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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ngiopericytoma is a rare tumor originating from pericytes of the small vessels. The most 

common sites of origin are the thigh and the retroperitoneum. The lung is a very uncommon site 

despite its high vascularity. 
We report a case of primary malignant hemangiopericytoma in the lung which developed in a 38 

year.old woman, with brief review of literatures. 

서 론 

혈관주위세포종은 1942년 Stout와 Murrayl)에 의해 

처음 보고된 종양으로， 혈관주위세포에서 발생하는 비 

교척 드문종양이다. 신체의 어느부위에서도발생할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하지， 상지， 후복막 및 복 

막둥이며 2，3)， 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울어 전 세 

계적우로 90예 ι5)정도， 국내에서는 김퉁2)， 강등6)에 의 

해 2예가발표되었을뿐이다. 

이에 저자들은 폐에서 말생한 원발성 악성 혈관주위세 

포종 l예를 경험하였기에 운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흥 

환 자 : 김O순， 38세/여자. 

주 소:기칭및흉통. 

려l 

현병력 : 평소 건강하던 분 으로 내원 2개월전부터 상 

기 증상A로 개인 병원에서 폐결핵을 의심하여 항 결핵 

치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과거력 . 특이 사항 없었음. 

이학적 소견 : 급성 명색을 보였으나 전신상태는 비교 

적 양호하였으며 경부의 럼프절은 촉지되 지 않았고 흉부 

청진상 우측 폐호흉음의 감소 소견 이외에 다흔 특이한 

사항은없었다. 

검사 소견 : 혈액검사상 백혈구 3 ,900/ mm3, 혈색소 

13.0g/ dI, 헤마토크리트 39.1%, 적혈구침강속도 33 

mm/hr였고 간기능검사 및 전해질 검사는 정상뱅위였고 

객당의 일반세균， 진균， 결핵율 빛 세포학 검사는 오두 

음성이었다. 단순흉부촬영상 (Fig.l) 다양한 크기의 균 

질성의 다발성 종괴 음영 이 양쪽 폐에 있었고1 흉부 전 

산화 단충촬영 (Fig. 2) 상 양쪽 폐에 수 cm부터 10cm 

이상되는 다양한크기의 다수의 종괴 음영이 보였고， 석 

회화는 볼수 없었으며， 주위 럼프선 및 주위조직은 정상 

소견을 보였다. 기관지경검사상 좌상엽의 기관지에서 

황색의 종물이 돌출되어 있어 조직검사를 실시하였A나 

단순한 염중소견만 보여 흉부 초음파 인도하에 우폐하부 

의 종괴에서 경피적 세침흡인 및 침생검을 실시하였다. 

광학현미경 소견상 (Fig.3-1) 편평 단충의 내피 세포로 

구성된 모세 혈관들이 산재해있었고1 주위에 종양세포 

들이 밀칩되어 있었으며， 고배율소견 (Fig.3-2) 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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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X-ray shows variable sized multiple nodular increased densities in both lungs, prominent1y 
homogeneous hazy increased density in RLL. 

Fig. 2. Chest CT scan shows discrete multiple round 
masses in both lungs, and the size of masses 
varies from a few centimeter to greater than 1C 
cm. 

원형의 핵빛 불분명한 경계의 세포질을 가진 종양세포가 

내피층을따라있으며 여러개의 핵분열을볼수있었다. 

망상성유 염색소견 (Fig.3-3) 에서는 전형적인 미세한 구 

조의 망상섬유 모양을 보이며 저층에 의해 둘러싸인 혈 

관들을 볼 수 있었다. 여러개의 폐종꾀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전이성 폐암을 배제하기위해 위내시경검사， 복 

부초음파， 복부천산화단충촬영， 골반전산화단층촬영， 

골스캔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다. 

Fig. 3-1. Tightly packed cells and richly vascular 
channels ranging from capilary sized vessels to 
large gaping sinusoidal spaces are seen. (H
E. x 100) 

치료 및 경과 : 항암요법으로 cyclophosphamide, vin

cristine, doxorubicine, dacarbazine, dacti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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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Gaping vascular channels, lined by a single 
layer of endothelium, are surrounded by hap. 
hazardly arrayed tumor cells with oval nuc1ei 
and moderate amount of cytoplasm having i11 
defined border. Mitotic figures are frequently 
found (H.E, X 400). 

cin올 명 함 투여하여， 부분관해를 보였으나 다시 악화되 

어 진단후 12개월만에 종양에 의한호홉부천으로사망하 

였다. 

고 안 

혈관주위세포종은 1942년 Stout와 Murray에 의해 

최초로 기솔된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혈관의 외벽을 구 

성하는 혈관주위세포에서 발생하는 혈관이 풍부한 종양 

이다1) 혈관주위세포는 모세혈관 빛 세정액의 내피세포 

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 질 돌기를 가진 방추형 또는 타원 

형의 세포로 기저막의 내부에 존재하며， 혈관주위세포 

충은 세 동액의 평활근과 연결되어 수축기능을 갖고 있 

고 혈액유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탐 

식기능이 있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7.8) 

혈관주위세포종은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 

Fig. 3-3. Constituent vessels surrounded by a c1early 
outlined basal lamina are seen (Reticulin 
stain, X 250). 

으나 근골조직 9.1이에 비교적 많이 발생승}는 것A로 알려 

져 있￡며 주로 하지， 상지， 후복강， 골반， 두부， 경부등 

이며 폐는 혈관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 

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90예정도 발표되었고4，5)， 국내에 

서는 검퉁2)， 강둥6)에 의해 2예가 발표되었￡며， 후복 

강3)， 후종격동11)에서 생긴 예도 보고되었다. 

혈관주위세포종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나l2)， 주로 

40대에서 60대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로 알려져 있으 

며 l0)， 남녀 발생빈도는 비슷하나5， 12， 13)， 유아 및 소아에 

서는 대부분이 남자에서 발생하고9)， 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여자가 64%로 약간 많았다7) 

폐의 다른종양과구분되는특징적인 임상및 방사선 

소견은 없으며. 75%에서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발견되며 

25%에서 종양과 관련된 중상을 보인다고 한다l‘.15) 폐 

에서 생기는 혈관주위세포종은 다른 종양과 유사하여 대 

부분이 서서히 진행되는 무통성 종괴로 발견되며 10) 종양 

에 의한 주위조직의 앙박이냐 침윤으로 기침， 각혈， 호 

흉곤란， 고열， 흉통이 나타날 수 있어 1， 12) 기관지종양， 

전이성 폐암， 결핵종 및 다른 연조직 종양과 감별진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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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증상이 있을경우 악성일가능성이 많다14) 

이외에 종양과 관련된 중상A로 드물게 저혈당， 고혈압， 

비대성 폐성골관절중， 선단거대중의 중상을 보이기도 
한다l‘.16) 

흉부방사선 소견7.9.1‘)_은 다양한 크기의 균질성 음영으 

로 주위와의 경계는 뚜렷하며 폐의 중앙부에 잘 생기고 

종양압박에 의한 우기폐소견은 도운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드물게는 여러개의 종괴소견A로 발견되기도한 

다7. 17) 기관지내시경검사는 기관분지의 종양에 의한 압 

박소견이 보이는 정도로 진단에 큰 도움이 안된다17) 전 

산화단충촬영소견은 커다란 소엽을 가진 연조직 종양a 

로 종양의 내면이 비균질 음영으로 나타나며 앓고 불완 

전한 피막A로 경계가 있는 양상으로 보이며 i이 석회화소 

견이 있는 경우 악성을 의심할 수 있다18) 본예에서는 

양폐에 여러개의 종괴가 있어， 전이성 폐암을 배제하기 

위해 복부전산화 단충 촬영， 골반 전산화 단충촬영， 골 

스캔동을시행하였a나정상소견을보여 양폐의 여러개 

의 종괴는 폐잔의 전이로 생각된다. 혈관조영술에서는 

다양한직경을가진불규칙한， 매우풍부한혈관들이 조 

영제로 채워지나， 혈관이 풍부한 종양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종양내의 동정맥 문합소견인 정맥들의 조영제에 

의한 조기 충전소견이 보이지 않아 다른 종양과의 감별 

진단시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19) 

병 리조직소견으로는 육안적으로 종양의 절제시 평슐 

크기는 2cm부터 13cm 정도이고l4)， 황색， 회백색을 띠 

며 l0)， 피막이 형성되어 폐 실질의 첨윤이나 기관지와의 

연결은 거의 없다7) 때로는 종양의 단면에서 출혈 및 괴 

사플 보이기도 하는데， 악성에서 더 잘 나타난다14) 광 

학현미경소견9.14)은 방추형 또는 타원형 모양의 종양세 

포들이 균일하게 모세혈관의 기저악의 외부를 따라 양파 

껍 질모양의 다충무로 배열하는 양상을 보이며， 종양세 

포의 핵은 원형 • 타원형 • 방추상을 보이고 풍부한 혈관 

발달이 있는 종양으로 폐실질을 차지하고 있다. 망상섬 

유 엽색은 특수염색중 가장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며 종양세포를 둘러싸는 조밀하며 미세한 망 

상섬유구조를 특정￡로 하고 종양세포가 외피셰포에서 

생기는 것을 보여준다7씬종양세포가 내피를 갖는 혈관간극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커다란 원형 또는 난원형의 핵이 있으며， 리보좀， 미로 

콘드리아， 미세사상체를 포함하는 기능질( organelles) 

이 산채하는 당색의 세포질이 있으며， 많은 세포올기 소 

견이 있고1 세포사이의 잔질울질 및 교질섬유， 내피세포 

의 기저막에 의해 다른 세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세포 

흉수성소포 (pinocytic vesic1e) 가 특정 적으로 보이 나 교 

소체 (desmosome) 는 매우 드물게 관찰되 며， 개개의 세 

포는 때로 다총의 기저판에 의해 주위 내피셰포로 부터 

분리되고 세포질은 40-60A。 정도의 미세한 사상체를 

함유하는 소견을 보인다20)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직 

학적 소견으로 혈관주위세포종은 기관지선종， 망상섬유 

세포육종， 혈관섬유육종， 혈관종， 활막육종， 섬유성조 

직구종등과 유사하여 감별진단이 어려울 때가 있으나7) 

Feldman등16)은 정상적인 내피구조， 망상섬유 염색시 

의 특징적 소견， 조직배양￡로 혈관주위에서 혈관주위 

세포로 구성된 종양세포의 확인을 진단 기준이 라고 하였 

다. 

본예에서는천자현미경 검사를시행하지 않았으나광 

학현미경소견 및 망상섬유 염색에서 특징적 소견을 갖고 

있어 진단에 큰어려움은없었다. 

치료는 부위에 따라 폐엽절제술이나 폐절제술로 광범 

위한 수술이 가장 좋운 방법 7. 13)이며， 완전 절제시 치료 

율이 50%7)이나 종양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완전한 전 

제가 어렵고 수솔시 종양조칙이 파열되어 조직에 남아있 

거나 높은 채발융의 운제정이 있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요법을 병용승}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16) 

방사선 요법은 비교척 저항성이 있는 것무로 알려져 

있￡나 흉부통중이나 불완전 절제시 고식적 방사선 치료 

법 이 가치 가 있다고 하였A며 7.14 .2 1), Hart 둥8)은 고식 척 

방사선치료를 3500 rad로 한 경우 9예중 8예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으며 Mira 등22)은 15명의 환자에서 5cm미 

만의 종양을 3500 rad로 치료했을때 88%의 반웅률을 

보였A며 2500 rad로 치료한 경우는 효과가 없다고 보 

고하였다. 항암요법시 치료효과에서 논란이 많으나 항 

암요법을 사용시 예후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하였으며 

adriamycin이 가장 효과가 있는 약A로 단독 투여 시 

38%의 반응을 보이고 vincristine, cyc1ophosphamide, 

methotraxate, cisplatin, dactinomycine등과 명 용 투 
여시 50%-75%의 반응이 있다고 하였다8.9， 1이. Page 

등15)은 6cm 미만의 종ocf은 종양의 완천절제와 방사선 

치료를， 6cm 이상의 종양은수술및 연조직육종에 준한 

항암요법을 명용하는 치료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예에서는 종양이 양측 폐에 존재하여 방사선 치료는 

하지 못하고， 항암제 명용요법을시행하였다. 

예후는 예측이 매우 어렵고 종양이 생긴 부위에 따라 

다르나， 완전 절제후 50%에셔 채딸하며， 수술 1년후 사 

m 

ω
 



망율이 25% 정도로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21) 전이는 혈 

액이나 임파계를 통해 생기며 8) Shin과 Ho등17)은 종양 

크기가 5cm 미만일 경우 33%, 10cm 이상일 경우 

66%에서 전이한다고 하였으며， Meade둥7)은 적은 크 

기의 종양을 가진 중상이 없는 여성이 좋은 예후를 보인 

다고 하였고， 진단후 26년까지 생존한예도 있다1 6) 폐에 

서 생긴 원발성 혈관주위세포종의 경우， Backwinkel 

둥21)은 재발융이 다른 종양의 경우와 달리 비교적 낮아 

30-35%이며 대개 1년대 80%에서 채발이 된다고 하였 

다. 그러나 혈관주위세포종은 서서 히 중식하고， 종양크 

기가 크고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어도 다른 종양에 비하 

여 비교적 긴 생존기간을 보여 수술요법， 항암요법， 방 

사선치료퉁 적극적 인 치료가 요구된다23) 

결 론 

저자들은 기침 및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38세 여자 환 

자에서 폐의 악성 혈관주위세포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엄상적 양상， 방사선 소견， 영 리학적 소견등을 문헌 고창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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