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경부 림프절 비대의 원인을 알기 위한 영상검사로써 초음파

검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초음파 소견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1-8].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NAC)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9-11]. FNAC는 비

교적 간단하게 림프절 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며 특히 전이성

림프절 병변의 진단에 매우 예민하나,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

는 경우가 많고 악성 림프종 진단에 정확하지 않으며 양성 질

환의 감별에도 한계가 있다 [9-14].

이에 비해 핵생검(core needle biopsy)은 조직을 얻는 검사

로써, FNAC에 비해 조직학전 진단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되

는 경우가 드물며 각종 조직화학적, 면역화학적 염색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여 유방, 간, 신장 등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검사이지만, 경부림프절 질환에 이용한 경우

는 드물었다 [15-18]. 본 논문은 경부 림프절 비대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로써 초음파 유도하의 핵생검의 유용성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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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 경부림프절 경부 림프절 비대의 조직학적 진단에 초음파 유도하의 핵생검이 안전하고 정확
한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경부 림프절 종대를 주소로 조직검사가 의뢰된 환자 중 최근 감염이 없거나 악성
의 경력이 없는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7-12 MHz의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보면서 12 mm의 홈이 파인 16 gauge 생검침을 이용하여 핵생검을 하였으며 2-4회 조직
을 얻었다. 조직검사의 성공율과, 연관된 합병증 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 79예 중 73예에서 진단이 되었으며(92.4%), 조직학적 진단은 양성이 58예(결핵림프절염 24
예, 반응성과형성 19예, Kikuchi병 14예, 비특이성림프절염 2예), 악성이 15예(림프절 전
이 8예, 림프종 7예)였다. 림프종으로 진단된 7예 중 5예는(71.4%) 아형을 알기에 충분하
였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경부임파선 종대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있어서 초음파 유도하의 핵생검은 수술적 조직검사
를 대치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이다.

색인단어 : Lymphatic system, biopsy
Lymphatic system, US
Ultrasound (US),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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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233-238



보고자 하였다.

대상및방법

2000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경부림프절의 조직검사가

의뢰된 125명의 환자 중 악성의 경력이 있는 경우(n=29), 최

근 감염이 있는 경우(n=8), 초음파 검사에서 주변 혈관과 가

까이 위치하거나 깊이 있는 경우(n=9)는 FNAC를 시행하였

고 이를 제외한 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핵생검을 시행하였

다.

모든 환자에서 1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경부 림프절 비대가

주증상이었다. 대상 환자는 여성이 46명, 남성이 33명이었고

나이분포는 14-34세, 평균나이는 32세였다. 초음파 검사는 세

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시행하였고 초음파 기기는 ATL (HDI

3000; Bothell, Wash.)의 7.5-12 선형탐촉자를 이용하였다.

한 환자에서 여러 개의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 가장 큰 림프

절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통상적으로 시술 전 혈액응고 검사

는 시행하지 않았다.

모든 핵생검은 한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시행하였으며 시

술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환자는 위를 보거나, 혹은 약간 옆을

보고 누운 위치에서 목 뒤에 베개를 받쳐 목을 뒤로 젖힌 상

태로 위치하였다. 모든 검사는 12 mm의 홈이 파인 16-guage

생검침과 생검총(Pro-Mag 1.2; Manan Medical Products,

Northbrook, Ill, U.S.A.)을 이용하였다. 1% lidocaine

(xylocaine, 광명제약, 서울, 한국) 5-10 cc로 국소마취 후 피

부에 작은 절개를 넣었다. 초음파를 보면서 탐촉자와 평행하게

혹은 비스듬히 생검침을 삽입하면서 생검침의 끝이 림프절에

닿은 후 생검총을 발사하였다 (Fig. 1). 생검 횟수는 2-4회로

평균 2.5회 시행하였다. 시술 후 약 30분간 압박 후 출혈이 되

지 않음을 확인 후 귀가시켰다. 병리 조직검사는 한명의 병리

전문의가 판독하였다.

시술 전 초음파에서 림프절의 크기, 위치를 기록하였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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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Core needle biopsy of a cervical lymph node.
A. Transverse US shows a 12×8 mm lymph node in the level V on the right side of the neck. B. Pre-firing sonogram shows that the e-
chogenic needle (arrows), is in contact with a hypoechoic lymph node. C. Post-firing sonogram shows that the echogenic needle (ar-
rows) has traversed the mass. D. Histologic specemen shows numerous inflammatory cells with foci of caseous necrosis, compatible
with tubererculous lymphadenitis (H & E, ×100).



생검 조직검사의 성공율을 알아보았으며 양성과 악성 림프절

질환으로 나누어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한지를 파악하

였다. 시술과 연관된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 과

커진 경부 림프절의 위치는 level Ⅱ(n=10), level Ⅲ

(n=13), level Ⅳ(n=22), level Ⅴ(n=34)였다. 초음파로 측정

한 림프절의 크기는 가장 긴 직경은 1-4 cm으로 평균 1.9 cm

이었다.

조직학적으로 73예(92.4%)에서 진단을 할 수 있었으며(악

성:15예, 양성:58예) 6예(7.6%)에서 진단을 할 수 없었다

(Table 1). 비진단적인 6예 중 2예는 림프절 구조가 포함되지

않았었고, 4예는 림프절 구조는 보이나 진단하기에 부족하였

다. 수술적 조직검사는 12예에서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핵생검

에서 비진단적인 경우(n=5), 환자나 의사가 원해서(n=4), 핵

생검에서 림프종으로 나온 경우(n=3)였다 (Table 2). 핵생검

에서 비진단적이었던 6예 중 5예에서 수술적 조직검사를 하였

는데 4예는 양성(반응성 과형성 3예, 결핵림프절염 1예), 1예

는 림프종이었다.

핵생검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58예는 결핵림프절염 24예, 반

응성과형성 19예, Kikuchi병 14예, 비특이성림프절염 2예였다.

이중 4예에서 수술적 생검을 시행하였는데 핵생검에서와 동일

한 결과였다(반응성과형성 3예, Kikuchi병 1예). 양성 병변의

경우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2년 이상의 추적 기간동안 모두

병변이 없어지거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재발된 예는 없었다.

악성으로 진단된 15예에는 림프절 전이가 8예, 림프종이 7

예였다. 경부 림프절 전이를 알고 난후 원발병소를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발병소로는 폐암(3예), 비인두암(2예), 자

궁경부암(1예), 간암(1예)이 확인되었으며 1예에서는 원발병

소를 찾지 못하였다. 핵생검에서 림프종으로 진단된 7예는

Hodgkin림프종이 2예, non-Hodgkin림프종이 5예였고, 5예에

서는 림프종의 아형을 알기에 충분하였다(diffuse large B-cell

lymphoma(2예), mantle cell lymphoma(1예), Burkitt

lymphoma(1예), Hodgkin lymphoma-mixed cellularity(1예).

Hodgkin림프종 2예는 수술적 생검을 하였고 결과는 핵생검과

동일하였다.

시술과 연관된 심한 통증, 출혈, 혈종, 감염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고 찰

나이가 많거나, 악성의 경력이 있는 환자가 경부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 가장 먼저 전이성 림프절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FNAC가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된다 [9-11].

그러나 젊은 환자나 악성의 경력이 없는 경우 FANC에서 비

진단적으로 나오거나, 악성의 소견 없음(negative for

malignancy)으로 진단되는 경우 양성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림프절 비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생검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양성 경부림프절 비대의 경우 내과적 치료

가 원칙이므로 비수술적 혹은 최소침습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

다면 흉터를 남기는 수술적 생검을 피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도 편하다. 본 연구에서 79예 중 73예에서 진단이 가능하였으

며 이중 58예가 양성으로 진단되어 불필요한 수술적 생검을

피할 수 있었다.

경부림프절 비대의 양성 원인으로 결핵림프절염, Kikuchi병,

반응성과형성 등이 있으며 결핵의 경우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하며, Kikuchi병의 경우 증세가 심하면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

요하다. 결핵성 림프절염의 초음파 소견은 농양이 동반되거나

피부로 누공(sinus)이 있는 경우 진단이 용이하나 다른 양성

림프절염 혹은 전이성 림프절과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세포조직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다 [8,14,15]. 그러나 FNAC의

진단율은 약 60-85%로 보고되고 있으며 Ziehl-Neelsen(ZH)

염색에 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50% 미만이다[19]. 더군다나 수

술적 생검은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되며, 항결핵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에 잘 반응을 하므로 비수술적 진단이 매우 중요

하다 [19]. 본 연구에서도 핵생검으로 결핵으로 진단된 24예

는 모두 항결핵제 투여로 치료가 되었고, 비진단적이었던 1예

에서 수술을 시행하여 결핵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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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stologic Diagnosis at Core Samples Considered Ade-

quate by the Histopathologist

Histologic Diagnosis No of Cases

Malignancy
Squamous cell carcinoma 04
Adenocarcinoma 03
Hepatocellular carcinoma 01
Non-Hodgkin’s lymphoma 05
Hodgkin’s lymphoma 02

Benign
Tuberculous lymphadenitis 24
Reactive hyperplasia 18
Kikuchi disease 14

Nonspecific lymphadenitis 02

Table 2. Histologic Diagnosis at Core Biopsy and Open Biopsy in

12 Patients

Diagnosis at Core Biopsy Diagnosis at Open Biopsy

Inconclusive diagnosis (n=5) Reactive hyperplasia (n=3)
Tuberculous lymphadenitis (n=1)
Non-Hodgkin’s lymphoma (n=1)

Reactive hyperplasia (n=3) Reactive hyperplasia (n=3)
Kikuchi Disease (n=1) Kikuchi disease (n=1)
Hodgkin’lymphoma (n=2) Hodgkin’lymphoma (n=2)



Kikuchi병은 아급성조직구괴사형림프절염(subacute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로 원인은 밝혀지지 않

았지만, 임상적으로 고열과 압통이 동반된 경부림프절 비대를

보이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해 결핵, 림프종 등과의 감별이

어려워 수술적 생검을 통핸 병리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알

려져 있다 [21-23]. Kikuchi병 진단에 있어서 FANC는 높은

위음성과 위양성으로 진단에 한계가 있어 수술적 생검을 권유

하고 있으나 [12] 비수술적으로 정확히 진단이 가능하다면 별

다른 치료없이 치유될 수 있는 병이기에 더욱더 비수술적 진

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58예 중 Kikuchi

병이 14예 있었고 1예는 수술적 생검을 통해 같은 진단을 보

였고 나머지 13예는 특별한 치료없이 증세가 호전되었다. 핵

생검에서 Kikuchi병으로 진단된 모든 예를 수술하지 않아서 정

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증례에서 핵생검으로 진

단이 가능함이 판명된다면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림프종은 FNAC의 정확도가 낮아 수술적 생검이 필요한 필

요한 대표적 질환이다 [24. 25]. 그러나 각종 면역화학염색법

의 발달로 핵생검에서 채취된 조직으로 각종 염색을 통해 80-

90%에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아형 분류도 정확해 적절한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18, 26].

본 연구에서 림프종은 총 8예였으며 이중 7예는 핵생검으로

진단되었지만 1예는 핵생검에서 비진단적이어서 수술로써 여

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로 진단된 예였고 핵생검에

서 진단된 림프종 7예중 5예는(71%) 아형을 알기에 충분하였

다.

핵생검과 관련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신경손상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빈도는 1-2%로 매우 적다 [15-18].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초음파를 본 후 주혈관과의 관

계, 병변의 깊이 등을 평가하여 적당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시술 전 먼저 초음파를 시행하여 조직

검사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즉 병변이 주혈관과 인접한 경우,

깊이 있는 경우 등을 배제하였다. 대상이 된 림프절의 위치를

보면 level II에 위치한 경우가 다른 위치에 비해 적었는데 이

는 해부학적 구조상 level II 부위에 큰 혈관이 있을 뿐 아니라

병변이 깊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바늘의 홈 길이가 중요한데,

홈이 긴 경우 많은 조직이 나올 수 있으나 총을 발사할 때 병

변을 지나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나 신경을 다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병변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바

늘을 선택해야 하고 병변이 작은 경우 12 mm의 홈을 가진 바

늘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경부 림프절의 진단에 핵생검의 유용성에 대한 한 논

문에서 260예의 병변에서 핵생검을 하여 92%에서 적절한 조

직을 얻었으며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98.7%라고

하였고, 반응성과형성에 대한 림프종 진단의 정확도도 98.7%

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18]. 하지만 이 보고에서도 악성과 양

성의 감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이지 양성질환의 원인을 파악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한다면 핵생검으로 양성 림프절 비대의 원인 평가도 가능

하여 젊은 환자 혹은 악성의 경력이 없는 환자의 림프절 비대

의 평가에 핵생검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초음파 유도하의 핵생검은 경부림프절 비대의 원

인을 알아내는데 유용한 검사이며 특히 악성의 경력이 없는 환

자의 림프절 비대 원인을 알아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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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ness of Ultrasound-guided Core Needle Biopsy in the
Diagnosis of Cervical Lymphaden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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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Ik Yang, M.D.**, Ki Keun Oh,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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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o evaluate the efficacy of ultrasound-guided percutaneous core-needle biopsy in establishing
histopathologic diagnoses of cervical lymphadenopathy.

MATERIALS and METHODS : Seventy nine patients with cervical lymphadenopathy without a history of malignancy or
recent infection underwent ultrasound-guided core-needle biopsies. Lymph node tissues were obtained by 2 to 4
times of freehand core-needle biopsy technique using a 7.5-12 MHz ultrasound transducer and a short-excur-
sion (12 mm), spring-loaded automated gun with an 16-gauge cutting needle. We evaluated diagnostic yields of
biopsies and related complication.

RESULTS : Histologic diagnoses were conclusive in 73 cases (92.4%) including 57 benign causes (24 cases of tuber-
culous lymphadenitis, 19 cases of reactive hyperplasia, 14 cases of Kikuchi Disease and 2 cases of nonspecific
lymphadenitis) and 12 malignancies (8 cases of metastatic lymphadenopathy, 7 cases of lymphoma). In 5 of 7
patients with lymphoma, histologic subclassification was established with obtained tissue to guide treatment.
No complications were seen after biopsy.

CONCLUSION : Ultrasound-guided core-needle biopsy of cervical lymphadenopathy is a safe, minimally invasive al-
ternative to surgical biopsy, enabling a histologic diagnosis for treatment planning in the majority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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