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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소양감은 악성 종양과 관련되어 왔다는 보고는 있
지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신성 습진이 악성 종양과 관
련되어 있다는 보고는 흔치 않다1. 전신성 습진이 있는 환
자들 중 접촉피부염, 약물 복용, 아토피 피부염 및 다른 명
백한 원인의 과거력을 감별해야 하며, 이러한 원인들이 없
는 경우 특발성 아토피 피부염 또는 특발성 만성 피부염으
로 진단 내리기 보다 림프종이나 백혈병 등의 악성종양의
2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저자들은 전신의 발생한 소양성의 홍반성 구진과 결절
을 주소로 내원한 40세 여자 환자에서 발생한 림프종 1예
를 경험하고,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또는 만
성 피부염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신성 습진을 보이는 환자에서 백혈병 및
림프종에 대한 정밀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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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41세, 여자
심한 소양감과 함께 전신에 발생한 홍반성의
구진과 결절
내원 3개월 전부터 심한 소양감과 함께 전신에
발생한 홍반성의 구진과 결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아토피 병력, 국소 및 전신 약물 병력,
접촉물 병력, 감염력 없었음.
단단한 홍반성의 구진과 결절(Fig. 1A)
피부 소견 외 특이 사항 없음.
화학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
사선검사에는 이상이 없었고,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9.7 g/dl로 낮게 측정된 것 외에는 특이 소견 없었다.
불규칙한 가시세포증과 유두종증을
보였고, 혈관 주변으로 경미한 호산구 및 림프구의 침윤을
보였다(Fig. 1B).
4달간의 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 치료
로 뚜렷한 호전 없이 증상 및 병변이 악화되어 입원하였
고, 입원하여 추가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13,410/μl (정상범위 4,000∼10,800/μl)으로 증가되었고,
대부분은 호중구(83.6%)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IgE 수치
는 738 kU/L로 증가되어 있었고, 항핵항체는 음성이었으
며, C1q 및 C1 inactivator는 정상이었다. 흉부방사선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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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검사상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사
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을 추가하며 스테로이드, 항히
스타민제를 사용하며 퇴원하였지만 1달 뒤 40도의 발열을
보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락트산 탈수
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가 1,025 IU/L (정상수치
225∼455 IU/L)로 증가되어 있었고,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상 종격 림프절과 양쪽 겨드랑이 림프절의 증가를 보였고
(Fig. 2A),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복부대동맥을 따라 다
수의 림프절이 증가되어 있었다(Fig. 2B). 환자는 림프종으
로 의심되어 복부에서 시행한 림프종의 세포흡인검사상
CD30 양성, Ki-67 양성, EBV 양성, ALK 음성을 보이는 호
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Fig. 2C∼E), 이후 타 병원으

(A) Generalized eruption
with numerous small papules, some
with scale and excoriation. (B)
Histological section of skin biopsy
specimen shows irregular acanthosis
and papillomatosis, perivascular lymphocytic infiltration with scattered
eosinophils (H&E, ×200).

Clinical features of chronic eczema associated neoplasm in dermatological literature
Case
Sex/Age Duration
No.
12

M/36

22
32

F/37
M/81

47

M/75

57

M/43

67
77
87
7
9
7
10

M/63
M/70
F/84
M/80
M/86

11
7
12
8
13

7

M/69
M/65
F/55

1

M/69
M/65
F/34

14
1
15
10
16

Our F/41
case

2 y

Distribution
Face, trunk, arms, legs

Clinical appearance

Histopathology

Diagnosis

Eczematous dermatitis Chronic psoriasiform dermatitis Hodgkins disease
with prurigo nodule
5 mo
Flank, arms, legs
Eczematous plaques
Spongiotic dermatitis
Hodgkins disease
3 mo
Trunk, arms
Eczematous plaques
Subacute spongiotic dermatitis Non-Hodgkins
and papules
lymphoma
1 yr
Trunk, legs, arms, face
Eczema craquele
Parakeratotic epidermis with
B-cel lymphoma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1 yr
Trunk, legs, arms
Eczema craquele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Anaplastic T cell
lymphoma
Trunk, legs
Eczema craquele
Subacute spongiotic dermatitis Hodgkins disease
14 mo
Legs
Eczema craquele
Subacute spongiotic dermatitis T-cell lymphoma
4 mo
Trunk, arms, legs
Eczema craquele
Subacute spongiotic dermatitis T-cel lymphoma
1 yr
Trunk, arms, legs
Eczema craquele
Subacute spongiotic dermatitis T-cel lymphoma
6 mo
Trunk, arms, legs
Eczema craquele
Subacute spongiotic dermatitis Anaplastic T cell
lymphoma
1 mo
Trunk, legs
Eczema craquele
Hodgkins disease
3 wk
Trunk, legs
Eczema craquele
Hodgkins disease
3 mo
Face, neck, inguinal area Eczematous papules
Subacute spongiotic dermatitis T-cel lymphoma
and plaques
A few mo
Hodgkin s disease
A few mo
Hodgkin s disease
3 yr
Whole body
Brown-colored
Diffuse large
excoriated papules
B-cell lymphoma
4 mo
Whole body
Eczematous papules
Prurigo nodularis
Hodgkins disease
and plaques

김종훈ㆍ노미령: 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된 소양감을 동반한 전신의 만성 습진

(A) Chest CT shows several enlarged lymph nodes in
mediastinum and both axillary fossas. (B) Abdominal CT
shows multiple enlarged lymph nodes along great vessels of
abdomen and pelvis. (C) Aspirate cytology specimen from
abdominal lymph node demonstrates positive staining reaction
for CD30 (CD30 stain, ×400). (D) Positive staining reaction
for Ki-67 (Ki-67 stain, ×400). (E) Positive staining reaction
for EBV (EBV stain, ×200)

로 전과되었다.

소양증은 악성종양에 선행하는 징후로 주로 관찰되며,
호치킨 림프종의 약 30%에서 전신성 소양증이 나타날 수

있다3. 또한 호치킨 림프종 뿐만 아니라 비호치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림프구육종 등 주로 백혈병이나 림
프종과 같은 악성종양과 연관되어 부신생물증후군의 일환
으로 피부증상이 생길 수 있다4. 혈액종양에서 피부에 나
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심상성 천포창, 종양수반성 천포
창, Sweet 증후군, 괴저성 농피증, 홍피증 또는 박탈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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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염, 혈관염, 피부홍통증, 후천성 어린선, Leser-Trélat 징
5
후, 유전분증, 소양증 등이 있다 . 한 예로 박탈성 홍색피부
증의 원인으로 주로 특발성인 경우가 많으나 폐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백혈병, 균상식육종과 같은 림프종과 같
은 다른 내부 장기암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6.
그러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신성 습진이 악성종양
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는 흔치 않으며 1977년 Barker와
1
Cotterill 이 대증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습진의 소견
을 보였으나 호치킨 림프종으로 진단된 예를 처음 보고한
이후, Callen 등2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신성 습진과
관련된 호치킨 림프종과 비호치킨 림프종 3예를 보고하였
다. 이후 Sparsa 등7은 균열 습진의 양상을 보이는 질환과
관련된 림프종 7예와 함께 이전에 발표된 2예를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국내에도 Lim 등이 발표한 1예8가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6예가 보고되어 있다(Table 1). 현재까
지 보고된 환자는 남자가 12명, 여자가 4명이며, 3주에서 3
년간의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었던 전신성 습진이었고, 발
병한 악성종양으로는 호치킨 림프종이 본 증례를 포함하
여 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T-cell 및 B-cell 림프종도
있었다.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신성 습진을 보이는 환자에서
의 원인으로 건성 습진, 약물 알러지, 접촉 피부염, 아토피
성 피부염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일부의 환자들에
게서는 특발성 만성 습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소양
감을 동반한 만성 습진 환자들 중 특별한 원인이 없을 경
우 악성 종양의 동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세한 신체적 검
사, 말초혈액 도말 검사를 포함한 혈구 검사, 화학 검사,
락트산 탈수소효소 검사, serum electrophoresis, 크기가 증
가된 림프절의 조직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흉부 및 복부
단층촬영검사 등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악성종양에 수반되는 부신생물증후군 중 피부질환
의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호르몬
또는 세포매개성의 면역학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
져 있다. 이 가설은 악성종양과 관련된 피부질환의 경우
악성종양을 제거하면 호전되는 현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9.
본 증례의 경우 심한 소양감이 동반된 결절성 양진에 합
당한 임상 및 조직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사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로 3개월간 치료하였지만, 증상
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로 발열을 주소로 시행한 검
사에서 호치킨 림프종을 진단할 수 있었던 예이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다른 종양을 수반하는 전신성 습진과 유사하
게 임상 및 조직학적으로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없었고,
2,7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서 기저
질환으로 림프종 및 백혈병에 대한 검사가 주기적으로 시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증례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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