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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림 의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안 하고 용이한 

진단방법으로 차 그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1 이성 

암종의 진단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신뢰도가 인정되

는데 반하여 림 증식성 병변의 진단에 있어서는 그 

역할과 신뢰도에 한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1-14 일반

으로 림 종의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진단은 세포

도말에서 단조로운 세포 구성을 보이는 경우 비교  

용이하지만, 다양한 세포 구성을 보이는 경우 반응성 

림 증식증과의 감별이 어려워 세포진단의 유용성에 

있어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7,15 비록 단조로운 세포구

성을 보이는 림 종이라 하더라도 소림 구가 주종

을 이루는 림 종 역시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진단에

는 어려움이 있다. 소림 구로 이루어진 림 종의 감

별진단은 조직검사에서 조차 쉽지 않다.1,16 각 림 종 

유형별로 특징 인 조직소견이 잘 기술되어 있으나 

표면 항체의 표 여부의 조합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

이 가능하다.17 이러한 감별진단은 진단자 간의 진단 

불일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한 드물지 않다. 2001
년 개정된 WHO 분류가17 일반화되면서 보조 인 면

역표지검사 없이 림 종의 유형별 분류를 한다는 것

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 다면,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림 종을 진단할 수 있는 범

는 어느 정도이며,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어느 정도까

지 진단할 수 있을 때 병리의사의 역할을 다했다고 

단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유형별 진단이 가능한 것인지, 림 종이

라는 진단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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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면역염색에 의존할 수 없는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검체로 림 증식성 병변을 만났을 때, 세
포진단은 도말세포의 크기와 세포 구성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도말세포의 크기를 바탕으로 림

종의 세침흡인 세포도말 소견을 근한 것이 2006년 

한세포병리학회  학술 회 심포지움의 취지 다. 
소림 구로 이루어진 림 종을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진단하고자 하 을 때, 가장 요한 실질 인 문제

은 이들을 반응성 혹은 양성 림  병변으로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1,15 본문에서는 소림 구

가 주종을 이루는 림 종의 세침흡인 세포소견을 유

형별로 정리하고, 각 림 종 유형 간의 세침흡인 도

말소견의 차이   반응성 림  증식과의 구별

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림 구가 주종을 이루는 림 종의 세침흡인 

세포소견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만날 수 있는 림 종  소림

구가 주종을 이루는 림 종의 표 인 유형으로

는 소림 구성 림 종 (small lymphocytic lymphoma), 
외투세포 림 종 (mantle cell lymphoma), MALT 림
종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등

의 소포성 림 종 (low-grade follicular lymphoma)  

림 모세포 림 종 (lymphoblastic lymphoma) 등을 들 

수 있다.7,15 일반 으로 림 모세포 림 종은 간크

기 림 구의 림 종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세포도말 

표본에서 작은 림 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에 열거

한 등 의 B-세포 림 종 유형들과 감별을 요하므

로 본 논문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 다. 호지킨 림

종이나 T-cell rich B-cell lymphoma 역시 소림 구가 

주종을 이루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소림 구성 림 종 (small lymphocytic lymphoma)
소림 구성 림 종은 세포의 비정형성이 거의 없

으므로 세침흡인으로 도말된 표본에서 림 종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7,18 소림 구성 림

종의 세침흡인 세포도말 소견은 소림 구의 단조로

운 도말 형태가 두드러지며 가염소체 식세포

(tingible body macrophage)는 찰되지 않는다. 유사분

열 한 찾기 힘든 소견이다. 간혹 풋림 구

(prolymphocyte)나 면역모세포 (paraimmunoblasts)가 

섞이는 경우 소포성 림 종이나 반응성 림  종

와의 감별이 필요하지만 그 수가 으며, 다양한 단

계의 심세포 (centrocyte)와 심모세포 (centroblast)
를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 이 있다.7

실제 증례들의 소견을 면 히 검토해 볼 때, 소림

구성 림 종에서 도말되는 소림 구는 반응성 증

식 때의 소림 구에 비하여 약간 세포가 커져 있으며 

핵의 염색질이 덜 진한 양상을 보인다 (Fig. 1).7 반응

성 림  증식에서는 소, ,  림 구가 다양하게 

도말되며 특히 가염소체 식세포가 찰될 수 있으

므로 감별에 도움이 된다 (Fig. 2).

외투세포 림 종 (mantle cell lymphoma)
외투세포 림 종은 매우 단조로운 유형으로 도말

되는 것이 가장 요한 특징이며, 세포의 크기가 소

림 구의 약 1.5배 정도로 크며 약간 일그러지거나 

균열을 보이는 핵의 형태와 섬세한 염색질을 보인다

(Fig. 3).7 세포질은 고 호염성으로 염색되지만 

Papanicolaou 염색으로는 세포질의 형태를 인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견들로 반응성 림 과는 차별되

어 세포소견 상 림 종의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러나 

고배율 시야에서 핵의 성상을 잘 찰하지 않으면 정

상 림 구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세심한 찰이 

필요하다. 외투세포 림 종이라는 정확한 유형별 진

단은 세포소견 만으로는 부족하며, 세포 블럭 (cell 
block)이 얻어지는 경우, cyclin D1의 양성표 을 확인

함으로써 가능하다.15 

Fig.  1.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ic smear of small 

lymphocytic lymphoma. Monotonous appearance of small 

round lymphocytes with occasional paraimmunoblasts 

(arrows). Note the open-chromatin pattern of small 

lymphocytes. (Papanicola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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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NAC of reactive hyperplasia of lymph node. It shows 

heterogeneous population of lymphoid cells consisting of 

small mature lymphocytes, intermediate cells and large 

immunoblasts. (Papanicolaou)

MALT 림 종 는 주변세포림 종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or marginal 
zone lymphoma)
주로 세침흡인검사가 이루어지는 목 주변에서는 

사실 상 림 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

태에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여 림 구성 병

변이 인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갑상샘이나 

침샘의 경우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일차  진단방법

으로 시도되는 장기이며 이러한 장기에서의 림 구성 

병변을 진단할 때, 림 종인지 반응성 병변인지를 감

별해야 하는 경우가 림 의 주변세포 림 종을 만

나는 경우 보다 오히려 흔하므로, 여기서는 림 의 

주변세포 림 종 (nodal marginal zone lymphoma)과 

MALT 림 종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MALT 림 종

이라 기술하고자 한다. 
MALT 림 종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소견을 보일 

수 있다.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는 단핵구성 세포, 
심세포-유사세포 (centrocyte-like cell), 소림 구 등이

며, 구조 한 림 조직의 배 심 (germinal center)이 

남아있는 경우와 그 지 않고 반 인 림  구조 소

실을 보이며 미만성 침윤을 보이는 경우 등 다양하 

여17 세포도말 소견을 일률 으로 정의할 수 없다. 림
구조의 배 심이 소실되면서 단핵구성 B-세포가 주

종을 이루는 경우는 간 크기의 림 구가 비교  단

조로운 형태로 도말되어 림 종으로 진단될 확률이 

높으나(Fig. 4),19,20 배 심이 남아있고 주변 구역

Fig.  3.  FNAC of mantle cell lymphoma. Monotonous com-

position of small lymphocytes with slightly irregular nuclear 

contour (arrow) and finely dispersed chromatin. (Papanicolaou)

(marginal zone)을 주로 결 성으로 림 종 세포가 

증식하는 경우에는 배 심 세포와 림 종 세포가 혼

재된 양상으로 도말되므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림

구가 찰된다(Fig. 5). 이 경우, 반응성 증식의 

명사로 알려진 가염소체 식세포도 찰될 수 있고 

배 심의 심세포, 심모세포 뿐 아니라, 종양성 결

 간에 존재하는 정상 소림 구, 형질세포 등이 함

께 도말되므로 반응성 증식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21-23 한 형질세포모양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이

는 경우도 있다.24 면역표지검사 상 CD20 양성이며 

CD5, CD10, CD23 등에 음성을 보이는데, 특징 인 

양성 표지자가 없을 뿐 아니라 세침흡인 검체에 다양

한 세포가 포함되므로 면역표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실질 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Table 1).15,23 따라서 MALT 림 종의 세침흡인 세

포검사의 진단은 실 으로 매우 어렵다.23

등 의 소포성 림 종

(low-grade follicular lymphoma)
림 종으로 진단하기에 가장 진단하기 힘든 유형

으로서 반응성증식으로 오진하기 쉽다.1,4,6,9,25,26 세포

도말에서는 소포성 양상을 알 수 없으며 소포 간격에 

존재하는 반응성 소림 구들이 다수 섞여 도말 될 수 

있고, 종양성 소포 내에도 크고 작은 세포가 섞여 있

으므로 세포학 으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림 구

들이 나타난다.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으로는 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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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logical type Immunophenotypic expression

CD20+
CD3-

small lymphocytic lymphoma CD5+ CD23+ CD10-

mantle cell lymphoma CD5+ CD23- CD10- cyclinD1+

MALT lymphoma CD5- CD23- CD10-

follicular lymphoma, grade 1 CD5- CD23- CD10+ bcl2+, bcl6+

B-lymphoblastic lymphoma CD5- CD23- CD10+/- TdT+

CD20-
CD3+

T-lymphoblastic lymphoma CD5+ CD23- CD10+/- TdT+

Table 1.  Differential diagnosis of small lymphoid cell lymphoma according to immunophenotypic expression

Fig. 5.  Nodal marginal zone lymphoma mimicking reactive lymphoid hyperplasia. (A)  FNAC shows an area of monotonous 

smear pattern suggesting lymphoma. (B)  The other area shows heterogeneous population of lymphoid cells, even tingible body 

macrophages. (Papanicolaou)

Fig.  4.  Nodal marginal zone lymphoma showing monotonous pattern. (A)  FNAC shows monotonous smear pattern of small 

lymphocytes with coarse chromatin. Papanicolaou staining do not reveal distinct cytoplasmic contour.(Papanicolaou) (B) Expanded 

marginal zone of tissue section shows extremely monotonous marginal zone cell expansion.(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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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logic comparison of grade 1 follicular lymphoma (left column) and reactive lymphoid hyperplasia (right 

column). (H-E)

소체 식세포가 찰되지 않는 과 결  모양의 림

조직구 세포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는 것이지

만, 이들 소견만으로 림 종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27 
등 의 소포성 림 종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핵

이 비틀어진 모양의 소림 구의 수가 많으면서 염색

질이 창백한 경우 심세포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

다.4,7 반응성 증식증 때의 소림 구는 체로 핵이 둥

며 핵질이 진한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 을 

인지하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Fig. 6).

림 모세포 림 종 (lymphoblastic lymphoma)
림 모세포 림 종은 비교  균일한 간크기 림

구의 단조로운 도말 유형을 나타낸다 (Fig. 7). 핵의 

염색질은 섬세하며 간혹 작은 핵소체가 보이기도 한

다. 자세히 찰하면 핵의 윤곽이 불규칙하거나 주름

이 잡  있어 정상 소림 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림 종 세포들은 주변에 섞여있는 

정상 소림 구와 별되기 때문에 일견 작은 세포로 

구성된 듯 보이더라도 세심히 찰하여 작은 정상 소

림 구에 비해 1.5배 내지 2배가량의 핵 크기를 가지

A B

C

E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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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NAC of T-lymphoblastic lymphoma. Note the slight 

size variation of tumor cells with coarse chromatin and 

occasional small nucleoli. The tumor cells are larger than 

normal lymphocytes. Mitosis and lymphoglandular bodies are 

noted. (Papanicolaou)

며 핵소체가 뚜렷치 않은 소세포 다수가 단조로운 도

말을 보이는 경우 림 종을 시사하여야 한다 (Fig. 
7).7 간혹 유사분열이 찰되어 림 종으로 진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건조도말 (drying 
artifact)로 인해 핵 염색질이나 핵의 윤곽을 볼 수 없

는 경우 놓칠 수 있다.15 간혹 핵의 몰딩 상 (nuclear 
molding) 는 리는 상 (crush artifact)이 찰될 

수 있다.

소림 구가 주종을 이루는 림 종의 감별진단

소림 구성  림 종과 감별을 요하는 다른 유형의 

림 종과 비교해 볼 때, 소림 구성 림 종은 MALT 
림 종 보다는 더 단조로운 양상을 보인다.7 소림 구

성 림 종에서 면역모세포 는 풋림 구가 찰

되는 경우 반응성 혹은 MALT 림 종과 구분하기 어

렵지만, 의 두 경우 보다 그 수가 고 다양한 크기

의 심세포가 찰되지 않는 이 주목된다. 외투세

포 림 종은 소림 구성 림 종 보다 세포가 좀 더 

크며 핵막이 불규칙한 경향이 있다.28 소림 구성 림

종에서는 등 의 소포성 림 종에서 보이는 

심세포인 그러진 소림 구는 거의 찰되지 않고 

둥근 핵을 보이는 것이 차이   하나이다. 반응성 

증식 때 보이는 가염소체 식세포는 보이지 않는 

이 감별에 도움이 되며 반응성 증식에서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심세포 는 심모세포가 찰되지 

않는다.7,15 면역세포염색이나 유세포분석으로 면역표

형을 볼 수 있는 경우엔,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분의 소림 구가 B-세포 항원인 CD20에 양성이

며, CD5와 CD23에 양성소견을 보인다.7 세포크기  

CD23 양성 여부가 외투세포 림 종과의 감별에 도움

이 된다 (Table 1).15

외투세포 림 종은 과거의 분류에서는 등  림

종에 속하 으나, 임상 으로 경과가 빠르고 치료

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소림 구성 림

종, MALT 림 종, 등  소포성 림 종과는 다른 

임상 경과를 보이므로 진단에 주의를 요한다.15,28 정
상 소림 구 보다는 크기가 크지만, 사례에 따라 작

은 림 구가 주로 단조로운 양상으로 도말되어 소림

구성 림 종과의 감별이 매우 어려운 경우들이 있

다. 소림 구성 림 종과는 달리 림 구의 핵막이 다

소 불규칙한 이 진단에 도움이 되며, 소림 구성 

림 종에서 보일 수 있는 뚜렷한 핵소체를 보이는 세

포, 즉 풋림 구 는 면역모세포가 섞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소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28-30 서로 감별을 요하는 소림 구 심 병변 

 가장 일률 인 단조로운 세포 도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가염소체 식세포가 찰되지 않는 , 형
질세포나 심모세포 (centroblast) 등이 섞이지 않는 

으로 반응성 증식과는 비교  쉽게 구분된다. 외투

세포 림 종은 세포의 크기가 간 정도인 경우가 많

으므로 림 모세포 림 종과의 구별이 오히려 어려

울 수 있는데, 림 모세포 림 종에서는 유사분열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며, 핵 염색질이 외투세포 림

종 보다 다소 거칠고 배경에 약간의 핵 부스러기 등

이 찰될 수 있어 일견 악성도가 높아 보이는 것이 

외투세포 림 종과의 차이 이라고 볼 수 있다.15,28,31 
면역표지가 가능한 경우엔 다음의 면역표지 결과를 

참조하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투세포 림

종은 CD20, CD5, CD43에 양성이며, CD10에 음성인 

으로 소포성 림 종과 구별되고, CD23에 음성인 

으로 소림 구성 림 종과 구별될 수 있으며, CD5 
양성인 으로 MALT 림 종과 구별된다 (Table 1). 
그러나 확진에 가장 요한 것은 cyclin D1의 발 을 

보는 것으로서 이는 세포블록에서의 면역세포염색으

로 핵에 양성임을 확인하거나 FISH 방법으로 유 자 

 t (11;14)을 확인하는 것이다.28,29 

MALT 림 종은 다양한 림 구로 이루어져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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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세침흡인 세포검사 상 가장 요하고도 어려

운 감별 상은 반응성 증식증이다.15,18,21,23,32 MALT 림
종의 일부에서는 뚜렷한 배 심을 갖기도 하기 때

문에 반응성 증식성 배 심의 소견에 해당되는 다양

한 구성의 구, 심세포, 심모세포  가염소체 

식세포가 보일 수 있다.21,32 Matsushima 등21에 의하

면 7 의 세침흡인 검체가 모두 다양한 림 구로 구

성된 도말소견을 보 고, Crapanzano 등32은 13   5
에서 가염소체 식세포를 찰하여 반응성 림 증

식과의 감별이 어려움을 보고하 다. 이러한 경우에

는 면역표지검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진단에 어려움

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23 MALT 림 종은 반응성 

증식의 특징으로 알려진 소견과 겹치는 이 많고 진

단  가치가 있는 양성 면역표지가 없어 세침흡인세

포 검사에서 림 종으로 올바른 진단을 기 하기 어

렵다. 임상 으로 림 종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조기

에 조직검사를 권하여 오진을 피해가는 것이 매우 

요하다.15,32 한편, MALT 림 종과 외투세포 림 종은 

정상 림 구 보다 약간 큰 종양세포 자체의 크기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서로 감별을 요한다. 외투세포 

림 종은 단조로운 양상인데 반하여 MALT 림 종은 

다양한 세포도말(polymorphous smear)이 특징이며, 면
역표지검사의 도움 없이 세포모양 자체로는 이 두 림

종 간의 감별은 거의 불가능하다.33 다양한 세포가 

도말된다는 에서 등  소포성 림 종과도 혼동

의 여지가 있다. 
소포성 림 종 (low-grade follicular lymphoma)은 여

러 문헌에서도 제시되는 바와 같이 가장 진단이 어려

운 유형의 림 종이다.6,9,22,25,26 서구에서는 소포성 림

종의 빈도가 높으므로 세침흡인 검사에서의 낮은 

진단율이 문제 으로 인식되며 보다 나은 진단을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1,18,26,27,34-36 한국에서는 빈

도가 낮아 상 으로 그 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

는다.37 일부 연구자들은 세침흡인 세포 검체로 Ki67 
증식능과 DNA 이미지를 이용한 증식능을 통해 소포

성 림 종의 등 을 결정할 수 있다는 보고까지 하고 

있으나36 등  결정은 차치하고 림 종이라는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분의 병리의사들은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소포성 림 종의 등 을 정하

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 을 정하는 것

이 환자 치료방침 결정에 요한 경우엔 조직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고등 의 소포성 림 종의 경우

엔 유형 결정은 불가능하더라도 림 종으로 진단하

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등 의 

소포성 림 종의 경우는 실 으로 세침흡인 세포

검사로 진단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부분이다.4 다른 

소세포 림 종에서 면역표지검사를 통해 진단율이 

증가되는 것에 반하여, 소포성 림 종에서는 유세포 

측정이나 면역세포염색 등이 진단에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단클론성 검사 역시 신빙도

가 높지 않아, 이러한 분자생물학  검사가 오히려 

오진을 부추기는 결과를 래하기도 한다.22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상 으로 림 종을 의심하는 에서

는 신속한 조직검사만이 해답을  수 있다.22 더우기 

한국에서는 낮은 빈도로 인한 경험부족으로 더욱 진

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림 모세포 림 종은 간크기의 림 구가 단조로

운 양상으로 도말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일반 인 

Papanicolaou 염색에서 볼 때 주종을 이루는 세포가 

작은 림 구의 스펙트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견해

서 악성도가 높은 림 종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15 그러나 이들을 자세히 보면 핵의 형태가 약간 

울퉁불퉁한 경향을 보이고 비교  쉽게 찰되는 유

사분열 등으로 비교  악성도가 높은 림 종임을 인

지하게 된다.31,38 활발한 세포 증식으로 인해 가염소

체 식세포가 찰될 수 있기 때문에, 림 구의 핵을 

면 히 찰하지 않으면 반응성 증식으로 오진할 소

지가 없지 않다. 조직에서는 핵소체가 거의 드물게 

찰된다고 하나 알코올 고정인 세포도말 검체에서

는 작은 핵소체가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핵

질이 균질하게 응축된 소견을 보여 가장 흔히 보는 

B-형 세포 림 종과는 세포의 크기 뿐 아니라 핵의 

양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T-세포 혹은 B-세포 

림 모세포 림 종의 구분은 불가능하며 면역표지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 림 모세포 림 종

의 확진은 TdT 염색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때 가능하

며, 통상 인 세포소견 자체만으로는 림 모세포 림

종으로 유형까지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5 간혹 

핵의 몰딩 상 (nuclear molding) 는 리는 상

(crush artifact)이 찰될 수 있어 소세포 암종과의 감

별을 요한다.7 소세포 암종의 경우, 핵의 몰딩 상이 

훨씬 많이 찰되며 도말 배경에 괴사 혹은 세포자멸

사 등의 소견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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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itial FNAC diagnosis of NHL according to WHO classification (1999～2004, KCCH)

WHO classification
(tissue diagnosis)

No. of 
cases

Initial cytologic diagnosis of FNAC

Benign Atypical
Suspicious 
lymphoma

Lymphoma
Malignancy, type-

undetermined
Mis-diagnosis

small lymphocytic lymphoma 3 1 1 1

mantle cell lymphoma 6 1 1 3 1*

MALT lymphoma 6 1 1 3

nodal marginal zone lymphoma 2 1 1

follicular lymphoma, grade 1 3 2 1

follicular lymphoma, grade 2,3 8 1 7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78 5 12 13 46 2

Burkitt lymphoma 6 5 1**

B-lymphoblastic lymphoma 3 3

T-lymphoblastic lymphoma 7 2 5

NK/T-cell lymphoma 5 1 2 2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12 1 3 2 3 3

PTCL, unspecified 6 2 1 3

Langerhans cell sarcoma 1 1***

unclassified 4 3 1

Total cases
 (%)

150
(100%)

15
(10%)

21
(14%)

21
(14%)

84
(56%)

6
(4%)

3
(2%)

(Abbreviation) FNAC,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PTCL, peripheral T-cell lymphoma; KCCH,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Note) * was initially misdiagnosed as metastatic small cell carcinoma, ** as small round cell sarcoma, and *** as sarcoma.. 

림 종 진단의 요건

림 종에 한 새로운 분류체계인 WHO 분류가 

세계 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림 종은 하나의 질환이

라기보다는 여러 다른 질환의 군집으로 정의되며 치

료도 림 종 유형별로 달리 이루어진다. 과거에 시

하던 종양세포 모양 주에서 면역표 형의 특징  

임상  발 양상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되며, 세포유

검사 (cytogenetic study)가 필요하기도 하다.17 림
종의 세포도말 진단은 공기건조 도말 검체로 Diff- 
Qiuk 염색이나 Giemsa 염색을 하는 경우 세포질의 성

상을 알 수 있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에 열거한 소

견들로 볼 때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각 림 종의 유형

별 진단이 매우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실제 세포진단

에서는 양성 병변으로부터 림 종을 진단해내는 것

이 가장 요한 목 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아

래의 항목들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사례 경험

원자력병원에서 최근 6년간 조직진단으로 확인된 

림 종 사례들  세침흡인세포검사가 시행된 들 

 정 검체로 단되어 진단이 이루어진 130명의 

림 종 환자의 150 세포도말 소견을 검토 한 결과, 
70%에서 림 종으로 진단 혹은 림 종을 시사하

다. 림 종의 WHO분류법에 따른 유형별 림 종 양

성 진단율은 림 종 유형에 따라 각기 한 차이를 

보 는데, 본문에서 다룬 소림 구 주의 림 종  

외투세포 림 종과 림 모세포 림 종은 부분의 

에서 림 종을 시사하여 높은 진단율을 나타낸 반

면, 등  1의 소포성 림 종은 3  모두 진단에 이르

지 못하 고, MALT 림 종과 소림 구성 림 종은 

약 반 수 가량에서 림 종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Table 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단조로운 림 구 조

성을 보이는 림 종은 진단이 용이했던 반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림 계 세포가 찰될 수 있는 병변에서

는 진단의 어려움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

도말소견을 재검토했을 때도 이러한 진단의 양성율

에는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었다. 한 각 유형별 사

례들이 이미 림 종 유형별로 알려진 세포도말의 특

징에 부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 성과 재 성을 

갖는 유형별 분류는 재검토에서 조차 거의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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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림 종의 

진단에 있어서 보조 인 면역표지검사 없이 세침흡

인 세포검사의 도말소견만으로는 림 종 분류는 물

론 진단 자체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직검사 

이 에 시행한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는 60%의 양성

률을 보이는 반면 재발 혹은 잔존 림 종 여부의 진

단을 한 세포검사에서는 94%의 양성률을 나타냈

다. 이는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세포도말 소견만으

로 림 종을 진단 는 분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재발여부 확인을 한 추 검사에서는 간단하고도 

정확도가 높은 요한 진단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기법을 용한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역할

과 실  문제

림 종의 진단과 분류에 있어 면역염색은 필수

인 요소가 되었다. 세포와 조직의 모양만으로는 진단

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조직 양상과 함께 범

한 면역염색결과를 가지고도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질환 자체의 특수성은 세

포검체를 상으로도 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

를 보면 세포 검체의 유세포분석이나 세포면역염색

을 통한 면역표 형결정을 통해 세포검사로 림 종

을 진단하고 유형별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되고 있

다.1,12,14,15,19,25,28,29,31,35,39-47 
세포병리를 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은 보조 인 면역표 형을 도입하여 

세침흡인 세포검사로도 림 종의 유형별 진단이 가

능하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등 매우 고무

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부분의 논문에서는 

유세포검사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세포블록에서의 면역세포염색을 이용하고 있으나, 세
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이를 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실 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 국내에서는 유세포검

사를 시행할 만한 시설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

고, 둘째, 일부 기 에서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수가의 

측면에 있어 높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실 인 경제

성에서 문제 이 제기된다. 셋째, 세포블록을 얻을 수 

있는 검체는 실질 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 질환의 특성 상 조직의 양상을 보지 않고는 오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존재한다. 를 들어, 
소포성 림 종이나 MALT 림 종 등이 그 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병리측면에서의 실  제약 뿐 아니

라 임상에서의 수용 여부도 요한 문제가 된다. 
액종양 임상의나 액종양 병리의들의 시각은 림

종의 세포진단에 해 비교  부정 이어서,11,23  
2004년 한 보고에서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림 종을 

진단하는 것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불필요한 과

정으로서 오히려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치료를 오도

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는 부정 인 견해를 피력

한 바 있다.11 이러한 양면 인 시각은 어느 정도 각

기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 으로 환자의 치료

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임상의사의 의견이 요하고, 
실 으로 세포검체에 해 면역표 형을 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에서 한국 내에서는 

후자의 의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이다.

림 종 진단에 있어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한계 

 그 원인

왜 유독 림 종의 세포진단은 갑상샘이나 유방암

의 세포진단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는 갑상샘암이나 유방암의 경우 부분의 

에서 가장 요한 치료법이 수술  제거이기 때문

에 조직검체를 세포진단과 결국 비교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림 종의 경우는 세포검사로 확진을 할 

경우 수술이 치료방법이 아닌 것이다.23  다른 이유

로는 세포도말에서 다른 많은 상피종양보다 림 종

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이다.23 매우 단조로운 림

세포의 양상을 보여 림 종으로 세포진단이 가능

하더라도 부분의 환자에서 한 치료를 해 림

종 유형별 분류가 추가되어야 하며 이에는 면역염

색이 필수 인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세포도말 

검사로 림 종을 확진하더라도 정확한 유형별 분류

를 해서 결국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

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 오히려 시간이나 경제 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단하게 되는 이유이다.23 림 종은 기 치료의 선

택이 후에 요하며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장기

간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진단의 정확도는 말할 나  

없이 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단을 한 비용과 

시간은 체의 진료과정에서 볼 때 극히 일부분에 지

나지 않기 때문에 세포검사의 가장 요한 장 인 신

속하고 경제 이라는 장 은 림 종의 경우 그 요

성이 감소된다.5,11 임상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

법을 병리의사가 최종진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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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 선택이 아닐 것이다.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많

은 장 을 지니고 있지만, 림 종의 진단에 있어서는 

스크리닝 검사로서의 역할이 요하며  따라서 진단

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에 조직진단을 유도하는 것

이 가장 요한 임무라고 단된다.48 

림 종 진단에 있어 세침흡인 세포진단의 유용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 종의 세침흡인 세포도말 

소견에 한 지식과 견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첫째, 
림 종의 조직검사를 유도할 수 있는 제 일선의 방법

으로서 세포진단의 정확도가 요구되며, 둘째, 림 종 

환자의 약 30% 가량에서 재발의 경우를 진단하게 되

는데49 이러한 재발의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 을 인정해야 한다는 

,23 셋째, 실 으로 조직검사가 거의 불가능한 

치의 병변에 해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등,23,49 
특유의 필요성과 장 을 지니고 있다. 깊게 치하여 

개가 어렵거나 환자의 상태가 열악하여 조직검사

가 불가능한 경우와 재발여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을 비하여, 각 림 종 유형별로 세포도말 소견의 

특징을 인지하여 림 종 유형별 진단의 정확도, 유용

성  한계 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혹 양성병변으로 오진되는 림 종 병변에 한 임

상과의 논의에 있어 그 한계에 한 지식을 임상의에

게 제공하는 것은 환자 진료의 가장 근본을 담당하고 

있는 병리의사로서의 매우 요한 역할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결      론

에 림 종 유형별 소견을 기술한 바와 같이, 소
림 구가 주종을 이루는 몇 가지 유형의 림 종에서

는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도말소견 만으로 림 종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비록 세포도말 소견

에서 림 종이 강력히 의심된다 하더라도 최근의 

WHO 분류에 의한 림 종의 분류는 면역표지 검사가 

수반되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림 종을 

세포도말 소견만으로 유형별로 감별한다는 것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세침흡인 세포검사

에서 림 종의 가능성을 제시한 후 반드시 조직검사

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에 이르는 것이 환자의 치료

법 선택  후 측에 으로 요하다. 한, 
소림 구가 주종을 이루는 상기의 림 종 유형들  

일부는 세포도말 진단으로 양성 증식성 병변과의 구

분이 어렵다는 한계 을 인식하여, 임상 으로 림

종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직검사를 유도하

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Stewart CJ, Duncan JA, Farquharson M, Richmond J.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diagnosis of malignant lymphoma 
and reactive lymphoid hyperplasia. J Clin Pathol 
1998;51:197-203.

 2. Kim DW, Jin SY, Lee DW, Lee CS. Diagnostic usefulnes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n lymphadenopathy. 
Korean J Cytopathol 1997;8:11-9.

 3. Kim HS, Kim DS, Oh YL, Ko YH, Lee HJ. Diagnostic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lymph node. Korean J Cytopathol 1999;10:35-42.

 4. Chung JH, Ha HJ, Park S et al.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ic features of follicular lymphoma. Korean J 
Cytopathol 2002;13:60-5.

 5. Lee J.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adult cervical lymph node enlargement patients: 
An analysis of 342 cases. Tuberc Respir Dis. 2004;56:18-28.

 6. Steel BL, Schwartz MR, Ramzy I.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in the diagnosis of lymphadenopathy in 1,103 
patients. role, limitations and analysis of diagnostic pitfalls. 
Acta Cytol. 1995;39:76-81.

 7. Ramzi I. Clinical cytopathology and aspiration biopsy. 2nd 
ed. United States of America: McGraw Hill. 2001, 451-61.

 8. Prasad RR, Narasimhan R, Sankaran V, Veliath AJ.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the diagnosis of 
superficial lymphadenopathy: an analysis of 2,418 cases. 
Diagn Cytopathol 1996;15:382-6.

 9. Pilotti S, Di Palma S, Alasio L, Bartoli C, Rilke F. 
Diagnostic assessment of enlarged superficial lymph nodes 
by fine needle aspiration. Acta Cytol. 1993;37:853-66.

10. Harris NL, Jaffe ES, Diebold J, et 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 of hematological malignancies 
report of the clinical advisory committee meeting, airlie 
house, virginia, november 1997. Mod Pathol 2000;13: 
193-207.

11. Hehn ST, Grogan TM, Miller TP. Utility of fine-needle 
aspiration as a diagnostic technique in lymphoma. J Clin 
Oncol 2004;22:3046-52.



이승숙 : 소림 구 림 종의 세침흡인 세포검사  97

12. Katz RL. Cytologic diagnosis of leukemia and lymphoma. 
values and limitations. Clin Lab Med 1991;11:469-99.

13. Lioe TF, Elliott H, Allen DC, Spence RA. The role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NAC) in the investigation of 
superficial lymphadenopathy; uses and limitations of the 
technique. Cytopathology 1999;10:291-7.

14. Liu K, Stern RC, Rogers RT, Dodd LG, Mann KP. 
Diagnosis of hematopoietic processes by fine-needle 
aspiration in conjunction with flow cytometry: a review of 
127 cases. Diagn Cytopathol 2001;24:1-10.

15. Caraway NP. Strategies to diagnose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by fine-needle aspiration by using ancillary studies. 
Cancer 2005;105:432-42.

16. Leong AS, Stevens M.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for the 
diagnosis of lymphoma: a perspective. Diagn Cytopathol 
1996;15:352-7.

17. Jaffe ES, Harris NL, Stein H, Vardiman JW.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 of tumours. pathology and 
genetics of tumours of haematopoietic and lymphoid tissues. 
Lyon: IARCPress, 2001; 127-70.

18. Das DK. Value and limitations of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lymphomas: a 
review. Diagn Cytopathol 1999;21:240-9.

19. Cha I, Long SR, Ljung BM, Miller TR. Low-grade 
lymphoma of mucosa-associated tissue in the parotid gland: 
a case report of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diagnosis 
using flow cytometric immunophenotyping. Diagn 
Cytopathol 1997;16:345-9.

20. Lee HK, Lee JM, Kang CS.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ic 
findings of thyroid lymphoma: report of two cases. Kor J 
Cytopathol 2002;13:33-7.

21. Matsushima AY, Hamele-Bena D, Osborne BM.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findings in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Diagn Cytopathol 1999;20:190-8.

22. Stewart CJ, Jackson R, Farquharson M, Richmond J.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extranodal lymphoma. 
Diagn Cytopathol 1998;19:260-6.

23. Wakely PE, Jr. Fine-needle aspiration cytopathology i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malignant lymphoma: 
accurate and reliable? Diagn Cytopathol 2000;22:120-5.

24. Al-Marzooq YM, Chopra R, Younis M, Al-Mulhim AS, 
Al-Mommatten MI, Al-Omran SH. Thyroid low-grade B-cell 
lymphoma (MALT type) with extreme plasmacytic differen-
tiation: report of a case diagnosed by fine-needle aspiration 
and flow cytometric study. Diagn Cytopathol 2004;31:52-6.

25. Daskalopoulou D, Harhalakis N, Maouni N, Markidou SG.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non-hodgkin's lympho-
mas. a morphologic and immunophenotypic study. Acta 
Cytol 1995;39:180-6.

26. McNeely TB. Diagnosis of follicular lymphoma by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Acta Cytol 1992;36:866-8.

27. Suh YK, Shabaik A, Meurer WT, Shin SS. Lymphoid cell 
aggregates: A useful clue in the fine-needle aspiration 
diagnosis of follicular lymphomas. Diagn Cytopathol 
1997;17:467-71.

28. Caraway NP, Gu J, Lin P, Romaguera JE, Glassman A, Katz 
R. The utility of interphase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or the detection of the translocation t(11;14)(q13;q32) in the 
diagnosis of mantle cell lymphoma on fine-needle aspiration 
specimens. Cancer 2005;105:110-8.

29. Wojcik EM, Katz RL, Fanning TV, el-Naggar A, Ordonez 
NG, Johnston D. Diagnosis of mantle cell lymphoma on 
tissue acquired by fine needle aspiration in conjunction with 
immunocytochemistry and cytokinetic studie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Acta Cytol 1995;39:909-15.

30. Kim HS, Park SH.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antle 
cell lymphoma. A case report. Kor J Cytopathol. 2001;12: 
53-6.

31. Henrique RM, Sousa ME, Godinho MI, Costa I, Barbosa IL, 
Lopes CA. Immunophenotyping by flow cytometry of fine 
needle aspirates in the diagnosis of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A retrospective study. J Clin Lab Anal 1999;13: 
224-8.

32. Crapanzano JP, Lin O. Cytologic findings of marginal zone 
lymphoma. Cancer 2003;99:301-9.

33. Murphy BA, Meda BA, Buss DH, Geisinger KR. Marginal 
zone and mantle cell lymphomas: Assessment of 
cytomorphology in subtyping small B-cell lymphomas. 
Diagn Cytopathol 2003;28:126-30.

34. Gong JZ, Snyder MJ, Lagoo AS, et al. Diagnostic impact 
of core-needle biopsy on fine-needle aspiration of 
non-hodgkin lymphoma. Diagn Cytopathol 2004;31:23-30.

35. Rassidakis GZ, Tani E, Svedmyr E, Porwit A, Skoog L. 
Diagnosis and subclassification of follicle center and mantle 
cell lymphomas on fine-needle aspirates: a cytologic and 
immunocytochemical approach based on the revised 
european-american lymphoma (REAL) classification. Cancer 
1999;87:216-23.

36. Sun W, Caraway NP, Zhang HZ, Khanna A, Payne LG, Katz 
RL. Grading follicular lymphoma on fine needle aspiration 
specimens. comparison with proliferative index by DNA 
image analysis and ki-67 labeling index. Acta Cytol 
2004;48:119-26.

37. Ko YH, Kim CW, Park CS, et al. REAL classification of 
malignant lymphomas in the republic of korea: incidence of 
recently recognized entities and changes in clinicopathologic 
features. hematolymphoreticular study group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revised european-american 



98  한세포병리학회지 / 제 17 권 / 제 2 호 / 2006

lymphoma. Cancer 1998;83:806-12.
38. Jacobs JC, Katz RL, Shabb N, el-Naggar A, Ordonez NG, 

Pugh W. Fine needle aspiration of lymphoblastic lymphoma. 
a multiparameter diagnostic approach. Acta Cytol 1992;36: 
887-94.

39. Sigstad E, Dong HP, Davidson B, Berner A, Tierens A, 
Risberg B. The role of flow cytometric immunophenotyping 
in improving the diagnostic accuracy in referred fine-needle 
aspiration specimens. Diagn Cytopathol 2004;31:159-63.

40. Mayall F, Darlington A, Harrison B.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the diagnosis of uncommon types of lymphoma. 
J Clin Pathol 2003;56:821-5.

41. Mourad WA, Tulbah A, Shoukri M, et al. Primary diagnosis 
and REAL/WHO classification of non-hodgkin's lymphoma 
by fine-needle aspiration: Cytomorphologic and immuno-
phenotypic approach. Diagn Cytopathol 2003;28:191-5.

42. Verstovsek G, Chakraborty S, Ramzy I, Jorgensen JL. Large 
B-cell lymphomas: fine-needle aspi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itial diagnosis of cases which are falsely negative 
by flow cytometry. Diagn Cytopathol 2002;27:282-5.

43. Liu K, Mann KP, Vitellas KM, et al. Fine-needle aspiration 
with flow cytometric immunophenotyping for primary 
diagnosis of intra-abdominal lymphomas. Diagn Cytopathol 
1999;21:98-104.

44. Simsir A, Fetsch P, Stetler-Stevenson M, Abati A. Immuno-
phenotypic analysis of non-hodgkin's lymphomas in 
cytologic specimens: a correlative study of immunocyto-
chemical and flow cytometric techniques. Diagn Cytopathol 
1999;20:278-84.

45. Young NA, Al-Saleem T. Diagnosis of lymphoma by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using the revised european- 
american classification of lymphoid neoplasms. Cancer 
1999;87:325-45.

46. Dunphy CH, Ramos R. Combining fine-needle aspiration 
and flow cytometric immunophenotyping in evaluation of 
nodal and extranodal sites for possible lymphoma: a 
retrospective review. Diagn Cytopathol 1997;16:200-6.

47. Sneige N, Dekmezian RH, Katz RL, et al. Morphologic and 
immunocytochemical evaluation of 220 fine needle aspirates 
of malignant lymphoma and lymphoid hyperplasia. Acta 
Cytol 1990;34:311-22.

48. Orell SA, Sterrett GF, Walters MN, Whitaker D. Manual and 
atla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3rd e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9; 75.

49. Katz RL. Modern approach to lymphoma diagnosis by 
fine-needle aspiration: restoring respect to a valuable 
procedure. Cancer 2005;105:42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