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Congenital lymphatic dysplasia is a rare congenital maldevelopment of the lympha

tic system, in which dysfunction of the lymphatic system may cause leakage of lymph 

fluid into the limbs and the pleural, pericardial, or peritoneal cavity. We experienced 

a case of hydrops fetalis with subcutaneous lymphedema, chylothorax, chylous 

ascites and pericardial effusion. Lymphangiography revealed a critical defect of 

lymphatic system. Here, we report the first case of premature infant with congenital 

lymphatic dysplasia confirmed by lymphangiography, which is the first reported in 

Korea.

Key words: Congenital lymphatic dysplasia, Lymphangiography, Hydrops fetalis

서론

림프관의 비정상적인 발달에 의해 발생되는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congenital lym

phatic dysplasia)은 선천적 림프관의 기능장애와 함께 림프액이 사지와 흉강, 심낭 또

는 복강 내로 누출되는 질환이다
13)

. 1954년 Gorham 등
4)
이 선천성 림프관 이상과 동반

된 유미흉(chylothorax)을 처음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는 Jung 등
5)
에 의해 림프관종증

(lymphangiomatosis)과 동반한 유미흉이 처음 보고된 바 있다. 

림프부종과 유미 삼출액의 흉강 또는 심낭 내 저류로 인한 심폐 기능 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의 빠른 진단이 중요하나 신생아나 영아에게 있어서는 임상 증

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
6)
. 이러한 비정상적인 림프계를 확인

하기 위해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에는 림프관 조영술(lymphangiography)과 림프신티그라

피(lymphoscintigraphy), 컴퓨터 단층 촬영술(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이 있다
7,8)

. 이중 림프관 조영술은 림프절과 림프관의 

병리적 상황을 진단하는 정확한 도구로 알려져 있으나
9)
 신생아에서는 그 보고가 많지 않으

며
1,3)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생아기에 림프관 조영술을 이용하여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을 

진단한 사례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태아 수종(hydrops fetalis) 상태로 태어난 미숙아 환자에서 림프관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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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이용하여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을 진단한 1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과거 임신력이 없던 27세 산모로부터 임신나이 32주 0일에 제

왕절개술을 통해 2,355 g (9097 percentile)으로 출생한 여아로, 

아프가 점수는 1분에 2점, 5분에 5점, 10분에 6점이었다. 산모는 

임신 중에 철분제 외에는 복용한 약물은 없었으며, 특별한 기저 질

환은 없었다. 임신나이 29주 1일에 산전초음파를 통해 양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고, 이후 흉수, 복수 및 피부 부종이 증가하여 태

아 수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신나이 32주 0일에 제왕

절개를 시행하였다(Figure 1). 환자는 출생 직후 자발호흡이 없었

으며 분당 심박동수가 60회 미만으로 확인되어 기관 삽관을 시행

하고 양압환기를 시작하였으나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아 생후 2

분경 양측 흉강 천자를 시행하였다. 이후 생후 5분경 분당 심박동

수가 100회 이상으로 회복되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실하였다 

(Figure 2).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실 후 양측 흉관 삽입을 시행하였으며, 

맑은 담황색의 흉수가 배액되었다. 태아 수종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염색체 분석, TORCH (Toxoplasma gondii, rubella, cyto

megalovirus, herpesviru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등을 검사하였으나 정상이었다. 또한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

Figure 1. Fetal ultrasonography. (A) Bilateral pleu ral 
effusions (bidirectional arrow). (B) Ascites (bidirec-
tional arrow). (C) Skin edema (bidirectional arrow). 

Figure 2. Infantogram taken immediately after birth. Bilateral 
pleural effusions and diffuse soft tissue edema ar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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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심장 초음파 및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없었다. 

생후 5일째 모유로 장관영양을 시작하면서 양측 흉관을 통해 

나오는 흉수의 색이 탁하게(turbid) 바뀌기 시작, 생후 10일째 모

유 20 cc/kg/day 정도의 수유가 진행된 상태에서 혈청 중성지방

(triglyceride, TG)이 34 mg/dL인데 반해. 흉수검사상 TG가 211 

mg/dL, 림프구 72%로 확인되어 유미흉(chylothorax)으로 진단

되었다. 이에 금식을 시작하고 경과관찰를 하였으나 유미흉이 지

속되어 생후 20일부터 소마토스타틴(octreotide)을 3 mcg/kg/hr

의 용량으로 정맥투여하기 시작하였다. 흉수는 180300 mL/kg/

day 가량 배출되다가 소마토스타틴 사용 후 150220 mL/day로 

약간 감소되었으나, 심장막 삼출(pericardial effusion)과 복수가 

새로 발생하였다. 

심장막 삼출에 대해 심장막 천자(pericardiocentesis)를 시행

하였으나 삼출이 지속되어 심장막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복수

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복수 천자를 시행하였으나 복수가 계속 발

생하여 복수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심장막 삼출액과 복수 모두 육

안 및 생화학적 검사에서 유미(chyle)에 부합하였다(Table 1). 금

식을 시작한 후 유미 양상이었던 배액은 점차 다시 맑아지는 양상

이었으나 각 배액관을 통해 나오는 배액량은 줄지 않아서 하루 총 

300 mL/kg 정도의 체액이 지속적으로 배액이 되었으며, 배액량

에 따라 피부 부종의 증감 소견을 보였다. 배액량이 줄면 피부 부

종이 심해졌고 배액량이 많아지면 피부 부종이 호전되는 소견을 

반복하며 총 배액량과 몸무게 증가로 반영되는 피부 부종의 정도

Figure 3. Lymphangiogram. (A) Contrast media (lipiodol) was injected via right inguinal lymph node. (B) 
Tortuous prominent lymphatic channels were shown at right inguinal area. Weak lymphatic channels were 
demonstrated along right lateral abdominal and chest wall. Lymphatic channels on abdominal wall were leaked 
into peritoneal space. (C) Infantogram which was taken one day after lymphangiography. Large amount of 
contrast media still remains in the right inguinal area, the contrast media injection site.

Table 1. Analysis of Body fluid

Body fluid Pleural effusion Pericardial effusion Ascites

Date (feeding state) HD #1 (NPO state) HD #10 (BM 20cc/kg/day) HD #36 (NPO state) HD #42 (NPO state)

TP (mg/dL) 2,139.2 3,430.9 2,272 2,250.3

Color Straw Yellow Red Red

Turbidity Clear Turbid Turbid Turbid

Specific gravity 1.017 1.03 1.02 1.019

RBC (/uL) 950 260 24,000 205,000

WBC(/uL) 3,040 50 200 300

Lymphocyte (%) 90 72 88 82

Culture () MRCNS () ()

TG (mg/dL) 211

Abbreviations: HD, hospital day; NPO, nil per os; BM, breast milk; TP, total protein;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MRCNS,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TG,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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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흉, 유미복수, 그리고 전신적인 림프관 이형성증까지 다양한 임

상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3,8)

.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의 진단은 유미 삼출증과 림프부종의 

존재여부를 바탕으로 림프절과 림프관 이상을 확인하는 림프관 

조영술, 림프신티그라피, CT 또는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통

해 이루어진다
7,8)

. 림프관 조영술을 통한 진단은 CT나 MRI 등의 

영상기술의 발전과 림프신티그라피 등의 핵의학 진단이 가능해짐

에 따라 그 사용이 감소 추세이다
9,14,15)

. 림프신티그라피는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을 보이는 신생아나 영아의 림프혈관 손상을 보

여주는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6,7)

 검사 시간이 길게 소요

되어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에게서 시행하기 어려우며, CT나 

MRI와 마찬가지로 림프기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는 제한이 따

른다
1)
. 그리고 림프신티그라피를 신생아에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림프관 조영술은 최

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시술 이후 침상 옆에서 추

적관찰이 가능하여 위중한 상태의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
. 

다수의 배액관을 유지하면서 기계환기요법을 받고 있어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였던 본 증례의 환자 역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벗어

나 시행되는 검사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던 상태로 검사실에서 

조영제 주입을 위한 시술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한 추적관찰이 신

생아집중치료실 내 환자 침상 옆에서 가능한 림프관 조영술을 통

해 림프관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 그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림프

관 조영술에 주입되는 lipiodol이 염증반응을 유발시켜 이로 인해 

림프누출부위가 폐색되어
16,17)

 림프관 조영술이 진단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
14,16,17)

.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의 치료에는 유미의 흉강 또는 심낭 내 

삼출로 인한 심폐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한 배액관 삽입과 금식 

및 경정맥 영양, 장에서 림프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맥으로 흡

수되는 medium chain triglyceride (MCT) 분유, 복부 내장으로

의 혈류를 감소시키는 소마토스타틴, 적절한 수액 공급, 감염 관리 

등이 중요하며, 위와 같은 내과적 치료가 실패할 경우 흉관 결찰

술(thoracic duct ligation)이나 흉강 유착술(pleurodesis)을 고려

할 수 있다
8)
. 대부분의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에 대한 보고가 소

규모 환자 증례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후에 대해서는 정

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8)
 대체적으로 예후는 불량하다

3,8)
. 한 연

구에서는 8명 중 6명이 사망하였으며 남은 2명도 진단 시점까지 

악화 소견을 보였다
3)
. 다른 연구에서는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의 

생존율을 30%로 보고하였으며
8)
, 사망한 환자의 경우 유전적 이

상(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을 동반하였거나, 두 곳 이상

의 유미 삼출증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유미 삼출증이 하나의 증

상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그 자체로서도 예후 인자

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를 합하면 매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었다. 이에 가슴관에 국

한된 질환이 아닌 림프관 전반에 걸친 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

여 생후 47일째 림프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오른쪽 서혜부 림프

절을 통해 조영제(lipiodol)를 주입하였을 때, 조영제가 대동맥 림

프절(paraaortic node), 가슴림프관 팽대(cisterna chili), 가슴관

(thoracic duct) 등의 중추 림프기관을 통해 배액되는 양상이 관

찰되지 않고 대부분의 조영제가 주사 부위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서 일부의 조영제가 복강 및 흉강의 벽측으로 배액되고 극히 일부

의 조영제만이 복강 내로 배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으로 진단하였다(Figure 3).

이후 측부 림프관 구조의 보상적인 발달을 통한 증상완화를 기

대하며 유미흉수, 유미복수, 심장막 삼출액의 배액 위한 배액관 유

지, 신선동결혈장 수혈 및 알부민 주입 등의 혈관내 용적유지, 경

정맥 영양 공급 및 항생제 사용 등과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

하였으나 2,0003,000/µL 정도의 지속적인 백혈구 감소증(lym

phocytopenia) 및 반복적인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 구균

(Methicillinresistant coagulation negative Staphylococcus, 

MRCNS) 패혈증과 함께, 유효 순환용적 감소로 인한 소변량 감소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환자는 생후 137일째 사망하였다. 

 

고찰

본 증례는 태아수종으로 출생한 미숙아에서 유미흉과 유미 복

수 및 심장막 삼출 등의 전신적인 림프관 이상을 확인하고 림프관 

조영술을 통해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으로 진단한 국내 첫 사례

이다. 

태아수종은 복수, 흉수, 심장막 삼출, 피부 부종, 양수과다증, 태

반 부종을 포함한 둘 또는 그 이상의 태아 신체의 비정상적인 수

분의 축적으로 정의된다
2,10)

. 심혈관 질환, 염색체 이상, 혈액학적 

이상, 감염, 흉강 내 종양, 쌍둥이간 수혈증후군과 태반의 문제 등

이 그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며, 림프관 이형성증도 그 원인들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0)
. 

림프관은 인간 배아 발달 시기인 임신나이 6주에 정맥계에서 자

라나오거나 간엽조직(mesenchyme)에서 분화하여 나타나며
11)
, 6

개의 림프관(2개의 경정맥 림프관, 2개의 장골 림프관, 1개의 복막

뒤 림프관, 1개의 가슴림프관 팽대)을 형성하게 된다. 이 림프관은 

풍부한 림프 모세혈관으로 인해 점차 모이다가 임신나이 20주 이

후 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12,13)

.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은 이러한 

정상적인 림프관 퇴행과정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8)
, 말초 림프혈관

구조의 저형성 또는 무형성으로 인하여 림프부종이 나타나며 림

프 판막 부전으로 인해 가슴관과 가슴림프관 팽대로부터 역류가 

일어나 선천성 유미 삼출증이 나타난다
12)
. 이로 인해 림프부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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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태아수종 환자를 접하였을 때 태아수종의 원인으

로서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림프관 조영술, 림프신티그라피 등의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림프계 발달에 영향을 주

는 유전적 이상여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어, 유전

자 진단방법도 추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향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환자의 예후 예측 및 다음 임신을 위한 유전 

상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8)
.

저자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아수종을 보인 미숙아에서 림

프관 조영술을 통해 선천성 림프관 이형성증으로 진단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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