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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ermaphroditism was discovered in four dogs at surgery.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hermaphroditism in each case, gross morphological and histopathological studie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histopathological studies, two dogs were diagnosed as unilateral true hermaphroditism because they

had mixed gonad containing testis and ovary in unilateral gonad. Whereas two dogs were diagnosed as

male pseudohermaphroditism because they had only testis and uterus that had endometrial atrophy. After

resection, further follow-up of several months revealed no evidence of clinical abnormalities. 

Key words : hermaphroditism, pseudohermaphroditism, dog

서 론

반음양(hermaphroditism)은 생식선(정소와 난소)과 외

부 생식기를 동일한 체내에 가지는 진성 반음양(true

hermaphroditism)과 둘 중에서 한 가지 성선만을 가지면

서 다른 성의 특징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가성 반음양(pseudohermaphroditism)으로 구분한다 [1]. 

진성 반음양은 형태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즉, 좌우 생식선에서 난소와 정소를

동시에 가지는 양측성 진성 반음양(bilateral true

hermaphroditism), 한쪽 생식선에서만 난소와 정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외측성 진성 반음양(unilateral true

hermaphroditism), 그리고 한쪽 생식선이 난소인데 비해

반대쪽 생식선이 정소인 편측성 진성 반음양(lateral true

hermaphroditism)이 바로 그것이다 [3]. 사람의 진성 반

음양의 경우는 약 60%가 46XX이며 46XY와 46XX/

46XY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동물에

서도 유사한 염색체 구조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

소부분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드물게 배란과 임

신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4]. 이에 비해 정소는 발

육이 완만하거나 위축성이 대부분이며 정자를 형성하는

경우는 볼 수 없다. 

가성 반음양은 웅성 가성 반음양(male pseudoher-

maphroditism)과 자성 가성 반음양(female pseudoher-

maphroditism)으로 분류한다. 웅성 가성 반음양은 생식

선이 정소인데 비해 내부와 외부 생식기가 자성을 나타

내는 경우를 말하며, 태생기의 뮐러관(mullerian duct) 형

성부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내부 및 외부 생

식기를 보유한다. 한편, 자성 가성 반음양은 난소, 자궁

및 난관 등의 내부 생식기를 보유하지만 외음부의 형태

가 웅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동물에 있어 반음양은 돼지 [11], 염소 [2], 말 [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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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2-14]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육안적, 임상적 및 병

리학적인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6개월령에서 3년령에 이르는 4

마리 개에서 진단된 반음양의 증례에 대한 진단과정과

조직병리학적 소견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3년령의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로 체중이 8.65 kg이

었고 성장 이후 발정을 나타내지 않아 내원하였으며 육

안적으로 자성임에도 불과하고후지를 들고 배뇨하는 습

관을 보였다. 방사선 촬영결과 음부에 가까운 복강에서

음경골이 관찰되었으며 음부에서 페니스의 일부분이 외

부로 노출되어 있었다. 축주의 희망으로 불임수술이 시

행되었다. 

난소부분은 정소로 판명되었으며 피막에는 정소상체

관과 유사한 구조물이 관찰되었다(Fig. 1A). 정소의 크

기는 좌측이 가로 1.5 cm, 세로 1.2 cm, 높이 1 cm이었

고, 우측은 가로 1.3 cm, 세로 1 cm, 높이 1 cm이었으

며 정소상체관에서 정관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현저하게

위축된 자궁각이 형성되어 있었다. 10% 완충포르말린

고정 후의 활단면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이었으며, 좌측

정소는 담명한 황백색을 보였다(Fig 1B). 양측정소는 간

질성 섬유화를 동반하여 약간 단단했다. 위축된 자궁의

내막은 협소화 되어 있었고 자궁벽은 전체적으로 적색

조를 나타내었다(Fig. 1B).

양측성 정소는 황체형성과 더불어 위축된 정세관 및

정소상체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소와 자궁은 섬유

성결합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정세관내에는 기저막

에 근접하여 단층성으로 배열한 지지세포가 확인되었고

풍부한 호산성 세포질내에는 크고 작은 공포가 관찰되

었으나 정소세포(spermatogonium), 정자세포(spermatid)

및 정자형성(sperminogenesis)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C). 정소의 피막하에는 고립성 황체가 작은 결절을 이

루고 있었으며 황체의 중심부는 출혈을 수반하여 낭포

를 형성하고 있었다(Fig. 1D). 성숙한 황체세포의 핵은

원형에서 난원형이며 세포질은 호산성이었으나 이형성

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E). 간질영역에는 고도의 섬

유화와 작고 원형의 핵을 가지는 미숙한 형태의 간질세

포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그 외 좌측정소의 피막

아래에 방추형세포로 구성되는 난소피질과 여포와 같은

미숙한 난소조직이 형성되었으나 성숙한 난포는 관찰되

지 않았다. 자궁의 구조는 남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위

축성이었으며 근층의 두께는 얇고 표층에서 근층에 이

르기까지 미만성 출혈이 관찰되었다. 자궁선은 감소경

향을 보였으며 내강에 분비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페니

스는 골아세포, 골세포, 파골세포 및 음경해면골로 구성

돼어 있었으며 골조직 주변에는 섬유성 근육조직이 증

식되어 있었다(Fig. 1F). 

증례 2

6개월령의 미니어쳐 닥스훈트로 체중이 3 kg이며 음

핵부위의 융기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내원했으며, 임

상수의사의 촉진으로 음핵부위에서 음경골을 수반한 페

니스가 확인되었다. 개복수술 후 난소와 자궁부위를 적

출하였다. 

난소부분은 정소로 판명되었으며 정소의 크기는 좌측

이 가로 1.2 cm, 세로 0.8 cm, 높이 0.8 cm이었고, 우측

은 가로 1.5 cm, 세로 0.8 cm, 높이 0.7 cm이었으며 육

안소견은 증례 1과 흡사했다(Fig. 2A). 

난소영역에는 외모형태와 상반되는 정소상체관을 포

함한 정소조직이 양측성으로 관찰되었다. 정소와 자궁

은 증례 1과 같이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

다. 정소내부에는 간질성 섬유화에 의해 분획된 미숙한

형태의 정세관이 무수히 배열하고 있었으며(Fig. 2B), 정

세관 내부에는 단층으로 배열하는 지지세포가 내강을

향하여 뻗어 있었다. 내강에는 점액성 분비물이 저류하

고 있었으나 정모세포(spermatocyte) 및 정자형성은 인

정되지 않았다. 검사범위 내에서 난소의 구성성분은 관

찰되지 않았다. 자궁벽에는 충혈이 현저하였으며 자궁

근층의 외측에는 발생과정에서 소실되지 않고 잔존한

뮐러관의 유산물로 추측되는 정관(ductus deferens)이 관

찰되었다(Fig. 2C). 정관의 내부는 중충원주상피가 배열

하고 있었고 원주상피의 표층에는 정소상체관에서도 볼

수 있는 부동모(stereocilia)가 내강을 향하여 뻗어 있었

다(Fig. 2D). 자궁의 내강에는 혈액성분과 점액성 분비

물이 저류하고 있었으나 표면상피 및 자궁선을 구성하

는 상피에서 분비능 항진이나 이형성 등의 형태학적 변

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E & F). 

증례 3

1년령의 말티즈로 체중 2.5 kg 이었으며 음핵으로부

터 페니스와 같은 돌기가 있어 내원하였으며 개복수술

로 난소와 자궁을 적출했다. 

난소부분은 정소로 판명되었으며 정소의 크기는 좌측

이 가로 1 cm, 세로 0.8 cm, 높이 1 cm이었고, 우측은

가로 1.2 cm, 세로 1 cm, 높이 1 cm이었으며 육안소견

은 증례 1과 흡사했다. 

난소영역에는 외모형태와 상반되는 정소상체관을 포

함하는 정소조직이 양측성으로 관찰되었으나 자궁과 정

소는 결합조직과 지방조직에 의해 약 1 cm 정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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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ue hermaphroditism (Case 1 and 3). A, Atrophic testicles are bilaterally observed in areas of ovary and the color

of uterus is dark reddish. T: testis, P: penis, U: uterus. B, Sagittally cutted testis. Left testis is covered by epididymis (arrows).

C, Nodular luteum (arrows) is surrounded by connective tissues and cystic changes are seen in the center of lutein. H&E,

×100. D, Testicular hypoplasia with seminiferous tubules lined almost entirely by Sertoli cells (arrows). Numerous interstitial

(Leydig) cells (arrow heads) are present in the stroma. H&E, ×400. E, Luteal cells have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H&E, ×400. F, Os penis. Note normal bone tissue. H&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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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seudohermaphroditism (Case 2 and 4). A, Almost same gross findings as Fig. 1A. B, Epididymis (upper) and

seminiferous tubule (under). Dilated epididymis tubules and atrophic seminiferous tubules with stromal fibrosis. H&E, ×

100. C, Congestion in the mucosa of uterus (right) and ductus deferens (arrow) on parallel lines of uterus is observed.

H&E, ×100. D, Stratified columnar epithelium with cilia in the ductus deferens. H&E, ×400. E, Attenuated mucosa and

mucosal congestion are seen. H&E, ×100. F, Mild mucinous material is seen in the tubules and glands (arrows) but no

histological changes were noted. H&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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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로 관찰되었다. 정세관 내부에는 단층으로 구성

된 지지세포가 내강을 향하여 배열하고 있었고 일부의

정세관에서는 중층성으로 배열하는 정모세포가 관찰되

었으나 정자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정소의 섬유성 간

질에는 간질세포가 증가되어 있었고 좌측정소에서는 원

시 난포세포의구조도 혼재하고 있었다. 정소와 유리되

어 형성된 자궁에는 간질성 섬유화를 수반하고 있었으

며 자궁선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있었다. 

증례 4

6개월령의 폰다 콜리견으로 체중이 12.3 kg이었으며

음부로부터 페니스와 같은 돌기가 있어 내원하였다. 음

경부, 자궁 및 난소에 대해 육안 및 병리 조직검사를 실

시하였다.

난소부분은 정소로 판명되었으며 정소의 크기는 좌측

이 가로 1.6 cm, 세로 1.2 cm, 높이 1 cm이었고, 우측은

가로 1.5 cm, 세로 1 cm, 높이 1 cm이었으며 페니스의

길이는 약 4 cm이었고, 육안소견은 증례 1과 흡사했다.

난소영역에는 외모와 상반되는 정소상체관을 포함하

는 정소조직이 양측성으로 관찰되었으며 정소와 자궁은

연결되어 있었다. 자궁의 외측에는 뮐러관이 잔존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관이 관찰되었다. 외음부에

서 돌출된 음경조직에는 미숙한 음경골이 관찰되었으며

음경골의 선단부에는 섬유성 결합조직이 고밀도로 증식

되어 있었다. 그 외의 조직학적 소견은 증례 3과 흡

사했다. 

상기 적출한 각 증례의 조직 재료는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서 충분히 고정한 후, 조직검사용 표본을 위

하여 정소는 정소상체관을 포함하여 가장 큰 단면을 채

취하였으며 난소는 횡단면과 종단면을 각각 두 곳에

서 채취하였다. 음경골을 포함한 페니스는 탈회과정

(decalcification) 후 조직표본을 작성했다. 일반적인 알콜

계열을 거쳐 파라핀 포매하고 4 µm의 두께로 조직표본

을 준비하여 hematoxylin-eosin(HE)염색을 실시하여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반음양 4 증례에서 관찰된 생

식선 발생분포의 일반적인 소견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고 찰

태아기의 성선의 기원은 동일한 중간 중배엽

(intermediate mesoderm)에서 발생하며 생식선의 분화는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 성선의 발달과 더불어 Y염

색체에 의해 정소로 분화되는 경우에는 주로 볼프관의

발달로 웅성 성기가 형성되며 Y염색체를 결여하여 난

소로 분화한 경우는 뮐러관의 발육에 의해 자성 성기가

형성된다 [15]. 반음양은 성선의 발생과정에서 성염색체

이상, 성선이상과 호르몬분비 불균형 등에 의해서 발생

하며 해부학적인 형태의 차이에 의해 진성과 가성반음

양으로 분류된다. 성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 수와 구조의

결함이며 사람의 Klinefelter syndrome은 XXY를 보유하

는 대표적인 예이다 [6]. 성선 이상은 성선과 염색체의

성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XY, XX 개체를 형성

하는 수정과 감수분열은 정상이지만 성선이 반대로 발

달하는 경우이다 [8]. 개에서는 XX sex reversal(XX 웅

성 또는 진성반음양)이 코카스파니엘, 퍼그, 비글, 케리

블루테리어, 바이마너 종에서 보고된 바 있다 [7, 8]. XX

반음양은 코커 스파니엘에서 상염색체 열성 성질로서

유전되며 정상 암컷의 핵형(78, XX)를 가지고 다양한

크기의 정소조직을 가진다. 진성반음양은 일반적으로 발

생빈도가 드물며 형태학적으로 양측 생식선에 각각 정

소와 난소를 가지는 경우와 양생식선이 융합된 형태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난정소(ovotestis) 또는

hermaphroditismus verus bilateralis라고 불린다. 증례

1과 3은 한쪽 성선에서 웅성생식선과 자성생식선의

일부가 관찰되어 외측성진성 반음양(unilateral true

hermaphroditism)으로 판단되었다. XX의 정소와 난정소

(ovotestis)를 가지는 진성반음양은 혈통 내에서 발생하

며 유전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7], 이

연구에서 추적조사는 시행하지 못했다. 증례 2와 4는 양

측 생식선이 웅성이었으나 자궁과 외음부가 관찰되어

웅성 가성 반음양(male pseudohermaphroditism)으로 사

료되었다. 증례 2, 3, 4의 생식선과 외부생식기는 전반

적으로 위축성이었고 정자형성과 배란을 시사하는 조직

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증례 1에서는 편측성

Table 1. Distribution of gonad and genitalia in four hermaphrodite dogs

Cases Testis Ovary Uterus Penis Clitoris Sperms Lutein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 present, -: no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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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선에서 성숙한 황체와 원시적인 난포세포가 성선

의 일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반음양을 나타내는 동물

에서 graffian follicle 발달을 나타내는 난자형성 [9]과 배

란 및 임신이 확인된 예는 매우 드물게 보고된 바 있으

며 [10], 사춘기에 유선의 발육과 월경은 일반적으로 관

찰된다고 보고되었다 [4]. 증례 1은 3년령이며 난소에서

미숙한 난포세포와 황체형성이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보

아 진성 반음양인 동물에서도 배란과 임신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본 예에서 확인된 반음양 증례는 모두 소형견에서 발

생되었고 생식선이 대부분 정소였다는 소견과 양측성으

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병리조직학적인 소

견으로 진성과 가성반음양으로 구분 할 수 있었으나, 개

의 품종과 기형발생의 유전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

로 추적해 갈 방침이다. 거세 수술 후 4증례에서 특별히

기술할만한 임상적 변화는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았다. 

결 론

6개월령에서 3년령의 다양한 품종의 개에서 육안적

검사와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발견된 반음양의 증

례에 대한 진단과정과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시행하였

다. 그 결과, 한쪽 성선에 정소와 난소를 동시에 가지는

편측성 진성 반음양과 양쪽에 정소와 위축된 자궁을 가

지는 웅성 가성반음양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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