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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

tis, SNL)은 1972년 Kikuchi
1)
와 Fujimoto

2)
에 의해 보고된 질환

으로 30대 이하 젊은 동양 여성들에게 호발한다.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SNL은 상당기간의 고열과

경부 림프절 종대를 주소로 해열제나 항생제에 반응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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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원에 내원하며 특징적인 검사 소견이 없어서 임상의에게 진

단과 치료에 애를 먹게 만든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악성 림프종,

결핵, 또는 전신성홍반성루푸스로 오진되는 경우도 있다
3, 4)
. 아직

병인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Epstein-Barr virus (EBV), Human

herpes virus (HHV)-6, HHV-8 및 여러 바이러스들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5-7)
.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경과를 보이나

이 중 3-4%에서는 재발하기도 하며 드물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

다
8-10)
.

저자들은 조직 절제 생검으로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

단받은 19세 이하 소아에서 임상 양상과 방사선학적 소견과 병리

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의 특

징을 규명하여 이에 따른 임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 다.

소아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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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ur pose : The cause of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a rare disease in children, has not been completely clarified.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disease mechanism by examining clinical, radiologic, and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in children diagnosed with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after an excisional biopsy.

M eth ods : We examined 19 lymph node tissue specimens from 17 children diagnosed with subacute necrotizing lym-

phadenitis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March, 1998 to July, 2006 . A retrospective survey of the medical

records was performed. CT findings were analyz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done on tissues obtained by

excisional biopsy from all patients.

R esu l ts : The patient's age ranged from 5 to 19 years (average age :11 .8 years). The main symptoms included a neck mass

(17/19), pain in the mass (6/17), and fever (12/19). The palpable lymph nodes were mostly cervical in location;the maximum

diameter, which was measured radiologically, was less than 3 cm in all 10 cases. The masses were pathologically divided

into proliferative, necrotic, and xanthomatous types. With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he masses were divided into lesion

(L), perilesion (PL), and necrosis (N). The CD8 staining was stronger than the CD4 staining for all regions in three types. The

CD4 staining intensity was mainly increased in the perilesion, and CD8 was mainly increased in the lesion.

Conclusion : We compared the radiologic findings, clinical symptoms, and pathology to help understand the cause of dis-

ease in patients with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Korean J Pediatr 2 0 0 8 ;5 1 :1 1 9 8 -1 2 0 4 )

Key Words :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Excisional biopsy, Immunohis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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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998년 3월에서 2006년 7월까지 경상대학교병원에 발열 또는

림프절 비대로 입원하여 1주 이상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

은 경우 림프절 절제 생검을 통해 조직학적으로 SNL로 진단 받

은 소아 17명을 대상으로 하 다. 총 17명 중 1명은 3번 재발되어,

19개의 림프절 조직을 얻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병록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성별 분포와 진단시 연령, 월별

분포, 내원 당시 임상 소견, 동반 증상, 검사실 소견, 병리학적 소

견, 방사선학적 소견,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및 치료 경과에 대하

여 분석하 다.

절제 생검을 시행한 17명의 환아에서 면역조직화학적 접근을

시도하 다. Kuo 등
8, 11)
의 분류법에 따라 먼저 Hematoxylin &

Eosin염색을 시행하여 증식형(proliferative), 괴사형(necrosis),

황색종형(xanthogranulomatosis)으로 크게 나누었고 괴사형은

괴사의 정도에 따라 early, middle, late로 나누었으며 각각 괴사

부위(necrotic area), 병변부위(lesion), 주위조직(peri-lesion)으

로 나누어서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Fig. 1).

1. 면역조직화학 염색방법

모두 8장의 4 µm 두께의 절편을 파라핀 블록에서 깍아서 사용

하 으며 50-60℃의 oven속에 30분간 두어 파라핀을 녹인 다음

xylene에 10분씩 2번 넣어 탈파라핀 시켰다. 100% 알코올에 5분

씩 2번 넣고, 95% 알코올에 2분, 70% 알코올에 2분 담가 함수화

시켰다. 흐르는 수돗물로 씻은 후 0.1M PBS 완충액에 5분간 세

척하 다.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는 aldehyde 고정에 의한 가교반

응에 의해 종종 항원성이 가려지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

를 위하여 microwave로 처리한 후 0.1M PBS 완충액에 5분간

담가 씻었다. 이후 내인성 과산화효소 억제를 위하여 0.3% 과산

화수소에 담가 실온에서 20분 동안 처리하 다. 이후 면역조직화

학적 염색을 Universal LSAB kits(DAKO, Glostrup, Den-

mark)를 이용하여 시행하 고, 이후 과정은 손으로 직접 하는 데

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모두 기계를 이용하여 염색을 시

행하 다(Table 1).

결 과

1. 인구학적 특징

남아는 10예, 여아는 7예로 1.7:1 이었고 5-10세가 7명, 11-15

세까지 7명, 16-20세까지가 5명으로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평균

연령은 11.8세 고 범위는 5-19세 다.

2. 연도별 및 월별 분포

1998년에 3명, 2002년에 2명, 2003년에 4명, 2004년에 3명,

2005년에 4명, 2006년에 3명이었다. 증세 발현의 월별 시점은 1-3

월에 5명, 4-6월에 5명, 7-9월에 1명, 10-12월에 8명이었다.

3. 임상 소견

17예에서 경부 종괴가 있었으며 이 중 6예(6/17)에서 종괴 동

통이 동반되었으며 국소 발적 소견을 보인 예는 없었다. 17예에서

두경부 림프절을 침범하 으며 복부 림프절과 서혜부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가 각각 1예씩 발생하 다. 다른 임상양상으로는 발열

이 12예(12/19)로 가장 많았고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나 해

열제에는 반응하지 않고 발열 기간은 모든 예에서 일주일 이상이

었다. 그 외 체중 감소가 3예, 근육통, 구강 궤양, 피로감, 발진이

1예씩 있었다. 간비종대나 두통 등의 증상을 가진 예는 없었다.

복부에서 발생한 1예에서는 급성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급성

충수염으로 오인되어 수술을 시행하 다. 당시 수술장에서 충수

돌기는 정상 소견을 보 으나 주위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어 조직

생검을 실시하 고 그 결과 SNL으로 진단되었다. 이학적 검사 상

간비종대가 동반된 경우는 없었다. 한 예의 경우에는 반복 재발되

는 림프절 비대 및 동통으로 내원하여 3번의 조직검사를 다른 부

위(오른쪽 경부, 왼쪽 경부, 서혜부)에서 시행하 고 SNL으로 진

단되었다.

Fig. 1.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necrosis type on H&E
staining (×10).

Table 1. Antibodies, Dilution, Method of Pretreatment, Machine
and Source Used for Immunohistochemistry

Antibody
(antibody clone)

Dilution Pretreatment
Machine
used

Source

CD3 (F7.2.38)

CD4 (1F6)

CD8 (C8/144B)

CD56 (123C3)

CD68 (KP1)

S-100

1:50

1:300

1:50

1:50

1:100

1:150

microwave

microwave

microwave

microwave

microwave

microwave

Ventana

Lab vision

Ventana

Ventana

Ventana

Ventana

Dako

Novocastra

M7103, Dako

Zymed

Dako

N1573, D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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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실 소견

모든예에서말초혈액검사를시행하 으며이중 3예에서빈혈

소견을 보 고 평균 백혈구 수는 3,357±421/mm
3
(2,440-7,570)

이었다. 본 연구에서백혈구수는 10,000/mm
3
이상이관찰된예는

없었고 4,000-10,000/mm
3
는 10예, 4,000/mm

3
이하가 9예 다. 적

혈구 침강속도(ESR)는 6예에서 시행하 고 3예에서 경도의 증가

를 보 고 평균은 4.4±2.9 mm/hr (2-21) 다. C-반응성단백

(CRP)은 15예에서시행하 고평균은 13±7.0 mg/dL (3-67.3)

다. 14예에서 시행한 류마토이드인자는 모두 음성이었다. 형광항

핵항체는 1예에서만 양성이었다. 이 외 거대세포바이러스(CMV)

IgM과 EBV IgM을 시행하 으나 모두 음성이었다.

5. 방사선학적 소견, 임상 소견 및 병리 소견의 종합적 비교

전산화 단층촬 (CT)상의 방사선학적 소견은 Som 등
12)
의 림

프절 분류법에 따라 림프절의 크기, 위치와 병변을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 CT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는 10예 고 나머지 9예에

서는 초음파를 시행하 다. 평균 직경은 1.2 cm이었으며 최대직

경은 2.6 cm로 10예 모두에서 3 cm 이하 다. 좌측(3/10), 우측

(2/10), 양측(5/10)에서 관찰되었다(Table 2).

6. 병리학적 소견

절제 생검 소견상 괴사부위에 수많은 핵붕괴 물질, 조직구와

거식세포의 현저한 증식, 이들에 대한 핵붕괴 물질의 활발한 탐식

상을 볼 수 있었고 다핵 백혈구는 관찰할 수 없었다. 병변 주변에

남아 있는 림프절 조직에 조직구가 증식하여 있었고 소수의 림프

여포들을 볼 수 있었다. 림프동은 보존되어 있었고 확장되지는 않

았다. 악성 림프종이나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다.

Kuo 등
8)
의 분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증식형 37% (7/19), 괴사형

58% (11/19), 황색종형 5% (1/19)에서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

적 소견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이전의 조직학적 분류에 더하여 광

학현미경 소견을 첨가하 는데 조직구가 주로 몰리는 병변(le-

sion, L)부위와 그 주위 조직(peri-lesion, PL), 병변 내 괴사부위

(necrosis, N)로 나누어보았다.

7.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광학 현미경에서 먼저 크게 3가지 조직으로 분류한 후에(Fig.

1) 다시 추가적인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Fig. 2-4). 모든 예에서

CD3, CD4, CD8, CD56, CD68, S-100에 대한 면역 염색을 시행

하 으며 전반적으로 L, PL, N부위 모두에서 CD4/CD8비는

CD8의 우세를 보 고 CD4는 주로 PL, CD8은 L부위에서 염색강

도가 강해 보 다. 면역염색을 시행하 을 때 증식형에서는 CD4,

S-100은 PL에 CD8, CD68은 L에 주로 염색되었고, 괴사형에서

는 전체적인 면역염색양상은 비슷했지만 증식형과는 달리 괴사조

직이 보이면서 L부위에서 CD8의 염색강도가 더 증가하 다(Fig.

3, 4). 조직절편을 자르면서 잘린 조직을 면역염색을 시행하 는

Table 2. Large-scale Analysis of the Computer Tomography Findings

Case
no.

* Lesion No†
Maximum
diameter

Location of enlarged node☨ Perinodal
infiltration

Necrosis
Path
type

Fever
duration (day)1A 1B 2A 2B 3 4 5A 5B

6

7

8

9

10

11

12

15

16

17

B (R>L)

L

B (R>L)

L

L

B (L>R)

R

B (R=L)

R

B (R>L)

21

15

20

14

8

23

12

18

8

19

2.0 cm

2.6 cm

1.8 cm

2.5 cm

1.7 cm

1.4 cm

1.5 cm

1.7 cm

1.4 cm

1.8 cm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X

O

O

X

O

X

X

O

O

X

O

X

O

X

O

X

NTm

PT

NT

PT

NTe

NTe

PT

PT

NTl

PT

7

30

10

8

7

21

15

14

7

30

Abbreviations : B, both; R, right; L, left; PT, proliferative type; NT, necrosis type; e, early; m, middle; l, late
*
10 cases which had pharynx CT taken
†
Number of enlarged lymph node
☨
Lymph node location with imaging-based nodal classification by Som et al.

12)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Proliferative Type
via with CD4, CD8, CD68, and S-1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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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역 염색의 정도를 표시 할

수 없어서 Table 3, 4에서는 공란으로 처리하 다.

8. 치료 및 경과

환아 모두에서 1개월 이내에 현저히 증상 및 이학적 소견이 좋

아졌으나, 1예에서는 조직 생검 후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좋아

졌지만 12개월, 15개월 후에 반복 재발되는 림프절 종대가 있었고

3년간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SNL은 아직까지 그 병인이 확립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항원에

의한 면역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젊은

여성에서의 보고가 많으며 여성에서 1.1-4배 정도로 더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8)
, 본 연구에서는 성비가 1.14:1정도로

남아에게 우세하 다.

병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면역학적인 기전으로는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cell-mediated immunity)과 세포고사, 자가면역반응

등이 있다
13, 14)
. 병변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관찰되는 세관 망상구

조(tubuloreticular structure), 혈청 2'5'oligoadenylate synthe-

tase의 증가, 병변의 조직구에 alpha interferon의 존재의 보고들

은 바이러스 감염설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15-18)
.

SNL의 임상 양상으로 경부 림프절을 잘 침범하고 이것은 편측

성 또는 양측성일 수 있으며, 압통성 또는 비압통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림프절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전신적인 림프절 종

대를 초래할 수도 있고, 골수나 피부를 침범할 수도 있으며 간이

나 비장이 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이 흔하

며, 오한이나 인후통, 체중 감소, 발한, 피부 발진, 구역질, 구토도

동반될 수도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봄철에 발병률이 높았으나
19)

본 연구에서 계절 분포는 일정치 않았다. SNL에서 말초 혈액 소

Table 3. Grade of the Immunostaining for the Type of Necrosis

Case
no.

*

Necrosis Lesion Perilesion Grade of
necrosisCD4 CD8 CD68 S100 CD4 CD8 CD68 S100 CD4 CD8 CD68 S100

1

4

5

6

8

8

10

11

13

14

16

1＋

1＋

±

±

-

-

1＋

1＋

±

2＋

1＋

1＋

3＋

3＋

2＋

1＋

1＋

1＋

1＋

4＋

3＋

1＋

1＋

±

±

±

-

±

±

1＋

1＋

2＋

2＋

1＋

3＋

2＋

3＋

2＋

3＋

4＋

4＋

4＋

2＋

3＋

4＋

3＋

4＋

3＋

-

4＋

4＋

1＋

1＋

±

1＋

-

±

±

1＋

1＋

2＋

2＋

3＋

3＋

3＋

2＋

3＋

3＋

2＋

2＋

2＋

3＋

1＋

2＋

4＋

4＋

3＋

4＋

4＋

2＋

2＋

2＋

1＋

2＋

4＋

4＋

4＋

4＋

4＋

4＋

4＋

1＋

2＋

-

1＋

1＋

1＋

1＋

±

1＋

Late

Middle

Late

Middle

Late

Early

Early

Early

Late

Middle

Late

Abbreviations : -, Negative; ±, rare; 1＋, sparse; 2＋, moderate; 3＋, many; 4＋, numerous
*
case of necrosis type
blank : Immunostaining was not clear to classify into the grade since specimen was not enough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necrosis type via
CD4, CD8, CD68, and S-100 (× 40).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xanthogranuloma-
tosis type via CD8, CD68, and S-1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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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으로 백혈구 감소증은 25-58.3%, 백혈구 증가증은 2.1-5%에서

보고되어 왔다
8)
. 본 연구에서 4,000/mm

3
이하의 백혈구 감소증은

69.2%에서 관찰되었고, 10,000/mm
3
이상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

았다.

본 질환이 자가 면역성 질환과 동반되는 보고들이 있어 공통된

병인의 존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행한 류마

토이드인자는 모두(14/14) 음성이었고, 형광항핵항체도 대부분

(3/4) 음성이어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추정된다. 전신성홍반성낭창은 가장 빈번히 관련되는 자가면역질

환이며 이외 스틸씨병, 혼합결합조직병, 하시모토갑상선염 등과

동반되어 발생한 보고들이 있다
20-22)
.

본 연구에서는 17예 중 10예에서 방사선학적 검사로 CT 촬

을 하여 이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 다. Miller 등
23)
에 의하면 CT

상 대개 10 mm 미만의 작은 림프절이 여러 개 뭉쳐져 cluster를

이루고 있는 것이 SNL의 특징으로 커진 림프절은 18 mm를 넘지

않는다고 하 고 Dorfman 등
16)
의 연구에서도 SNL의 림프절은 2

cm를 넘지않는다고하 다. Miller나 Dorfman 등의논문과는달

리 우리 환자들의 림프절의 최대직경이 일부에서 2 cm를 넘으므

로 크기를 가지고 SNL을 감별하기는 어렵다. Kwon 등
24)
에 의해

보고된 SNL의 CT소견은 대개 일측성으로 림프절 주위 침윤

(81.3%)과 림프절을 따른 균질한 조 증강(83.3%)을 보 고 소

수에서 저음 을 보이는 괴사부위가 관찰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 림프절 비대는주로양측성(50%)으로 관찰되었고 최대 직경

은 3 cm 미만이었다. 6명(60%)에서 림프절주위침윤이관찰되었

고 5명(50%)에서 육안적 괴사부위가 관찰되었으며 3명(30%)의

환아에서는 두가지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CT상 림

프절주위침윤이나괴사를 SNL의 특징으로보고이는단순한반

응성 림프절 종대와는 달리 암, 감염, 혈관염, 결체조직질환 등에

서 보이는 림프절 병변과 유사소견으로 방사선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생각하고이러한 CT소견을보이는경우항상감별질환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SNL의 방사선학적 감별 질환으

로는 호지킨병, 비호지킨병, 전이암, 결핵, 비결핵 항산균 감염증,

가와사키병, 톡소포자충증등이 있다. 한 보고에의하면이질환의

초기에 29%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오진되었다한다
16)
.

SNL은 절제 생검이나 세침 흡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비교적 간단히

시행할 수 있고,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등의 세침 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유용성이 제기되고 있다
25,

26)
. 하지만 본 질환에서는 병변의 위치는 주로 림프절의 피질 혹

은 부피질이므로 세침 흡인에서 진단적인 전형적 소견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을 수 있고 위양성(37.5%), 위음성(50%)로서 확진을

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27, 28)

본 연구에서는 모든 예에서 절제

생검을 시행하 다. 절제 생검을 시행한 경우는 마취의 부작용,

경부 림프절 주위 신경이나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지만 충분한 조직을 얻어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고
29)
, 림프절 절제만으로 진단과 치료가 되기도 한 보고도

Table 4. Grade of Immunostaining for the Xanthomatous Type* and & Proliferative Type†

Case
No.

Necrosis Lesion Perilesion Grade of
necrosisCD4 CD8 CD68 S100 CD4 CD8 CD68 S100 CD4 CD8 CD68 S100

2

3

7

8

9

12

15

17

1＋ 1＋ 1＋ - 1＋

1＋

±

1＋

±

±

1＋

1＋

2＋

2＋

3＋

2＋

1＋

4＋

3＋

4＋

4＋

4＋

4＋

3＋

1＋

2＋

±

±

±

2＋

2＋

2＋

2＋

3＋

3＋

1＋

3＋

2＋

3＋

3＋

3＋

3＋

4＋

2＋

4＋

4＋

3＋

1＋

2＋

2＋

3＋

3＋

4＋

4＋

2＋

2＋

1＋

1＋

1＋

2＋

2＋

1＋

Early

-

-

-

-

-

-

-

Abbreviations : -, negative; ±, rare; 1＋, sparse; 2＋, moderate; 3＋, many; 4＋, numerous
*
case 2 : Xanthomatous type (XT)
†
case 3, 7, 8, 9, 12, 15, 17 : Proliferative type (PT)
blank : Immunostaining was not clear to classify into the grade since specimen was not enough.

Fig. 5. Diagram for the pathogenetic mechanism of subacute
necrotizing lymphadenitis. APC (antigen presenting cells) stained
with S-100 were located mainly in perilesions due to an infection
or unknown cause and arrive at lesion sites. Subsequently, lym-
phocytes or histiocytes (e.g. CD4 and CD8) are amplified to main-
tain symptoms, and the clinical symptoms may be improved due
to a weak sensitizing signal level resulting from decreased tissues
after bi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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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Lee 등
30)
에 의하면 장기간의

발열을 보인 SNL 환아에서 림프절 절제 생검 후에 발열이 소실

되었고 침범된 림프절 절제 생검을 통한 조기 진단이 불명열 환아

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으며 빠른 임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SNL는 병리학적으로 증식형(proliferative type), 괴사형(ne-

crotizing type), 황색종형(xanthomatous type)의 세 가지 아형

으로 분류된다
8)
. Kuo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7명(37%)의

환아에서 증식형, 11명(58%) 환아에서 괴사형, 1명(5%)의 환아

에서 황색종형으로 괴사형이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세 아형을 각

각 구분된 형태보다는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증

식형에서 괴사형으로 진행되고 황색종형은 이와는 별개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서로 다른 원인 인자 또는 서로 다른 숙주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SNL의 병인을 이해하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보고되어졌다
11)
.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전

의 조직학적 분류에 더하여 광학현미경 소견을 첨가하 는데, 병

변(L)부위와 그 주위 조직(PL), 병변 내 괴사부위(N)로 나누어

이를 각각 CD3, CD4, CD8, CD56, CD68, S-100에 대한 면역 염

색을 시행하여 각 부위에 주로 침착하는 세포를 알고 SNL의 병

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증식형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을 때 CD4, S-100은

주로 PL에 CD8, CD68은 L에 염색되었고 괴사형은 전체적인 면

역염색 양상은 증식형과 유사했지만 L부위 CD8 염색강도가 증가

하 다. 전반적으로 L, PL, N 부위 모두에서 CD4/CD8 ratio는

CD8의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Asano 등
31)
은 초기에는 CD8+세

포가 현저히 많으나 병이 진행될수록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CD4

＋/CD8＋비는 증가하게 되어 진다고 하 지만 림프절 생검상 병

의 초기에도 CD4＋세포가 종종 증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CD4/CD8비가 병의 진행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가 힘들

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연구에서는 임상적인 경과와 CD4＋/CD8

＋비의 역전을 이루는 어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예에서 조직 검사 후에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 는데, 본 연구의 병리 소견으로 추정컨대 감염이나 어

떤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PL에 주로 위치하는 S-100에 염색되는

APC (antigen presenting cell)이 L에 도착해서 CD4, CD8 등의

림프구나 조직구를 증폭시켜서 증상을 유지한다고 생각되며, 조

직 검사 후 조직의 감소로 인해 서로 감작하는 신호의 정도가 약

해져 임상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발열기간과 조직형과의 특정한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Table 2에서 Case16은 7일간 열이 났었는데 이

미 necrosis type (late)이고 Case17은 발열기간이 30일인데도

여전히 proliferative type이었다. 특정한 조직형을 나타내는 것은

임상적인 경과가 아니라 개인의 면역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 것 같다. 또한 방사선학적 소견 상 평균 10개 이상의 림프절

종대를 보이므로 우리가 여러 조직을 한꺼번에 검사를 하지 않았

지만 여러 단계의 조직형을 한 환자에서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

게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

기 위한 그림을 제시하는 바이다(Fig. 5).

SNL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접근이 발표된 예가 있으며
31)

SNL이 면역질환과의 임상적, 병리학적 유의성으로 면역조직학적

방법으로 비교하 다. CD marker 및 S100에 대해 검사하 고 결

과는 앞서 언급된 것과 같았다.

SNL은 보통 1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양호한

경과를 지니지만 재발되기도 하는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재발률

은 3.3%이다
8)
. 본 연구에서는 1명의 환아에서 3번 재발하 고 그

의 동생 역시 조직생검상 SNL로 진단받았으나 이번 연구에서 재

발형과 비재발형, 유전형(형제간의 발생)을 방사선학적 병리소견,

면역조직 소견의 차이를 찾지는 못했다. 앞으로 추적 관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에게 열과 림프절 종대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임상적으로는 해열제나 항생제에 반응이 없으므로 치료

에 어려움이 있고 방사선학적으로는 여러 종양을 비롯한 여러 질

환과의 감별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SNL의 임

상적 특징과 방사선학적 특징이 있으면 반드시 소아청소년 역

에서는 SNL이 감별 진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겠다. 하지만 치료

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지는 지금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 본 저자

들은 발열과 림프절 종대를 주소로 내원한 환아에서 2주간의 고

열(장기간의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조직 생검이 진단과 동시

에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치료 방법의 한 옵션으로 추천하는 바이

다. 이번 연구는 처음으로 임상적 증상과 방사선학적 소견, 병리

학적 소견, 면역조직화학적 소견을 비교 분석한 연구라 생각된다.

추후에 SNL의 더 빠른 진단을 위하여 병인, 진단, 임상양상, 치료

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목 적: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은 소아에서는 드문 질환으로

병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절제 생검

을 시행하여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 받은 소아를 대상

으로 임상 양상과 방사선학적 소견, 면역조직화학적 소견을 고찰

하여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의 병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하 다.

방 법: 1998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 받은 17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19개의 림프절 조직을 얻어 이에 대해 연구하 다. 의무기록을 기

초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컴퓨

터단층촬 소견을 분석하 고, 모든 예에서 절제 생검을 시행하

여 얻은 조직을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결 과:나이는 5세에서 19세의 범위 다(평균 11.8세). 성별로

보면 남자가 10명, 여자가 7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주된 증상으

로는경부종괴(17/19), 종괴 동통(6/17), 발열(12/19)이 다.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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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림프절은대부분은경부림프절로방사선학적으로측정한최

대 직경은 10예 모두 3 cm이하 고 좌측(3/10), 우측(2/10), 양측

(5/10)에서 관찰되고 CT 소견상 6명(60%)에서 림프절 주위 침윤

과 5명(50%)에서 육안적 괴사부위가 관찰되었다. 병리학적으로

증식형, 괴사형, 황색종형으로 나누었고 괴사형이 가장 많은 비율

(58%)을 차지했다. 광학현미경상 Lesion (L), Perilesion (PL),

Necrosis (N)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모든부위에서 CD4/CD8 비에서 CD8이 우세를보 고 CD4

는 주로 PL에서 CD8은 주로 L에서 염색 강도가 증가하 다.

결 론: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에서 방사선학적 소견과 임상

증상, 병리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비교함으로써 아급성 괴사성 림

프절염의 병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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