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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ic lymphangiomas are comparatively rare, benign tumors of lymphatic system and their
histogenesis are uncertain. About 75% of theses lesions are in the neck, 20% are in the axillary
region, and 5% are in the mediastinum, retroperitoneal region or groin. But retroperitoneal cystic
lymphangiomas are very rare. Retroperitoneal cystic lymphangiomas are usually found incidentally
during diagnostic procedures performed for unrelated clinical reasons or at surgery. Although
retroperitoneal cystic lymphangioma is a benign lesion, it may cause significant morbidity due to
its large size and its often invasive character with a strong tedency to secondary infection. They
generally present as a palpable mass or abdominal pain and fever related to hemorrhage or
inflammation of the cystic wall. The treatment of choice is surgical excision. We experienced a
case of retroperitoneal cystic lymphangioma in a 4-year-old boy who had developed rapid
abdominal distention and abdominal pain for 4 days. We have completely excised large cystic
mass ＆ histologically confirmed cystic lymphangioma.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was made. (J
Korean Pediatr Soc 1999;43: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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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막 등에서도 발생한다1). 후복막에 발생한 림프관종은
주로 다른 임상적 이유로 시행한 검사나 수술 도중에

림프관종은 비교적 드문 양성 종양으로서 발생 기

3)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체 검사 도중 복

원은 후천성으로 염증이나 외상 이후에 림프관의 폐

부 종괴의 촉지로 발견될 수 있는데 이때는 후복막에

쇄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다는 주장과 선천성으로 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종양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그

시 림프낭이 림프관과 연결되지 못하고 격리되어 낭

외 임상 증상은 종괴에 의한 주위 구조물이 압박되어

종을 형성한다는 주장 등1)이 있으나 아직 확실히 정
립되지 않았다. 발생 부위는 원시 림프낭이 존재했던
경부에서 약 75%가 발생하며2) 그 외 액와부, 종격동,
서혜부와 드물게는 뼈, 췌장, 대장, 소장, 장간막, 후복

요관 폐쇄나 장폐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4) 드물게는
2차적 감염이나 출혈로 인해 복통이나 발열 등의 증
상도 나타나 외과적 질환과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
다5, 6). 진단은 단순 복부 촬영이나 초음파, 전산화 단
층 촬영을 이용하여 종괴의 성상과 크기 및 침윤 정

접수 : 1998년 8월 10일, 승인 : 1998년 10월 9일
책임저자 : 이창호, 부산광혜병원 소아과
Tel : 051)503-2111(交 1600) Fax : 051)504-2111

도 등 비교적 정확한 진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직
학적 검사로 확진한다7, 8). 치료는 가급적 완전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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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대한 침윤성 낭종인

며 수포음이나 천명 등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는 심하

경우는 완전 절제가 힘들며 이런 경우는 남은 조직에

게 팽만되어 있었으며 청진상 좌상 복부의 장음이 감

9)

서 재발과 감염이 잘 일어난다 . 국내에서 보고된 후

소되어 있었다. 촉진상 복부의 전반적인 압통을 호소

복막의 림프관종은 손 등7), 신 등8), 이 등10), 오 등11)

하였고 좌상 복부에서 거대한 종물이 촉지되었으나

이 보고한 4례로 이중 신생아기 이후의 소아에서 발

간과 비장은 만져지지 않았다.

7)

3

견되는 예는 손 등 이 보고한 1례이다. 이에 저자들

검사 소견 :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9,700/mm ,

은 4세 남아에서 발생한 거대한 후복막 림프관종 1례

혈색소 10.8g/dL, 혈구 용적치 33%, 혈소판 495,000/

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mm3으로 약간의 빈혈 소견을 보였고 혈청 전해질 검
사와 생화학 검사 및 소변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증

례

방사선 소견 : 단순 복부 촬영상 좌측 복부 상방에

거대한 연부 조직 밀도의 종괴가 장관을 우측으로 밀
환 아 : 안○○, 4세, 남아

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Fig. 1) 복부 초음파 검

주 소 : 복통, 복부 팽만

사상 좌측 신장의 전방에서 방광까지 내려오는, 격막

과거력 및 가족력 : 특이 사항 없음.

을 가지는 낭성 종괴를 볼 수 있었다(Fig. 2). 복부

현병력 : 내원 4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과 복부 팽만

전산화 단층 검사에서는 10×18×11cm의 낭성 종양이

으로 개인 의원에서 장폐쇄가 의심되어 본원 응급실
로 전원되었다.
이학적 소견 : 내원 당시 체온 36.7℃, 맥박 78회/

분, 호흡수 28회/분이었으며 체중 12.5kg(3-10백분위
수), 신장 92cm(3-10백분위수)였다. 신체 검사상 피부
에 발진이나 착색은 없었으며 경부에서 림프선이나
기타 종물은 만져지지 않았다. 호흡음은 규칙적이었으

Fig. 2. Ultrasonogram showes a huge cystic mass
in the left side abdomen which is anterior
to left kidney with septum-like structure.

Fig. 1. The plain abdominal radiography demonstrates a large soft-tissue mass with displacement of bowel loop.

Fig. 3. CT scan obtained at the level of porta
hepatis demonstarates cystic mass which is
retroperitoneal origin and displaces the
pancease ＆ splenic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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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rast-enhanced CT scan at the level of
the perirenal space illustrates non-enhanced
large cystic retroperitoneal mass with thin
septum.

Fig. 6. Cystic lymphangioma consists of large lymphatic channels with collection of lymphocyte in stroma(H-E in stain, ×100).

Fig. 5. Appearance of cystic lymphangioma at laparotomy.

Fig. 7. Lymphangioma showing dilated spaces lined
by flattened endothelium with a few bundles
of smooth muscle(H-E in stain, ×200).

후복막에 위치하면서 간문 부위에서 방광 상연까지
이르고 주위 구조물인 좌측 신장, 장관 췌장을 밀고

한 개의 큰 낭성 구조와 여러개의 매우 작은 낭포 구

있었으며 조영증강은 되지 않았다(Fig. 3, 4).

조가 얇은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치료 및 경과 : 내원 이후에도 복통과 복부 팽만이

수술 당시 세침 흡인을 하였을 때 낭성 구조는 장

지속되었고 방사선 소견상 후복막의 낭성 종괴를 보

액 혈성의 액체로 차 있었으며 출혈이나 괴사 소견은

여 내원 2일째 전신 마취하에 시험개복을 하였다. 수

관찰되지 않았다. 현미경 소견에서 낭성 구조의 벽은

술 시야에서 종괴는 좌측 후복강내에 위치하였고 복

도말 상피 세포가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크기의 림

강내 복수는 없었으며 상부는 췌장과 대장으로 유착

프관 통로로 이루어 졌으며 간간이 림프구의 응집과

되어 있고 하부는 방광의 상연까지 내려와 있었다

평활근 다발이 관찰되었다(Fig. 6, 7). 경과는 양호하

(Fig. 5). 내측으로는 좌측 대장을 정중선까지 밀고

여 수술 후 1주일 뒤에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있었다. 종괴는 내측연의 하행 결장과 후복막과는 비
교적 잘 분리되었고 췌장 하부에서 대망과 함께 유착

고

찰

되어 있어 박리시 낭종의 부분 천공이 있었으나 장기
손상 없이 완전 제거하였다.

림프관종은 다수의 확장된 림프관으로 구성된 비교

병리학적 검사 소견 : 종괴는 장경 18cm의 큰 회갈

적 드문 양성 종양으로 50-60%가 출생 1년 이내에,

색의 낭성 조직으로서, 표면은 부드럽고 매끈하였으며

80-90%가 생후 2년 내에 나타나며 성인에서는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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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되며 성별 발생빈도는 1 : 1로 성별 차이는

데, 첫째는 모세관 크기의 얇은 림프관으로 이루어진

없었다2, 12). 발생 부위는 75%가 경부에서 발생하고

단순 림프관종(simple lymphangioma)으로 주로 피부

20%가 액와부에서, 나머지 5%가 종격동, 서혜부, 뼈,

에 표재성으로 발생하고 둘째는 확장된 얇은 벽으로

소장, 대장, 장간막, 그리고 후복막 등에서 발생한다1,

된 림프관이 섬유성의 외막으로 덮여 있는 해면상 림

2)

. 본 증례와 같이 후복막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프관종(cavernous lymphagioma)으로 주로 대수증이

드문 경우로 1913년 Gauder와 Gorse가 처음으로 보

나 대설증에서 발견되고 복강내에는 드문 형이다. 셋

고한 이래 Westman, Mc Fadden, Nelson 등이 보고

째는 맥관 내피세포로 둘러싸인 수 mm내지 수 cm크

5)

13)

이전까지 보고된 600례

기의 낭포들로 종종 횡문근과 교원 섬유로 된 벽을

가 넘는 장간막에 발생한 낭종을 검토한 결과 단지

하였다 . 1957년 Harrow는

갖는 낭성 림프관종(cystic lymphangioma)이며 경부,

14례만이 후복막에 발생한 림프관종이었으며 Koshy

액와부, 천골의 하부, 복부, 대퇴부 그리고 서혜부 등

등1)은 1978년까지 22례를 더 발견하여 총 42례를 종

에서 발생하고 가장 많은 형이다5). 이런 낭종들은 투

합하여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낭성 림프관종

명하거나 연한 황갈색의 장액성 혹은 장액 혈성의 액

7)

이 보고되었으나 후복막에 발생한 경우는 손 등 , 신

체로 차 있기도 하고 다양한 양의 단백과 지방을 포

등8), 이 등10), 오 등11)이 보고한 4례이며 이중 이

함하는 유미성의 액체로 차 있는데 이렇게 포함하고

10)

11)

등 , 오 등 이 발표한 예는 모두 신생아기에 발견한

있는 액체의 성상이 다른 이유는 림프계와 연결되는

경우이며 본 증례와 같이 2세 이상의 소아에서 발견

통로의 수와 저류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3). 림프

한 예는 신 등8)이 보고한 1례이다. 전체 림프관종의

관종을 진단할 때는 림프액이 차 있는 소견보다는 낭

14)

16)

좌우 발생빈도는 Gross 등 의 보고에 의하면 좌측

포의 조직학적 소견이 중요한데 Rosanger 는 다음

56례, 우측 44례였으며 황 등12)의 보고에서는 좌측 9

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림프관종으로 진단할 수

례, 우측 11례로 좌우 별 차이 없이 발생한다고 한 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낭종이 맥관 내피 세포로 둘러

1)

면 후복막에 발생한 경우는 Koshy 등 의 보고에서는

싸여 있을 수는 있지만 원추 세포나 입방 세포가 있

22례 중 좌측 7례, 우측 12례였으며 나머지 3례는 복

어서는 안된다. 둘째, 낭종의 벽에는 작은 림프 공간

부 중앙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Alan과 David15)의 보

(lymph space)들이 있고 셋째, 벽에는 국소적으로 림

고에서는 좌측 12례(63%), 우측 7례(37%)로 현저히

프 조직의 침윤이 관찰되며 넷째, 혈관이나 결체조직,

좌측에서 호발하였다. 국내에 보고된 4례의 후복막 림

평활근 등이 낭종벽에 있는 경우에만 낭성 림프관종

프관종중 3례와 본 증례는 좌측에서 발생하였다. 림프

으로 진단할 수 있다. 본 증례의 병리학적 소견상

관종의 발생 기원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Rosanger의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쉽게 낭성 림프

일부에서는 염증이나 외상 혹은 변성으로 인해 후천

관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림프관종은 조직학적으로

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악성 림프관종인 lymphangiosarcoma와 lymphan-

선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원시 림프낭의 잔유물

giomyoma와 반드시 감별해야 한다. 림프관종의 임상

1)

하나 현재 가장 널리

증상은 종물의 크기,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 정도 및

받아 들여지는 기전은 발생 초기에 정상적으로 배액

이 증식하므로써 발생한다고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후복막에 발생한 경우는 무증

되는 림프관이 교통을 갖지 못하고 격리되어 림프액

상일 때가 많은데 이때는 다른 임상적 이유로 시행한

이 점점 축적되어 현저히 늘어난다는 것이다2, 5). 그러

복부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 촬영 또는 수술 도중에

나 이 가설로는 일부 림프관종의 침윤성에 대해서 설

우연히 발견된다3). Koshy 등1)의 보고에 의하면 중상

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침윤성은 내피 세포의 활발

이 발현되는 연령은 출생 첫날부터 68세까지로 특별

한 증식과 주위 조직이 압력에 의해 위측됨으로써 발

히 호발되는 연령군은 없었으며 증상의 기간은 하루

9)

생한다고 추측된다 .

에서 12년까지로 다양하였고 평균 13.8개월이었다. 주

병리학적으로 림프관종은 직경 1mm에서 5cm 혹

증상으로는 약 1/2에서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일부는

은 그 이상의 낭포으로 구성된 다방성(multilocular)

급성 충수염이나 복막염 혹은 원인 불명의 급성 복증

의 종물로서 낭포끼리는 종종 서로 교통하고 있다.

(acute abdomen)으로 오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

6)

Wegner 는 조직학적으로 3가지 형으로 분류하였는

한 통증은 장관의 폐쇄나 낭종의 염증, 출혈, 혹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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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파열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1, 5). 또한,

이나 동맥류 등과도 감별해야 하는데 특히 양성 낭종

동통없이 서서히 커지는 복부 종괴도 흔히 나타나는

성 기형종이나 농양은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 촬영 소

17)

소견이다. Thrupp 의 보고에서는 무증상의 복부 종

견이 유사하여 감별이 어려우므로 시험 개복이 필요

괴가 57.2%로 가장 흔한 임상 소견이었다. 그 외 증

하다5, 8).

상으로는 위장관의 압박으로 인한 오심, 구토, 변비가

치료는 진단 되는대로 수술로 완전 절제하는 것이

발생하거나 요로 폐쇄로 요로 감염이나 뇨저류 등의

원칙이나 크기가 너무 큰 경우나 주위 조직에 단단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18). Alan과 David15)의 보고에

밀착되어 있는 경우는 장관막과의 분리가 가장 문제

의하면 19명의 환자 중 8명은 복통이, 4명은 복부 팽

이며 완전 절제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조대술(Inter-

만이 주증상이었고 3명은 발열, 2명은 피로감과 체중

nal marsupialization of cystic lymphangioma)을 시

감소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혈뇨를 보였다. 후복막의

행함으로써 이환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2, 5). 이전에 사

림프관종은 양성이나 거대한 크기로 인해 장관이나

용하던 경화제 주사나 방사선 치료는 현재 수술 요법

요로 폐쇄를 초래하거나 2차 감염, 혹은 주위 조직으

대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예후는 완전 절제를 한

9)

로 침윤할 때는 심각한 이환율을 초래할 수 있지만

경우는 우수하나 잔류 낭종이 남는 경우는 남은 조직

악성으로의 변화는 극히 드물다19).

에서 림프액이 배액되지 않아 재발과 감염이 잘 일어

9)

9)

23)

진단은 임상적으로는 후복막에 발생하는 다른 종양

난다 . Galofre 등 의 보고에 의하면 평균 10년 경과

과 감별할 수 있는 특징은 없으며 주로 방사선학적

동안 재수술한 40례 중 8례에서, 완전 절제를 할 수

소견이 도움이 된다. 단순 복부 촬영에서 주위 구조물

없었던 23례 중 8례에서 재발하였으며 재수술한 경우

이 전위된 소견으로 위치를 아는데 도움이 되며 근래

도 재발하는 수가 흔하다. 그러나 악성 변이는 드문

에는 초음파 검사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종양의 정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의 경우는 주위 조직 손

확한 위치와 성상을 아는 데 유용하다8). 복부 초음파

상없이 완전 절제를 하였으며 수술후 4개월간 추적

촬영 소견은 주로 내부 반향(echo)이 없는 액체를 포

관찰하였으나 재발의 증거는 없었다.

함하는 낭성 병변으로 보이며 얇은 격막이 관찰되기
도 한다15).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소견은 후복막내에

요

약

주변부가 잘 경계되어지는 낮은 밀도의 종괴가 주위
구조물을 전위시키거나 큰 혈관을 감싼다. 조영 증강
20, 21)

후복막에 생기는 림프관종은 드물지만 단순 복부 촬

. 초음

영상 복강내 장기가 전위되는 소견을 보이면, 특히 2세

파와 전산화 단층 촬영상 낭종 내용물은 대부분 액체

이하에서는 항상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저자들

이나 일부에서는 조직 파편이 보이는데 이는 2차적으

은 내원 4일전부터 발생한 복통과 복부 팽만을 보인 4

로 감염이나 출혈이 있음을 의미하며 후복막의 림프

세된 남아에서 임상적, 방사선학적 그리고 조직학적으

관종에서는 유미(chyle)나 벽의 석회화는 극히 드물

로 후복막에 발생한 림프관종으로 진단하여 완전 절제

은 거의 없는데, 있다면 혈관종을 의미한다

15)

다 . 림프관 조영술을 실시하면 조영제가 낭종내로

를 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들어가서 구(globule)로 뭉쳐지는 소견을 보이거나22)
대동맥 주위의 림프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불규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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