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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oma-rich variant of Castleman’s disease of the hyaline-vascular type (CDHV) is a rare
entity that shows overgrowth of a variety of stromal cells in the widened interfollicular (IF) area.
We report here on a case of a stroma-rich variant of CDHV in an 18-year-old man who pre-
sented with an asymptomatic solitary neck mass he’d had for 1 year. Histologically, an en-
larged lymph node fulfilled the criteria of CDHV, along with vague nodularity of a widened IF
area. The nodular lesion consisted of numerous vessels and a proliferation of spindle cells.
Immunohistochemically, the spindle cells were positive for vimentin and smooth muscle actin,
they were negative for desmin, CD21, CD34, CD68, ALK-1, and S-100 protein. This stromal
lesion is typically hyperplastic and clinically benign, and it must be distinguished from neo-
plastic stromal proliferation associated with Castleman’s disease because of its potential for
recurrence and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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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혈관형 Castleman병의 특이한 간질 풍부 변종

- 1예 보고 -

Castleman병은 혈관여포형 림프절증식증(angiofollicular ly-

mphoid hyperplasia) 또는 거 림프절증식증(giant lymph

node hyperplasia)으로 알려진 질환으로 흉선종과 유사한 조직

학적 소견을 보인다. Castleman병은 임상적으로 종격동에 나타

나는 양성 림프세포증식질환으로 처음 보고되었다.1 이 질환은

임상적으로는 고립형과 다발형으로, 조직학적으로는 초자-혈관

형과 형질 세포형으로 분류한다.2 이 중 초자-혈관형 Castleman

병은 80-90%의 빈도로 나타나고, 조직학적으로 중심부에 초자

화된 혈관과 퇴화하는 배 중심이 있는 비정상적인 여포, 혈관이

풍부한 여포 사이 간질조직, 동(sinus)의 부재 이 세 가지를 특

징으로 한다.2 보통 여포 사이 간질조직에서는 혈관이 증식하고

형질세포, 면역모세포, 호산구가 침윤하는데, Danon 등3은 여포

사이 간질조직에서 이러한 세포들 외에도 수지상 또는 방추형

세포가 증식하고 있음을 관찰하 다. 이들은 이 세포가 면역조

직화학염색 양상에 따라 smooth muscle actin (SMA)에 양성

인 근성세포(myoid cell)와 CD68에 양성인 조직구세망세포(his-

tiocytic reticulum cell)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하 고, Castle-

man병 중 여포 사이 간질조직에서 혈관과 방추형 세포가 매우

뚜렷하게 증식하여 전체 림프절 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

는 경우를 간질 풍부 변종(stroma-rich variant)으로 분류하

다.3 그러나 간질 풍부 변종은 발생 빈도가 낮아 문헌으로 보고

된 것은 매우 적으며,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는 없다.4,5 또 이 변

종은 종양성 병변이 아닌 과형성 병변으로서, Castleman병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혈관종양, 여포수지세포종(follicular den-

dritic cell tumor),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과 감별할 필요가 있

다.6-8 저자들은 최근 초자-혈관형 Castleman병의 간질 풍부 변

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18세 남자 환자가 우측 경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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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만져진 종괴는 서서히 커졌고, 단단하고 잘 움직 으나

동통이나 압통은 없었다. 환자는 과거에 천식을 앓은 적이 있었

고, 그 외 가족력 및 이학적 소견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액학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및 요검사를 시행하

는데 모두 정상이었다. 방사선학 검사 결과 흉부 X-선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경부 전산화단층촬 및 자기공명 상에서 우측

경동맥 공간 안에 약간의 조 증강을 보이는 6.2×3.5×2.5 cm

의 종괴가 관찰되어 신경초종 또는 신경섬유종 의진 하에 단순

절제술을 시행하 다(Fig. 1). 그 외 다른 곳에서는 종괴가 관찰

되지 않았다.

육안 소견상 종괴는 7.2×4.0×3.0 cm 크기의 난원형으로 얇

은 피막으로 덮여 있었다. 절단면을 살펴본 결과 연갈색의 고형

성 종괴 고, 내부에 불명확한 경계가 있는 노란색 소결절성 병

변들이 관찰되었다(Fig. 2). 현미경 소견상 종괴는 커진 림프절

로 다양한 크기의 여포가 관찰되었는데, 여포 중심에는 초자화

된 혈관이 있고 주변에 동심원으로 배열하고 있는 림프구들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여포 주변에는 초자화를 보이는 비교적 큰

혈관과 미세혈관이 다수 증식하고 있어 Castleman병 초자-혈관

형에 합당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 다(Fig. 3A). 육안으로 관찰

한 소결절성 병변에서는 방추형 세포들이 유동 모양(streaming

pattern)으로 증식하 고, 림프구, 호산구 및 포말성 조직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Fig. 3B, C). 그리고 방추형 세포들 사이에

서 여포구조가 관찰되어 이 부분은 확장된 여포 사이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고배율로 방추형 세포를 살펴본 결과, 경계가 불

명확한 세포질과 미세 과립성 염색질, 그리고 작지만 뚜렷한 핵

인이 있었으며,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D). 면역조

직화학염색 결과 방추형 세포는 부분 vimentin과 SMA에 양성

이었는데, 특히 SMA염색 결과 방추형 세포는 삼각 모양의 핵

과 얇고 긴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E).

CD34 염색에서 방추형 세포는 음성이었으나 H&E 염색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았던 혈관의 증식이 관찰되었다(Fig. 3F). 그 외

desmin, CD21, CD68, ALK-1, S-100 단백, p53에는 음성이었

고, Ki-67 증식성 지수는 1% 미만으로 낮았다. 

고 찰

1993년 Danon 등은 초자-혈관형 Castleman병 102증례를 분

석하여 여포와 여포 사이 구성비에 따라 세가지 변종으로 분류

하 다.3 그들은 여포와 여포 사이 성분이 거의 동일한 증례를

기본 변종(classic variant), 여포 성분이 50% 이상인 증례를

여포 변종(follicular variant), 그리고 여포 사이 성분이 50%

이상인 증례를 간질 풍부 변종(stroma-rich variant)으로 분류

하여 세 변종의 임상양상과 조직학적양상을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간질 풍부 변종은 다른 변종과 달리 임상적으로 오직 어른

에게서만 나타나고 말초림프절이나 종격동보다는 복부림프절에

서 더 자주 나타나며, 크기가 큰 종괴를 형성한다는 차이가 있었

다.3 또 조직학적으로 간질 풍부 변종은 여포 사이 부분에 혈관

증식과 함께 SMA에 양성인 방추형 세포 또는 CD68에 양성인

조직구세망세포의 과도한 증식이 관찰되어 혈관종양이나 간질

육종과 감별이 필요한 특징적인 변종으로 기술하 다.3 그 이후

Virchow 등은 6예를 보고하 는데, 임상적으로 젊은 어른의 단

발성 병변으로 몸의 심부 특히 후복막에 발생하며, 조직학적으

로 확장된 여포 사이 부분에 혈관과 SMA에 양성인 근성세포의

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4

본 증례는 진단적인 초자-혈관형 Castleman병이 관찰되며 여

포 사이 부분이 전체 림프절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혈

관과 SMA에 양성인 방추형 세포의 증식이 관찰되므로 Danon

등이 기술한 간질 풍부 변종에 해당한다. 그리고 방추형 세포는

이형성이 적고 유사분열, 괴사가 없고, p53에 음성이며 Ki-67

증식성 지수도 낮았으므로 단순절제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비종

양성, 과형성 병변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와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여포수지세포종과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이 있다. 여포수지세포종의 약 15%가 Castleman

Fig. 1. Neck CT shows a 6.2×3.5×2.5 cm sized round mass in
right carotid space. 

Fig. 2. The cut surface of the mass is solid, homogenous and pale-
brown with vague nodularity.



 268 정지한∙박경신∙최현주 외 3인

C

E

D

F

A B

Fig. 3. (A) The follicle shows abnormal germinal center with hyalinized capillaries surrounded by concentrically arranged lymphocytes with
onion-skin appearance. Large blood vessels with thick, hyalinized concentric wall, and marked vascular proliferation are remarkable. (B)
The widening of the interfollicular (IF) area appears to create an ill-defined nodule at the right. Inside it, proliferation of stromal cells is promi-
nent. (C) Haphazard arrangement of spindle cells in the expanded IF area is noted. (D) The proliferating spindle cells have inconspicu-
ous cell border, fine chromatin and a small, conspicuous nucleoli. There is no mitotic figure. Some inflammatory cells are intermixed with
the spindle cells. (E)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smooth muscle actin (SMA) shows positive reaction in the spindle cells. Staining for
SMA reveals that the cytoplasm of the spindle cells has a triangular shape with long, slender dendrites. (F)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D34 shows prominent vascular network in the expanded IF area. 



병과 연관해서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9, 두 병변이 진단

당시에 같이 발견되거나 이전에 Castleman병이 발생했던 부위

에 여포수지세포종이 발병하기도 한다.5,6,10,11 여포수지세포종은

40%의 재발률과 25%의 전이율을 보이는 저악성 종양이므로

감별이 중요하다. Lin과 Frizzera는 초자-혈관형 Castleman병

여포 사이 부분에 간질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한 경우, 혈관근성

(angiomyoid) 증식성 병변과 여포수지세포(follicular dendritic

cell) 증식성 병변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 두 병변의 차이를 보고

하 다.5 즉 혈관근성 증식성 병변은 흔히 젊은 여성에게서 크기

가 큰 복부 종괴로 나타나는데, 이 병변은 단순절제만으로도 치

료할 수 있는 과형성 병변으로 Danon 등이 기술한 간질 풍부

변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포수지세포 증식성 병변은 나이 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데, 이 병변은 몸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

며 재발과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절제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이차적으로 방사선 또는 화학 요법이 필요한 종양성 성

질을 띤 병변이므로, 이 두 병변은 꼭 감별해야 할 질환이라고

강조하 다.5 조직학적으로도 이 두 병변은 차이를 보여 혈관근

성 증식성 병변은 방추형 세포들이 부분 무질서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차바퀴 모양으로 증식하고 짧은 세포다발 성장양

상을 보이지만, 여포수지세포 증식성 병변은 뚜렷한 차바퀴 모양

으로 증식하며 길고 잘 형성된 세포다발로 성장한다. 또 혈관근

성 증식성 병변의 세포들은 이형성이 미미하고 SMA에 양성인

반면, 여포수지세포 증식성 병변의 세포들은 이형성이 다양하고

유사분열을 하며 CD21 또는 CD35에 양성을 보인다.4 본 증례는

차바퀴 모양이나 긴 다발을 이루며 성장하는 양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방추형 세포의 이형성이 적었으며 무엇보다도 면역조직

화학염색에서 여포수지세포 표지자인 CD21에 음성을 보여 쉽게

감별하 다.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은 형질세포 육아종, 염증성 가종양,

염증성 섬유육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질환이다.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은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어 림프절에

서 발생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으나,8,12 Castleman병과 연관되

어 발생한 예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은

최근 유전자 연구 결과에 따라 반응성 병변보다는 종양성 병변

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염색체 2p23에 위치한 ALK-1 유전자의

전위가 가장 널리 알려진 유전자 이상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서 ALK-1의 양성률은 8.0-6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본 병변은 방추형 세포가 SMA에 양성이고 desmin에 음성인

것으로 미루어 근섬유모세포일 가능성이 높으나, 조직학적 소견

상 형질세포 등의 염증세포의 침윤이 현저하지 않고 ALK-1 염

색에서 음성이므로 염증성 근섬유모세포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초자-혈관형 Castleman병의 간질 풍부 변종에서 증식하는

근성세포의 기원은 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림프절과 비장

에서 근성세포의 성질을 띠는 간질세포가 보고된 바 있는데,

Pinkus 등은 림프절의 배 중심에서 smooth muscle myosin을

표현하는 세포들이 망상체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 다.14

Toccanier-Pelte 등은 SMA, desmin, smooth muscle myosin

을 표현하는 근성세포가 림프절의 심부 피질이나 부피질역에 존

재하는 것을 관찰하 고, 이 세포가 수지상 모양으로 길고 얇은

세포질 팽창을 가지며 전자현미경 검사 결과 미세섬유 다발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평활근 세포와는 다르며, 림프구의 이동과

정위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15 그러나 초자-혈

관형 Castleman병의 간질 풍부 변종에서 증식하는 근성세포는

SMA에는 양성이나 desmin에는 음성이므로 이는 위의 보고와

는 달리 근섬유모세포의 특징을 갖는 것이라고 하 으나4 이의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다.

본 증례는 젊은 남자의 경부에 발생한 초자-혈관형 Castleman

병의 간질 풍부 변종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가 없

었다. 이 질환은 비종양성, 과형성 병변으로 Castleman병의 여

포 사이 부분에 간질세포가 증식하는 다른 종양성 병변과 감별

할 필요가 있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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