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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opathologic Analysis of Kikuchi’s Lymphadenitis

Jung Woo Choi, Ji Hye Lee, Ju Han Lee, Yang Seok Chae and Insun Kim

Department of Path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 Kikuchi’s disease has been known as a self-limiting lymphadenitis mostly affect-
ing the cervical lymph nodes of young women.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linical data of 77 cases of Kikuchi’s lymphadenitis from 1996 to 2003 at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Results : Histologically, 69 available cas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roliferative (60.8%), necrotizing (33.3%), and xanthomatous type (5.7%). These three types
differed in terms of their clinical features, showing tenderness most predominantly in the necro-
tizing type. In spite of the insufficient numbers of cases, the data on the duration of the dis-
ease well correlated with the possible progression of the three histologic types (Kikuch’s dis-
ease begins as proliferative type, then progress into necrotizing type and finally resolves into
xanthomatous type). During the ten-month period of the mean follow-up, the recurrence rate
was 7.0%. Three and two patients developed into pulmonary tuberculosis and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respectively, but there were no prognostic differences among the three types.
Conclusions : Our results confirmed that Kikuchi’s lymphadenitis is a self-limiting necrotiz-
ing lymphadenitis with a low rate of recurrence. Here, we suggest that the classification of
histologic types have some meanings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in certain clinical aspects
and possible sequential disease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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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급성림프절염의임상ㆍ병리학적분석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은 1972년 Kikuchi1와 Fujimoto2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질환으로 주로 30세 이하의 젊은 동양 여성

에게서 발생한다.3,4 질환 초기에는 경부 종물, 발열, 동통 등의

증상을 수반하지만5,6 부분 자연 치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학적 생검이 필수

지만,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3,9 악성 림프종, 결핵, 또는 전신

홍반루프스로 오진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

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확진된 77예의 조직학적인 특징을

Kuo10의 분류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임상적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1996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고려 학교 의료원에서 병리

조직학적으로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확진된 환자 77예를

상으로, 성별, 연령 분포, 임상 증상, 이학적 검사소견, 혈액학

적 검사소견, 치료 경과에 해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절제 생

검된 림프절은 모두 10% 포르말린에 고정되었으며 헤마톡실린-

에오신 염색 과정을 거쳐 진단되었고, 감별 진단을 위해 CD3,

CD79a, CD68, Ki-67 등에 한 면역 염색을 시행하 다. 슬라

이드와 조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69예를 병리 조직학적으로 증

식성, 괴사성, 황색종성 형태의 세가지로 분류하 으며, 각각의

임상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 다.

결 과

조직학적인 분류

증식성 형태는 핵이 붕괴되면서 생긴 핵의 조각들과 세포자멸

사로 인해 생긴 호산성 조직파편들이 다양한 조직구, 단핵구 및

림프구들과 함께 나타나면서 중성구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 다

(Fig. 1).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응고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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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형태로(Fig. 2A), 괴사 유무와는 무관하게 거품형 조직구

가 주된 구성 세포인 경우는 황색종성 형태로 분류하 다(Fig.

2B). 조직학적 분류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69예 으며 증식성

형태 42예(60.8%), 괴사성 형태 23예(33.3%), 황색종성 형태 4

예(5.7%)로 나타났다. 임상 양상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각

임상 자료 항목 간에 모집단의 수가 서로 다른 것은 필요한 임

상 정보가 환자마다 챠트에 전부 기술되어 있지 않고 일부분 누

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령 및 성별분포

남녀 성별비는 1:3으로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 고, 평균

발병 연령은 24.6세로 주로 10-20 사이의 젊은 나이에 발생하

다(Fig. 3). 각각의 조직학적 형태 간에 성별과 나이 분포에

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증상

증상 발생 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평균적으로는 3.9주 으며 1

주 이내가 3.9% (3/76), 1주에서 1달 이내가 36.8% (28/76),

1달 이상이 59.2% (45/76) 다. 증식성 형태에서는 그 기간이

각각 평균 3.69주, 괴사성 형태에서는 4.32주, 그리고 황색종성

형태에서는 4.88주로 나타났다. 경부의 림프절 종 가 97.4%

(75/77)에서 나타났으며, 나머지 2예에서는 액와부 및 유방의

림프절 종 ,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 로 각각 나타났고 이 2

예의 조직학적 유형은 각각 괴사성 형태와 증식성 형태 다. 림

프절 종 는 13.6% (9/66)에서 양측성으로 나타났고 왼쪽과 오

른쪽은 각각 46.9% (31/66)와 39.3% (26/66)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조직학적 유형별로 나누어 비

교하 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림프절의 크기는 0.5-10 cm

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87.8% (58/66)에서 5 cm 이하 다.

Fig. 1. (A) Pale stained patchy area is found in the cortex of a lymph node. (B) This area is composed of various histiocytes, plamacytoid
monocytes and a variable number of lymphoid cells with karyorrhectic nuclear debris.

A B

Fig. 2. (A) Diffuse coagulative necrotic area is surrounded by collections of foamy macrophages and various lymphocytes. (B) Foamy
macrophages have abundant bubbly cytoplasm and distinct cytoplasmic bord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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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과 동통은 각각 67.2% (39/58)와 36.0% (22/61)에서 동

반되었다. 각 조직학적 유형 간 발열의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

었으나, 동통은 증식성(28.9%)과 황색종성(0%) 형태보다는

괴사성 형태(55.0%)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결핵과 상기도 감

염의 과거력을 가진 환자는 각각 7.6% (5/65)와 26.1% (17/65)

으며, 조직학적 형태 간에는 과거력상의 차이가 없었다.

임상검사소견

가장 흔히 나타난 혈액학적 검사 소견은 백혈구 감소(4,000/

mm2 이하)와 적혈구 침강 속도 상승(>20 mm/hr)으로, 62.5%

(40/64), 71.1% (37/52)에서 나타났으며 백혈구의 감소는 특히

황색종성(25.0%)형태보다 증식성(68.4%) 및 괴사성(59.0%)

형태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빈혈(남자 <13 g/dL, 여자 <12
g/dL)은 32.8% (23/70)에서 나타났으며 C-reactive protein의

상승(>5 mg/dL)이 59.3% (19/32)에서 동반되었다. 류마트성

인자는 10명 중 3명에서 나타났고, 이 중 한명은 추적 관찰 도

중 전신홍반루프스로 진단되었으며 조직학적으로는 증식성 형태

에 속하 다. EBV VCA IgG 항체는 23.3% (7/30)에서 나타

났으나 IgM 항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Fluorescent antinuclear

antibody (FANA)는 5.8% (1/17)에서 나타났으며, 이 환자

는 항동원체 항체 양상으로 추적 관찰 과정에서 역시 전신홍반

루프스로 진단되었고 조직학적으로는 괴사성 형태 다. 

치료

부분 병리조직학적 확진 전에는 항생제와 해열제 등을 투여

하거나 결핵으로 진단하여 결핵 치료를 하 으나, 확진 후에는

모두 증 치료를 하 다.

추적관찰

추적 기간은 3일에서 5년으로 다양하 으나 평균 9개월이었

으며 추적 중 재발한 경우는 7.0% (4/57) 다. 조직학적으로 2

예에서는 증식성 병변, 2예에서는 괴사성 병변을 보여 조직학적

유형과 재발 사이의 유의한 관계는 찾을 수 없었고, 각각의 예

에서 다음과 같은 임상양상을 보 다. 한 예에서는 경부 림프절

의 크기가 감소하다가 4년 뒤에 같은 위치에 1 cm 크기로 새로

운 병변이 나타났으며, 다른 예에서는 서혜부 림프절에서 1개월,

8개월 뒤에 각각 새로운 병변이 나타났다. 또 다른 예에서는 추

적 관찰 1주 뒤에 2개의 림프절이 반 편 경부에 새로이 나타났

으며, 남은 한 예에서는 추적 관찰 4개월 뒤에 림프절의 크기와

수가 모두 증가하 다. 이들 재발한 경우 이외에 추적 관찰 도

중 전신홍반루프스로 진단 받은 경우는 2예(증식성 1예, 괴사성

1예), 폐결핵으로 진단 받아 투약을 받은 경우는 3예(증식성 1

예, 괴사성 2예) 다. 

고 찰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은 1972년 Kikuchi1와 Fujimoto2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질환이며, 임상적, 방사선학적, 병리조직학

적으로 악성 림프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다. 주로 30세 이

하의 젊은 여성에게서 경부 림프절 종 로 발현하는 것이 특징

이며, 발열이나 동통, 체중 감소, 오심, 구토 등의 전신증상을 동

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8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Epstein-Barr

virus (EBV), human herpes virus (HHV)-6, HHV-8 및

다른 여러 바이러스들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4 일

Fig. 3.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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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

Histologic type PT NT XT

No. of patients 42 (60.8%) 23 (33.3%) 4 (5.7%)
Sex (F:M) 32:10 (3.2:1) 16:7 (2.28:1) 3:1
Age (year)

Range 10-51 15-46 12-24
Mean 25.6 23.5 19

Fever 23/34 (67.6%) 14/20 (70.0%) 2/4 (50.0%)
Leukopenia 26/38 (68.4%) 13/22 (59.0%) 1/4 (25.0%)
Duration

Range 3 days-4 months 5 days-3 months 10 days-3 months
Mean (week) 3.69 4.32 4.88

TB history 4/39 (10.2%) 1/22 (4.5%) 0/4 (0%)
URI history 9/39 (23.0%) 8/22 (36.3%) 0/4 (0%)
LN status

Number 3.9 3.1 2.7
Bilaterality Lt:21, Rt:15, B:4 Lt:8, Rt:10, B:4 Lt:2, Rt:1, B:1
Tenderness 11/38 (28.9) 11/20 (55.0%) 0/3 (0%)

PT, Proliferative type; NT, Necrotizing type; XT, Xanthomatous type; TB,
Tuberculosis; URI,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LN, Lymph node;
Lt, Left; Rt, Right; B, Bilateral.

Table 1. Summary of clinical features in different  histologic sub-
types



부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활성화된 림프구에 의해 유발되는

병으로서 형태학적으로 전신홍반루프스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지만 자연 치유되는 병이라고 보고하 다.15,16 실제로 본 연구에

서도 2예에서 전신홍반루프스가 발병하 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

급성 림프절염이 전신홍반루프스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을 뒷받침한다. 

일부 보고에서는 주로 여성에게서 발병한다는 점이 사실과 달

리 너무 강조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남녀간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고하 다.10,17,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19-22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학

적인 유형 간에 빈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비율의 재발이 보고되었

다.22,23 본 연구에서는 이 질환이 다른 연구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

로 재발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진단에 특이적인 임상 검사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말초

혈액에서 백혈구 감소증이나 비정형 림프구가 각각 25.0-58.3%,

25.0-31.1%에서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23 비정형

림프구의 증가는 아급성 림프절염이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나타

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24 본 연

구에서는 EBV VCA IgG 항체가 23.3% (7/30)에서 나타났

을 뿐 IgM 항체는 관찰되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백혈구 감소증이 주된 혈액학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

지만 소수에서는 백혈구 증가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10,23 본 연구에서도 1예에서 백혈구 증가증을

보 다. 확진은 림프절의 절개 생검을 통한 병리조직학적 소견

에 의해 가능하나, 최근에는 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진단의

유용성이 제기되었다.25

병리조직학적 진단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9

즉, 속겉질과 겉질에서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호산성의 괴사

역, 괴사 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핵파편들, 중성구가 없으며 형질세포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 형질 세포양 T 림프구 혹은 단핵구들의 집락화, 그리고 수

많은 면역모세포의 출현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병리

조직학적 소견이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Kuo10가 제시한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각각의 임상 양상을 비교하 다. Kuo

는 괴사성 형태가 반수를 넘는 가장 흔한 형태이고 증식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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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Kikuchi23 (1990) Pileri21 (1982) Dorfman19 (1988) Tsang22 (1994) Kuo18 (1995) This study (2004)

Number of cases 276 27 108 75 79 77
Country Japan Germany U.S.A Hong Kong Taiwan Korea
Sex ratio (F:M) 1.56:1 2.85:1 4:1 2.75:1 1.1:1 3:1
Age (year)

Range 4-53 10-48 11-75 14-57 9-54 10-52
Mean 26.9 26.6 30.0 25.5 26.9 24.6

Fever 30.2% 50% 33.3% 38.5% 48.4% 67%
LAP

Cervical 97.5% 55.5% 70% 94.6% 97% 97.4%
Painful ? 52.9% ? ? 59.2% 36%
Recurrence 4% ? ? 3% 3.3% 7%

WBC count
Leucopenia 58.3% 25% ? 45.5% 42.9% 63%
Leukocytosis 2.1% 5% ? ? 2.9% 1%

LAP, Lymphadenopathy; WBC, White blood cell.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s of reported series from different geographic regions

Histologic type PT (Kuo18/This study) NT (Kuo18/This study) XT (Kuo18/This study)

Number of patients 23 (29.1%)/42 (60.8%) 42 (53.2%)/23 (33.3%) 14 (17.7%)/4 (5.7%)
Sex (F:M) 3:1/3.2:1 1:1/2.2:1 75:1/3:1
Age (year)

Range 10-42/10-51 9-45/15-46 17-43/12-24
Mean 27/25.6 26/23.5 25/19

Fever 6/18 (33.3%)/23/34 (67.6%) 18/32 (56.3%)/14/20 (70%) 7/13 (53.8%)/2/4 (50%)
Leukopenia 8/20 (40%)/26/38 (68.4%) 15/38 (39.5%)/13/22 (59%) 6/13 (46.2%)/1/4 (25%)
Pain 8/20 (40%)/11/38 (28.9%) 26/39 (66.7%)/11/20 (55%) 5/12 (41.7%)/0/3 (0%)
Duration

Range 7 days-3 months/3 days-4 months 7 days-8 months/5 days-3 months 7 days-2 months/10 days-3 months
Mean (week) 4.3/3.69 4.3/4.32 3/4.88

PT, Proliferative type; NT, Necrotizing type; XT, Xanthomatous type; F, Female; M, Male.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s of different histologic types of Kikuchi disease



황색종성 형태의 순이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증

식성 형태가 반수를 넘는 가장 흔한 형태 으며 그 다음으로 괴

사성 형태, 황색종성 형태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비록

황색종성 형태가 4예에 불과하여 정확한 아형간의 비교가 어려

웠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괴사성 형태에서 55.0% (11/20)로

가장 흔하게 압통을 동반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Kuo

에 의한 보고와 일치하 다. 세가지 조직학적 유형이 아급성 림

프절염의 경과에 따른 단계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제시되었고(증

식성 형태�괴사성 형태�황색종성 형태),10 본 연구에서도 질

환의 지속 시간에 비추어 보면 증식성 형태 3.69주, 괴사성 형태

4.32주, 황색종성 형태 4.88주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황색종성 형태의 수가 매우 적어서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간에 따라 순차적인 조직 검

사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발이 확인된 4예 이외에도 3예에서 추적 관

찰 도중 결핵이 발병하 으며, 다른 2예에서는 전신홍반루프스

로 진단되었다. 결핵이 발병하 던 3예 중 2예에서는 조직학적

으로 괴사성 형태를 보 고 1예에서는 증식성 형태로 나타났으

며, 진단 당시 감별을 위해 시행하 던 TB-PCR에서는 모두 음

성을 보 다. 전신홍반루프스로 후에 진단된 2예는 각각 조직학

적으로 증식성, 괴사성 형태를 보 다. 재발하거나 후에 결핵이

나 전신홍반루프스로 진단된 경우와 자연 경과를 보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특이할 만한 점은 발견

되지 않았다. 추적 관찰 중 악성 림프종으로 전환된 경우는 아

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처음에 미만성 세포성 림프종으

로 진단되었다가 후에 아급성 림프절염으로 진단된 2예가 보고

되었다.26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급성 림프절염이 주로 젊은 여성

의 경부 림프절을 침범하는 괴사성 림프절염으로서, 부분 자

연 치유 되지만 일부에서는 재발하는 질환임을 확인하 다. 그

리고 조직학적인 유형 간에 임상적으로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은

없었지만 괴사를 보인 예에서 압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른 형

태에 비해 상당히 많았음을 확인하 다. 아급성 림프절염의 조직

학적인 양상은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에 병리의사가 이 질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악성 림프종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19,21,27,28 진

단에 주의를 요하며, 경부의 림프절 비 가 보존적 치료에 반응

이 없을 경우 림프절 생검 또는 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확진

이 반드시 필요하다.29,30

참고문헌

1. Kikuchi M. Lymphadenitis showing focal reticulum cell hyperpla-

sia with nuclear debris and phagocytes. Acta Hematol Jpn 1972; 35:

379-80.

2. Fujimoto Y, Kojima Y, Yamaguchi K. Cervical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Naika 1972; 30: 920-7.

3. Garcia CE, Girdhar-Gopal HV, Dorfman DM. Kikuchi-Fujimoto

disease of the neck. Update. Ann Otol Rhinol Layngol 1993; 102: 11-5.

4. Louis N, Hanley M, Davidson NM. Kikuchi-Fujimoto disease: a report

of two cases and an overview. J Laryngol Otol 1994; 108: 1001-4.

5. Lee HS, Tae K, Jang KJ, Lee EJ, Kim SK.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Korean J Otolaryngol 1998; 41:

640-6.

6. Chan JK, Saw D.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Kikuchi’s

disease). A clinicopathological study of nine cases. Pathology 1986;

18: 22-8.

7. Ahmad M, Khan AH, Iqbal J.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

tis. A clinicopathological study. J Pak Med Assoc 1991; 41: 86-8.

8. Ali MH, Horton LWL. Necrotizing lymphadenitis without granu-

locytic infiltration (Kikuchi’s disease). J Clin Pathol 1985; 38: 1252-7.

9. Lerosy Y, Lecler-Scarcella V, Francois A, et al. A pseudo-tumoral

form of Kikuchi’s disease in children: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Int J Pediatr Otorhinolaryngol 1998; 45: 1-6.

10. Tseng-tong Kuo. Kikuchi’s disease (Histiocytic Necrotizing Lym-

phadenitis). A clinicopathologic study of 79 cases with an analysis

of histologic subtypes, immunohistology, and DNA ploidy. Am J

Surg Pathol 1995; 19: 798-809.

11. Chiu CF, Chow KC, Lin TY, Tsai MH, Shih CM, Chen LM. Virus

infection in patients with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in

Taiwan, detection of Epstein virus, type 1 human T-cell lymphotrop-

ic virus, and parvovirus B19. Am J Clin Pathol 2000; 113: 774-81.

12. Hollingsworth HC, Peiper SC, Weiss LM, Raffeld M, Jaffe ES. An

investigation of the viral pathogenesis of Kikuchi-Fujimoto disease.

Lack of evidence for Epstein-Barr virus or human herpesvirus type

6 as the causative agents. Arch Pathol Lab Med 1994; 118: 134-40.

13. Huh J, Kang GH, Gong G, Kim SS, Ro JY, Kim CW. Kaposi’s sarco-

ma-associated herpesvirus in Kikuchi’s disease. Hum Pathol 1998;

29: 1091-6.

14. Sumiyoshi Y, Kikuchi M, Ohshima K, et al. Human herpesvirus-6

genomes in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Kikuchi’s dis-

ease) and other forms of lymphadenitis. Am J Clin Pathol 1993; 99:

609-14.

15. Immura M, Ueno H, Matsumura A, et al. An ultrastructural study of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Am J Pathol 1982; 107: 292-9.

16. Quintas-Cardama A, Fraga M, Cozzi SN, Caparrini A, Maceiras F,

Forteza J. Fatal Kikuchi-Fujimoto disease: the lupus connection. Ann

Hematol 2003; 82: 186-8.

17. Sumyoshi Y, Kikuchi M, Takeshita M, Yoneda S, Kobari S, Ohshi-

ma K. Immunohistological study of skin involvement in Kikuchi’s

disease. Virchows Arch B Cell Pathol 1992; 62: 263-9.

아급성 림프절염의 임상ㆍ병리학적 분석  293



18. Takano Y, Saegusa M, Okudaira M. Pathologic analyses of non-overt

necrotizing type Kikuchi and Fujimoto’s disease. Acta Pathol Jpn

1993; 43: 635-45.

19. Dorfman RF, Berry GJ. Kikuchi’s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

tis: an analysis of 108 cases with emphasis on differential diagnosis.

Semin Diagn Pathol 1988; 5: 329-45.

20. Ohshima K, Kikuchi M, Sumiyoshi Y, et al. Proliferating cells in his-

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Virchows Arch B Cell Pathol

1991; 61: 97-100.

21. Pileri S, Kikuchi M, Helbron D, Lennert K.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without granulocytic infiltration. Virchows Arch A

Pathol Anat Histol 1982; 395: 257-71.

22. Tsang WY, Chan JK, Ng CS. Kikuchi’s lymphadenitis. A morpho-

logic analysis of 75 cases with special reference to unusual features.

Am J Surg Pathol 1994; 18: 219-31.

23. Kikuchi M, Takeshita M, Eimoto T, Iwasaki H, Minamishima Y,

Maeda Y.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clinicopathologic,

immunologic, and HLA typing study. In: Hanaoka M, Kadin ME,

Mikata A, eds. Lymphoid malignancy: immunocytology and cyto-

genetics. New York: Fields and Wood, 1990; 251-7.

24. Sumiyoshi Y, Kikuchi M, Takeshita M, Ohshima K, Masuda Y. Alpha-

interferon in Kikuchi’s disease. Virchows Arch B Cell Pathol 1991;

61: 201-7.

25. Hsueh EJ, Ko WS, Hwang WS, Yam LT : Fine-needle aspiration of

the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Kikuchi’s disease). Diagn

Cytopathol 1993; 9: 448-52.

26. Yoshino T, Mannami T, Ichimura K, et al. Two cases of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Kikuchi-Fujimoto’s disease) following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Hum Pathol 2000; 31: 1328-31.

27. Chamulak GA, Brynes RK, Nathwani BN. Kikuchi-Fujimoto dis-

ease mimicking malignant lymphoma. Am J Surg Pathol 1990; 14:

514-23.

28. Kuo T. Cutaneous manifestation of Kikuchi’s histiocytic necrotiz-

ing lymphadenitis. Am J Surg Pathol 1990; 14: 872-6.

29. Turner RR, Martin J, Dorfman RF. Necrotizing lymphadenitis: a study

of 30 cases. Am J Surg Pathol 1983; 7: 115-23.

30. Ramirez AL, Johnson J, Murr AH. Kikuchi-Fujimoto’s disease: an

easily misdiagnosed clinical entity.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1; 125: 651-3.

 294 최정우∙이지혜∙이주한 외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