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esticular torsion in neonates is a urologic emergency with an incidence of 6.1 per 

100,000 live births. Incarcerated inguinal hernia is also an emergency with an inci

dence of approximately 6% to 31% in children with inguinal hernia. Functional testi

cular torsion from an incarcerated inguinal hernia is a rare event in children, often 

not considered in the initial evaluation. A 19dayold newborn boy was admitted 

to our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fter visiting a primary clinic. He presented with 

in consolable crying and right scrotal swelling. Upon initial physical examination, 

a hard palpable mass and swelling was found in the inguinoscrotal region, accom

panied with redness and warmth of the scrotum. Scrotal ultrasound with color Dop

pler showed inguinal hernia with strangulation and scanty blood flow to the testis. 

The patient underwent a right orchiectomy and partial resection of the affected 

small bowel. Surgical findings confirmed a testicular torsion and incarcerated in

guinal hernia with testis with small bowel necrosis. Here, we report a rare case of a 

newborn with functional testicular torsion as a result of prolonged spermatic cord 

compression due to incarcerated inguinal he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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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급성 음낭증은 유사한 증상 및 징후를 보이므로 병력 청취나 신체 진찰만으로는 정확한 진단

이 어렵다1). 특히 신생아 급성 음낭증은 통증,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매

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고환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속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1). 

경우에 따라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혜부 감돈 탈장으로 발생하는 고환 허혈의 

경우 소아에서는 드물게 발생하고 초기 평가에서 종종 고려되지 않아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생식능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2). 따라서 다른 원발성 서혜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고환 혈류가 완전한지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2).

본 저자들은 갑작스런 보챔과 함께 우측 음낭의 부종을 보인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게서 서혜

Received: 26 August 2021

Revised: 21 October 2021

Accepted: 25 October 2021

Correspondence to: Yo Han Ho, MD

Department of Pediatrics, Presbyterian 

Medical Center, 365 Seowonro, Wan

sangu, Jeonju 54987, Korea 

Tel: +82632301390

Fax: +82632301490

Email: soriyh@nate.com

A Case of Functional Testicular Torsion Caused by In
carcerated Inguinal Hernia in a Newborn

Yoo Kyung Choi, MD and Yo Han Ho, MD
Department of Pediatrics,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Korea 

Neonatal Med 2021 November;28(4):157-160
https://doi.org/10.5385/nm.2021.28.4.157
pISSN 2287-9412 . eISSN 2287-9803

Copyright(c) 

By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All right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

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 duc 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

perly cited.

Case Report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385/nm.2021.28.4.157&domain=pdf&date_stamp=2021-11-30


158 Yoo Kyung Choi and Yo Han Ho
Newborn with Testicular Torsion

부 감돈 탈장과 그에 따른 기능적 고환 염전이 함께 확인된 드문 증

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문헌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증례

환아는 재태 연령 40주 4일, 출생체중 4,000 g (>90 percentile)으

로 개인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통해 출생한 남아로, Apgar 점수는 1

분 9점, 5분 10점으로 분만 손상 없이 양호하였다. 임신 중 특별한 

약물 복용 없으며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던 건강한 30세 산모의 

둘째 아기로 산전 초음파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아

는 개인병원에서 귀가 후 집에서 지내던 중 생후 18일째 심하게 보

채 개인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 후 특이 소견 없어 집에서 경과 관

찰 하였으나 보챔이 지속되고 우측 고환에 부종이 생겨 생후 19일째 

본원 외래로 내원하였다. 외래에서 시행한 신체진찰에서 복부는 전

반적으로 부드럽고 촉지되는 덩어리는 없었으나 우측 서혜음낭부

에서 매우 단단한 약 2×2 cm 크기의 압통이 있는 단단한 종괴가 촉

지되었다. 환부 주변은 부종과 함께 적갈색의 발적과 열감이 동반되

어 있었다. 

비뇨기과 협진 하에 시행한 음낭 초음파에서는 서혜부 감돈 탈

장과 함께 혈류의 흐름이 없는 경계가 불명확하고 실질내 비균질

성 음영을 보이는 고환(8.3×13.1 mm)이 우측 음낭 내에서 관찰되

었다. 주변의 조직은 전반적으로 붓고 혈류량이 증가하였으며, 좌

측에서는 음낭수종이 관찰되었으나 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Figure 1).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본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아는 신체 

계측상 체중 4,700 g (>90 percentile), 신장 59 cm (>90 percentile), 

두위 37 cm (>90 percentile)로 측정되었고 생체 징후는 혈압 88/57 

mmHg, 맥박 135회/분, 호흡수 50회/분, 체온 36.8℃로 측정되었

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6,500/mm3 (중성구 47.4%, 림프구 35%), 

혈색소 13.8 g/dL, 적혈구 용적률 36.6%, 혈소판 347,000/mm3과 전

해질은 정상이었고 C-반응단백질은 0.81 mg/dL이었다.

환아는 전신 마취 하에 우측 서혜부를 절개하여 음낭 종물을 탐색 

후 음낭까지 내려가 있는 탈장낭 내에 괴사된 소장의 일부(약 5 cm)

가 확인되어 이를 절제하였다. 비뇨기과 의사가 수술에 참여하여 적

갈색의 괴사된 고환을 육안으로 확인 후 우측 고환적출술을 시행하

고 외과에서 서혜부 감돈 탈장에 대해 탈장낭의 고위결찰술을 추가

로 시행한 뒤 수술을 종료하였다. 적출한 우측 고환에 대한 현미경

적 소견은 고환 조직 전체에 걸쳐 출혈, 응혈 및 괴사가 일어나 출혈

성 경색 소견에 일치하였고, 적출된 소장 역시 동일 소견으로 관찰

되었다. 환아는 수술 시 반대 측 고환 고정술은 시행하지 않았고, 퇴

원 전 시행한 남은 고환에 대한 음낭 초음파 결과 고환은 음낭 내에 

잘 위치하며 정상적인 크기와 음영 및 혈류 흐름을 보였고, 음낭수

종은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환아는 수술 후 특별한 합

병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수술 후 5일째 퇴원하였다. 

환아는 현재 생후 13개월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며, 반대 측 

고환 꼬임이나 서혜부 탈장 소견 없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보이

고 있다.

고찰

신생아의 급성 음낭증은 신체 진찰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진단이 

어렵다1). 초기 증상으로는 음낭 부종, 발적, 보챔, 울음 등이 있다. 

감별 진단으로는 고환 염전, 서혜부 탈장(감돈 또는 교액), 부고환염 

또는 고환염, 음낭의 외상, 음낭수종이 있다2).

 서혜부 탈장은 소아에서 흔하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 

하나이며 소아에서 연 0.8%–4%로 발생하며 영아, 특히 미숙아에서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3). 대부분 간접형으로 복막초상돌기의 폐

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고 방치될 경우 감돈 또는 교

Figure 1. Ultrasound of the scrotum. (A) The right testis had significant heterogeneous parenchyma 
(arrowheads), and peritesticular tissues were oedemateous (arrows) with absent blood supply. (B) 
Intact testicular perfusion with moderate hydrocele in  the left scr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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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진단 후 가능한 빠른 교정 수술

이 필요한 질환이다4). 서혜부 탈장이 감돈된 경우 서혜관 내의 혈관 

구조물의 압박에 의한 이차적인 장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히 

남아에게서는 고환 허혈이 발생할 수 있다5). 서혜부 감돈 탈장으로 

인한 장 손상은 0.1% 정도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고환 허혈은 

0.3%–15%로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하며 6개월 미만의 영아는 고환의 

측부 혈관 구조가 완성되지 않아 연장아보다 고환 허혈에 더 취약하

다5). 또한 서혜부 감돈 탈장은 마치 고환 염전처럼 보일 수 있다6).

신생아의 고환 염전은 매우 드물며 출생 시 발병률은 약 100,000

명당 6.1명이며, 18세 미만 남아에서는 연 발병률 100,000명당 3.8

명이다7). 국내에서 Lee 등8)의 고환 염전의 현황 보고에 따르면 0

세–4세에서 연 100,000명당 1.52명, 25세 미만 남성에서 연 100,000

명당 1.1명의 발병률을 보였다. 임상 양상은 대개 발열이나 다른 특

이 증상은 없으며 대부분 변색, 부종 등의 이학적 소견에 의해 발견

되며 이것은 급성 음낭증에서 흔히 동반되는 이학적 소견이다9). 도

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영상 검사는 진단을 내리는 데 가장 유용하

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존적 관리로 충분한 환자를 구

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9).

고환 염전은 크게 초막외염전(extravaginal), 초막내염전(intrava-

ginal)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신생아기 고환 염전은 청소년

기나 성인의 고환 염전과는 다르게 고환, 부고환, 초막이 정삭을 축

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꼬이는 초막외염전이 대부분이다10). 꼬임의 

정도는 180도에서 720도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 정도와 꼬인 시간

에 따라 고환 염전의 중등도가 달라지게 되며 염전으로 인해 정맥 

및 동맥의 혈액공급이 모두 방해되어 결과적으로 고환의 괴저가 발

생한다10). 

고환으로 가는 혈관의 실제 비틀림이 고환 허혈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종물에 의한 혈관 압박이나 외상성 혈관 파열과 같

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허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2). 원인이 무

엇이든 고환 허혈은 결국 고환의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환으

로 가는 혈류가 중단되면 기능적 고환 염전이 발생할 수 있다2).

고환 염전이 발생했을 때 고환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은 20%–40%

로, 즉각적인 수술적 개입의 시점에 따라 확률이 달라진다. 모든 정

자발생세포와 세르톨리세포는 허혈 4시간부터 파괴되기 때문에, 고

환의 보존에는 이른 진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11). 증상 발생 6

시간 이내 수술할 경우의 고환 보존율은 90%인 반면에 발생 24시간 

이후에 수술 시에는 고환 보존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며 2014년 

Lee 등8)에 따르면 국내에서 0–4세의 고환 보존율은 75.2%, 전 연령

에서의 고환 보존율은 75.7%를 보였다. 염전된 고환이 소생 가능성

이 없다면 추후 감염의 원인 및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환 

조직에 대한 항체 생성을 할 수 있어 고환절제술(orchiectomy)이 필

요하다9). 본 증례의 환아는 본원에 내원하여 즉시 비뇨기과에서 확

진 후 수술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내원 전일부터 심한 보챔

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아 염전의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고환의 보존율은 매우 낮으며 증례의 환

아도 육안으로 확인 시 염전된 고환이 이미 괴사되어 고환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신생아 고환 염전시 반대 측 음낭수종은 흔하게 관찰되나 이에 대

한 명확한 치료방법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12). Kaefer 등12)은 이러

한 경우 복막초상돌기를 통한 복강 내 구조물의 탈출이 관찰되지 않

는다면 보존적 치료방법이 신생아의 반대 측 생식능의 손상 가능성

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의 환아에서도 반대 측 

초음파에서 음낭수종이 관찰되었으나(Figure 1B) 정상적인 고환의 

크기와 혈류의 흐름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고, 고환적출

술 후 추시 상 음낭수종이 사라진 것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Waseem 등2)은 서혜부 탈장의 성공적인 도수 정복 이후 확인된 

고환 허혈을 보인 2개월 남아의 증례를 보고하였고, Ozdamar와 

Karakus5)는 147명의 서혜부 탈장 환아들 중 10명(6.8%)이 합병증으

로 고환 허혈을 보인 증례를 보고하였다. Taylor와 Strachan13)은 음

낭 부종을 보인 4개월 남아가 서혜부 감돈 탈장과 이로 인한 이차적

인 기능적 고환 염전의 증례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서혜부 탈장으로 인해 고환으로 가는 혈류가 소실되어 

발생한 고환 허혈을 보인 해외 증례들이 보고되었으나2,5,13) 이와 유

사한 국내 보고는 드물다. 서혜부 감돈 탈장 시 고환 허혈 또는 기능

적 고환 염전이 동반될 수 있고, 이러한 고환 허혈은 영구적인 생식

능 소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한 빠른 영상 검사 

및 외과, 비뇨기과 의사의 협진 등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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