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킷 림프종은 전신 어디에서나 원발성 혹은 이차성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림프세포증식질환으로, 유방을 침범하는 경우는

매우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방을 침

범하는 림프종의 상의학적인 특성에 한 몇몇 논문이 있었

으나, 양측 유방을 미만성으로 침범한 버킷 림프종의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1-3). 저자들은 초음파 검사에서 미만성

의 유방병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양측 유방을 침범하는 미

만성 버킷 림프종의 증례를 보고한다.

증례보고

38세 여자환자가 양측 유방의 통증을 동반한 크기 증가를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과거력 상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약을 복용하 으나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환자는

2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에 출산한 경력은 없었다.

신체진찰상 환자의 양측 유방은 15 cm × 15 cm 크기로 커져

있었으며, 경도의 압통과 발적이 있어 유선염이 의심되었다.

유방촬 술은 매우 치 한 유방형태 으나, 국소병변이나 병

적인 석회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유방초음파에서 양

측 유방은 미만성의 실질 증식과 연조직 부종, 피부 두께 증가

가 관찰되었으며, 양측 유방의 내측에는 여러 개의 둥근 모양

의,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성의 국소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 양측 유방의 국소 병변에 해 초음파유도하 14게이지 핵

생검을 시행하 고 버킷 림프종을 진단받았다(Fig. 3). 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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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으로 유방을 침범하는 버킷 림프종은 드문 질환이다. 저자들은 임상적으로 유선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초음파상 동반된 저에코성 병변의 핵생검을 통해 진단된 양측성의 버킷 림

프종의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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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Mediolateral oblique view (A),
craniocaudal view (B) mammography
showed extremely dense pattern of
parenchymal density, without focal le-
sion or pathologic calcification.



FDG PET(F-18-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에서는 양측 유방의 섭취율 증가가 있었고,

이 외에 기관지분지하부와 우측 액와부, 좌측 상완부의 섭취율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췌장과 양측 부속기, 복막 침범의 소견

이 있었으며, 두개기저부, 양측 쇄골, 우측 상완부, 골반, 퇴

골의 골수 침범 소견이 있었다(Fig. 4). 환자는 버킷 림프종

병기 IV 진단 하에 항암치료 중 기회감염과 폐출혈로 사망하

다.  

고 찰

유방의 림프종은 유방의 악성질환의 0.15% 정도를 차지하

며, 모든 악성 림프종의 0.5% 미만이 원발성으로 유방을 침범

한다(4, 5). 원발성 유방 림프종의 진단은 유방의 림프종이 진

단된 당시에 전신적인 림프종의 증거가 없고, 이전에 악성 림

프종을 진단받지 않았을 때 국한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임상

적으로는 유방과 병변이 있는 유방의 동측 액와림프절만을 침

범해야 한다. 이차성 유방 림프종은 원발성 림프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단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는 유방을 침범하는

다수의 국소병변으로 나타난다(5). 

지금까지 유방의 림프종의 진단에 있어 상의학적인 특성

을 기술한 몇몇 보고가 있으며, 체로 비특이적인 상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4-9). 그 중 최근에 27명의 환자

에서 32개 종양의 증례로 림프종의 상 소견을 기술한 Yang

등(5)의 보고에 따르면, 유방 림프종에서 가장 흔한 유방촬

술 소견은 단일 종괴로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에 이어

전반적 비 칭이 다음으로 흔했고, 소수만이 다수의 병변을 보

다. 종괴로 보인 경우에 병변은 소엽성, 혹은 불규칙한 모양

을 보 으며, 다수가 불분명한 경계를 보 다. 초음파 검사에

서 가장 흔한 소견은 불규칙한 모양과 불분명한 경계, 혹은 고

에코성 계면을 가진 단일 저에코성 종괴 으며, 유방을 전체적

으로 침범한 경우에는 구조 왜곡을 동반한 미만성 실질 침윤의

소견을 보 다. 

버킷 림프종은 고도로 공격적인 비호지킨성 B-세포 림프종

으로서, 흔히 빠르게 자라는 종괴로서 증상이 나타나고, 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두경부와 복부에 흔히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뇌신경계와 골수도 침범할 수 있다. 유방을 침

범하는 버킷 림프종에 국한된 상소견의 보고는 매우 적으나,

전체 림프종에서의 소견보다 더 진행된 양상으로 보이는 미만

성 침범이나, 큰 불분명한 종괴의 양상이 흔히 보고되었다(2,

3, 6). Asai 등(10)은 초음파상 전체적으로 반상의 혼합된 에

코를 보이며, 낭성병변을 포함한 유방병증과 유사한 양상을 보

이는 유방의 버킷 림프종을 보고하 으며, Jung 등(1)은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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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Ultrasonography of the breast revealed diffuse parenchymal proliferation, soft tissue swelling and skin thickening in both
breasts (A). There were also hypoechoic lesions with indistinct margins (B, C, arrows). The lesion in the upper medial portion of
the right breast (B) measured about 1.0 × 1.1 cm in size, and the lesion in the upper medial portion of the left breast (C) measured
about 1.7 × 1.2 cm in size. Core needle biopsy of the lesion in the left breast gave pathologic diagnosis of Burkitt lymphoma.

Fig. 3. Microphotograph of core-needle biopsy specimen from
focal lesion in left breast (H-E stain, ×400) showed character-
istic feature of Burkitt lymphoma, “starry sky”pattern, which
is imparted by numerous benign macrophages that have in-
gested apoptotic tumor cells.



촬 술과 초음파에서 특이 이상소견 없이 18-F-FDG PET에

서 미만적으로 유방의 섭취율이 증가한 소견만을 보이는 증례

를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는 비교적 젊은 여자에서 갑작스럽게 압통을 동

반한 유방종 를 주소로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유선염이 의심

되었지만 초음파상 양측 유방에 저에코성 국소병변과 함께 전

반적인 실질 증식과 연조직 부종, 피부 두께 증가를 보여 다른

원인의 유방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초음파유도하 핵생검을 시

행하여 버킷 림프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어 시행한 F-

18-FDG PET에서는 양쪽 유방에 강한 미만성 섭취증가 외에

전신을 침범한 림프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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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 showed diffusely increased F-18-
FDG uptake in both breasts. Additional
increased F-18-FDG uptake was seen
in subcarinal region, left upper arm,
pancreas, both adnexae and peri-
toneum. Bone marrow involvement by
lymphoma was suspected in skull base,
both clavicles, right humerus, pelvic
bone and both fem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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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use Involvement of Bilateral Breasts in the Incidence of
Burkitt’s Lymphoma: A Case Repo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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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idence of Burkitt’s lymphoma involving both breasts is rare. We report such a case that was diag-
nosed by a core biopsy of a hypoechoic lesion visualized from the ultrasonographic results of a patient that was
clinically suspected of mas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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