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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산소화부 으로 발 된 말  T 세포 림 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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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escribe here the first known case in Korea of pulmonary involvement with peripheral T cell lymphoma and 

the patient presented with severe hypoxic respiratory failure. A 57-yr-old man was admitted to our hospital with rapid 

progression of dyspnea and bilateral diffuse infiltration on a chest radiograph. He received mechanical ventilation and 

low dose corticosteroid treatment under the suspicion of critical illness-related corticosteroid insufficiency. Transbron-

chial lung biopsy revealed large atypical lymphoid cells with positivity for CD3＋. We diagnosed this patient as hav-

ing a peripheral T cell lymphoma and we treated him with high dose corticosteroid. His clinical and radiologic find-

ings rapidly improved and then he received a full dose of chemotherapy for the peripheral T cell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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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종 환자에서의 폐침윤은 호치킨림 종에서 38%, 비

호치킨림 종에서 24%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하지만1) 진단 

당시 심한 산소화부 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2-9) 국내

에서는 미만성 폐 침윤소견을 보인 림 종의 증례는 일부 

보고되었으나 심한 산소화부 으로 발 한 증례는 한국의

학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보고된 바 없었다.10-13)

  자들은 심한 산소화부 으로 발 한 림 종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투여 후 호 된 증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

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57세 남자 환자가 3일 부터 발생한 진행성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력상 고 압과 당뇨병성 신증이 있

었다. 환자는 성 병색을 보 으며 의식상태는 명료하

다. 신무력감을 호소하 으나 기침, 가래, 발열 등은 찰

되지 않았다. 압 120/80 mmHg, 체온 36.0oC, 맥박 72회/

분, 호흡수 20회/분이었다. 신체검사상  폐야에 거친 호흡

음과 수포음이 청진되었으며 심잡음은 청진되지 않았다. 복

부 진찰에서 간과 비장은 지되지 않았으며 임 선 종

나 사지부종은 찰되지 않았다. 기공기에서 시행한 동맥

 가스 검사는 pH 7.37, PaCO2 33.5 mmHg, PaO2 61.8 

mmHg, HCO3− 19.0 mmol/L, SaO2 91.0%이었다. 체 구

계산검사에서 백 구 9,500/mm
3, 색소 10.2 g/dl, 소  

281,000/mm3, 백 구 분획은 성구 73.7%, 림 구 14.4%, 

단핵구 9.6%, 호산구 2.0%, 호염기구 0.3%이었다. 일반화학

검사에서 BUN 48.7 mg/dl, creatinine 2.6 mg/dl, AS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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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est radiograph at the time 

of admission in intensive care 

unit shows bilateral diffuse 

infiltrations in both lungs and 

widening of pleural space in 

both apical hemithoraces (A). 

After corticosteroid treatment, 

a follow up chest radiograph 

shows markedly improved di-

ffuse infiltrations in both lungs 

and disappeared widening of 

both apical pleural spaces (B).

Fig. 2. Two lung window images of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HRCT) show multiple patchy and nodular consolidations and ground 

glass attenuations with smooth 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in both lungs (A, B). Two mediastinal window images of HRCT show multiple 

enlarged lymph nodes in mediastinum (arrow in C) and bilateral pleural effusion (arrows in D).

IU/L, ALT 14 IU/L, Na＋134 mEq/L, K＋ 3.9 mEq/L, Cl− 

106 mEq/L, protein 5.5 mg/dl, albumin 2.5 mg/dl, LDH 2,965 

U/L, CRP 3.8 mg/dl이었다. 흉부 단순촬  검사에서  폐

야에 범 하게 분포하는 결 성의 그리고 융합하는 반

상의 음  증가와 함께 양측 흉첨부에 흉막공간의 확장이 

보 다(Fig. 1A). 이후 시행한 흉부 산화 단층 촬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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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A cellular infiltration is noted in interstitial and perivascular areas (H&E, ×20). (B) Cellular infiltrative lesion shows large atypical 

lymphoid cells and many apoptotic bodies (H&E, ×100). (C) Atypical lymphoid cells display a positive immunoreactivity for T-cell marker 

such as CD3 (×100). (D) The tumor cells also have an immunoreactivity for granzyme B (×100).

상 상에서는  폐야에 다수의 불규칙한 결 성의 는 

반 상의 간유리음 과 경화성의 음 과 함께 간질의 비후

가 보 고 이러한 소견들은 상 폐야와 주변부 폐야에 좀더 

우세했다(Fig. 2A, B). 한 종격동 상에서 종격동에 임

선의 비 와 함께 양측 흉막 삼출이 보 다(Fig. 2C, D).

  환자는 감염성 폐렴이나 이성 폐암 등과의 감별이 되

지 않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호흡곤란의 원인을 확인하기 

해 기 지 내시경 검사를 통한 기 지 폐포세척  경기

지 폐생검을 시행하 다. 내원 4일째 호흡곤란이 악화되

면서 분당 호흡수 30회/분 이상이며 마스크 8 L/min로 산소 

투여하 으나 동맥  가스검사에서 PaO2 65.9 mmHg로 측

정되어 환자실 실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 다. 

실 당시 압 90/38 mmHg, 맥박은 126회/분이었고 추

검사한 흉부 단순촬 에서 미만성 음  증가가 악화 되었

다. 고용량의 승압제 사용에도 평균동맥압이 50 mmHg 이

하로 유지되어 환자에서 발생하는 부신기능부 (critical 

illness-related corticosteroid insufficiency)14) 의심하에 hydro-

cortisone을 6시간마다 50 mg의 용량으로 환자실 실 일

부터 정주하 다. 스테로이드사용 이후 생체 징후는 안정화 

되었고 추 검사 한 흉부 단순촬 에서도 미만성 음 의 

호 이 찰되었다(Fig. 1B). 환자실 실 2일째 경기 지

내시경하 폐생검 결과에서 CD3＋인 비정형 거  T세포가 

찰되어 말  T 세포 림 종으로 진단하 다(Fig. 3). 이후 

스테로이드 용량을 항암화학요법의 용량인 prednisolone 125 

mg/day으로 변경하여 5일간 치료하 다. 다른 항암제인 cy-

clophosphamide, adriamycin, vincristine은 2차감염증의 가능성

을 배제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환자실 실 4일째 

승압제 사용을 지하 고 환자실 실 5일째 생체징후

는 압 130/60 mmHg, 맥박 82회/분, 호흡수 23회/분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의식 상태는 명료하 으며 PaO2/FiO2 

302로 증가된 소견을 보여 기 삽 튜 를 제거하 다. 환

자는 이후 액종양내과로 과되어 항암화학요법(cyclo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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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amide 750 mg/m2 iv, adriamycin 50 mg/m2 iv, vincristine 

1.4 mg/m
2 iv)을 시행 받았으며 호 구 감소성 발열로 항생

제 치료  보호자의 연고지 계상 타 병원으로 원 하

다.

고      찰

  폐를 침범하는 림 종은 원발성 폐림 종과 림 종의 이

차 인 폐침윤으로 나  수 있다. 원발성 폐림 종은 림

 외 비호치킨 림 종의 3−4%를 차지하고 체 악성 원

발성 폐종양  0.5%를 차지할 정도로 드물다.
15) 반면 림

종의 이차 인 폐침윤은 드물지 않아 사후 부검을 통한 연

구에서 폐는 간 다음으로 림 종이 림  외로 침범하는 

흔한 장기로 보고되었다.15) 본 증례의 환자는 복부 산화 

단층촬 에서는 커진 림 이 찰되지 않았으나 흉부 

산화 단층촬 에서 종격동에 커진 림 이 찰되어 림

종의 이차 인 폐침윤이 의심되었다.

  이차 인 폐침윤은 부분 림 종이 있는 종격동 는 

폐문 림 에서  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 상 소견에서도 종격동의 임 선에서 직  

하는 부분의 폐를 침윤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소견이다. 그러

나 폐 결 , 분 성 혹은 엽성 경화를 보이거나 소엽사이 

격(interlobular septum)의 비후와 동반된 망상 양상이 찰

되기도 한다.16) 한 사후 부검을 통한 연구에서 T 세포 림

종이 B세포 림 종이나 호즈킨 림 종에 비해 간질 침윤 

형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본 증례는 말  

T 세포 림 종으로서 흉부 산화 단층촬 에서 소엽사이 

격의 비후를 동반한 간질성 음 증가뿐만 아니라 반 상

의 그리고 결 성의 간유리 음 과 경화성 음  등의 다양

한 상의학  소견들이 함께 찰 되어 기 진단에 어려

움을 주었다.

  심한 산소화부 으로 발 하는 백 병, 육종, 세포 

조직구증, 선암, 융모암 등 다양한 악성 종양이 폐 조직 검

사에서 확인 되었으나17) 림 종이 진단 기에 성호흡곤

란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는 드물며,
2-9) 국내에서는 아직까

지 보고된 가 없다. 본 증례에서와 같이 림 종의 미만성 

폐 침윤은 다양한 원인의 폐 감염과 감별이 힘들어 확진을 

해서는 폐포세척, 경기 지내시경하 폐생검 는 개흉 폐

생검 등이 필요한데 진단을 해 시행하는 경기 지내시경

하 폐생검과 폐포세척술이 원발성 폐 림 종에서 민감도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진단에 제한이 있다는 보고18)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면역억제 환자에서 발생하는 폐 침윤에

서 기 지내시경이 진단에 요한 도구가 되고 기 지내시

경하 폐 생검으로 림 종을 진단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

다.19,20)

  본 증례의 환자에서 성 호흡부 에서 호 된 것은 

환자실 실 이후 고용량의 승압제 사용에도 압이 불안

정하여 패 성 쇼크에 동반한 환자에서 발생하는 부신기

능부 (critical illness-related corticosteroid insufficiency)
14) 의

심하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이 림 종에 작용한 것으로 

단되며 이로 인해 생체 징후  흉부 방사선 촬 상에도 

호 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경기 지 폐생검 결과

상 말  T 세포 림 종으로 확진되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 유지 후 인공호흡기 이탈  기 삽  튜 의 제거도 

가능하 으며 신 상태가 호 되어 항암화학요법까지 시

행할 수 있었다.

  상기 환자는 호흡곤란과 산소증이 빠르게 진행한 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치료  말  T 세포 림 종이 진단

된 증례이다. 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발 한 환자에서 원

인이 명확치 않은 경우 원인으로 림 종에 해서도 고려

가 필요하고 진단을 한 폐포세척술과 경기 지내시경하 

폐생검 등과 같은 극 인 검사와 한 치료가 환자의 

생존에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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