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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 Node Infarction After Fine-Needle Aspiration
- A Case Report -

Ho Sung Park, Kyu Yun Jang, Myoung Ja Chung, Woo Sung Moon, Dong Geun Lee
and Myoung Jae Kang

Department of Pat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onju, Korea

Histologic alterations of lymph nodes following fine-needle aspiration have not been well describ-
ed. Only two cases of lymph node infarction following fine-needle aspiration have currently been
reported. We report here on a case of near total infarction of a lymph node that was detected
16 days after fine-needle aspiration in a 74-year old man. A fine-needle aspiration smear of the
right inguinal lymph node showed scattered and clustered cells including lymphocytes, plasma
cells, neutrophils that were seen as a reactive nodal hyperplasia in the clean background. There
were no malignant cells, granulomas or necrotic debris. In the incisional biopsy of the same
lymph node, the sections revealed a thin rim of viable lymphocytes, granular tissue was noted
peripherally and extensive necrosis associated with vascular thrombi was noted centrally. There
was no evidence of malignancy or granulomatous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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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침흡인세포검사 후 발생한 림프절 경색

- 1예 보고 -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여러 장기에서 진단적 방법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특히 림프절에 이용할 경우 종양성

병변과 반응성 병변을 진단하는데 정확도가 매우 높다. 갑상선,

유방, 그리고 침샘을 포함하는 여러 장기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

후에 발생한 조직학적 변화가 보고되었지만,1-3 림프절에서 세침

흡인세포검사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조직학적 변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세침흡인세포검사 후에 림프절의 경색이 일어난 증례

는 보고가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림프절 경색에 한 문헌고찰

과 함께 세침흡인세포검사 후에 발생한 림프절 경색 1예를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74세 남자가 7개월 전부터 촉지되고 3일 전부터 통증이 동반

된 우측 서혜부 종괴 때문에 내원하 다. 열, 야간발한, 체중감

소는 없었으며, 신체 검사상 6×4 cm 크기의 유동적이고 부드

러운 종괴로 압통을 동반하 다. 겨드랑이와 빗장위오목에서 만

져지는 종괴는 없었다. 3년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혈압약을 복

용하고 있으며, 1년전 본원 신경과에서 일과성허혈발작으로 치

료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9,200/ L, 혈색소

14.1 g/dL, 적혈구용적률 37.0%, 혈소판 148,000/ L로 정상이

었으며, 일반화학검사, 요검사도 정상이었다. 연부조직 초음파 검

사상 우측 서혜부에 직경 5 cm 이하 원형의 저에코 종괴가 다

수 관찰되었으며 서로 응괴되어 있었다. 복부 및 골반부의 나선

전산화단층촬 상 우측 서혜부에 직경 5 cm 이하의 림프절이

다수 관찰되었고, 림프절은 비교적 균질하며 중간정도의 조 증

강을 보 다(Fig. 1). 이외에도 복강내의 우측 엉덩혈관 주위와

복부 동맥 주위에서 직경 3.6 cm 이하의 림프절이 다수 관찰

되었다. 림프종이 의심되어 서혜부 림프절에서 세침흡인세포검

사를 시행하 다. 저배율에서 도말배경은 깨끗하 고 세포가 낱

개로 떨어져 있거나 여러 개의 세포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고

배율에서 낱개로 떨어져 있는 세포의 부분은 세포질이 거의 없

고 원형의 핵을 가진 성숙된 림프구로 간간이 형질세포, 호산구,

호중구가 관찰되었다. 또한 세포질이 거의 없고 림프구보다 두세

배 큰 난원형의 핵에 하나의 핵인을 가진 세포와 성숙 림프구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Fig. 2). 악성 세포, 괴사물질, 다핵거

세포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세포군의 다형성이 인정되어서 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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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반응성 림프절염으로 진단하 다. 환자에게서 림프종을 완

전히 배제하지 못하여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한 지 16일 만에

서혜부 종괴의 절개생검을 시행하 다. 생검된 림프절은 여러 조

각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가장 큰 조각은 1.8×1.3×0.8 cm 다.

절단면은 회백색을 띠고 부분적으로 연한 황색을 띠었으며 부드

러웠다. 저배율소견상 두꺼워진 림프절 피막이 관찰되고 피막의

바로 하부에는 살아 있는 림프구들이 얇은 테를 이루고 있었고

림프절의 거의 부분은 괴사되어 있었으며 중심부에서는 출혈

소견도 관찰되었다(Fig. 3). 괴사된 부위와 살아 있는 림프구 테

의 경계 부위에 띠 모양의 육아조직이 관찰되었는데, 세침흡인세

포검사가 시행된 부위로 여겨지는 부위는 육아조직이 림프절 중

심부 쪽으로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다. 괴사 부위와 육아조직 부

Fig. 2. In the fine-needle aspiration of the right inguinal mass, the smear shows scattered cells such as abundant lymphocytes and few plas-
ma cells as well as cell clusters in the clean background (A). The cell clusters are composed of lymphocytes and benign-looking cells show-
ing scanty cytoplasm and large oval nucleus with one nucleolus (B).

A B

Fig. 1. The pelvic CT scan shows moderately enhanced mass
(arrows) measured by 5×4 cm at the right inguinal area.

Fig. 3. In the incisional biopsy of the right inguinal mass, the sec-
tion reveals thick fibrous capsule, thin rim of viable lymphocytes
and granulation tissue in the periphery of lymph node, and exten-
sive necrosis cent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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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혈관은 호산성의 비정형적 물질들로 채워져 있었다(Fig. 4).

고배율소견상 괴사 부위는 세포의 형태가 남아 있는 응고괴사를

보 으며, 악성세포, 육아종, 다핵거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괴사 부위는 레티쿨린 염색에서 정상적인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5). 항산균과 진균에 한 염색(AFB, PAS)에

서 원인균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본 증례를 세침흡인세포

검사 후에 발생한 림프절 경색으로 진단하 다. 림프절 절개생검

후에 통증이 감소하고 림프절의 크기도 감소하여 환자는 퇴원하

으며, 그 후 10개월 동안 병변의 진행 및 재발은 없었다.

고 찰

세침흡인세포검사는 림프절, 유방, 두경부 종괴, 피부, 폐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병변에 한 효과적인 진단방법으로 사

용되고 있다. 세침흡인세포검사가 비교적 비외상성 시술로 여겨

지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조직학적 변화가 유발될 수도 있고 때

로는 진단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갑상선, 유방, 그리고 침샘을

포함하는 여러 장기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 때문에 경화증, 혈관

및 방추세포 증식, 부분 또는 완전 경색 같은 조직학적 변화가 일

어난다고 보고되었다.1-3 그러나 림프절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조직학적 변화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Behm

등4은 세침흡인세포검사가 시행되었던 28예의 림프절을 검토해

본 결과 43%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로 인한 변화를 보 다고 보

고하 다. 그러나 Tsang 등5은 230예 중 10예(4.3%)에서만 세

침흡인세포검사로 인한 변화를 보고하 다. 이처럼 보고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가 큰 이유에 해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절제된 림프절과 세침흡인세포검사가 시행된 림프

절이 같지 않을 수 있고, 절제된 림프절이 세침흡인세포검사가

시행된 림프절이라도 연속절편을 하지 않아 세침흡인세포검사 후

의 국소적인 변화를 간과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세침흡인세포검

사와 림프절 절제 사이의 시간간격에 의해 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외상이 치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Tsang 등5의 보고에서

는 세침흡인세포검사와 림프절 절제 사이의 간격에 따라 조직소

견에 차이를 보 는데, 출혈과 기질화는 시간 간격이 7-36일(평

균 16.3일)에 관찰되었고, 경색은 12-40일(평균 26.8일)에 관찰

되어 경색이 발생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림프종이 있는 림프절의 경색은 가끔 보고되었지만 세침흡인

세포검사 후에 림프절에서 경색이 일어난 증례는 보고가 드물

다. 림프절의 경색이 드물게 나타나는 이유는 혈관공급이 풍부

하며 혈관문합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림프절 경색

에 한 초기 보고들은 혈관염, 혈전증 또는 기계적 혈관폐색을

원인으로 제시하 다.6,7 세침흡인세포검사로 인해 림프절내에

출혈이 생기면 림프절 피막이 더욱 신장되어 림프절의 혈액공급

이 장애를 받고 아울러 세침 천자로 인해 혈관이 손상받아 허혈

성 괴사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감염성 원인과 종양성 원인을 제외한 림프절 경색은

21예가 보고되었다.5,6,8-13 이 중 세침흡인세포검사 후에 림프절

경색이 발생한 증례는 2예 으며, 세침흡인세포검사 후 각각 40

일과 14일째에 림프절 생검을 시행하 다.5,8 각각 32세 여자의

젖샘가쪽돌기의 심부와 42세 여자의 겨드랑 부위에서 발생하

는데, 두 예 모두 조직소견에서는 구역경색을 보 다. 본 증례는

74세 남자의 서혜부에서 발생하 고 세침흡인세포검사 후 16일

째에 림프절 생검을 시행하 으며 조직소견상 준완전경색을 보

Fig. 4. The section reveals intranodal vessels containing eosinophilic
amorphous thrombus.

Fig. 5. The stain for reticulin shows preservation of normal reticulin
architecture in the infarcted area (Gomori reticulin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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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는 차이가 있다. 

림프절의 광범위한 경색이 발생한 경우에 결핵, 진균 및 바이

러스 감염에 의한 경색, 악성종양, 과민반응 등으로 인한 림프절

경색과의 감별이 필요하다.10 배양이나 특수염색 등을 통해서 감

염성 병인을 배제할 수도 있다. 림프종이나 전이성 소세포암종

같이 광범위한 괴사를 동반하는 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육아조직과 혼재된 괴사 부위의 주변부에서 세포

군이 다형성을 보이고 레티쿨린 구조가 정상을 유지하는 소견은

종양성 증식보다는 반응성 증식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과민반응

과 혈관염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도 병변의 국소성과 혈관벽에

괴사나 염증이 없는 소견으로 감별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항

산균과 진균에 한 염색(AFB, PAS)에서 음성을 보여 감염성

경색을 배제할 수 있고, 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악성 종양을 의심

할 소견이 없다. 그리고 림프절의 레티쿨린 염색에서 정상구조가

유지되며 10개월 동안 병변의 진행 및 재발이 없으므로 종양성

경색을 배제할 수 있고, 정맥혈전증이 잘 발생하는 임상적 상황

도 없었다.

최근에는 발병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완전 림프절 경색이

발생한 후에 림프종이 발병하는 증례들도 보고되었다. Maurer

등14은 림프절 생검상 경색이 존재한 51예에서 림프종이 병발한

경우는 14예이고, 나머지 37예 중에서 평균 48개월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림프종이 발생한 경우는 6예(16%)라고 보고하 다. 

결론적으로, 림프절의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중요한 조직학적 변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림프절 경색이 일어난 경우 조

직학적 진단과정에서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염성 질환,

악성 종양, 과민반응 등과의 감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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