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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AITL) is a rare subtype of malignant lymphoma (ML), accounting for 

only 1 to 2% of all non-Hodgkin’s lymphoma (NHL). Although ML of the parotid gland is rare, the majority 

are B-cell types. The AITL occurring synchronously in the parotid gland and lateral neck has not been reported 

earlier. It is classified as a high-grade malignancy with aggressive clinical features, and the prognosis is worse 

than any other type of NHL. We recently encountered a 72-year-old man with multiple mass on the ipsilateral 

parotid tail and lateral neck, and he was finally diagnosed as AITL. We report the unique and rare disease entity 

with a brief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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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AITL)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1~2%를 차지

하는 드문 질환이다.
1)

 이하선에 발생하는 악성 림프종은 

주로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T세포 기원은 극히 드

물다.
2)

 특히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이 두경부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구강 및 비인두 등에서의 

발생이 소수 보고되어 있으며,
3,4)

 이하선의 경우는 이제

까지 1예가 보고되었다.
5)

 저자들은 이하선과 측경부 종

물을 주소로 내원한 72세 남자 환자에서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된 매우 드문 증례를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72세 남자 환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촉지된 좌측 이하

선과 측경부의 종물을 주소로 본원에 의뢰되었다. 고혈압 

및 협심증 등이 있었고, 음주력 및 흡연력은 미미했다. 

신체 검사에서 좌측 이하선 미부에 2.6 X 1.8cm, 경부 II와 

III구역 경계에서 1.9 X 1.6cm 크기의 무통성의 비교적 

단단하며, 주변 조직과 고정된 양상의 종물들이 촉지되었

다(Fig. 1). 반대편 경부에는 비정상적으로 촉지되는 종물

은 없었고,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전

신상태를 평가하는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활동도는 0점이었고, 야간 발한, 발열 및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도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젖산탈수소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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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diologic findings. Transverse scans of neck ultrasonography show 2.4 X 1.6cm sized irregular hypoechoic mass with 
ill-defined margin in the left parotid tail (arrow)(A) and 1.7 X 1.5cm sized heterogeneous echoic mass on lateral neck (arrow)(B).
Enhanced axial neck CT scans show 2.3 X 1.7cm sized ill- defined homogeneous mass in the left parotid gland (arrow)(C) 
and multiple enlarged lymph nodes on left neck level II (arrow)(D) and level IV (arrows)(E). The 18F-FDG PET-CT scans show 
strong FDG uptake on the left parotid gland (arrow)(F), left neck level II (arrow)(G) and level IV (arrow)(H). The standard uptake
value is 12.3, 10.7 and 10.1, respectively.

Fig. 1. External photography. It shows rubbery hard mass on
left parotid tail (arrowheads) and upper lateral neck (arrows).

는 354 U/L (참고치: 200~400 U/L), 백혈구는 4,600/mm
3
 

(참고치: 4,000 ~ 10,000/mm
3
) 등으로 정상 범위였다.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이하선 미부에 2.4 X 1.6cm 크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저에코 음영의 불균질한 종물(Fig. 2A)

과 좌측 II와 III구역 경계 부위에서 1.7 X 1.5cm 크기의 

혼합 에코 음영을 보이는 종물 들이 관찰되었다(Fig. 2B).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주로 좌측 이하선 미부에 

균질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2.3 X 1.7cm 크기의 경계가 

다소 불명확한 종물이 관찰되었고(Fig. 2C), 동측 경부 

II, IV구역 등에서도 림프절 비대의 소견 등이 보였다

(Fig. 2D and E). 이하선 및 경부 종물 등에 대한 각각의 

세침흡인 검사에서 다형 림프구만 존재하였고, 초음파 

유도 하 중심 생검에서는 비정형 림프구 이외에 특이 

소견 없었다.

다발성 왈틴 종양 또는 림프종을 포함한 이하선 악성 

종양 등을 의심하고, 확진을 위해 국소 마취로 접근 가능

한 좌측 경부 IV구역의 종물에 대해 절제 생검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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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hological findings. The surgical specimen shows a 1.9 X 1.4cm sized relatively well-circumscribed nodular lesion (A). 
The architecture of lymph node is effaced by tumor cells (H&E, X40)(B). The tumor cells are small to medium sized lymphocytes,
and marked vascular proliferation (arrows) is observed (H&E, X400)(C). On the immunohistochemistry,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CD4 (X40)(D) and PD-1 (X100)(E). Increased extrafollicular follicular dendritic cell meshworks (arrow) are highlighted by CD21
(X40)(F).

였다. 종물의 바로 위에 피부 절개를 가하고, 층별로 박리

하여 종물을 노출시켰다. 그 하방으로 관찰되는 경횡동

맥의 분지를 보존하면서 종물을 적출하고, 수술을 종료

하였다. 종물의 절단면 소견은 비교적 경계가 분명하고 

균일한 양상의 결절성 양상이었다(Fig. 3A). 현미경 소견

에선 림프구 구조가 미만성 다형의 세포 침윤으로 인해 

소실된 소견이었다(Fig. 3B and C). 추가로 시행한 면역 

조직화학 염색에서 CD4 및 PD-1 등에 양성을 보이고

(Fig. 3D and E), CD21 양성인 여포성 수지상 세포망의 

확장이 관찰되어(Fig. 3F)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

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병기 설정을 위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에서는 좌측 

이하선에 표준 섭취값(standard uptake value)이 12.3인 과

대사 병변이 관찰되었고(Fig. 2F), 측경부에서는 각각 

10.7과 10.1인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원격 전이의 소견은 

없었다(Fig. 2G and H). 혈액종양 내과로 전과되어, 흉복

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골수 생검을 시행하였고, 추가적

인 이상 소견은 없어서, 병기는 Ann Arbor II로 평가되었

다. CHOP (Cyclophosphamide 1340mg, Adriamycin 89mg, 

Vincristine 2mg, Prednisolone 100mg)요법으로 3회의 항

암치료와 총 40Gy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소견 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

고찰

타액선 림프종은 주로 이하선에 발생하는 B세포 형태

로, 점막관련 림프조직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

sue, MALT) 림프종이 가장 흔하고, 여포성 림프종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저 악성도의 아형이 대부

분이다.
2)
 두경부 영역에서 T세포 림프종은 비인두 및 부

비동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6)
 이하선에선 영문 검색에서 

약 19예 정도로 극히 드물다.
5,7)

 이 중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은 1예의 보고가 있으나,
5)
 이하선과 측경부

를 동시 침범한 경우는 아니었다.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은 중년 이상의 남성에

서 호발하며, 가장 흔한 증상은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림프절 비대이며, 비 특이적인 피부병변이 40% 정도에

서 발생할 수 있다.
1,3)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이 있어 구강 

및 안구 건조증, 이하선 부종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3,5)

 

혈액학적 소견에서 빈혈, 고감마글로불린 혈증 및 호산

구 증가증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조직학적으로는 고 악성

도로 분류되고, 정상 림프구의 소실 및 다형의 세포 침윤

과 혈관 증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
1)

 양호한 전신상태에 

비해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에 대

한 반응이 좋지 않아 예후가 불량하다.
8)

 본 증례에서는 

무통성 경부 종물이 유일한 증상이었지만, 조기에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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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검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

영상학적 검사에서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의 

진단에 특이적인 소견은 없다.
9)
 세침흡입 세포 검사로는 

진단이 불충분하며, 중심 생검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직학적 아형을 알 수 없고, 왈틴 종양에서도 

다수의 림프구가 관찰될 수 있다.
2,6)

 본 증례와 같이 동측 

경부 림프절 비대가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다발성 왈틴 종양도 보고되 있다.
10)

 대부

분 절제 생검으로 확진되며, 이때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필수적이다.
3)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은 T세포 표

지자인 CD3, CD4 및 PD-1 등에 양성 소견을 보이며, CD21 

및 CD23 염색에서는 종종 혈관 주위에 여포 수지상 세포의 

망사 형태로 관찰된다.
8)

치료는 anthracycline계 항암제 등을 포함하는 여러 항암

제의 복합 투약이 일반적이며,
1)

 본 증례의 경우도 CHOP 

항암 화학요법 3회 시행 이후 현재 재발의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경부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의 발생 

빈도가 낮아 치료에 대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항

암 치료 이외에도 스테로이드 및 면역 조절제 등을 비롯

한 다양한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8)

 이러한 치료에도 불

구하고 5년 생존율이 33% 정도로 치료 성적이 낮으며, 최

근에는 고 용량 화학요법 후 자가줄기세포 이식이나 엽산 

길항 물질인 Pralatrexate 등을 투약하고 있으나, 보다 대규

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1,8)

저자들의 의견으로는 본 증례가 이하선과 측경부에 동

시에 발생한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의 첫 번째 

보고 증례라고 생각된다. 영상 소견에서 균일하게 조영 

증강이 되는 종물이 동측 이하선과 측경부에 있을 때, 

드물지만 악성 림프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이학적 검사 및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향후 유사한 증례를 많이 채집하여, 두경부 

영역에서 혈관면역모세포 T세포 림프종의 임상 특징을 

특정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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