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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ical Findings of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A Brief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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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we experienced a case of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 (AITL) in a 60-year-old man 

presented with lymphadenopathy, which is first cytological report in Korea. The cytological features showed a 

heterogeneous population of small to medium-sized lymphocytes, immunoblasts, and plasma cells. 

Characteristically, there were also a distinct population of follicular dendritic cells admixed with lymphoid cells, 

forming the so-called dendritic cell-lymphocyte complexes. Histological features showed the classic morphologic 

features of AITL.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cytological features can suggest the possibility of A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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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NAC findings of lymph node. (A)  Small to medium-sized tumor cells with corase granular chromatin are observed. 

(B) There are loose aggregates of follicular dendritic cells intimately admixed with lymphocytes, forming the so-called dendritic 

cell-lymphocyte complex. (Papanicolaou)

서      론

면역모세포 T세포 림 종(AITL)은 한국에서 

1%의 빈도를 보이는 드문 악성 비호지킨 림 종으

로,1 림 과 간비장 종 , 청 단백의 양  변화를 

보이고, 고내피성 소정맥과 여포 수지상 세포들의 증

식을 특징으로 하는 잘 정의된 아형이다.2 림  병

변의 진단시에 T세포 림 종은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형성을 보이고 악성 림 종 세포들은 숨어있는 경우

가 있어 세포검사만으로 진단하기에 쉽지 않다.3 
AITL의 경우 세침흡인 세포소견에 한 보고가 소수 

있으나,3,4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자들

은 조직검사로 AITL로 확진된 의 세침흡인 세포소

견을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0세 남자 환자가 1주일간의 호흡곤란, 소화불량, 
식욕감퇴를 동반한 복부팽만감을 주소로 내원하 다. 

산화단층촬 에서 복부 체에 림  종 를 보여 

우측 서혜부 림 에서 세침흡인 세포검사 후 제

생검하 다. 세침흡인 도말표본의 배율 소견상 종

양세포들은 군집을 형성하거나, 낱개로 흩어져 있었

다. 세포군집들은 상으로 도말되었고, 작은 들

이 골격을 이루고 있었다. 고배율에서 종양은 소림

구, 간 크기의 림 구, 면역모세포, 형질세포, 호산

구 등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었다. 종양세포들의 세

포질은 었으며 핵은 정상 림 구보다 작은 크기부

터 1.5배 정도크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굵은 과립

상의 염색질을 가지고 있었다 (Fig. 1A). 특징 으로 

세포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호산성의 세포질, 난원형

의 핵을 가지는 소포 수지상 세포들의 군집을 찰하

고 이들이 림 구들과 섞인 수지상세포-림 구 복

합체를 찰하 다 (Fig. 1B). 제 생검한 림 은 

2.0 × 1.5 × 1.5cm으로 단면은 회백색의 생선살 같

은 경도 다. 학 미경 소견에서 비정형성을 띠는 

림 구들이 피막을 괴하고 주  지방조직으로 침윤

하는 양상이었다. 종양세포들의 세포양상은 도말표본

에서 찰되었던 것과 동일하 다 (Fig. 2). 면역조직

화학염색에서 종양세포들은 UCHL-1과 CD3에 미만성

으로 양성반응을 보 고 (Fig. 2, inlet), CD21 염색에서 

소포수지상 세포들의 그물망이 뚜렷히 찰되었다. 
환자는 진단후에 5 차례의 화학요법(CHOP)을 받고 

림 종 종 는 거의 감소하 으며 1년 6개월의 추

기간  재발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고      찰 

면역모세포 T세포 림 종(AITL)의 세침흡인 

세포소견에 한 보고는 매우 드물어 2002년 Ng 등3

은 16 의 AITL 검체를 검사하 는데 16  모두에서 

종양세포들과 함께 면역모세포, 형질세포, 호산구 등

이 섞여 있는 다양한 세포군을 찰하 고, 14
(87.5%)에서 분지하고 있는 작은 들을 찰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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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logical findings. A polymorphous population of 

small to medium-sized lymphocytes, usually with clear to pale 

cytoplasm and distinct cell membranes.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CD45RO by immunohistochemistry (inlet). 

다.  12 (75.0%)에서 수지상세포 림 구 복합체를 

찰하여, 림  세침흡인시 와 같은 소견들을 

찰하면 AITL로 진단가능하다고 하 다. 그러나 조직

에서 찰되는 투명한 종양세포들은 어느 에서도 

찰하지 못하 다. 1996년 Dey 등4은 다섯 의 모

세포 림 종 의 세포소견을 보고하 는데 5  모

두에서 다양한 세포군과 을 찰하 으며 2 에

서 투명세포들을 찰하 다. 본 증례에서는 투명세

포군은 찰할 수 없었으나 다형성 세포군, 분지하고 

있는 , 수지상세포 림 구 복합체를 찰하여 

AITL에 합당한 세포소견을 보 다.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AITL와 감별해야 할 진단

으로 반응성 림 종 , 호지킨 림 종, 말  T세포 

림 종이 있다. 반응성 림  종 와의 감별은 정상 

소포 심에서 찰되는 소포 심세포와 가염소체 

식구를 찰할 수 없다는 에서 감별가능하다.3 간혹 

소포 수지상 세포들을 결핵에서 찰되는 유상피 조

직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포 수지상 세포들

은 뚜렷한 하나의 핵소체를 가지고 Langhans 형태의 

거 세포를 형성하지 않으며, AITL에서 수지상세포 

림 구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이 다르다.5 AITL의 

세포검체에서 다양한 세포군이 찰되므로 호지킨 림

종과 감별을 요하나 호지킨 림 종에서는 Reed- 
Sternberg 세포나 변형세포들을 인지함으로서 감별할 

수 있다.3 말  T 세포 림 종과 감별은 AITL에서는 

분지하고 있는 증식이 하고 형질세포가 흔하

며 투명세포가 출 할 수 있다는 이 다르다.6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림  진단에 있어 리 쓰

이는 방법이나 세포검체만으로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 최근 이런 한계 극복을 해 일부 악성 림

종에서 세포검체로 유세포 측정기나 형 제자리부합

화를 이용하여 진단에 근하려는 노력이 시행 이

다.7 그러나 AITL의 경우 유 자재조합이나 세포유

검사와 같은 분자학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진단

인 핵형이상도 없다. 그러므로 림  세포검체를 

했을 때 에서 언 한 AITL의 세포소견을 잘 숙지하

고 있으면 양성 림  종 로의 오진을 피하고, 
AITL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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