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

한병리학회지: 제 35 권 제 3 호 2001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1; 35: 245-7

Nevus Cell Inclusions in the Lymph Node  
- A Report of Two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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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us cell inclusion in the lymph node is an uncommon histologic finding and usually is an
incidental finding in the capsule, fibrous trabeculae, perinodal adipose tissue, and parenchy-
ma of the axillary, inguinal, or cervical lymph nodes which are removed as part of cancer
diagnostic or therapeutic procedures. The aggregated pigmented nevus cells in the lymph
node resemble the cells of the cutaneous nevi.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them from
metastatic carcinoma or malignant melanoma.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nevus cell inclu-
sions are presence of nevus cells within the capsule and supporting stroma, without pres-
ence in the marginal sinus of the lymph node, and the absence of cytological atypia or mito-
sis of nevus cells. We report two cases of nevus cell inclusions, in the axillary lymph nodes in
a patient with breast carcinoma and in an enlarged inguinal lymph node in a patient without a
malignant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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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에 발생한 모반세포 봉입체

- 2예 보고 -

양성 림프절 봉입체는 크게 상피성, 모반성, 탈락막성으로 나

누어진다.1 이 중 림프절의 모반세포 봉입체는 1931년에 Stew-

art2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 개는 임상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부분 악성 종양의 수술 절제시 주변 림프절에서 우연

히 발견된다. 이 병변과 가장 흔히 동반된 종양은 악성 흑색종

과 유방암종이다.3 특징적으로 액와부, 경부 또는 서혜부 림프절

의 피막이나 섬유성 육주 또는 주변 지방조직에 위치하고3 드물

게는 실질에 위치한다.4,5 조직학적으로는 피부의 모반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갖는 모반세포들이 결절성으로 응집되어 있다.4

세포학적으로는 이형성이 없지만 때로 전이성 암종과 혼동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6 저자들은 림프절의 모반세포

봉입체 2예를 경험하고 국내에 보고된 예가 없어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증례 1

47세 여자 환자가 약 1달간 지속된 좌측 유방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력상 약 10년 전에 개인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2년 전부터 경구 투약을 받고 있는 것 외에 피부 병변

이나 다른 장기의 특이 질환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좌측 유

방에 단단하고 고정된 종괴가 촉지되어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

으며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환자는 좌측 유방의 변

형근치유방절제술과 좌측 액와부 림프절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육안 소견상 유방에서 두 개의 충실성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이

들은 조직학적으로 각각 침윤성 유방암종과 섬유선종으로 진단

되었고 유두, 피부, 근막에 종양의 침범은 없었다. 절제한 좌측

액와부 림프절은 모두 14개로 크기가 다소 커져 있었으나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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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의 전이는 없었다. 크기가 0.8 cm인 림프절에서는 피막과

그에 인접한 지방조직에서 모반세포의 응집이 다발성으로 관찰

되었다. 이들 세포의 핵은 둥 거나 난원형이며 핵소체는 뚜렷

하지 않았고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풍부한 세포질 내에

갈색의 과립성 색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Fontana-Masson 염색

과 S-100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이

고, HMB 45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는 음성 반응을 보여

멜라닌 색소를 함유한 양성 모반세포임을 확인하 다(Fig. 1).

또한 림프절 실질에는 Fontana-Masson 염색에 양성이며

Prussian blue 염색에는 음성인 멜라닌 색소를 함유한 조직구가

산재하여 있었으며, 이러한 소견은 모반세포 봉입체가 있는 림

프절을 포함하여 8개의 림프절에서 관찰되었다.

증례 2

64세 남자 환자가 과거력상 20년 전에 고혈압, 1년 전에 당뇨

병으로 진단받고 투약 중이며, 5개월 전에는 심근경색으로 치료

받았고 1개월 후 복부 동맥류가 발생하 으나 급성 신부전이 말

기 신질환으로 진행되어 혈액투석과 보존적 치료만 받고 있었

다. 피부에는 수년 전부터 배부에 소양증을 동반한 미만성 건피

증이 있었으나 피부 모반은 없었다. 최근 혈액검사상 호산구 증

가증이 발생하고 우측 서혜부에 여러 개의 림프절이 촉지되어

서혜부 림프절 생검을 시행하 다. 두 개의 림프절이 생검되었

는데 큰 것의 크기가 1.8 cm이었다. 현미경 소견상 한 개의 큰

림프절의 피질 실질과 피막에 모반세포의 응집이 있었는데, 이

세포의 핵은 이형성이나 유사분열이 없었다. 풍부한 세포질 내

에 Fontana-Masson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갈색의 멜라

닌 색소를 함유하 으며(Fig. 2), S-100 단백에 한 면역조직

화학 염색에는 양성, HMB45에는 음성 반응을 보 다. 또 S-

100 단백과 CD1a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상 양성인 랑게르

한스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두 개 림프절의 부피질역의 여러 곳

에서 저배율상 창백하게 보이는 부위가 있었고, 멜라닌 색소를

함유한 조직구가 전반적으로 산재하여 있었다(Fig. 3).

Fig. 1. There is an aggregate of brown pigmented benign nevus
cells without atypia or mitosis, limited to the capsule of the lymph
node (case 1).

Fig. 2. The parenchyma of the lymph node shows an aggregate
of benign nevus cells containing abundant brown pigment
(case 2).

Fig. 3. The pale area (arrows) in the paracortex of the lymph node
is composed of aggregate of Langerhans' histiocytes admixed
with occasional eosinophils (A). Scattered melanophages are fre-
quently found in the parenchyma of the lymph node (B). (GC:
germinal center)

A B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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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림프절의 봉입체가 발생하는 기전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

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1,3 첫번째는 발생학적인 세

포 이동의 장애에 의한다는 것인데, 발생 당시 신경릉에서부터

모반세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림프절이나 림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립선, 자궁 경부, 질, 구강 점

막과 같은 의외의 장기에서 간혹 이러한 병변이 발생된 예가 보

고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모반세포의 이소성

이동의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소견이라 볼 수 있다.7 그러나 림프

절 봉입체가 왜 특정 부위의 림프절에 더 잘 발생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두번째는 성인이 된 후 피부 모반으로부터 모반세포가 림프관

이나 혈관을 따라 이동한다는 이른바 양성 전이의 가설이다. 비

슷한 예로 골반 림프절이나 동맥 주위 림프절의 선 봉입체,

경부 림프절의 갑상선여포 봉입체, 액와부 림프절의 유방상피

봉입체, 이하선 주위 림프절의 타액선상피 봉입체 등을 들 수

있다.7 이 가설은 McCarthy 등5이 처음 주장하면서 림프절 피

막에서 양성 모반세포가 관찰된 24명의 환자 중 22명에서 피부

모반이 동반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양성 전이의 원발 병소는 피

부 병변이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본 2예의 경우에는 피부 모

반은 없었다. 또한 모반세포 봉입체가 액와부, 경부, 서혜부와

같은 피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표재성 말초 림프절에서 발견

되었고 내장 림프절에서는 보고된 예가 없는 점과, 응집된 모반

세포가 피부 모반이 있는 환자의 수입 림프관 벽과 림프관 내에

서,3 그리고 드물게는 혈관 내에서도6 관찰된 보고가 있는 점도

이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림프절에 전이성 병변이 흔히 발견되

는 림프절의 피막하 동(sinus)에서는 모반세포가 관찰되지 않았

고 부분 피막의 결체조직이나 섬유성 육주에 위치하는 것은

이 가설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모반세포가 림프절 내

에서 생존하기 위한 환경을 찾고자 조기에 수입 림프관으로부터

주변의 피막이나 섬유성 육주 또는 림프절 주위의 지방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3

문헌에 기술된 바는 없지만 두 증례 모두 모반세포 봉입체의

주변과 모반세포가 없는 림프절에도 멜라닌 색소를 함유한 조직

구가 산재하여 있어 피부병성 림프절병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을 생각할 수 있다. 증례 1에서처럼 피부 병변이 없이 피부병성

림프절병증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피부병성 림프절병증의 특징

적 소견인 랑게르한스세포의 증식으로 인한 부피질역의 창백한

부위가 없어 단순히 모반세포 봉입체에 동반된 소견으로 생각된

다. 증례 2에서는 수년간 배부에 소양증을 동반한 건피증이 있었

고 혈액 검사 소견상 호산구증가증이 있으며 현미경 소견에서도

부피질역의 창백한 부위에 랑게르한스세포의 증식과 함께 호산

구가 섞여 있어 피부병성 림프절병증이 동반된 것으로 생각된다. 

림프절의 모반세포 봉입체는 악성 흑색종이나 유방암종과 같

은 악성 종양으로 인해 절제한 림프절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

가 부분이기 때문에, 림프절의 이러한 병변은 전이성 암종이

나 악성 흑색종 혹은 원발성 악성 흑색종으로 간혹 오인되는 경

우가 있다. 그러나 전이성 암종 세포가 림프절의 피막하 동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림프절의 모반세포 봉입체는 주로 림프절

의 피막이나 섬유성 육주 또는 인접한 지방조직 내에 위치한다.

또한 세포학적 다형성이나 이형성이 없고 핵소체가 뚜렷하지 않

으며 유사분열이 없는 점으로 이를 감별할 수 있다. 

드물지만 림프절에 이러한 병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전이성 암종이나 악성 흑색종과 감별하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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