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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ular Tuberculosis That Mimicked Testicula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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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to lymphatic involvement, genitourinary tuberculosis is considered the second

Kew Park

Hyun Cho, Kwangha Lee, Ki Uk Kim, Doo Soo Jeon,
Hye-Kyung Park, Yun Seong Kim, Min Ki Lee, and Soon

most common manifestation of extrapulmonary tuberculosis worldwide. However,
testicular and spermatic cord involvement is uncommon. We report here on a cas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

of testicular and spermatic cord tuberculosis that masqueraded as testicular cancer.

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A 25-year-old man was admitted to our hospital with painless right scrotal swelling
for past 2 months. The abdominal CT scan showed a heterogenous testicular mass
that was suspicious for being malignancy. He underwent right radical orchiectomy;
testicular and spermatic cord tuberculosis was revealed o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This cas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aking a thoughtful diagnostic
approach for testicular and spermatic cord tuberculosis, including fine needle
aspiration before performing surgical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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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뇨생식기결핵은 결핵성 림프절염에 이어 비교적 흔한 폐외결핵의 형태로 보고되
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전체 결핵 중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뇨생
식기결핵 중 주로 침범되는 부위는 전립선, 부고환, 정낭 등으로 고환결핵 및 정삭결핵
은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뇨생식기결핵 환자는 한가지 이상의 다른 장기에 결
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중 폐결핵이 56-87%, 신장결핵이 49-88%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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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고되고 있다[1, 2]. 비뇨생식기결핵은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주로 고환부종, 무통성의 고환종괴, 분비물 또는 무농성 농뇨를 동반한다.
본 저자들은 폐결핵으로 1개월간 항결핵제 복용 중인 환자로 고환종괴를 주소로 본원
에 내원하여 고환암 의심 하에 고환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 후 병리학적 소견에서 부
고환병변이 없는 고환 및 정삭결핵으로 진단된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5세 남자가 음낭종괴를 주소로 입원하였다. 4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객담에서
항산균 도말검사는 음성 소견이었지만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상 활동성결핵 의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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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유성 석회화 결절이 관찰되었다(Fig. 2A).

내원 1개월 전부터 항결핵제 복용 중인 분으로 내원 2개월 전부터 지속
된 무통성 고환 종괴로 본원 비뇨기과를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체중 감

폐결핵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실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소 및 미열 등의 전신증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혈압 100/60 mmHg, 맥

양측 상엽과 좌측 하엽에서 활동성결핵이 의심되었다(Fig. 2B). 반복되

박 60회/min, 체온 36°C, 호흡수 20회/min이었다. 림프절 비대는 관찰

는 객담검사에서 항산균 도말검사 음성 소견이 관찰되어 기관지 내시경

되지 않았으며, 우측 고환에 5 cm 정도의 무통성의 단단한 종괴가 촉지

을 시행하였고, 기관지 세포세척액술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 소견이 확

되었고, 좌측 고환은 정상 소견을 보였다.

인되었다. 우측 고환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에서 건락괴사와 만성

일반혈액검사와 혈액화학검사는 정상이었다. 소변검사에서 농뇨

육아종성 염증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항산균 염색에서 양성 소견을 보

는 관찰되지 않았고, 항산균 도말검사 및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

여 고환 및 정삭결핵으로 확진되었다(Fig. 3). 환자는 항결핵치료로 4제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결과는 음성이었다. 생식세포종

요법 유지하면서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양에 대한 감별을 위해 혈중 알파태아단백(alpha-fetoprotein, AFP),
beta-human chorionic gonadotropin (β-HCG)를 측정하였으나 결

고찰

과는 정상이었다. 객담검사상 항산균 도말검사는 음성이었다.
고환 색도플러초음파(color Doppler ultrasonography of testis)
(Fig. 1A)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Fig. 1B)상, 고환종양이 의심되는 불

2008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결핵환자 중 폐

균일한 음영의 고환종괴가 관찰되었다. 수술전 시행한 단순흉부방사선

결핵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폐외결핵은 2007년에 비해 14.3% 증

사진상 양측 상엽에 불확정적 활동성(indeterminate activity)을 보이

가하였다[3]. 국내의 비뇨생식기결핵의 유병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

#

$

Figure 1. On the ultrasonographic images, the right testis shows enlargement and inhomogeneous
echogenecity. On the color Doppler images, the right testis shows increased vascularity (A). The enhanced CT
scan reveals an enlarged right testis, which demonstrated inhomogenous density and necrotic foc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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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hest radiograph shows fibrocalcified nodules in both upper lobes (A). The chest CT reveals
centrilobular nodules and a tree-in bud pattern in both upper lob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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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nucleic acid amplification, NAA)도 민감도가 94%로 높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진단에 이용될 수 있지만[7], 후천적 면역결핍환
자에 폐외결핵은 진단하는데는 민감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8, 9]. 초
음파나 복부와 골반 CT 소견에서 석회화, 괴사, 건락괴사 등으로 인한
감쇠(hypoattenuation) 또는 공동(cavitation)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
에 도움이 되지만 림프절 종창이 동반된 고환종괴의 경우에는 악성과
감별하는 것이 어렵다[1, 10]. 음낭에 발생하는 종양 중 고환 밖에 발생
하는 경우에는 95%이상 양성이지만, 고환에서 발생하는 고형성 종양
은 거의 대부분이 악성으로, 확실하게 양성으로 진단되기 전에는 악성
으로 간주하게 된다[11, 12]. 본 환자의 경우도 소변검사 및 PCR 등의 검
사실 소견에서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으며, 영상의학적 소견에서
Figure 3. Pathologic examination demonstrats normal testicular tissue on the left
lower corner, while with necrotizing granulomas and Langerhans cells (arrows) on
the center (H&E stain, ×100).

고환암이 의심되어 고환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이다.
고환부종이나 고환종괴를 주소로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감별진단
으로 Sertoli-Leydig cell tumor, 고환내 지방종, 고환 부신잔류종양
(testicular adrenal rest tumor), 생식세포종양 등을 고려해야 하며[12],

으나, 2008년 새로 진단된 비뇨생식기결핵 환자의 수는 폐외결핵의 2%

고환결핵이 드물기는 하지만 고환암과 감별이 어려우며 종종 고환종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3]. 남성에 있어서 생식기결핵은 주로 30-40대에

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라면 고환결핵

관찰되고, 비뇨생식기결핵이 진단된 34-76% 환자에서 이전에 다른 형

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립선종괴는 악성을 배제하기 위

태의 결핵을 진단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4]. 생식기에만 결핵이 국한되

해 대부분의 경우 세침흡인생검을 시행하지만 고환종괴는 시행하지 않

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며, 생식기결핵이 새로 진단된 경우 본 환자와

는 경우가 많다[1]. 고환결핵의 경우 항결핵제에 반응이 좋고 재발이 드

같이 폐결핵이 동반되어 있거나, 신장결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략

물어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진단될 경우, 불필요한 고환절제술을 피할

50-80%의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1, 2].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환결핵을 포함한 비뇨생식기결핵이 진단될

생식기결핵이 미열, 체중 감소 등의 전신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

경우 혈행성 전파가 주요한 경로이므로, 다른 장기에 결핵이 동반되었는

물며, 결핵의 침범 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나타난다. 음경을 침범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할 것이다. 비뇨생식기 중 부고환결핵은

경우에는 주로 피부 궤양이 동반되며 부고환을 침범하는 경우는 무통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나, 본 환자와 같이 부고환병변이 없는 고환 및 정

성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게 된다[4]. 전립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빈뇨,

삭결핵은 드물기에 확진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야간뇨, 혈뇨 또는 혈정액증이 나타나게 된다. 진행된 경우에는 요도나
회음부로 병변이 파열되어 누공(fistula)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 1150%의 환자에서 이러한 음낭 누공이 관찰된다. 10% 미만의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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