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례

54세 남자 환자는 수년 전부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하지

부종이 있었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 저알부민혈증을 보이고 소장조영술 검사에서 소장 점

막 주름의 비후가 있어 소장내시경을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었

다. 과거력 및 가족력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신체검사에서 신

장 164 cm, 체중 62 kg, 혈압 110/70 mmHg, 맥박수 80회/분, 호

흡수 18회/분, 체온 36.5℃였다. 전신 상태는 만성 병색을 보였

으며, 흉곽은 함몰없이 대칭적이었고 간, 비장 등은 촉지되지 않

았다. 복부는 팽만, 이동탁음, 경한 함요 부종 소견을 보였고, 하

지의 함요 부종도 관찰되었다. 신경학적 소견은 정상이었다. 양

쪽 폐음은 깨끗하였고 심음은 규칙적이었으며 심잡음은 들리지 않

았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6,000/mm3, 림프구수 1,100/μL 

(18.5%), 혈색소 11.9 g/dL, 헤마토크릿 35.2%, 혈소판 374,000/

mm3, 생화학검사에서 총 단백 3.4 g/dL, 알부민 2.3 g/dL, 총 빌리

루빈 0.1 mg/dL, AST/ALT 26/30 IU/L, alkaline phosphatase/γ- 

GT 38/6 IU/L, BUN/creatinine 25.8/1.0 mg/dL, 칼슘 8.2 mg/

dL, 인 3.1 mg/dL, 마그네슘 2.3 mg/dL, 나트륨/칼륨 142/4.5 

mEq/L, PT/PTT 13.0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02)/35.1

초, triglyceride 64 mg/dL, cholesterol 100 mg/dL이었다. 요단백 및 

신기능검사, 대변내 기생충 검사, 혈청 면역글로불린치는 모두 정상 

범위였다.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에서 특이소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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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림프관확장증은 장점막의 확장된 림프관을 통해 유미(chyle)가 

장내로 유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주증상으로 설사, 오

심, 구토, 부종 둥이 동반되며 저단백혈증으로 인해 유미성 복수, 전신

부종, 늑막삼출 등이 생길 수 있다.

1959년 Gordon1이 시험적 개복술을 통해 관찰한 림프관 이상을 기

술하였고, 1961년 Waldmann 등2이 소장생검에서 림프관의 이상을 발

견하고 단백질 소실을 일으키는 장 질환으로 원발장림프관확장증이

란 용어를 처음 보고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도 몇몇 보고가 있어 

왔다.

저자들은 전신부종, 저알부민혈증, 복수를 주소로 내원한 성인 환

자에서 alpha 1-antitrypsin 청소율을 측정하여 장 단백질 소실을 발견

하였고,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로 확진된 십이지장과 

소장을 동시에 침범한 원발장림프관확장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Primary intestinal lymphangiectasia is a congenital lymphatic disorder characterized by dilated intestinal lacteals resulting 
in lymph leakage into the small bowel lumen and responsible for protein losing enteropathy. As a result, generalized edema, 
hypoalbuminemia, and lymphocytopenia are clinically manifested. We could not find the reason by several examinations. 
Therefore, we performed double balloon enteroscopy (DBE), and intestnal lymphangiectasia was diagnosed histologically by 
a biopsy. DBE is a safe and effective method to diagnose small bowel lymphangiectasia. We report a case of primary intestinal 
lymphangiectasia, which occurred in a 54-year-old male patient with generalized edema and ascites. (Intest Res 2013;11:6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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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복수천자검사에서 복수의 triglyceride 1,181 mg/dL, adenosine 

deaminase 10.0 U/L, 적혈구 150/mm3, 백혈구 380/mm3 (림프구 

39%)였고, 색깔은 탁하고 우윳빛이었다(Fig. 1). 심전도 검사는 정상

소견이었다.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는 심장비대와 폐울혈 소견은 없었

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에서 복수와 소장의 미만성 확장 소견이 

있었으나 복강내 종괴나 림프절 종대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 심

장 초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중풍선 소장내시경 

검사에서 십이지장과 공장, 회장부 점막에서 하얀 미세결절성 변화를 

보이며 조직검사 시 유백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고(Fig. 3), 점막층에서 림프관 확장이 관찰되었다(Fig. 4). 장림프관

확장증이 의심되어 실시한 24시간 대변 alpha 1-antitrypsin clearance 

검사에서 202.1 mL/day로 증가되어 있었고, 99mTc-phytate 림프스캔

에서 양측 서혜부 림프절의 비대 소견이 있었으나 측부 림프 순환이나 

비정상적인 림프 유출 소견은 없었다(Fig. 5). 이 환자는 원발장림프

관확장증으로 진단하였고, 고단백 식이, 중쇄 중성지방을 위주로 하

는 저지방식이, 알부민 투여, 경구용 분지쇄 아미노산 제제, furose-

mide 40 mg/day, spironolactone 50 mg/day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복수, 부종 및 생화학검사에서 총 단백 4.6 g/dL, 알부민 3.0 g/dL

로 호전을 보여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장림프관확장증은 소장의 점막고유층 및 점막하층에서 일어나는 

림프관의 초점성 또는 미만성 확장으로 혈청 단백질과 림프구가 장내

로 누출되면서 단백질소실장병증, 저알부민혈증, 저단백성 부종, 림

프구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그 원인이 원발성인지 이차

성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발성은 소아와 젊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선천적인 림프계의 이상과 폐쇄가 원인이며, 가족력

이 있는 예도 보고되고 있다.3 단독 병변일 수도 있으나 Noonan 혹은 

Fig. 1. Gross finding of ascitic fluid. Ascitic fluid shows milky and 
turbid appearance.

Fig. 2. Abdominal CT finding. Abdominal CT shows diffuse wall thick-
ening of bowel loops with ascites, but abdominal mass or lymphade-
nopathy is not seen.

Fig. 3. Double-balloon enteroscopic find-
ings. (A) Multiple scattered white plaques 
were noted on the jejunum. (B) It showed 
a milky fluid oozing from the jejunal mu-
cosa after biopsie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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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ppel-Trenaunay-Weber 증후군 같은 전신성 질환의 한 증상일 수

도 있다. 이차적인 경우에는 선행 병변으로 장회전이상, 협착심장막

염, 크론병, 장간막 결핵 또는 사르코이드증, 좌측 쇄골하 정맥압을 

높이는 우심부전 등이 대표적이다. 선행 질환의 발병 시기에 따라 다

양한 연령층에서 발병될 수 있으나 성인에서 주로 발병하며, 정상적인 

면역글로불린, 항핵항체 양성 및 생검 조직의 다양한 염증성 소견을 

보이는 등의 임상적 특징이 있다.3,4 이번 증례는 성인 연령에서 발병되

었으나 심장 초음파,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림프스캔, 소장조영술, 상

부위장관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이중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으로 이차성 질환을 배제할 수 있으며, 항핵항체 음성, 생검에서 염증

이 없는 소견으로 원발장림프관확장증으로 진단되었다.

장림프관확장증 환자들은 알부민 소실과 함께 흔히 림프액 상실로 

인한 면역글로불린과 순환림프구의 감소가 동반된다. 반감기가 짧은 

단백질(인슐린, IgE 등)은 상대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혈중농도를 유

지하지만, 반감기가 긴 단백질(알부민, IgG) 혈중 농도는 현저히 감소

하게 된다. 이번 증례에서는 이와 부합되지 않게 면역글로불린이 정

상수치였으며 이는 유미 복수로 인한 복부 염증과 정상적인 절대 림

프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B 림프구 보상적 증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5

나이에 맞지 않은 부종과 함께 저알부민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신

질환, 간질환 및 영양 부전, 흡수장애 병력이나 검사 소견이 보이지 않

고 저림프구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관내 단백질소실 질환에 

의한 저단백혈증을 의심하여야 한다.6 원발장림프관확장증의 진단은 

내시경을 이용한 특징적인 소견과 소장의 점막조직 검사로 비정상적

으로 확장된 림프관과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장관내로의 단백질소실

을 증명하고 다른 기저 질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에는 장관 단백질소실의 진단을 위해 동위원소를 이용하였고,  
61Cr알부민, 131I 알부민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수일간 대변

을 모아 대변으로 배설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7 상대적으로 비싸고 오랫동안 대변을 모아야 하는 불편

함 등으로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근래에는 24시간 대변 alpha 

1-antitrypsin 청소율과 99mTc 인혈청알부민(human serum albumin) 

스캔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내인성 단백질인 alpha 1-antitrypsin은 

분자량이 알부민과 비슷하면서 분비, 재흡수가 없고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장관내 알부민 소실을 비교적 정확

하게 반영하며 청소율(clearance)을 구하는 방법이 표준 방법이지만, 

수일간 대변을 모으기가 어려우며 대변 내 농도를 측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3.3% 및 90%로 보고된 바 있

다. 우리나라에서 보고한 정상인의 수치는 15±3 mL/day이며 외국

과 비슷하다.8 Alpha 1-antitrypsin 청소율과 혈청 알부민과는 유의한 

관계이지만 직선적 상관 관계는 미약하다. 각종 위장관 단백질소실이 

있는 소화기 질환의 선별검사와 치료효과 판정에 유용하지만 정량검

사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8 실제로 혈청 알부민이 3.0 g/dL 미만으

Fig. 4. Pathologic findings. Diffuse dilata-
tions of the mucosal lymphatic ducts were 
observed (H&E stain; A: ×100, B: ×200).BA

Fig. 5. 99mTc-phytate lymphoscintigraphy. Lymphoscintigraphy shows 
both inguinal lymph node hyperplasia without collateral lymphatic 
flow and accumulation of tracers in the peritone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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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떨어지면 alpha 1-antitrypsin 청소율은 180 mL/day를 초과한다.9 

이번 증례에서는 혈청 알부민은 2.3 g/dL로 감소되어 있었고 alpha 

1-antitrypsin 청소율은 202.1 mL/day로 정상치보다 현저하게 증가

되어 있어 장관의 혈장단백질소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와 Seo10는 원발장림프관확장증 환자에서 림프스캔의 민감도

가 31%로 다른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으나 장 이외에도 사지

의 림프관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o 등11은 장림프관

확장증 환자에서 99mTc-antimony sulfide colloid 림프스캔을 이용하

여 복수가 없으며 저단백혈증, 저알부민혈증이 더 심한 군에서 장관내 

방사성 물질을 흔하게 관찰할 수 있음을 보고하여 임상적 응용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증례에서는 인혈청알부민이 현재는 상품화되

지 않아 99mTc-phytate 림프스캔을 시행하였으며 복수와 경한 저알부

민혈증을 보인 환자로 림프스캔에서 장관 내로 동위원소의 축적이 관

찰되지 않았다.

위의 방법 이외에도 복부 초음파,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상부위장

관조영술, 소장조영술 등이 진단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이차적인 원인들을 제외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장림프관확

장증의 진단 및 이환된 범위를 평가하는 데 캡슐내시경도 의의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비교적 안전하고 쉬운 캡슐내시경은 소장

질환 진단의 첫 번째 검사이며,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캡슐내시경 이

후 생검이나 치료시술이 필요한 병변, 그리고 캡슐내시경에서 병변이 

관찰되지 않지만 소장질환이 강력히 의심될 때 시행하는 것으로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증례에서는 국내 의료여건에서 고가의 두 

검사 시행이 쉽지 않으며, 소장질환의 양성병변에 대한 진단율이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약간 높고, 소장 조직검사는 다른 질환과 감별

하는 데 매우 민감한 진단방법으로 치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알려져 있어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13 

전신부종, 저알부민혈증, 저단백혈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다른 검사

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경우로, 소장조영술에서 소장점막 주름 비

대와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소장 전체에 걸쳐 분포가 확인되었으

며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을 실시하여 십이지장 제3부, 공장, 회장 점

막부에 다발성 결절성 백색 반점 소견과 조직검사시 우윳빛의 분비물

이 스며 나왔고, 점막층에서 림프관확장이 관찰되어 장림프관확장증

을 확진한 증례이다.

이 질환의 치료는 식이요법이 일차적 치료인데, 식사 내 지방 성분

이 장림프계에 과부하를 일으켜 국소 림프관의 압력 증가로 유미의 

장내 유출을 가져오므로6 저지방, 고단백 식이가 필요하며, 지방의 보

충은 림프관을 우회해서 문맥으로 흡수되는 중쇄 중성지방 섭취와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하거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보충, 고영

양 수액법을 시행한다. 일부 보고에서는 국한된 원발장림프관확장증

이 보이는 경우 이환된 병변이 있는 장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도 제시

되었지만, 보편화된 치료법은 아니다.6 그러나 식이요법으로 호전되

지 않는 장림프관확장증 환자의 경우 항플라즈민 요법(antiplasmin 

therapy)이 위장질환에 의한 단백질소실장병증을 호전시켰다고 발표

하였으나,14 일부에서는 항플라즈민 요법에도 별 반응이 없다고 보고

하여 아직 논란이 많다.15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해 octreotide를 투여해

서 임상 증상 및 검사소견의 호전을 본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약을 중

지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되므로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한

계점이 있다.15,16 이차적인 원인에 의한 장림프관확장증의 치료로 스

테로이드와 헤파린의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있으나 식이요법

이 듣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없는 실정이며 이 경우 예후가 

나쁘다.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장림프관확장증 환자

에서 현재의 치료에 대한 장기간 사용에 대한 연구와 림프관 발생과

정의 기형 원인, 단백질소실의 기전, 널리 이용되며 구입하기 쉬운 진

단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저자들은 전신부종, 복부팽만을 주소로 내원한 54세 남자환자에

서 대변 alpha 1-antitrypsin 청소율을 통해 위장관을 통한 단백질소

실을 증명하였고,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통해 비

정상적으로 확장된 림프관을 확인하여 원발장림프관확장증을 진단

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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