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1

J Korean Skull Base Society 16권 2호 : 88~94, 2021

원저2
원저3

상고실 진주종 의심 소견 및 급성 염증성 안면신경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비인두강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1예

증례1
증례2
증례3
증례4
증례5
증례6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2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전민채 ,

1

증례7

박소희1, 이동희1,2

증례8

A case of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of nasopharynx,
presenting physical findings of attic cholesteatoma and acute
inflammatory facial palsy
1
Department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Uijeongbu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Korea

2

Min-Chae Jeon1, So-hee Park1, Dong-Hee Lee1,2

교신저자

Dong-Hee Lee

논문 접수일 : 2021년 8월 20일
논문 완료일 : 2021년 9월 10일
주소 :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Uijeongbu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71 Cheonbo-ro,
Uijeongbu 11765, Korea
Tel : +82-31-820-3564
Fax : +82-31-847-0038
E-mail : leedh0814@catholic.ac.kr

Malignant lymphoma is tumor of the immune system. It is mainly found in the lymph node but
it can also originate from extranodal organs such as gastrointestinal tract, sinonasal tract, and
etc. Because primary involvement of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of the middle ear
is rare, otitis media and facial palsy are rare clinical presentation of DLBCL. We report a case
of DLBCL in 65-year-old man, who developed otalgia, tinnitus and facial palsy.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a mass in the right mastoid, petrous apex and clivus. Nasopharyngeal
deep biopsy an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DLBCL. This cas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malignant lymphoma as one of the differential diagnosis in persistent
otitis media and faci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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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침범할 수 있다. 하지만 안면마비, 중이염의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
는 매우 드물고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4-7]

림프종은 림프절과 림프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이에 저자들은 이통, 이명, 안면신경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였던

림프절 내에 발생하지만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25%-30%, 호지

환자에서 발생한 비인두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1예의 경험을

킨 림프종의 약 1%에서 림프절 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1] 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경부는 위장관계 다음으로 림프절 외 림프종이 호발하는 부위로
Waldeyer’s ring이 가장 흔하고 구강, 후두, 비강 및 부비동, 비인

▒ CASE REPORT

두, 두경부 영역 피부 등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다.[2] 국내 연구
결과에서는 비인두에서 발생하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NK-T

본 증례보고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세포 림프종(NK-T cell lymphoma)의 빈도가 74.1%-98.0% 정도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승인을 받았다(No.

이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UC21ZISI0081).

DLBCL)의 경우에는 2.0%-15.0%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

65세 남자가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우측 이명, 이통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년 전 담낭결석증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B세포에서 유래하고 정상 B세포보

로 복강경하쓸개절제술을 시행받은 것 이외에 특이 이력이 없었던

다 크기가 큰 세포로 구성되며, 서로 무리지어 있기보다는 주변으

환자는 본원 내원 전에 상기 증상으로 타의료기관 이비인후과를 방

로 확산되는 형태로 종양세포가 관찰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문하여 삼출성 중이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고실천자를 통한 중

림프종은 진행이 빠른 림프종에 속하며 평균 발병연령은 50대이고

이내 삼출액 흡인술을 두 차례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 없이 불

대부분 빠르게 진행하는 림프절 종대를 보이는데 림프절 이외에도

편감이 지속되어 본원에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상 우

위장관, 피부, 뼈, 중추신경계, 갑상선, 고환 등 림프절 외 부위를

측 외이도 전상방 및 고실 이완부에서 기원한 5 mm 크기의 경계

Fig. 1
A

D

B

C

Photographs of the lesions.
Right tympanic membrane (A) on initial visit, (B) 6 days later after initial visit, and (C) 2 months later after initial visit (after
second R-CHOP [rituximab, cyclophosphamide, adriamycin, vincristine, prednisone] chemotherapy). (D) Nasopharynx
on 7 days later after initial visit. Polypoid mass (black arrowheads) was seen like arising from pars flaccida, which was
suddenly enlarged (white arrowheads).
RT: right torus tubarius, LT: left torus tub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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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종물이 관찰되었고 좌측 고막은 정상이었다(Fig. 1A). 우

골도청력 28 dB HL의 하강형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였고 좌측은

측 이통, 이루, 이명, 난청을 호소하였고 당시 안면마비는 없었기

기도 및 골도청력 28 dB HL의 하강형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

에 우측 상고실 진주종 의심하에 청력검사,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

였다(Fig. 2A). 어음청력검사상 어음인지역치는 우측 55 dB HL,

영을 시행하기로 하고 경구 항생제, 진통제, 이용액을 처방하였다.

좌측 20 dB HL이었고 최대 어음명료도는 양측 모두 100%였다. 측

3일 뒤 환자는 이통과 더불어 동반된 두통과 함께 내원 당일 아침

두골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우측 추체에서 골파괴를 동반한 종물 소

에 발생한 우측 안면마비를 주소로 재방문하였다. 이 당시 이학적

견을 보였는데 이 종물은 좌측 사대까지 침범하는 양상을 보였다.

검사상 우측 외이도 전상방 및 고실 이완부의 종물은 그 크기가 증

우측 중이강 및 상고실, 유양동에서는 연부조직 음영이 관찰되었는

가하여 고막의 절반을 가릴 정도였으며 중이내 삼출액을 시사하는

데 상고실의 전방은 심한 골파괴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이소골은 비

고막 소견을 보였고 우측 안면마비 정도는 House-Brackmann의

교적 보존되어 있었고 유양동의 골파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facial nerve grading system 2.0상 grade 3 (10점)의 소견을 보

좌측 측두골은 정상 소견이었다(Fig. 3). 측두골 자기공명영상 촬

였다. 우측 상고실 진주종, 추체염, 삼출성 중이염, 급성 염증성 안

영에서 우측 비인두강의 귀인두관 융기 및 Rosenmuller 오목에서

면신경마비 진단하에 추가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응급입

2.8 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하게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추체와 측두

원하였다.

하와로 진행하는 소견과 좌측 사대의 조영증강되는 병변이 확인되

입원 당일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기도청력 60 dB HL,

었다(Fig. 4). 우측 유양돌기, 추체에서도 염증으로 의심되는 소견

Fig. 2
A

Puretone and speech audiometry.
(A) Initial result showed both down-slope sensorineural
hearing loss of mild degree as well as right airbone gap of 20-40 dB HL, which was resulted from
concurrent otitis media with effusion. (B) This air-bone
gap in right ear was disappeared on audiogram which
was tested on 2 months later after visit (after second
R-CHOP [rituximab, cyclophosphamide, adriamycin,
vincristine, prednisone] chemotherapy). However, there
was still down-slope sensorineural hearing loss of mild
degree in both ears.

B

Fig. 3
A

B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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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s of initial result.
Axial images at the level of (A)
geniculate ganglion and (B)
lateral semicircular canal of right
ear showed bone destruction
in anterior epitympanum
(arrowheads). Axial images at the
level of (C) lateral semicircular
canal and (D) geniculate ganglion
of left ear were normal. (E)
Coronal images at the level of
internal carotid artery showed
expansile osteolytic mass
lesion at right petrosal apex
(arrowheads).

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T2 영상에서 높은 신호강도를 보여서 이관

께 한두 개의 뚜렷한 핵소체들이 핵의 중앙에 위치한 면역 모세포

폐색으로 인한 이차적인 삼출액 소견으로 판단되었다.

들로 구성되어 있어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 면역화학적검사

입원 3일째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고막이 종괴에 의해 보이지 않

상 CD20 양성의 거대 림프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해 미만성 거대 B

을 정도로 종괴의 크기는 증가하였고(Fig. 1B) 비인두강의 점막에

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Bcl2, CD20, PAX-5에 양성, CD3,

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1D). 임상적으로 비인두강

CD5, CD23, cyclin D1에 음성).

암을 의심하여 병기 확정을 위하여 시행한 두경부 자기공명영상 촬
영에서 경부 임파선 전이 소견은 없었다(Fig. 4).

환자는 혈액종양 내과로 전과되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 병기 설정을 위하여 시행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양

비내시경상 비인두강 점막에 종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서 비

전자 단층촬영, 골수천자검사에서 Ann Arbor 병기 1기로 평가

인두강 심부 조직검사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하에 시행하는 것으

되었고,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IPI) 평가상 1) 65세 연

로 계획하였다. 또한 비인두강 심부 조직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우

령, 2) 275 IU/L로 증가된 혈청 젖산탈수소효소 수치, 3) Eastern

측 공동폐쇄형 유양동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통하여 상고실의 병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활동도 1점, 4) Ann Arbor

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같이 계획하였고 동시에 경고실 및 경유양

병기 1기, 5) 림프절 외 침범 부위의 수 1개로서 IPI 2점인 저-중

동 안면신경감압술을 동시에 시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인두강 심

위험(low-intermediate risk)이었다. 이후 R-CHOP 항암화학

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하여 비중격성

요법(rituximab, cyclophosphamide, adriamycin, vincristine,

형술을 먼저 시행하였고 이어서 비내시경하에서 우측 귀인두관 융

prednisone)을 3회 시행하였다.

기 주변과 Rosenmuller 오목에서 조직을 채취하였고 익돌근 주변

2차 항암치료 이후 본과에 방문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우

에서 조직을 채취하였다. 익돌근 주변 조직에 대한 동결절편검사

측 외이도 및 상고실의 종괴는 사라졌고(Fig. 1C) 순음청력검사상

에서 악성 원형세포종(malignant round cell tumor)으로 진단되

양측 기도 및 골도청력 28 dB HL의 하강형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어 추가적인 공동폐쇄형 유양동절제술 및 고실성형술, 안면신경감

을 보임으로써 이전에 있던 우측 전음성 난청 성분은 소실되었다

압술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종양에 의한 안면신경의 압박에 대하여

(Fig. 2B). 어음청력검사상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25 dB HL이었

hydrocortisone 60 mg/일을 5일간 사용하고 이후 5일에 걸쳐서 감

고 최대 어음명료도는 양측 모두 100%였다.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

량하였다. 이후 최종 조직병리검사 결과상 H&E 염색 고배율 소견

영에서 우측 추체 및 상고실 전방에서 골파괴 소견만 남긴 채 종물

에서 침윤된 세포들은 큰 원형 또는 타원형의 세포들로 공포성 핵

은 확연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유양동의 연부조직음영

과 수개의 뚜렷한 핵소체가 핵막을 따라 관찰되는 중심모세포와 함

은 모두 소실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이 당시 우측 안면마비

Fig. 4
A

B

C

D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initial result.
Enhanced T1 axial images at the level of (A) torus tubarius and (B) internal auditory canal showed about 2.8 cm sized well-defined enhancing mass centered at the right torus
tubarius and Rosenmuller fossa extending to petrous apex and infratemporal fossa (arrowheads). (C) Enhanced T1 coronal images showed this mass in nasopharynx (arrowheads).
(D) T2 coronal image at the level of internal auditory canal differentiated a mass (white arrow) from effusion, probably secondary change for right Eustachian tube obstruction
(arrow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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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House-Brackmann의 facial nerve grading system 2.0상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8]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비호

grade 2 (5점) 소견으로 호전되었다.

지킨 림프종에 속하며 비호지킨 림프종 중 가장 흔하다. 하지만 비

3차 항암치료 이후 우측 안면마비 정도는 House-Brackmann의

인두 및 비부비동에서 발생하는 비호지킨 림프종은 서양에서는 B

facial nerve grading system 2.0상 grade 1 (4점) 소견으로 호전

세포 림프종이 흔하지만 동양에서는 NK-T세포 림프종이 흔한 것

되었고 이명, 이통 등의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양측

으로 알려져 있다.[10]

고막은 정상이고 양측 청력은 경도의 하강형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하나 평균

을 보였다. 하지만 3회의 R-CHOP 항암화학요법에도 완전관해가

발병 연령은 70대 정도이고 남성에서 여성보다 호발하는 경향이

안 되어 추가적으로 공고 체외방사선치료(consolidation external

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중 약 1/3의 환자에서 B 증

radiation therapy)를 45-52.5 Gy/25회, 우측 비인두강, 유양동,

상(발열, 야간 발한, 체중감소)을 보이며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혈

측두골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장 젖산탈수소효소가 상승되어 있으며 15%의 환자에서 골수 침범

공고 체외방사선치료가 끝날 무렵인 첫 내원일로부터 약 5개월

을 보인다.[8] 국내에서 보고된 두경부 영역의 미만성 거대 B세포

시점에 환자는 좌측 편마비 의심 증세와 보행조절장애를 호소하였

림프종 사례는 Lee 등[11]의 연구가 가장 많은 수를 보고하였는데,

고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우측 전두엽 및 두정엽, 양측 뇌실

2004년-2014년 동안 110명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림프

주위백질, 좌측 뇌교 및 중뇌에서 종영증강되는 결절성 병변이 다

절 이외 침범조직으로는 구개편도가 가장 흔했고(29.1%) 그 다음으

수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두술을 통하여 소뇌 결절 조직검사

로는 비인두, 갑성선, 설편도 순이었다. 림프절 침범 경우와 림프절

를 시행하였는데, 소뇌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었

이외 침범 경우 간의 발병 당시 연령, 성별, 병기, B 증상, ECOG

다(Bcl6, CD20, LCA(CD45RB), CD79a, PAX-5에 양성, Bcl2,

수행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이 보고에서는 림프절 이외 침

CD3, GFAP에 음성). 이후 환자는 고용량 methotrexate 치료 중

범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완전관해율을 65.2%로, 13.4%

이다.

의 재발률과 재발이 없는 기간을 평균 47개월로 보고하면서 림프절
침범 경우보다 더 긴 생존기간과 질병특이 생존기간을 보인다고 하

▒ DISCUSSION

였다. 특히 CD10, Bcl6, MUM1에 음성을 보인 경우 더 나은 생존
을 보인다고 하였다.

악성 림프종은 두경부의 비상피성암 중 가장 흔하며, 조직병리학

한편 중이염, 급성 안면신경마비를 주소로 하는 미만성 거대 B세

적으로 호지킨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 한국인에서는 전

포 림프종의 보고는 매우 드물다. 해외에서는 4사례가 보고되었는

체 악성 림프종의 88.6%-94.7%가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서구에 비

데 소아가 3사례, 성인이 1사례였다. McCabe 등[4]은 2주간의 발

하여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또한 비호지킨 림프

열, 이루, 안면마비를 주소로 한 2세 남자 환자 1예를 보고하였고,

종에서 림프절 이외의 장기를 침범하는 사례도 한국인에서 서양의

2주간의 항생제치료에 발열, 이루의 호전이 없다가 급성 안면마비

Fig. 5
A

B

C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s of 2 months later after initial visit (after
second R-CHOP [rituximab, cyclophosphamide, adriamycin, vincristine,
prednisone] chemotherapy).
Axial images at the level of (A) geniculate ganglion and (B) lateral
semicircular canal of right ear as well as (C) coronal images at the level of
cochlea showed marked resolution of soft tissue opacifications in the right
epitympanum and mastoid air cells. But there was still osteolysis with bony
destruction at the right petrous pyramid, tegmen and central skull base bone
(arrow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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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되었고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추가검사를 통하여 급성 유

게 다르지 않으며, 2) 이통, 안면마비가 합병되는 경우 림프종을 반

양돌기염으로 진단, 유양돌기절제술과 안면신경감압술을 시행하

드시 감별해야 하며, 3) 임상경과가 예상과 달리 악화되는 경우 반

여 조직검사상 측두골의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된, Ann Arbor 병

드시 다른 진단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증례는 최초

기 1기 사례이다. Kanzaki 등[5]은 6개월 전 두 차례 재발한 중이

문진 시 악성 림프종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 증상과 같

염에 대하여 항생제치료 병력이 있다가 발열, 이루, 안면마비가 갑

은 전신증상은 호소하지 않았고 이통, 이명 등만을 호소하고 있어

자기 발생한 13개월 남자 환자 1예를 보고했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단순 삼출성 중이염으로 오인하기 쉬운 경우였고, 이용종, 안면신

등의 추가검사를 통하여 급성 화농성 중이염 및 유양돌기염 진단하

경마비가 동반되면서 상고실 진주종 혹은 추체염을 의심하였을 뿐,

에 항생제치료 및 유양돌기절제술과 안면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으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광범위한 골파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림프

나 조직검사 결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 추가

종을 의심할 수 없었다.

검사를 통하여 비인두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중두개와, 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포함한 악성 림프종의 장기 예후 예

인두강까지 침범되고 경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Ann Arbor 병기

측인자로서 IPI가 1993년 제안되었다. IPI는 1) 60세 이상의 연령,

2기 사례이다. Reddy 등[6]은 7일간의 이통, 난청이 있다가 급성

2) 정상치를 초과한 혈청 젖산탈수소효소 수치, 3) 2-4점의 ECOG

안면마비가 발생한 고령의 여자 환자 1예를 보고하였는데, 이하선

활동도, 4) 3-4기의 Ann Arbor 병기, 5) 림프절 외 침범 부위의

과 경부 림프절에 있었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하여 6회

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5가지 독립 예후인자로서 구성되는데, 5

의 복합항암화학요법(rituximab,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가지 예후인자의 점수의 합에 따라서 0-1점은 저위험(low risk),

vincristine, prednisolone)을 시행하였고 이후 발생한 이통에 대하

2점은 저-중위험(low-intermediate risk), 3점은 고-중위험

여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단, 항생제치료를 하였다. 하지만 이

(high-intermediate risk), 4-5점은 고위험(high risk)으로 구분한

후 급성 안면마비가 발생하였고 괴사성 외이도염 진단하에 항생제

다.[4,8]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의 단독요법 혹은 병합요법을

치료와 스테로이드요법을 하여 안면마비가 부분 호전되었으나 이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는 cyclophosphamide,

후 다시 악화되어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추가검사를 통하여 진주종

adriamycin, vincristine, prednisone의 CHOP 항암화학요법이며

성 중이염, 급성 유양돌기염과 두개강내 합병증 진단하에 유양돌기

근래 들어서는 anti-CD 20 monoclonal antibody인 rituximab을

절제술을 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측두골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

추가하여 R-CHOP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 추세이다.[12]

종으로 진단된 사례이다. Siddiahgari 등[7]은 2주간의 이통, 이루,

본 증례의 경우 골수천자검사에서 Ann Arbor 병기 1기, IPI 2점

안면마비를 주소로 한 3세 남자 환자 1예를 보고하였고, 2주간의

인 저-중위험(low-intermediate risk)이었고 비교적 좋은 치료 예

이통, 이루, 안면마비에 대하여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단, 2주

후가 기대되었으며 실제 환자는 R-CHOP 항암화학요법 3회 시행

간 항생제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시행한 측두골 컴퓨터 단층

이후 부분관해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후 뇌에 다발성 전이가 발

촬영에서 유양동 종물이 발견된 사례로, 처음에는 진주종성 중이염

견되었는데, R-CHOP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하여 미만성 거대 B세

의심하에 유양돌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중이 및 측

포 림프종의 전반적인 치료 성적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

두골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된, Ann Arbor 병기 1

의 환자에서 재발 혹은 불응성 경과를 보인다고 하였고, 특히 특히

기 사례이다.

중추신경계 재발이 있는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고 하였다. Kim 등

본 증례 역시 첫 방문 시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일측성 이명,

[13]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중추신경계 침범은 진단 당시

이통 뿐이었고 타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급성 중이염으로 진단하여

에는 흔하지 않지만 중추신경계에서의 재발은 병의 경과 중에 발생

항생제치료 및 고실천자를 시행하였다. 본원 첫 방문 시에도 외이

할 수 있으며 발생률이 2%-7%까지 보고된다고 하였다. 급성 림프

도 및 상고실 용종이 발견되어 상고실 진주종을 의심하였을 뿐, 기

모구백혈병/림프종과 Burkitt 림프종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대한 직

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병력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합

접적인 예방 전략은 초기 중추신경계 재발의 발생을 낮추고 생존율

병된 급성 안면마비 역시 악성 림프종을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즉,

을 향상시켰으나, 불행히도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서 중추신

해외에서 보고된 4개 사례뿐만 아니라 본 사례를 통하여 임상의가

경계 예방 요법의 역할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유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1) 유양동, 중이의 림프종은 임상에서 흔

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서는 중추신경계 단독재발이 드물

히 마주치는 일반적인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의 임상소견과 크

고 부작용 대비 예방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들고 있다. 본 증례의

중이 및 추체첨을 침범한 비인두강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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