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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travascular lymphomatosis (IL) usually produces vascular occlusion due to the angiotropic nature, which can result in in-
farct like lesions. Herein, we report a case of pathologically confirmed IL presenting with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Case Report: A 53-year-old female was admitted for both legs weakness.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showed ICH on bilat-
eral cerebral hemispheres. Spinal MRI showed lesion with patchy contrast enhancement. Cerebrospinal fluid (CSF) revealed an elevated 
red blood cell and white blood cell, with normal protein and glucose level. High dose glucocorticoid was given under the impression of 
vasculitis and the state of the patient showed transient improvement, but got worsened eventually. Chest computer tomography (CT) 
showed consolidation. Through lung biopsy, she was diagnosed with IL.
Conclusion: This is a case of brain IL complicated by ICH not associated with coagulopathy. Increasing awareness of IL as a differential 
diagnosis may lead to more opportunities f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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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관내 림프종(intravascular lymphomatosis, IL)은 일반적으로 

B세포계통의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소혈관 내강에서 증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혈관내 림프종은 전신성 림프종 없이 중추신

경계에 발생하여 임상적으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뇌영상 

소견을 보이기에, 조직검사 없이 확진하기는 어렵다. 저자들

은 출혈성 뇌병변을 동반한 혈관내 림프종 1예를 경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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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 하고자 한다.

증     례  

평소 건강했던 53세 여자가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하여 진행

하는 양하지 위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동반증상으로 하지의 

감각저하 및 배뇨장애가 있었다.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

고, 이학적 검사에서 복수가 있었으며, 림프절비대 소견은 없

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양 하지에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grade 2의 근력저하 및 요추 1번 피부분절 이하로 감각

저하가 있었다. 타원에서 뇌와 척수의 자기공명영상을 시행

하였으며 다발성 대뇌 출혈 및 척수 T10-L1에 부분적으로 조

영 증강되는 병변이 발견되었다(Figs. 1, 2). 당시 환자는 척수

염으로 진단되어 스테로이드 투여받았고 양하지 위약은 MRC 

grade 4로 호전된 상태로 전원되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학

적 검사에서 백혈구 5,630/μL, 헤모글로빈 10.3 g/dL, 혈소판 

107,000/μL였으며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악성세포나 비정형

세포는 없었다. 흉부 X-ray에서 공동성 병변이 관찰되어 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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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침 흡인 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만성염증 및 섬유

화 소견이 보였다. 뇌, 척수, 폐를 침범하는 혈관염 혹은 패 혈

성 색전으로 인한 경색 및 출혈성 변화가 의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뇌척수액검사에서 색깔은 황색변성을 보

였고 압력 15 mmH2O, 백혈구 8/μL (polymorphonuclear neu-

trophil 39%, lymphocyte 34%, others 27%) 적혈구 12,050/μL, 

단백질 40.4 mg/dL, 척수액당 75 mg/dL, 혈당 142 mg/dL이며 

세포학적 검사에서 악성세포는 없어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보

인 출혈소견은 보이나 염증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가항체검

사에서 fluorescent antinuclear antibody (FANA) 약 양성으로 확

인되었으며 피부조직검사에서 혈관주위 림프구 침윤이 확인

되었다. 이후 자가면역 질환에 동반된 혈관염에 준하여 스테

로이드 투여 시작하여 유지하던 중, 3주 후부터 발열이 있고 

하지 위약이 진행하였으며 전신발작이 발생하였다. 추적관찰

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출혈이 증가하였으며, 뇌파검사에서 

간질 파가 보였다. 뇌척수액검사에서 압력 17 mmH2O, 백혈구 

6/μL (polymorphonuclear neutrophil 4%, lymphocyte 30%, oth-

ers 66%), 적혈구 0/μL 단백질 45.6 mg/dL, 척수액당 83 mg/

dL, 혈당 141 mg/dL으로 오히려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기관지 혈관을 따라 반점형 젖빛유리혼

탁화이 보였다. 이에 기존의 혈관염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

어 고 용량 스테로이드 및 azathioprine을 투여하였으나 혈소판

감소증 및 빈혈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를 중단하였다. 위약증

상은 MRC grade 1으로 악화되었으며, 재시행한 뇌전산화단층

촬영에서 병변 크기가 증가되어 있었다. 뇌조직검사를 고려하

였으나 환자 전신상태가 좋지 못하여 폐조직검사를 시행하였

으며 혈관내 림프종 소견이 확인되었다(Fig. 3). 양전자방출단

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서 폐, 뇌에 섭취가 증

가되어 있었다. 복합항암요법 R-CHOP (rituximab, cyclophos-

phamide, hydroxydaunorubicin, Vincristine, prednisone)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호중구감소 증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Figure 1. T2-FLAIR MRI (left) and gradient-recalled echo, GRE 
(right) MRI findings.  Initial brain MRI (A) shows subcortical 
hemorrhage with perilesional edema, which is disappeared after 
high dose glucocorticoid therapy but recurrence of hemorrhage at 
different site (B). After the patient developed seizure, follow-up MRI 
(C) shows increased size and site of hemorrhage 

A                                               

B

C

Figure 2. Spinal MRI findings. 
Sagittal T2 weighted MRI of the 
thoracic spinal cord shows (A) 
hyperintense lesion (white arrows) 
below T10 level and (B) patchy 
enhancement (white arrow head) 
at the same area on gadolinium-
enhanced T1 weighted image.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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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증례는 혈관내 림프종에 대한 국내보고와 달리 백질 병

변이 아닌 피질 병변이 주였으며 뇌출혈 소견을 보였다. 초기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조영증강이 되지 않고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이는 다발성 병변으로 시작해서 추적검사에

서 출혈성 병변이 새롭게 생기고 병변 내부뿐만 아니라 피질

에 출혈로 인한 헤모시데린 침착 소견이 보였다.

국내에서 보고된 혈관내 림프종은 미약하게 조영되고 경계

가 불분명하며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면서 주로 

백질에 위치하는 병변으로 발현되어 아급성 피질하경색 혹은 

국소성 뇌염으로 진단되었다가 급격한 증상악화 및 LDH 증

가, 빈혈 소견 등으로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되었다.1 다른 증례에서는 피질하 백질, 심부 백질, 뇌량 

등 여러 부위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며 조영 증

강이 되는 소견으로 탈수초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스테로이드 

사용 후 일시적 호전을 보였다가 다시 악화되어 부검을 통해 

진단되었다.2 

혈관내 림프종은 비호지킨림프종의 매우 희귀하고 공격적

인 형태로, 작은 혈관 내강의 악성세포 증식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중추신경계와 피부에 발생한다.3 임상소견은 주로 혈관

폐색으로 인한 증상으로, 75%-85%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며 

이 중 90%는 다발성 뇌졸중 양 증상(76%), 치매(50%), 아급성 

뇌 병증(27%), 간질(28%) 또는 척수병증(40%)으로 발현한다.4 

뇌 병변은 뇌 전반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피질하 백질, 심부 백질, 뇌실 주위, 뇌량 등 백질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뇌줄기, 소뇌와 척수는 드물게 침범된다.5 가장 흔

한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심부 백질에서 보이는 T2 강조영

상신호증가(45%)이며, 소 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양 병변

이 다음으로 흔하였다(36%). 뇌 실질에 조영증강되는 종괴 혹

은 광범위한 뇌막 조영 증가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림프종 세포가 뇌막 혈관내부에 침윤하기 때문이다.6

중추신경계의 출혈성 병변으로 나타난 경우로 Lui 등7은 혈

관내 림프종에서 동반된 파종 성 혈액응고장애 및 뇌출혈 환

자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혈관 내 존재하는 림프종 세포가 지

혈체계균형을 변형시켜 출혈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

나 이 증례와 같이 혈액응고장애의 동반 없이 출혈성 병변이 

주로 나타난 경우 림프종 세포가 혈관외부로 확장되어 침투하

면서 혈관벽 손상이 확인된 증례가 있었다.8  그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이는 혈관 벽의 내피세포와 림프종 세포

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혈관벽의 퇴행성, 염증성 변화 

및 이로 인한 괴사로 혈관벽이 손상되어 늘어나면서 미세동맥

류를 형성한 뒤 결국 출혈되거나, 이와 더불어 혈관 내의 림프

종 세포가 내피세포의 국소적 지혈균형을 깨뜨려 출혈이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9

본 증례와 같이, 진행하는 신경계 침범증상을 보이면서 출혈 

성 뇌 병변, 특히 피질의 출혈성 병변이 증가하는 뇌영상 소견

을 보이는 경우에서 혈관내 림프종을 의심해 볼만하다. 특히 

혈관염 의심하에 스테로이드 치료 시 부적절한 치료반응을 보

이는 경우 혈관내 림프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단을 위한 피부 

Figure 3. Histopathologic findings in lung biopsy. The vascular lumen is occluded by atypical large cells (A) with convoluted nuclei, coarse 
chromatin and occasional nucleoli (arrow; H&E stain, ×400). The immunocytochemistry studies show these cells (B) express B-cell markers 
(CD20) (IH, ×4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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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른 내부장기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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