의해 고환에 먼저 

염증이 생기고， 이차적으로 고환엽이 부고환을 침범한 것 

으로 생 각되 며 , interferon 치료 및 대증요법으로 그 증상 

이 호전되었다 (Fig. 2) 고환염전에 동반된 부고환의 저에 

코 종대는 두부에서 관찰되 었으며 (Fig. 3), 부고환 낭종을 

보인 2명은 우측과 좌측 부고환 두부에 각각 1.5 cm 크기 

의 낭종을 보였다. 정자 육아종 환자는 2년 전에 정관절 

단술을 시행받았으며， 우측 부고환 두부의 상외측에 1. 5 
cm 크기의 저에코를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었고 수술로 

확진되었으며 (Fig. 4), 정계정맥류 파열의 경우 혈종이 부 

고환 두부 옆에서 관찰되었고 (Fig. 5), 색도플러 검사에서 

양성이였다 본 증례에서 음낭 정계정맥류의 파열 환자는 

Fig. 1 . Acute epididymitis in globus mino r. Longitudinal son
ogram shows the enlarged tai l 01 epididymis with hetero
geneous and decreased echogenicity, which reveals the lob
ulated contou r and compression 01 adjacent testis. The head 
(H) 01 epididymis is normal in size and echogenicity 

뚜렷하게 외상을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직업이 

태권도 사범으로 많은 훈련 중 자신도 모르게 외상을 받 

아기존의 정맥류가터졌을것으로생각된다， 

반응성 음낭수종은 20 명 (30.8 %)에서 관찰되었으나 그 

양은대체로적은 편이었다. 부고환 부위의 석회화는 6 예 

(9 .2 %)에서 관찰되 었고 모두 급성 부고환염 환자에서 보 

였으며， 고환내 석회화는 2 예 (3.1 %)에서 보였지만 미세 

하여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었다. 음낭벽의 두꺼워짐은 

41 명 (63.1 %)에서 관찰되었는데 ， 이 중 37 명은 급성 부고 

환염 또는 부고환-고환염 환자였고， 혈관신경성 부종 환 

자에서 더 심하였다 (Fig. 6) 혈관신경성 부종을 보인 환 

아는 하루 전 야외에서 우측 음냥 부위를 벌레에 물린 후 

몇 시간 후부터 음냥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졌었다 

초음파 검사상 고환 및 부고환은 정상이었으나， 우측 음 

낭벽이 매우두꺼워져 있고좌측음낭벽도약간두꺼워져 

있었으며， 고환외 공간에 띠모양의 고에코를 보이는 병소 

가 있었다 이 환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치료를 이틀간 

받은 후 추적 검사상 뚜렷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급성 부고환염과 부고환-고환염을 보인 54 명 중 초음 

파 검사 당시 염증성 질환으로 진단을 내렸던 경우는 47 
예였으며， 나머지 7 예(부고환병소가고에코를보인 5 예 

와 흔합 에코를 보인 2 예)는 임상 증상도 특이하지 않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유행성 이하선염성 부 

Fig . 2. Mumps orchitis. Testis (T) is slightly enlarged with dil
lusely decreased echogenicity. The head (H) 01 epididymis is 
slightly enlarged with increased echoge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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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5. Rupture of varicocele. Longitudinal sonogram of left 

Fig. 3. Testicular torsion. The right testis is diffusely enlar- scrotum reveals a large hypoechoic lesion (Hematoma con-

ged with decreased echogenicity. The head of epididymis (티 firmed) in the cephalic portion of extratesticular space. Dilated 

is also enlarged with decreased echogen ici ty. vascular structures of varicoce le (V) are seen in the caudal 

portion of extratesticular space. H : hematoma 

Fig . 4. Sperm granuloma. The right scrotum shows a sl 밍 ht

Iy lobulated hypoechoic mass in the superolateral aspect of 

the epididymal head in the right scrotum. M: mass (sperm Fig . 6 . Angioneurotic edema. Right scrotal skin (S) is mark-

granuloma) , T : testis edly thickened. A band-like hyperechoic lesion is noted in the 

extratesticular space. Testis and epididymis are grossly nor

mal 

고환-고환염， 고환염전에 동반된 부고환 종대， 정계정맥 

류의 파열 및 혈관신경성 부종 환자들은 임상 증상의 도 

움을 받아 초음파 검사시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었으 

나， 감염된 음낭수종， 부고환 낭종 및 정자 육아종의 경우 

정확한진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고 찰 

급성 음냥통의 75-80% 를 차지하는음냥의 염증질환 

은고환염전과 정확히 감별 진단될 경우불필요한수술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염전의 경우 수술까지의 시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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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고환 구제율과 역비 례적 인 관계를 가지므로 신속하 

고 정확한 진단 검사가 필수적이다 [9， 13]. 임상적으로 부 

고환염과 고환 염전의 감별진단은 약 50% 정도에서 가 

능하다. 

부고환염은 사춘기 이후 남자에서 가장 흔한 급성 음낭 

질환이며 ， 20 세 이후 나이에서 고환염전보다 9배나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 부고환염 환자의 95% 에서 농뇨 

(pyuria)가 보이며 [6], 그 원인은 대개 비특이적이나 상행 

성 요로감염 ， 전립선염 등에 의한 세균감염이 많고 [1 ], 적 

게 는 외 상이 나 역 행 성 요유업 (retrograde urine flow) 등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부고환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는 

대 장균， 녹농균 (Pseudomonas), 호기 균 (aerobacter) 등이 

있지만， 다른 원인균인 결핵균 [14]이나 벌하르쓰 주혈흡 

충(Schistosoma haematobium)이 관련되기도 한다 [1 ， 15]. 

부고환은 고환과 정관을 연결하는 구조물로 태생학적 

으로는 중신 (mesonephros)에 서 기 원한다 중신 소관 (mes

onephric tu bule)은 원심 세 관 (efferent tubule)이 되 고 이 

것은 고환망 (rete testis)과 부고환 두부를 연결하며 ， 중신 

관 (mesonephric duct)은 부고환 관이 된다 [1 ， 2]. 부고환은 

고환의 후외측에 위치하며 두부， 체부， 미부의 세부분으 

로 나뉘는데 ， 두부는 가장 커서 10-12 mm 이고， 체부는 

가장 길며 두께는 4 mm 이하이고， 미부는 초음파 검사상 

잘보이지 않는다 [1]. 

부고환의 정상 에코는 고환의 에코와 비교할 때 대부분 

같으며 가끔 약간 낮거나 높은 에코를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균질한 에코를 보인다. 부고환의 체부는 

고환보다 약간 낮은 에코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며 ， 미부 

는 초승달 또는 삼각형 모양을 나타낸다 급성 음냥증을 

유말하는 부고환 질환으로는 부고환염 ， 부고환 냥종， 정 

액류， 부고환 유육종증 (sarcoidosis) 및 전이암과 원발성의 

양성 및 악성 종양 등이 있으며 ， 이들 중 가장 많은 것은 

물론 부고환염이다. 부고환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은 

매우 드물며 , 대 부분이 양성 으로， 유선종 종양 (adenomat

oid tumor)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급성 부고환염의 초음파 소견으로는 부고환 팽대 ， 에코 

감소 및 음냥벽 비후가 흔히 관찰되는데 ， 홍 등 [16]은 57.1 

% , 조 등 [1 기은 56.3% 의 부고환의 에코 감소를 보고하였 

다 부고환염의 약 20% 에서 고환에 합병증을 유발하여 

고환 종대 빛 에코 감소를 보일 수 있고 [2-6] ， 드물지만 염 

증으로 팽대된 부고환이 주위의 고환 동맥 분지를 압박시 

키거나 폐색시켜 고환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급성 부고환염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만성 부고환엽이 

될 수 있는데 ， 섬유화가 되면 고환과 분리되는 무통성의 

종괴로 만져질 수 있다 이렬 경우 팽대된 부고환내에 국 

소적 저에코의 병변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전빈적인 에 

코의 증가나 고에코의 소결절로도 보이며 ， 석회화 음영이 

나 반응성 음낭수종 등을 자주 동반한다 [1 ， 6, 18] 또한 

부고환염이 양측성으로 발현하여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 

우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한다. 

부고환의 낭종은 비교적 드물지만 부고환 소관의 낭성 

확장이 그 원인으로 얄려져 있고， 정액류와의 감별을 요 

한다 부고환 낭종은 맑은 장액 (serous fluid)으로 채 워 져 

있고， 정액류는 정자와 우유빛의 진한 액체로 채워져 있 

다. 또한 정액류는 주로 부고환의 두부에 위치하고， 부고 

환 냥종은 부고환의 어느 부위에서나 관찰되는 것도 감별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위와 같은 부고환 자체의 질환을 제외한 음낭내 고환외 

구조물에서 생긴 질환들도부고환및 고환질환과감별되 

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정계정맥류， 정삭냥 

성질환 및 음냥수종 등이 있다 정계정맥류는 만상정맥총 

(pampiniform plexus)의 종창으로 주로 좌측 음냥에 서 발 

생하는데 ， 색도플러 초음파검 사나 Valsalva 수기로 그 진 

단이 비교적 용이하다 [19]. 음낭수종은 부고환 냥종이나 

정 삭수종 (hydrocele of the spermatic cord)의 크기 가 매 우 

클 경우 때때로 감별 대상이 되며 ， 음냥내 악성 종양의 약 

10% 에서 음냥수종이 동반되므로 초음파 검사시 세섬한 

주의를요한다 정자육아종은정관절단술부위에 정액이 

새어나와 생기며 ， 발생빈도는 약 5-18% 정도이고， 정관 

의 전기응고법보다 결찰술 시행시 더 자주 발생한다 [2이. 

혈관신경성 부종은 10 세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고， 원인 

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벌레에 물리거나 알레르 

기 ， 또는 여러 감염이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 부종은 대 

개 급속히 진행되나 항히스타민제의 투여와 큰 상관없이 

약 48 시간내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 치유되는 것 

이 보통이다 [21 ， 22] 

고환염전 환자 2병은 각각 우측과 좌측의 고환 종대와 

부고환의 국소적인 저에코성 종대를 동반하였고， 색도플 

러 초음파 검사상 고환내에서 혈류를 관찰할 수 없었다 

고환염전이 발생하여 꼬인 정삭이 배출정맥 (draining 

vein)을 압박하면 고환과 정삭의 울혈과 부종이 생 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울혈이 심해져서 고환과 부고환의 

심한 부종이나 출혈까지도 유발하여 부고환의 종대가 나 

타나게 된다 [18] 고환염전의 경우 부고환의 종대 외에도 

음냥 표피의 두께 증가와 반응성 음낭수종이 동반될 수 

있으며， 빠른 수술이 예후를 좋게 하지만， 회색도 초음파 

검사상 정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색도플러 초음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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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적이다 [19 ， 23]. 

결론적으로， 급성 음냥증을 유발하는 부고환 및 고환외 

구조물의 병변은 다양하게 관찰되었지만， 부고환 질환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급성 부고환염을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응급 음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수술 

이나오진을막는데 기여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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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Extratesticular 
Diseases Causing Acute Scrotal Disorders 

Jae Joon Chung , M.O., Tack Lee , M‘ 0.' , So Yong Chang, M.O. , 

Myeong-Jin Kim , M.D., Hyung Sik Yoo , M.O. , Jong Tae Lee , M. O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and UrologyJ,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 icine 

PURPOSE : To evaluate the k inds of extratesticular diseases causing acute scrota l disorders 
by emergent sonography of the scrotum. 

MATERIALS & METHODS : Scrotal sonography in sixty-five patients , with age ranging 
from 5 m onths to 82 yea rs(mean: 27.3 years) , with acute scrotal pain and swell ing , 

was prospecti vely carried out by either a 10 or 7.5 MHz transducer. We evaluated the 
size and echogenicity of the epididymis , the presence of extratesticular solid mass or 
cyst , testicular in vol vement by extratesticular diseases , calcification , hydrocele and 
scrotal wall thickening. 

RESUL TS : The most common cause of acute scrota l disorders was acute epididymitis (n = 
5이， fo llowed by acute epididymo-orchitis (n = 4) , mumps epididymo-orchitis (n = 2) , 

enlarged epididymis secondary to testicular torsion (n = 2) , infectetl hydrocele (n = 2) , 

epididymal cyst (n = 2) , rupture of varicocele (n = 1) , angioneurotic edema (n = 1), and 
sperm granuloma (n = 1). Hydrocele was seen in 20 cases , and epididymal calcification 
was noted in 6 cases. 

CONCLUSION: Emergent scrotal sonography was usefu l for correct diagnosis and proper 
treatment in patients with acute scrotal disorders , especially in the different iation of 
the acute epididymitis from other intrascrot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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