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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고환염에 따른 무정자증: 2례
Azoospermia Following Mumps Orchitis:2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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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볼거리(mumps)는 타액선을 비롯한 신에 침범하는 성 바이러스성 염증 질환으로 일측성 는 양측

성 이하선의 종창과 통증을 동반한다. 볼거리 바이러스는 공기, 타액, 소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고, 

학교, 군  등 인구 도가 높은 집단에서 발생하며 양측 고환에 침범하는 경우는 10-60% 정도이다. 사춘

기 이후에 남성 볼거리 고환염(mumps orchitis)에 이완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감염자의 50%에서 심한 

고환 축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볼거리 고환염은 정자 수, 형태, 운동성 등에 향을 미치고 정자감소

증과 드물게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이 발생한다. 볼거리 고환염이 의심되는 경우 기 증  치료를 

극 으로 함으로써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는 볼거리 고환염을 앓은 후 무정자증을 보인 2례를 경험하 기에 음 검사와 정액검사에 

해 참고문헌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 중심어 :∣무정자증∣볼거리∣볼거리 고환염∣볼거리 바이러스∣ 

Abstract

Mumps is an acute viral disease that affects the entire body, including inflammation of the 

salivary glands. Mumps is accompanied by unilateral or bilateral parotid gland swelling and pain. 

Mumps virus is spread to others by air, saliva, direct contact, and urine, and occurs in 

high-density population places such as schools, army, etc. Bilateral testicular involvement is 

seen in 10-60% of cases. If mumps orchitis affect post-pubertal men, approximately 50% of the 

infected people are said to experience severe testicular atrophy within 1-2 months as a 

complication. Mumps orchitis can alter the count, morphology, and motility of sperm and result 

in oligozoospermia and infertility caused by a rare azoospermia. When suspected of mumps 

orchitis, active initial symptomatic treatment can prevent infertility due to azoospermia in future 

adults. A case of mumps orchitis report two cases with references to the ultrasonnography and 

s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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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볼거리(mumps) 즉 유행성이하선염은 paramyxovirus에 

의한 타액선을 비롯한 신에 침범하는 성 바이러스

성 염증 질환으로[1], 학동기 연령층에서 10만 명당 10

명 정도로 발생한다[2][3]. 특징 으로 일측성 는 양

측성 이하선의 종창과 통증을 동반한다. 볼거리는 낮은 

열, 두통, 권태감, 근육통, 식욕부진과 같은 감기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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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발생하지만 무증상이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자

연치유가 된다. 볼거리 바이러스는 상기도에 살고 직  

되거나 공기, 타액, 소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며, 학교, 군  등 인구 도가 높은 집단에서 발생한

다[4]. 

유행성 볼거리를 방하기 한 조치로 홍역-볼거리

-풍진(Measles-Mumps-Rubella, MMR) 백신 방

종은 국가사업으로 1985년부터 생후 12-15개월에 1차 

종, 1997년부터 4-6세에 2차 종을 실시하고 있다

[5]. 볼거리는 부분 15세 이하에서 발생하며, MMR 

방 종을 하면서 발생률은 감소하는 편이지만 종

을 하지 않거나 1차 종 후 2차 종을 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서 발생률이 증가한다[6][7]. 

볼거리에 의한 합병증은 어린아이에서는 심각하지 

않으나 고환에서 정자가 성숙 되는 사춘기 이후에 이완

되면 불임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한다. 표 인 합병증

은 볼거리 고환염(25%), 뇌수막염과 뇌염[8], 난소염[9], 

췌장염, 난청[10], 립선염, 신염, 심근염, 심염, 갑상선

염, 선염, 소  감소증, 염  유선염 등이다

[6][7]. 볼거리 바이러스가 양측 고환(testis)에 침범하

는 경우는 10-60% 정도이며, 사춘기를 지나 볼거리 고

환염이 발생하는 경우 1-2개월 후에 감염자의 50%에서 

심한 고환 축이 발생한다[11][12]. 한 정자 수, 정자 

형태, 정자운동성 등에 향을 미쳐[13], 생식능력 하

가 발생하고[14], 정자감소증(oligozoospermia)과 드물

게 무정자증(azoospermia)으로 인한 불임이 발생한다[6]. 

최근 우리나라의 불임증 증가율은 여성보다 남성에

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정자증은 모든 남성의 약 1% 

정도에서 발생하며, 불임 남성의 10-15%에서 무정자증

을 보인다[15]. 자는 청소년기에 양측성 볼거리 고환

염 치료 후 무정자증이 나타난 2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례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증례 상자는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에 참여한 

27-36세 남자 246명  정액검사에 동의한 189명을 

상으로 하 다[그림 1]. 증례의 검사 방법은 환자를 바

로 운 자세에서 환자 자신에게 음경을 머리 쪽으로 

당기도록 하고 수건을 말아 고환 에 고여 고환이 거

상되도록 하 다. 양측 고환과 부고환을 회색조 상

(gray scale image)으로 장축과 단축을 얻고, 컬러 도

러 상(color Doppler image)을 얻었다. 음  검사에

서 고환과 부고환 실질의 에코 발생정도(echogenicity)

를 살펴보고 고환의 크기를 측정하 다. 음낭 체 은 

타원체 공식에 따라 [길이 x 넓이 x 두께 x (π/6)]로 계

산하 다. 고환의 체 을 구하는데 있어 음  검사는 

비침습 이고 검사시간이 빠르며, 이온화 방사선을 방

출하지 않기 때문에 생식기 특히, 고환 체 을 측정하

는 유용한 방법이다. 음  검사 장비는 10.0MHz 직

선형 배열 탐 자가 탑재된 LogiQ P5를 사용되었다

(GE, USA). 

Fig. 1. An algorithm for the management of 
control group and mumps orchitis.

  

증례 1
결혼은 앞둔 비 신혼 부부 건강검진 목 으로 내원 

한 29세 남자이다. 내원당시 특별한 임상증상은 없었다. 

환자는 생식기 외상, 잠복고환, 성병 등은 없었으며, 16

세에 심한 볼거리 고환염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나 자신이 무정자증인 것을 알지는 못한 상태

다. 압은 수축기 110mmHg, 이완기 75mmHg로 정상

이었고, 비만도(BMI)는 24.9 Kg/㎡으로 과체 이었다. 

흡연 경험은 없다. 음주는 1주일에 한번 정도이며 알코

올 섭취량은 소주 한 병(55.5g) 정도이다. 땀을 흘리는 

30분 이상의 운동은 1주일에 1회 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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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 검사에서 AST 16U/L (35U/L 이하), ALT 

15U/L (45U/L 이하)로 정상이었다. 정액 검사에서 1회 

사 정량은 4.0ml (1.5ml 이상), pH는 8.0 (7.2 이상)으로 

정상이었다. 정액 검사에서는 정자가  검출되지 않

은 무정자증을 보 다. 호르몬검사에서 청 테스토스

테론은 3.7ng/ml (2.49-8.36ng/ml), 난포자극호르몬

(FSH)은 8.7mIU/ml (0.9-11.95mIU/ml), 황체호르몬

(LH)은 1.8mIU/ml (0.57-12.07mIU/ml)로 정상 범  내

에 있었다. 

음낭 음  검사에서 후방음향증강을 동반한 고환 

실질은 불균일하고 간정도의 밝기로 보 다[그림 2]. 

양측 고환과 부고환은 심하게 축되어 보 으며, 고환

의 크기는 우측이 1.91cm, 좌측이 1.93cm로 양측이 비

슷한 크기로 나타났다[그림 3]. 고환의 체 은 우측이 

1.1ml, 좌측이 1.0ml로 정상보다 히 작아보 다[그

림 4]. 컬러 도 러검사에서 류량은 정상 고환에 비해 

감소되어 보 다. 상복부 음  검사는 간담도, 췌장, 

비장, 신장은 모두 정상이었다. 하복부 음  검사에서 

정낭과 립선은 정상으로 보 다. 

Fig. 2. Testicle after mumps orchtitis (29/M).
Longitudinal ultrasonography show
severe testicular and epididymal atrophy
with heterogeneous echogenicicity. 

Fig. 3. The sizes of both testicles are 1.91cm
on the right and 1.93cm on the left.

Fig. 4. Change of the testicular volume after
mumps orchtitis. Longitudinal(A) and 
transverse(B) ultrasonography.

증례 2
건강검진 목 으로 내원 한 30세 남자이다. 내원당시 

특별한 임상증상은 없었다. 환자는 생식기 외상, 잠복고

환, 성병 등은 없었다. 단지 15세에 심한 볼거리 고환염

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 압은 수축기 

115mmHg, 이완기 75mmHg로 정상이었고, 비만도

(BMI)는 25.8 Kg/㎡으로 과체 이었다. 흡연 경험은 

없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 땀을 흘리는 30분 이상의 운

동은 1주일에 5회 정도 다. 

간기능 검사에서 AST 16U/L (35U/L 이하), ALT 

12U/L (45U/L 이하)로 정상이었다. 정액 검사에서 1회 

사정량은 3.7ml (1.5ml 이상)으로 정상이었다. pH는 7.0 

(7.2 이상)으로 정상보다 낮았다. 정액 검사에서는 정자

가  검출되지 않았다. 호르몬검사에서 청 테스토

스테론은 3.3ng/ml (2.49-8.36ng/ml), 난포자극호르몬

(FSH)은 7.6mIU/ml (0.9-11.95mIU/ml), 황체호르몬

(LH)은 3.2mIU/ml (0.57-12.07mIU/ml)로 정상 범  이

었다. 

음낭 음  검사에서 고환 실질은 균일하고 간정

도의 밝기로 보 다. 고환의 체 은 우측이 6.5ml, 좌측

이 7.0ml로 정상보다 작아보 다[그림 5]. 좌측고환은 

등  I 정도(발살바 조작으로 정계정맥류가 만져짐)의 

정계정맥류를 동반하고 있었다. 컬러 도 러검사에서 

류량은 정상 고환에 비해 감소되어 보 다. 하복부 

음  검사에서 정낭과 립선의 크기는 정상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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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sperm count and testicular volume between control group and mumps 
orchitis.

Classification sperm count (>1500만/ml) testicular volume 

Control group (N=168) 8,177만 11.8ml(±3.2) 
Mumps orchitis (N=8) 2,637만 11.2ml(±3.2) 

Fig. 5. Testicle after mumps orchtitis (30/M).
Bilateral testicular ultrasonography 
show fine homogeneous echogenicicity.
The volume seems a slightly small
with the right 7.0ml(A), left 6.5ml(B).

Ⅲ. 결 과

건강검진에 참여한 남자 246명  설문지에 볼거리 

감염 유무에 표시를 한 경우는 33명(13.4%)으로 나타났

다. 이 들  정액검사에 동의한 194명  볼거리 과거

력이 있었던 경우는 22명(11.3%)으로 나타났다. 22명  

고환염을 앓았던 경우는 10명(45.4%)으로 나타났다. 

194명  무정자증은 5명으로 나타났다. 2명은 볼거리

고환염, 2명은 골육종과 백 병으로 항암 치료, 1명은 

원인 미상이었다. 정자 수는 조군에서 8,177만(1500

만/ml), 볼거리고환염군에서 2,637만(1500만/ml)으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P<0.05) 볼거리

고환염군은 정자의 수가 정상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조군에 비해 낮아 정자감소증을 보 다. 조군과 볼

거리고환염군의 두 집단 간의 고환체 은 각각 

11.3ml(±3.2), 11.2ml(±3.2)으로 차이는 없었다.  

Ⅳ. 고 찰

볼거리는 주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일측 

는 양측 귀  부분이 종창되는 것으로 설명하 으며

[16], “얼굴을 찡그리기(grimace)”라는 의미를 갖고 있

다[17]. 볼거리는 염성 질환으로 paramyxovirus 속의 

한 가닥 RAN virus이며[18], 비교  인구 도가 높고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발병한다[4]. 볼거리 바이

러스가 증식하기 합한 환경은 일교차가 큰 에서 가

을사이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우리나라에서 MMR 백신 방 종은 국가사업으로 

1985년부터 생후 12-15개월에 1차 종실시하고, 1997

년부터 4-6세에 2차 종을 실시하고 있으며[5], 본인

의 방 종이력을 질병 리본부 ‘ 방 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MMR의 방 종에도 불구하고 볼거

리는 주기 인 유행을 보이고 있다[19]. 질병 리본부 

2010 감염병 감시연보(1985∼2010년)에 따르면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2007년에 1,863명에서 2010년에 6,094

명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하 다.

볼거리 바이러스는 상기도에 기생하며, 재채기 는  

기침할 때 타액이 코로 들어와 호흡기 세포에 감염되어 

림 선, 세망내피계에서 1차 증식한 후 행성으로 퍼

져 타액선뿐만 아니라 신의 여려 다른 장기에 침범한

다. 볼거리 감염자 70%에서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비특

이 으로 감기증상과 비슷한 낮은 열, 오한, 두통, 피로, 

근육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19]. 볼거리는 설하선, 

악하선, 이하선  이하선에 85%가 침범한다. 이하선은 

2일째에 가장 심하게 종창되고 3-7일 이내에 이하선의 

크기가 어든다[20]. 타인에게 염성이 있는 기간은 

타액선이 종창된 1-2일 부터 종창이 사라진 후 3일까

지이다[19]. 

볼거리 합병증인 볼거리 고환염(mumps orchitis)은 

1922년 Voughan에 의해 처음으로 언 되었으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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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encephalomeningitis)과 뇌염[8], 난소염[9], 

췌장염, 난청[10], 립선염, 신염, 심근염, 심염, 갑상선

염, 선염(dacryoadenitis), 소  감소증, 염  

유선염 등이 있다[6][7]. 볼거리 합병은 여자보다 남자

에서 2배가량 많이 발생한다[22].

볼거리 고환염은 남성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9] 

볼거리 발생 4-10일 후에 고환염이 발생한다. 심한 볼

거리 고환염에서는 음낭수종이 동반되며[23][24], 진

인 고환의 동통, 종창, 열, 오한, 음낭의 염증 등의 임

상증상이 나타난다. 사춘기 이  만 13세 미만에서는 

볼거리 고환염은 매우 드물고 합병증 한 어린아이에

서는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고환에서 정자가 성숙 되

는 사춘기 이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서 볼거리를 앓으면 환자의 15-35%에서 성 고환염으

로 진행되고[25], 30-50%는 고환 축으로 인한 정자생

성의 감소를 야기하여 불임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최 등[19]의 한국의 다기  연구에서 볼거리 고환염 

98   10 에서 61.2%, 20 에서 31.6%의 발생률을 

보 으며, 볼거리 고환염 98   92.9%에서 MMR 

방 종을 받았고, 6.1%에서만 종을 받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는 MMR 1차 방 종만 받았으며 2 종은 

하지 않았다. 

사춘기 이후 볼거리 고환염 증가는 볼거리 바이러스

에 한 감수성 변화 때문에[20] 고환염이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볼거리 고환염의 성기에 고환실질의 

정세 의 울 , 염증성 부종으로 고환 내부의 비정상  

압력이 증가되어 정세  조직괴사가 래된다[26]. 이 

시기에 조직사이의  주 에는 많은 양의 호 구, 

포식세포, 림 구가 침윤하고[27][28], 고환 조직의 

괴사로 정세 의 벽은 차츰 유리질화, 정세  내의 생

식상피의 섬유화로 고환은 축된다[29]. 

고환 체 의 85%는 정자생성과 상 계가 있는데

[30], 고환 크기 감소는 정자 수 감소  운동성 하 등 

정자생성의 비가역 상이 래되면 정자생성장애 가

능성이 높다[31]. 이 등[20]의 연구에서 볼거리 고환염

으로 치료 받은 환자 9례에서 60%의 고환조직 축이 

발생하 다. 한 Beard 등[22]에서 고환조직의 축에 

따른 고환의 크기가 40-70% 감소하 다. 고환의 성장

은 14-15세에서는 신생아에 비해 13.7배의 체 증가를 

보인다[32]. 이 등[33]의 연구에 의하면 20세 남성 2,700

명의 고환 체   우측이 15.9ml(±4.6), 좌측이 

15.3ml(±4.6)로 보고하 으며, 이 등[20]의 연구에서는 

15-18세의 고환 체 이 13.5ml(±3.6)로 보고하 다. 

한 Stratton[34] 등의 연구에서 볼거리 고환염을 앓은 

49  39명이 다소 고환의 축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조군과 볼거리고환염군의 고환체 은 11.8ml과 

11.2ml으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무정자증을 보인 첫 

번째 증례에는 볼거리 고환염 후 고환의 체 은 우측이 

1.1ml, 좌측이 1.0ml로 정상보다 히 작게 나타났다. 

두 번째 증례에서는 우측이 6.5ml, 좌측이 7.0ml로 정상

보다 작게 나타났다. 

볼거리 바이러스는 일측성 고환에 염증이 발생하지

만 양측성 고환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15-30% 

정도이다. 볼거리 바이러스가 고환에 침습된 경우 30%

에서 정자 생산이 구히 단되고, 양쪽 고환이 침습

되면 구불임이 된다. 하지만 경한 볼거리 고환염에서

는 자연치유가 되거나 신체 으로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증  치료를 시행한 경우 구불임의 발생은 

거의 없다[35][36]. 최 등[19]의 한국의 다기  연구에서 

볼거리 고환염 98   양측성 8.2%, 일측성 91.8%로 

보고 하 으며 우측에서 발생률이 조  높았다. 

그러나 Zaki1 등[37]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이후 볼거

리 과거력이 있는 환자 200명  26명(13%)이 정자감

소증, 무정자증, 정자운동성감소(asthenozoospermia)를 

보 으며, 26명  12명(46.1%)은 액과 정액에서 정

자운동성에 향을 미치는 anti-sperm-antibodies 양성

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조그룹과 볼거리고환염군의 

정자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05), 볼거리고환

염군에서 조군보다 정자감소증을 보여 다른 연구자

들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무정자증은 모든 남성의 약 1% 정도에서 발생하며 

불임 남성의 10-15%에서 무정자증을 보인다[15]. 성인

에서 무정자증의 원인은 가역성인 고환 성과 고환후

성, 비가역 인 고환성으로 구분된다. 고환 성은 내분

비 질환인 생식선자극호르몬 생식샘 하증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고 로락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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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prolactinaemia), 안드로겐 항성(androgen 

resistance) 등이며, 고환후성은 정 , 부고환, 사정  

폐쇄 등이다. 고환성은 볼거리 고환염, 정계정맥류, 잠

복고환, 고환염 , 유 성 등이다. Stratton[34] 등의 연

구에서는 볼거리 고환염을 앓은 49명  1명 만 무정자

증을 보 다. 

본 연구에서도 볼거리를 앓은 22명 에서 10명

(45.5%)이 볼거리 양쪽 고환염이 발생하 으며 이들  

2명(20%)이 각각 4.0ml, 3.7ml 정액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무정자증으로 나타났다. 

볼거리 고환염의 성기에는 Leydig 세포가 손상되

어 분비력에 구  손상이 발생 하여 serum 

testosterone은 감소하고 serum leutenizing hormone 

(L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은 증가 한다

[39]. 하지만 정세 의 Leydig 세포는 생식세포에 비해 

볼거리 바이러스에 항성이 있어 부분 손상되지 않

고 보존되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 생산은 

계속된다[40]. 볼거리 고환염이 회복기에 들어서면 고

환은 작아지고 탄력성 감소와 정세 의 퇴화를 보이며

[40] 고환의 크기가 4.6cm 이하로 작고,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가 7.6mIU/ml 이상이다

[38]. 본 증례에서는 정세  손상으로 정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호르몬은 정상 으로 분비됨을 알 수 있었다. 

볼거리 고환염의 증  치료는 고환의 얼음 팩 마사

지, 침상안정, 고환거상 등이 있다[12]. 고환염의 성기

에 고환 개술로 고환 축의 험을 95%까지 일 수 

있지만 불임률은 12-30% 정도 알려져 있다[26][41]. 고

환염의 부종, 동통 등 염증반응을 감소시키기 해 스

테로이드가 사용되는데, testosterone 수치 감소와 

FSH, LH 수치 증가로 고환 축과 불임 유발한다는 보

고도 있다[26][42].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지 자료(2008-2012년)에 따르면 불임 증가율은 연평

균 여성이 2.5%, 남성이 11.8%로 남성에서 크게 증가하

고 있다. 남성 불임 치료 환자 가운데 30-34세의 증가율

은 9.5%인 반면 35-39세의 증가율은 16.2%로 1.7배 정

도 높다[43]. 이처럼 볼거리 고환염, 정계정맥류, 환경호

르몬, 고령화, 업무 스트 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남

성 불임 증가는 결국 출산율 하락에 향을 미칠 것으

로 본다. 

Ⅴ. 결 론

볼거리 고환염은 사춘기 이후 남성 불임증에 향을 

미치는 유행성 이하선염의 심각한 합병증이다. 볼거리 

고환염으로 정자 형태에 향을 미치며, 정자운동성감

소, 정자감소증, 무정자증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볼거

리 고환염을 앓은 29세  30세 남성을 상으로 정액, 

청 호르몬 검사  고환 음  검사를 실시하 다. 

정액 검사에서는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청 

테스토스테론, 난포자극호르몬, 황체호르몬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증례에서는 고환 실질은 불균일하고 

간정도의 밝기로 보 으나 고환과 부고환은 양측 모

두 심한 축되었다. 두 번째 증례에서는 양측 고환은 

축되어 보 다. 볼거리 합병증인 볼거리 고환염을 

방하기 하여 MMR의 1차 종이 필수 이며, 2차 추

가 종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

다. 한 사춘기에 볼거리 고환염이 의심되는 경우 

기 증  치료를 극 으로 함으로써 장차 성인이 되

었을 때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을 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는 볼거리 고환염을 앓은 

후 무정자증을 보인 경우를 경험하 기에 음 검사

와 정액검사에 해 참고문헌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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