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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낭은 표재성 기관으로 외관상 병변의 유

무를 파악하고 촉지하기는 쉬우나, 고환의 병

변인지, 고환 외의 병변인지를 구별하고, 병변

의 성상을 파악하여 특이적인 진단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를 통

해 쉽고 정확하게 병변의 유무와 위치, 병변의 

성상 (낭성, 고형성, 혹은 혼재성)을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의 출

현, 이중 도플러 초음파 및 색도 초음파의 발

달 등 초음파 장비의 급속한 발달을 통해 음낭 

초음파는 음낭 병변을 진단하는데 있어 일차적

인 상진단법이면서 가장 정확한 수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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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sonography is an important imaging tool in the evaluation of the scrotal structures 

and various scrotal disorders because of excellent anatomic resolution, easy and speedy 

applicability, and safety with no inonizing radiation. Furthermore, a blood flow information 

can be obtained by the use of color Doppler ultrasonography and spectral waveform analysis. 

It plays a primary role in the detection, characterization, and localization of scrotal masses 

and fluid collections. Knowledge of characteristic imaging findings enables appropriate, 

expeditious evaluation of various scrotal disorders.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familiarize the reader with the ultrasonographic features of various scrotal disord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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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고 있다. 

  

정상 해부학

고환은 바깥 층으로부터 피부, Dartos 근막, 

외정낭근막(external spermatic fascia), 거고근

근막(cremasteric fascia), 내정낭근막(internal 

spermatic fascia), 초막(tunica vaginalis) 등의 

6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환은 백막(tunica 

albuginea)이라는 조 하고 비탄력적인 결체 

조직에 의해 싸여 있는데, 이 백막에서 고환의  

내부로 뻗어 있는 섬유성 격막에 의해 쇄기형

의 소엽(lobule)으로 나누어진다. 고환종격

(mediastinum testis)은 보통 고환의 뒤쪽에 위

치하는 섬유성 조직의 덩어리로써 고환 내부로 

함입된 백막의 결합 조직, 고환망(rete testis), 

혈관 및 림프관을 포함하고 있다. 고환의 내부

는 소엽과 이들 소엽 사이의 간질로 구성되는

데, 일측 고환에는 약 400개의 소엽이 있으며, 

각각의 소엽은 1∼4 개의 세정관(seminiferous 

tubule)과 Sertoli 및 다양한 발달 단계의 배세

포(germ cell)로 구성된다. 세정관은 고환종격

으로 들어가서 고환망이라고 불리는 문합망

(anastomosing network)을 형성하고, 그 결과

로 12∼20 개의 원심성소배설관(efferent ductule)

을 형성하여 초막을 뚫고 부고환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고환은 정자를 보관하는 기능을 하며, 

두부, 체부, 미부로 나누어진다. 부고환으로 들

어온 원심성소배설관들은 두부에서 하나의 부

고환관(epididymal duct)으로 합쳐지고, 체부와 

미부를 거쳐 정삭(spermatic cord)의 정관(vas 

deferens)으로 연결된다. 정삭은 정관, 신경, 혈

관, 림프관 등을 포함하는데 성긴 윤문상조직

(areolar tissue)에 의해 서로 뭉쳐져 있다. 음

낭은 대퇴동맥에서 분지한 외음부동맥(external 

pudendal artery), 내음부동맥(internal pudendal 

artery)에서 분지한 음낭동맥(scrotal artery), 

하상복부동맥(inferior epigastric artery)에서 분

지한 거고근동맥(cremasteric artery) 등에서 

혈류 공급을 받으며, 고환과 부고환은 주로 대동

맥에서 직접 분지한 고환동맥(testicular artery)

에서 혈류 공급을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망상

총(pampiniform plexus)을 통해 배출되는데 상

부로 올라가면서 융합하여 하나의 후복막강 성

선정맥(gonadal vein)을 형성하고, 우측은 대정

맥으로, 좌측은 신정맥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좌, 우 정맥 배출의 차이가 좌측에 정계정맥류

가 흔히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정상 초음파 해부학

고환은 계란형의 균일한 중간에코로 관찰되

는데(Fig. 1),
1)
 유소아에서는 성인보다는 약간 

더 낮은 에코로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며,2) 고

환을 가로지르는 한 두 개의 혈관이 저에코의 

관상 구조로 관찰된다(Fig. 2). 고환종격은 부고

Fig. 1. Ultrasonography of the normal testis.

Normal testis is seen as an oval homogeneous 

intermediate echoge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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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바라보는 위치로 뻗어 있는 고에코의 구

조물로 관찰되고, 간혹 저에코의 작고 수많은 

낭종이나 종괴양의 고환망을 관찰할 수도 있는

데(Fig. 3) 정상인의 약 18%에서 관찰할 수 있

다.3) 백막과 초막을 구분해서 관찰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음낭수종 등 액체 저류가 있는 경우

에는 고에코의 얇은 선상으로 관찰된다. 부고

환은 고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에코로 관

찰되는데(Fig. 4), 두부는 많은 세관들이 모여 

있어 체부나 미부보다 약간 높은 에코로 관찰

된다.4) 흔히 1∼4 mm 크기의 고환수(appendix 

testis)나 부고환수(appendix epididymis)를 관

찰할 수 있는데(Fig. 5), 고환과 유사한 균일한 

Fig. 2. Ultrasonography of the intratesticular vessel.

Normal intratesticular vessel (arrow) traversing 

through the testis is seen as a linear 

hypoechoic structure with echogenic borders.

Fig. 3. Ultrasonography of the mediastinum testis 

and rete testis.

The mediastinum testis (arrows) is seen as 

a hyperechoic intratesticular stripe. The 

rete testis (blank arrow) is seen as a tiny 

cystic structures in the mediastinum testis 

at the testicular hilum. 

Fig. 4. Ultrasonography of the epididymis.

The epididymis (arrows) is seen as a 

band-like structure of a lower echogenicity 

than testicular parenchyma. Head portion of 

the epididymis (blank arrow) is more 

echogenic than the body or tail (arrows).

Fig. 5. Ultrasonography of the appendix of testis.

The appendix of testis is seen as a small 

stalked structure at the upper portion of 

the te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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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로 관찰되거나, 때로는 작은 석회화에 의

한 고에코를 포함하는 구조물로 관찰된다. 정

삭은 다양한 에코를 포함하는 불균일한 양상으

로 관찰되며, 1∼2 mm 직경의 구불구불한 망

상총을 포함하고 있다(Fig. 6).

고환의 종양

고환에서 발생하는 고형성 종양은 거의 대

부분이 악성으로, 확실하게 양성으로 진단되기 

전에는 악성으로 간주하여 고환적출을 기본적

인 치료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5)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90 

∼95%의 생존율을 보인다.6, 7) 고환암은 남성에

서 발생하는 전체 종양의 약 1% 정도를 차지

하여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15세에서 34세 남성

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다.8) 고

환종양의 진단에 있어 초음파의 일차적인 목적

은 종양의 발견에 있으며, 종양 자체의 발견에 

있어서는 초음파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거의 

100%의 정확도를 나타낸다.9-11) 그러나 악, 양

성의 감별이나 특이적인 진단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며, 진행된 악성 고환종양의 병기결정을 

위해서는 CT나 MRI 등 다른 진단 장비의 도

움이 필요하다.

배세포 종양 (Germ cell tumors)
배세포 종양은 고환종양의 90% 이상을 차

지하는 가장 흔한 종양으로
12)
 조직학적으로는 

약 60%는 한 가지 조직학적 형태로 구성되나 

나머지는 두 가지 이상의 조직학적 형태가 섞여 

있어 정상피종(seminoma), 비정상피종(non- 

seminomatous germ cell tumor), 혼합 종양으

로 크게 분류한다. 난황낭종양(yolk sac tumor)

과 성숙기형종(mature teratoma)을 제외한 대

부분은 성인에서 발생한다. 양측성 종양의 발

생 빈도는 1.1∼2.7%로 비교적 낮으나, 양측성 

정류고환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며, 양측

성 종양의 약 반수는 일측성 또는 양측성 정

류고환과 동반되어 나타난다.13, 14) 조직학적으

로 양측성 고환암의 대부분은 정상피종이다. 

예후는 발견 당시의 임상적 병기와 종양의 형태

에 따라 다양한데, 전통적인 정상피종(classic 

seminoma)은 특히 예후가 좋아 병기 I이나 II

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치료율을 나타나지

만, 비정상피종은 치료율이 떨어지며, 특히 융

모막암종은 치명적이다. 정상피종은 고환종양

의 30∼4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종양으로 

30대에 가장 흔하고, 10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예후

가 좋다. 주로 석회화나 낭종부가 없는, 원형이

나 난원형의, 균일한, 저음 의, 고형종괴로 관

Fig. 6. Ultrasonography of the spermatic cord.

The spermatic cord is seen as a long band 

of heterogeneous echogenicity. The veins of 

the pampiniform plexus (arrows) are seen 

as tortuous, hypoechoic lines of 1-2 mm 

diameter.



－박복환․조재호－

S 28

찰되는데 출혈이나 괴사를 동반한 경우에는 불

균일하게 관찰될 수도 있다(Fig. 7). 비정상피

종은 일반적으로 정상피종보다 예후가 나쁘고, 

병리적으로도 출혈과 괴사를 흔히 동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초음파상 출혈이나 괴사를 

반 하여 불균일한 에코의 종괴로 관찰되는 경

우가 많으며(Fig. 8),15-17) 기형종은 경계가 좋은 

낭성부와 석회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18) 

대부분의 고환암은 색도도플러 검사에서 혈류

가 증가된 소견을 관찰할 수있다(Fig. 9).
19, 20)

성삭-간질 종양 (Sex-cord stromal tumor)
고환 종양의 5% 이하를 차지하며 에스트로

젠과 같은 스테로이드를 분비할 수 있다. 대부

분 양성이며 어떤 나이에나 발생할 수 있다.21) 

경계가 좋고 작은 경향이 있으며, 균일한 저에

코로 관찰된다.22, 23)

림프종, 백혈병 (Lymphoma, Leukemia)
림프종은 고환종양의 약 1∼7%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이차적 고환종양이다.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60세 이후의 노인에서 

발생하고, 약 50%가 양측성이다. 백혈병은 소

아에서 가장 흔한 고환종양으로, 전이성 고환

종양으로는 림프종 다음으로 흔하다. 백혈병이 

있는 소아의 약 8%에서 발생하는데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더 흔하다. 약 50%에서 양측성으

로 발생하며, 고환이 급성 백혈병의 가장 흔한 

Fig. 7. A 27-year-old male with seminoma.

A smooth marginated, solid mass lesion is 

seen. It is relatively homogeneous in 

echogenicity.

Fig. 8. A 23-year-old male with choriocarcinoma.

A large, markedly heterogeneous mass lesion 

is seen. A thin rim of remaining normal 

testicular parenchyma (arrows) is noted.

Fig. 9. A 36-year-old male with seminoma.

Left testis is markedly enlarged than right 

one and shows a heterogeneously decreased 

echogenicity. On color Doppler study, an 

increased vascularity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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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장소가 된다.
24)
 초음파 소견은 비특이적

으로, 난형의 고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

서 고환이 미만성으로 커지며 저에코의 병소가 

미만성 또는 국소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출혈

이나 괴사는 드물다(Fig. 10).25-27) 색도도플러 

검사에서 혈류가 증가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

다(Fig. 11).

표피양낭 (Epidermoid cyst)

가장 흔한 양성 고환종양으로 전체 고환종

양의 약 1%를 차지한다.28) 주로 경계가 좋은 

불균일한 에코의 종괴로 관찰되는데, 저에코이

거나 고에코의 테두리 에코가 관찰되고, 석회

화를 포함할 수 있다. 내부가 저에코와 고에코

가 교대되는 양파껍질 모양 또는 층상으로 관

찰되는(Fig. 12)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어 특

이적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29, 30) 고환

종양 중에는 양성종양이 워낙 드물고, 악성종

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그렇게 쉬

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 증강 MRI

가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의 악성종양이 부분

적으로나마 조 증강되는데 반해 표피양낭은 

전혀 조 증강되지 않는다. 

급성 음낭 (Acute scrotum)
응급으로 음낭 초음파 검사를 의뢰 받는 가

장 흔한 원인으로는 고환염 또는 부고환염, 고

환염전, 외상을 들 수 있다. 염증은 항생제 치

Fig. 10. A 12-year-old male with leukemia.

Right testis is diffusely enlarged and shows 

a homogeneously decreased echogenicity.

Fig. 11. A 75-year-old male with lymphoma.

The testis is diffusely enlarged and a 

markedly increased vascularity is noted.

Fig. 12. A 19-year-old male with epidermoid cyst.

A well circumscribed round mass lesion 

with markedly heterogeneous echogenicity 

is seen. It is surrounded by a hyperechoic 

rim and laminated internal echoes ar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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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요하는, 실제로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경

우는 아니지만, 고환염전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요하는 응급 질환이다. 그러나 임

상적으로 염증과 염전을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 초음파를 통한 빠른 감별진단이 요구된

다. 또한 외상에 있어서도, 고환의 파열 등 고

환 자체의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초음

파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고환염, 고환염 (Epididymitis, Orchitis)
비뇨생식기, 특히 방광, 요도, 전립선에서 발

생한 감염이 정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전파되는

데, 일차적으로는 부고환의 미부에서 시작하여, 

체부와 두부, 더 나아가서는 고환까지 파급되

게 된다. 부고환염 환자의 약 20%에서 고환염

을 동반하며, 볼거리 등 바이러스성 감염증을 

제외하고는 부고환염 없이 고환염만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급성 염증에서는 통증, 열, 

음낭의 종창, 홍반, 부종 등 증상을 동반하고, 

만성 염증에서는 경미한 압통 이외에는 별다른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초음파상 부고

환이나 고환이 커지고, 불균일하고 거친 에코 

양상을 나타내며, 고환의 에코가 감소하는 경

우가 많다.31, 32) 농양이나 고환 위축 등 합병증

의 발견에도 매우 유용하며, Doppler 검사에서 

고환이나 고환 주변의 혈류가 증가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Fig. 13).33, 34) 간혹 고환염과 

종양의 감별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종양에서

는 에코가 불균일하고, 병변이 원형이나 난원

형이면서, 고환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염증에서는 고환의 에코가 비교적 

균일하고, 초생달 모양이면서 주로 가장자리에 

발생한다. 또한 종양에서는 부고환에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고, 피부의 비후나 액체 저

류의 빈도가 낮은 반면, 염증에서는 이러한 소

견이 흔히 관찰된다.34, 35)

고환염전 (Testicular torsion)
약 2/3에서 12∼18세의 나이에 발생하는데36) 

갑자기 발생한 음낭 통증과 이에 수반되는 종

창을 주소로 내원한다. 염전이 발생한 후 4 시

간 후에는 고환의 파괴가 시작되어, 6 시간 내

에 수술이 시행되면 80∼100%에서 고환을 살

릴 수 있으나, 6∼12 시간 내에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는 70%, 12 시간 이후에는 20%에서만 

고환을 살릴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요구

된다.37) 염전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초막상 또

는, 초막외(supravaginal or extravaginal), 초

막내(intravaginal), 고환간막성(mesorchial)으로 

분류하고,38) 염전의 정도에 따라 완전염전, 불

완전염전, 간헐성염전으로 분류된다. 초음파에

서 고환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환이 커지고, 미만성으로 에코가 낮

아지거나 불균일한 에코 양상을 나타내며, 음

낭의 피부가 두꺼워진다.
39, 40)
 Doppler 초음파 

Fig. 13. A 46-year-old male with acute epididy-   

        moorchitis.

Left testis is diffusely enlarged and a 

markedly increased vascularity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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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고환 내부의 혈류는 없어지고, 고환 

외부의 혈류는 보존되는데(Fig. 14), 이때 반드

시 반대쪽 고환과 동시에 검사를 시행하여 비

교할 필요가 있다.
41, 42)
 불완전 염전에서는 일

부 혈류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간헐적인 염전

이나 저절로 염전이 풀어진 경우에는 허혈상태 

후에 나타나는 과혈류에 의해 염증과의 감별이 

어렵다(Fig. 15).43)

부속기 염전 (Appendiceal torsion)
급성 음낭의 약 5%를 차지하는데, 전혀 증

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급성 고환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초음

파 소견은 비특이적으로, 반응성 음낭수종이나 

음낭 피부의 부종, 인접한 부고환 두부가 커지

는 등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Fig. 16). 부속

기 염전이 있은 후 부속기에 석회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고환이나 부고환에서 떨어져 나와 

초막낭 안에서 발견되기도 있다.
44)

음낭 외상 (Scrotal trauma)
고환의 파열, 백막의 파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를 실시하게 되는데, 초음파를 통

해 직접 백막이 완전한 지를 판별할 수 있고, 

고환의 파열과 이에 동반된 혈종 등을 직접 관

찰할 수 있다(Fig. 17).45)

Fig. 14. A 12-year-old male with testicular torsion.

The torsed testis shows heterogeneously 

decreased echogenicity. Color flow signal 

is not seen at all in the testis but 

increased flow signals are noted in the 

paratesticular structures.

Fig. 15. A 10-year-old male with detorsion of the  

        testis.

Rebound hyperemia is noted in the testis 

and paratesticulr structures.

Fig. 16. A 7-year-old male with torsion of the     

        appendix of testis.

A heterogeneous, mainly cystic structure 

is seen in the supratesticular area. It is 

confirmed as a torsion of the appendix of 

testis o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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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외 병변

음낭수종 (Hydrocele)
초막의 두 층 사이에 장액성 액체가 저류하

는 병변으로 무통성 음낭 종창의 가장 흔한 원

인이다. 선천적 또는 외상이나 종양에 동반되

어 나타날 수 있으며, 고환과 부고환을 전위시

키는 초생달 모양의 무에코성 액체 저류로 나

타난다(Fig. 18). 때로 콜레스테롤 결정이나 감

염, 출혈에 의해 미세한 내부 에코를 보일 수 

있다. 

정액류 (Spermatocele)
부고환 두부와 고환망을 연결하는 세관에서 

발생하는 체류낭종(retention cyst)으로써, 대부

분 증상이 없고 우연히 발견된다. 정자의 통로

를 폐쇄시킬 수 있는 정관 수술, 탈장 수술 후

나 부고환염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보통 1∼4 cm 크기의 경계가 좋은, 무에코

의 낭종으로 관찰되고, 미세한 내부 에코를 포

함할 수 있다(Fig. 18). 드물게 염전을 일으킬 

수 있다.
46)

부고환 낭종 (Epididymal cyst)
임상적으로나 초음파상 정액류와 감별이 힘

든데, 주로 두부에 발생하며 3 cm 이하로 작

은 경우가 대부분이다(Fig. 18). 

정계정맥류 (Varicocele)
정맥 혈류가 망상총으로 역행하여 망상총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구불구불해지는 병변으

로, 일반인의 15∼20%, 불임을 원인으로 내원

하는 남성의 21∼39%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남성 불임의 원인이다.
47)
 대부분 좌측에서 발

병하는데, 초음파상 2∼3 mm 이상으로 확장된 

3개 이상의 정맥이 관찰될 때(Fig. 19), 임상 

소견과 결부하여 진단할 수 있다. Doppler 초

음파 검사 중에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

을 시행하면 역행성 혈류를 관찰할 수 있다.48, 49)

Fig. 17. A 16-year-old male with testicular trauma.

Fluid collection with fine internal echoes 

representing hemorrhage is noted in 

tunical sac. Discontinuity of tunica vaginalis 

and tunical albuginea is noted (arrow).

Fig. 18. A 57-year-old male with hydrocele, sper-  

        matocele and epididymal cyst.

Moderate amount of hydrocele is seen. 

Spermatocle is seen as a round cystic 

lesion with fine internal echoes (arrow) 

and epididymal head cyst is seen as a 

pure cystic lesion (blank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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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음낭 질환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는 간편하

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진단 도구이

자 병변을 진단하고 감별하는 문제해결도구

(problem-solving modality)로써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좋은 상을 만들 수 있는 기기

의 조작법과 수기를 숙달하고, 흔히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낭 병변의 초음파 소견을 충

분히 이해함으로써, 임상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알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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