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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프관종은 양성 종양으로 임파계의 발생 과정에서 생기

는 선천적인 이상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소아에

서 발견되며 성인에서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경

부 (75%)와 액와 (20%)에 존재하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드

물게 보고된다. 신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그 중 매우 드물

다.
1-3 신장에 생긴 림프관종은 국외의 경우 36례만이 보고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예가 없다. 저자들

은 신장에 생긴 다방성 신낭종을 발견하여 수술하 으며, 

술 후 조직 검사 결과 낭종성 림프관종으로 보고되었던 1례

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3세 남자 환자가 건강 검진을 통해 발견된 우측 신장의 

낭종을 주소로 내원하 다. 3년 전 위궤양으로 진단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과거력은 없었으며, 

가족력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문진 시에 특별한 증상 호

소는 없었고, 신체검사에서 전신상태는 양호하 고 혈압과 

맥박 등도 정상이었으며,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생화학검사 및 요세포검사 등

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복부 초음파에서 우신 상극부위

에 4.0x3.6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낭종이 있었고, 내부에 

얇은 중벽들을 동반하고 있으나 낭종 내에 석회화나 고형 

종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중극 부위에 2.3cm 크기의 단순 

낭종이 관찰되었다. 2년 후에 추적 관찰한 복부 초음파에서 

우측 상극부위의 낭종은 4.5cm로 크기가 커졌으며, 여러 선

상의 음 이 증강되는 중벽들이 관찰되는 다방성 신낭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중극 부위의 단순 낭종은 변화가 없었

다 (Fig. 1). 복부골반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우측 신장 상

극부위에 중벽들을 동반한 다방성 신낭종이 관찰되었고 중

극부위에 단순 낭종이 관찰되었다 (Fig. 2). 이상의 방사선

학적 소견으로 낭종성 신세포암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다방성 신낭종을 의심하여 우측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

다.

  수술 시에 우신은 주위조직 및 후복막 근육들과 유착은 

없었고, 우신 상극부위에 위치해 있는 다방성의 낭종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3). 주위 림프절은 커져 있거나 유착되

어 있지 않았다. 조직학적 소견에서 육안으로 우신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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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ymphangioma is a benign tumor and predisposed to the neck and the 
axillary region. A lymphangioma of the kidney is a very rare and seen 
as multilocular cysts in imaging studies, and are difficult to differentiate 
from other malignant cystic diseases. A 53 year-old man was referred for 
known right renal cysts. Abdominal ultrason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showed a 4.0x3.6cm multiloculated cystic mass in the right 
upper pole of the kidney and 2.3cm sized simple cyst in the ipsilateral 
mid pole. Malignant cystic diseases c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radio-
logical studies. He underwent a radical nephrectomy. Gross examinations 
revealed a multilocular cyst protruding from the renal parenchyme. The 
multilocular cyst was located in the upper pole of the kidney, with another 
simple cyst in the mid pole. Microscopic examinations showed that 
attenuated flat to cuboidal cells paved the multilocular cyst, but no 
nephron was seen in the cystic wall. A distinct thick fibromuscular bundle 
represented a large lymphatic channel. These findings were compatible 
with a lymphangioma. (Korean J Urol 2005;46: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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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크기와 2cm 크기의 두 개의 다방성 신낭종들이 관찰되

었다. 종물의 절단면 소견에서 악성화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는 얇은 벽의 낭종들이 관찰되었다 (Fig. 3).

  현미경적으로 저배율 소견에서 신실질 내에 위치해 있는 

다방성의 낭종들이 관찰되었다 (Fig. 4A). 고배율 소견에서 

다방성 낭종의 벽에 편평형 또는 정방형의 세포들이 일렬

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낭종벽 내에 신장단위 (nephron)는 관

찰되지 않았고 림프관들이 존재하 다. 이상의 소견은 림

프관종에 합당한 소견으로 환자는 신장에 생긴 림프관종으

로 진단되었다 (Fig. 4B).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술 후 5일째 퇴원하 으며, 

6개월 뒤 시행한 복부골반부 전산화 단층촬 에서 좌측 신

장에 새로 생긴 0.5cm 크기의 단순 낭종 외에 다른 특이 소

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현재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Fig. 2. Abdominal computerized tomography of the lymphangioma of the kidney. (A) Multilocular cyst is shown in the right upper pole 

of the kidney, but without wall thickening or calcification. (B) Simple cyst shown in the ipsilateral mid pole of the kidney.

A B

Fig. 1. Abdominal ultrasonography of a lymphangioma of the 

kidney showing a 4.0x3.6cm sized multiloculated cystic mass in 

the right upper pole of the kidney and a 2.3cm sized simple cyst 

in the ipsilateral mid pole.

Fig. 3. The kidney is grossly examined. A multilocular cyst located 

in the upper pole of the kidney, with a simple cyst in the mid 

pole.



한경석 외：신장에 생긴 낭성 림프관종  91

고      찰

  림프관종은 주로 소아에서 발견되는 선천적인 임파계의 

양성 종양이다. 이론적으로는 림프관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은 경부와 액와에 

존재한다. 그 외에 비교적 드물게 발견되는 부위로는 후복

막, 종격, 창자간막, 그물막, 대장, 골반, 비장, 신장 등이 있

다. 비뇨기계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4-6 신장

에 생긴 림프관종은 그 중에서도 매우 드물다.
1-3

  림프관종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하면서 각각 다른 

호발 위치와 병리적 특성을 보이는데, 모세형 (capillary or 

circumscriptum type), 해면형 (cavernous type), 낭종형 (cystic 

type)으로 분류된다.
7
 모세형 림프관종은 진피나 표피에 있

는 림프관이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해면형 림프관종

은 특별한 호발 위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낭성 림프

관종은 흔히 다방성 낭종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경부

와 액와 등 흔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소견

만으로 양성 림프관종으로 진단될 수 있다.

  낭성 림프관종이 신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악성 신낭종

과의 정확한 감별이 힘든 경우가 많다.
1 다른 장기와 마찬가

지로 악성으로 진행하거나 전이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

어서, 크기가 작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경화 용액의 주입 등을 이

용한 치료로 충분하며, 수술로써 이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신장에 다방성 신낭종이 발견되었을 때,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 으로 신장에 생기는 악성 질환 및 기타 질

환과의 감별이 매우 힘들다.
4
 이 경우 다방성 악성 신낭종을 

비롯한 윌름 종양, mesoblastic nephroma, cystic partial 

differentiated nephroma, clear cell sarcoma 등과의 감별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세침 흡입술이나 세포 병리 검사 방법 

등을 시행해 볼 수도 있으나,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고 위 

음성률이 높아 확진 검사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8
 결국 악성

과의 감별을 위해 조직학적인 확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수

술적인 제거를 하게 된다.
1,2,8

  본 예는 특이하게 편측신 내에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낭종

이 존재하 는데, 한 낭종은 다방성 낭종의 형태로 다른 하

나는 단순 낭종의 형태로 존재하 다. 서로 형태를 달리하

는 두 낭종이 모두 낭성 림프관종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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