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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of the Prostate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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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rimary lymphomas of the prostate are extremely rare and can mimic other more common
prostatic lesions clinically. We report a case of primary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of the
prostate in an 81-year-old man. The patient presented with voiding difficulty as an initial symp-
tom and enlargement of the prostate on rectal digital examination. Transurethral prostatic resec-
tion was performed. On microscopic examination, atypical lymphoid cells infiltrated and replaced
the prostatic parenchyma. The tumor cells had large nuclei with irregular nuclear membrane
and vesicular clumped chromatin. Nucleoli were not distinct and the cells had scanty cytoplasm.
Immunohistochemically, the tumor cells were immunoreactive for CD20 and CD79a but not
reactive for CD5, BCL-2 and BCL-6. Histopathological diagnosis was diffuse large B-cell lym-
phoma of the prostate. The patient received 5 cycles of chemotherapy after histologic diagno-
sis but died from pulmonary and scrotal metastases 6 month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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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전립선 미만성 세포 B 림프종

- 1예 보고 -

전립선 악성 림프종은 매우 드문 암종이며, 그 중에서도 원발

성 림프종은 더욱 드물다. 세계적으로는 130예 정도가 보고되었

으나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Sarris 등2은 단일

기관에서 15년간의 증례를 분석한 결과 비호즈킨 림프종 2,928예

중 0.1%인 3예만이 전립선 원발성 림프종이며, 이것은 전립선

악성 종양 중 0.09%에 해당한다고 보고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강 등3이 전립선을 침범한 T세포형 림프종 1예를 보고하 으나

원발성 림프종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 속발성으로 진단하 다.

규모의 증례 분석 보고에 의하면 원발성 전립선 림프종이 속발

성 림프종보다 훨씬 적다. 부분이 B세포 림프종으로서 미만성

세포 림프종은 가장 흔한 유형이다.4 주된 임상 증상은 요로 폐

쇄에 의한 증상으로 급성 뇨정체, 야뇨, 빈뇨, 배뇨 곤란, 혈뇨

등을 보일 수 있다. 임상적 소견만으로는 전립선암이나 보다 흔

한 전립선염, 전립선 비 증과 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5,6 조

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된다. 치료 방법으로는 전립선 절

제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및 병행 요법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전립선에 국한된 림프종일지라도 예후가 상당히 불

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저자들은 국내 최초로 경요도 조직 검사로 진단된 원발성 전립

선 미만성 세포 B 림프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

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81세 남자가 배뇨 곤란과 변비를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고혈압으로 7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흡연이나 음주 등

을 하지 않았고 기타 유의할 만한 과거력도 없었다. 직장 수지 검

사상 전립선은 팽 해 있었고 단단하 다. 골반내 컴퓨터 단층

촬 결과 전립선이 9.5×9.5×7 cm으로 커져 있었으며 약간 불

규칙한 분엽성 윤곽을 보 다. 그러나 병변은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었고, 골반강, 복부 및 흉강내의 림프절 종 는 관찰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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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1A). 임상적으로 전립선 선암의 의진 하에 경요도 생검

을 시행하여 약 3 g의 조직을 채취하 다. 조직 검사상 비전형적

림프구들이 미만성으로 침윤하고 있었으며, 전립선 조직은 림프

구성 침윤에 의해 거의 부분 파괴되어 있었다. 침윤하고 있는

세포들은 핵의 크기가 중등도 이상으로 크고, 핵막은 불규칙한

윤곽을 보 으며, 핵질이 뭉쳐 있었고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다.

세포질의 양은 부분 빈약하 으나 일부의 세포들은 약간의 세

포질을 가지며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 형질세포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기도 하 다. 중성구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호산구는 극히

소수가 관찰되었다. 호지킨 세포와 유사한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

다. 국소적으로는 종양세포의 침윤으로 파괴되고 있는 전립선 선

구조가 관찰되었다. 일부의 종양세포에서는 핵 주변에 투명 를

보이기도 하 으나 여포 또는 가성 여포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종양세포들은 CD20과 CD79a에 하여 양

성이었고, CD5, BCL-2, BCL-6에 해서는 음성이어서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으로 진단하 다(Fig. 2). 골수천자검사를 시행

하 으나 림프종 침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5차례 Vincristin과 Dexamethasone으로 화학 요법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진단 3개월 후 전립선 병변의 크기가 10.5×

10.5×10 cm까지 커지고 양측 장골 부위 림프절들이 종 되어

림프절 전이로 판단되는 소견이 컴퓨터 단층 촬 에서 관찰되었

으며(Fig. 1B), 진단 4개월 후에는 우측 정삭(spermatic cord)으

로의 전이가 관찰되었다(Fig. 1C). 진단 6개월 후 폐 전이가 원

인으로 추정되는 호흡 곤란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 다.

고 찰

Coupland8에 의해 1877년에 최초로 기술된 전립선 원발 림프

종은 전체 전립선 신생물의 0.09%로 추정되는 매우 드문 종양이

다.2 규모 증례 분석 보고에 의하면 전립선 림프종 중 원발성

림프종이 속발성 림프종보다 35:65% 정도로 더 드물고, 원발성

림프종의 조직학적 유형으로는 부분이 B 세포 림프종이다. 빈

도는 미만성 세포 B 림프종, B 세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여포성 림프종, 고등급 여포성 림프종의 순이고, 원발성 호지킨

림프종은 한 예도 없었다.4 Bostwick 등7은 원발성 전립선 림프

종의 진단 기준으로‘‘전립선 비 로 인한 증상이 있을 것, 주로

전립선에 국한된 병변으로 주변 조직 침윤이 없거나 제한적일 것,

전립선 병변 진단 1개월 이내의 간, 비장, 기타 림프절의 침범이

없을 것"을 제시하 다. 본 증례는 진단 당시 전립선에만 국한되

어 병기가 T2N0M0 고, 크기는 장경 약 9.5 cm 으며, 전립선

비 로 인한 배뇨 곤란을 호소한 경우 다. 조직학적으로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으로 진단되어 원발성 세포 B 림프종으로 진

단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강 등3이 Doxorubicin 병합요

법으로 관해된 전립선 T세포형 림프종 1예를 보고한 적이 있으

나 전산화단층촬 상 다수의 골반강 림프절에 침윤이 의심되어

원발성 전립선 림프종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속발성 전

립선 립프종으로 진단하 다.

임상적으로는 전립선 림프종의 감별 진단이 상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전신 증상은 드물고 주로 요로 폐쇄에 의한 증

상으로 나타나며, 급성 뇨정체, 야뇨, 빈뇨, 배뇨 곤란, 혈뇨 등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보다 흔한 전립선염, 전립선

비 증 또는 전립선암을 먼저 생각하게 되며,5,6 조직검사를 통해

서 진단이 이루어진다. 병기 결정을 위해서는 조직검사 외에도

흉부, 복부, 골반내의 컴퓨터 단층촬 , 양측 골수 천자 및 혈청

화학 검사 등이 필요하다.1,2

Fig. 1. Pelvic computed tomography scans (A, B) and ultrasono-
gram of the scrotum (C). (A) The prostate is markedly enlarged (9.5
×9.5×7 cm, arrows) and shows an irregular, lobulated contour in
the initial scan. A transurethral catheter is visible in the urinary blad-
der. (B) 3 months later, the tumor has grown in size (10.5×10.5×
10 cm, arrows). (C) 4 months after initial diagnosis, an ill-defined
mass (arrows) is visible in the right spermatic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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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2. (A) Atypical  lymphoid infiltrates have replaced prostate
parenchyma.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CD20 (B) and CD79a (C)
by immunohistochemistry.

A

B

C



치료 방법으로는 조직학적 유형과 Ann Arbor stage, 국제예

후지수(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score)에 따라 전립선 절

제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및 병행 요법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나이, 병기, 조직학적 유형이나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Miller 등9

은 일반적인 림프종에서는 중등급, 그리고 고등급 림프종이 한

장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3회의 화학 요법 후에 방사선 치료

를 병행하는 편이 화학 요법만 8회 시행하는 것보다 5년 생존율

을 의미 있게 높여 주며, 치료에 의한 부작용도 적어, 화학요법과

병용한 방사선 요법이 훨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임을 보고하

다. 전립선 림프종에서도 전립선에 국한된 저병기의 경우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 을 때, 그리고 진행된 경우

복합 화학요법을 시행하 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좀 더 많은 증례에 한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

지만 전림선 림프종의 예후도 다른 장기의 림프종과 마찬가지로

종양의 병기 및 조직학적 유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발성과 속발성 림프종 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7

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 MALT 림프종은 다른 장기

에서와 유사하게 2년 또는 3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완전관해 상

태를 유지하 다고 보고하고 있어,1,10 다른 조직학적 유형과의 감

별이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도 국소적으로 림프구상피병소(lym-

phoepithelial lesion)와 닮은 소견이 보이고 핵 주위가 투명하며

단핵구와 유사한 세포들이 관찰되어, MALT 림프종과의 감별이

필요하 다. 애초에 MALT 림프종이었다가 고등급 림프종으로

변환,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MALT

림프종을 시사하는 뚜렷한 소견이 남아 있지 않으며, 진단 후 6

개월 만에 사망하는 빠른 임상 경과를 보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에 합당하다. 

병리조직학적 감별진단으로 전립선염, 분화가 나쁜 상피세포

암종, 소원형세포종양(small round cell tumor) 범주의 종양과

는 진단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급성 전립선염에서는 주

로 중성구 침윤이 관찰되어 감별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만성

전립선염과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10,11 분

화가 나쁜 전립선암에서 선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개개의 세포로

침윤하듯이 증식하는 경우에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림프구

표지 항원(LCA, CD20, CD45RO 등)과 전립선 특이항원(PSA),

전립선 산성인산분해효소(prostate acid phosphatase) 면역염색

이 도움이 된다.4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배아형 횡문근육종(em-

bryonal rhabdomyosarcoma)과의 감별이 필요하고, 성인의 경

우 소세포암종(small cell carcinoma)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이

경우 림프구 표지 항원과 desmin, myoglobin, chromogranin,

synaptophysin 등에 한 면역 염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러나 생검 조직이 충분하고 전립선 림프종을 염두에 두면서 관찰

한다면, H/E 염색 소견과 면역조직화학염색의 도움으로 림프종

진단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립선은 매우 드물게 림프절외 악성림프종이 발생하는 장기

이지만 다른 전립선 비 질환과는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악성 림프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립선 병변의 감별 진

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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