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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이 및 뼈전이를 동반한 십이지장 혈관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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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 Duodenal Angiosarcoma with Lung and Bone Metastases: 
A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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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giosarcoma is a rare soft-tissue neoplasm that develops anywhere in the body, and most commonly presents cutaneously in 

elderly white males, involving the head and neck, particularly the scalp. The neoplasm occurs only very rarely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A patient was initially admitted to our hospital for treatment of dyspnea and hemoptysis. Both lungs contained multiple nod-

ules, and a computed tomography (CT)-guided lung biopsy was performed. Endogastroduodenoscopy used to evaluate the anemia 

revealed a duodenal polypoid tumor. Microscopic examination showed that the tumor was a primary angiosarcoma of the duode-

num with metastasis to the lung. In additio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 revealed metastasis to the femur and the pelvic 

bone. Thus, we report a case of primary duodenal angiosarcoma with metastases to the lung and bone. (Korean J Med 2015;89: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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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관육종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기원하는 드문 악성 종양

으로, 모든 연부조직 육종의 1-2% 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남

성에게서 많이 발견된다[1]. 호발 부위는 주로 두피와 얼굴 

피부지만, 드물게 소장에서도 발견된다. 현재까지 소장에서 

발생한 혈관육종은 국내에는 1예가 보고되었으며 국외에는 

48예가 보고되었다[2,3]. 소장에 발생한 원발성 혈관육종은 

매우 드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샘암종, 림프종, 악성 

흑색종과 감별이 어렵다[4].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와 면

역조직화학염색이 필요하고, 수술적 절제와 항암치료에도 반

응이 좋지 않아 예후도 불량하다. 혈관육종의 전이는 림프 및 

혈액을 통해 이루어지며 85%의 환자에서 림프절, 간, 폐, 뼈

에 발생한다[5].

이에 저자들은 객혈,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여 폐전이, 

뼈전이를 동반한 십이지장 혈관육종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

하여 소장을 침범한 혈관육종의 국내외 문헌고찰과 함께 보

고한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904/kjm.2015.89.2.201&domain=pdf&date_stamp=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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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A chest CT reveals multi-
ple ill-defined solid nodules in the lung 
(arrow). (B) A chest CT taken one month 
later shows that the nodules have in-
creased in size and that many newly de-
veloped nodules are present (arrow). CT,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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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A colonoscopy shows an 
old blood clot at the terminal ileum. (B) 
Endogastroduodenoscopy reveals a mass 
with a hyperemic mucosa, as well as 
blood clots, in the duodenum.

증     례

환  자: 65세 남자

주  소: 호흡곤란, 객혈

현병력: 내원 2개월 전부터 소량의 객혈이 지속되었으며, 

내원 2일 전부터 객혈의 양과 횟수가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본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과거력: 10년 전 직장암을 진단받고 수술, 항암화학치료 

그리고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9년 전 고혈압과 뇌졸중을, 7년 

전에는 심근경색을 진단받아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약물치료 중이었다. 2개월 전 흉통과 객혈로 본원 방문하여 

허혈성 심부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객혈에 대

한 검사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및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어 추적관찰 

하기로 하였다. 당시에 동반된 소구성 저색소성 빈혈에 대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지만 하부위장관 출혈의 소견은 보이

지 않았고, 2개월 전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

경에서 상부위장관 출혈의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본원에서

는 상부위장관 내시경은 시행하지 않았다. 

가족력: 특이사항 없었다.

사회력: 특이사항 없었다.

이학적 소견: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100/60 mmHg, 맥박 

7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정상이었고, 의식은 명료하

였다. 만성 병색에 전신 무력감이 있어 보였으며, 결막은 창

백하였고 공막 황달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청진에서 심잡음

은 들리지 않았으며 심박동은 규칙적이었으나, 양측 폐야에

서 경도의 악설음이 청진되었다.

검사실 소견: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7,790/mm3, 혈색소 8.7 

g/dL, 혈소판 192,000/mm3이었고, 평균적혈구 용적 75 fL, 적

혈구 평균 혈색소 농도 30 g/dL이었다. 혈청 생화학검사에서 

ALP 226 IU/L (104-338 IU/L), AST 12 IU/L, ALT 19 IU/L, 총

단백 5.6 g/dL, 알부민 3.1 g/dL, 총 빌리루빈 0.6 mg/dL이었고 

HBsAg 음성, anti-HBs 양성, anti-HCV 음성이었다.

방사선 소견: 응급실에서 촬영한 단순 흉부방사선 사진은 

정상이었으나,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양폐야에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여러 개의 다양한 크기의 결절들이 관찰되어

(Fig. 1) 전산화단층촬영 유도하에 경피적 폐침생검을 시행하

였다.

2차 내시경 소견: 입원 중 빈혈이 지속되어 대장내시경을 

재시행하였고 말단 회장에 응고된 혈액이 관찰되어 상부위

장관 내시경을 시행하였다. 십이지장 제3부까지 삽입하여 자

세히 살펴본 결과, 십이지장 제2부의 원위 방향에 자발 출혈



－ Jae Hyun Park, et al. Primary duodenal angiosarcoma－

- 203 -

A B

Figure 4. (A) A PET/CT shows FDG up-
take by the duodenum (arrow). (B) The 
PET/CT also reveals multiple hyper-
metabolic foci in the right lung, the right 
proximal femur, and the pelvic bones 
(arrow). PET/CT, positron emission to-
mography/computed tomography; FDG, 
fludeoxyglucose. 

A B

Figure 3. (A) Microscopic examination of duodenal biopsy material. The tumor contains focal vascular channel-like spaces (arrows) 
lined by spindle cells and large plump polygonal cells. The latter cells have an eosinophilic cytoplasm and hyperchromatic nuclei 
(hematoxylin & eosin; original magnification ×400). (B)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tissue. 
The positivity of vimentin and CD31 show that the tumor is a malignant mesenchymal growth that is vascular in nature.

을 동반한 2 × 2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생검을 시행하

였다(Fig. 2).

병리소견: 내시경적 생검을 통한 현미경적 조직소견에서

는 과염색성의 핵과 호산구성 세포질로 이루어진 불룩하고 

방추형의 다각형의 세포들로 둘러싸인 혈관들이 문합하는 소

견이 관찰되었다(Fig. 3). 이들 종양세포는 vimentin, CD3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Fig. 3). 

cytokeratin 7, cytokeratin 20, TTF-1에는 음성 소견을 보였다. 

전산화단층촬영 유도하 경피적 폐침 생검에서는 크고 과염

색성의 세포들이 불규칙한 모양 및 크기로 혈관들은 문합하

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혈관육종의 폐침범 소견에 합

당하였다.

핵의학 검사소견: 타 장기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행한 양성자 방출 단층촬영 검사(fludeoxyglucose [FDG]-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에서는 십이지장에 최대 표준화 섭취

값(standard uptake value) 8.6으로 증가된 18F-FDG 섭취율이 

관찰되었고, 폐결절의 18F-FDG 섭취율은 SUV 5.3, 골반뼈와 

오른쪽 근위 대퇴골에서 SUV 7.3, 6.2로 관찰되어 폐와 뼈침

범이 확인되었다(Fig. 4).

경과: 환자의 만성 출혈에 대한 고식적 수술과 전신 항암

화학치료를 계획하였으나, 환자는 허혈성 심질환 등의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여 자의로 퇴원하

였다. 그러나 1개월 후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다

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추적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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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폐 결절들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부폐렴성 흉

수도 관찰되어 혈관육종의 경과가 급격히 진행함을 알 수 있

었다(Fig. 1). 

고     찰

혈관육종은 혈관 또는 림프관의 내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악

성종양으로 연부조직 육종의 1-2% 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피

부와 피하조직에 발생하고, 간, 비장, 심장과 같은 내부 장기

에도 발생하기도 한다[1]. 소장에 발생하는 혈관육종은 드물

게 보고되며 위장관 출혈, 복통, 장폐쇄, 복부팽만, 빈혈, 체중

감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6]. 이번 증례에서는 위장관 출

혈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2 × 2 cm 크기의 십이지장 단일 종

괴와 전이로 생각되는 다발성의 작은 종괴가 폐와 뼈에서 발

견되었다. 혈관육종의 호발부위를 살펴보면 9.5%가 몸통에, 

3.6%가 뼈에서 발견되며, 폐에서 원발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

다. 그리고 혈관육종은 진단 시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경

우가 많으며, 주된 전이 부위는 폐, 간, 뼈, 림프절, 피부이다[5]. 

이러한 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발성 폐전이 및 뼈전이를 

동반한 십이지장에 발생한 원발성 혈관육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번 증례처럼 혈관육종이 폐로 전이되는 경우 객혈, 기흉, 

혈흉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혈관육종의 발

생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만성적인 림프부종, 이전에 수술

적 치료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력, Vinyl chloride, Thorium 

dioxide, Arsenic과 같은 물질을 오랫동안 취급한 사람에서 혈

관육종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장기간 이물질 잔류, 유전적 요

인 또한 혈관육종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7,8].

국내 1예, 국외 48예의 소장에 발생한 혈관육종에 대한 문

헌들을 고찰해 보면 임상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30명의 환

자 중에서 16명이 위장관출혈 또는 빈혈이 주증상이었으며, 

9명이 복통, 5명이 장폐쇄를 주증상으로 호소하였다. 치료 방

법을 확인할 수 있었던 29명의 모든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그 중 7명에서 항암화학치료를 추가로 하였다. 30명 

중에서 8명이 자궁경부암, 자궁암, 호지킨병, 골연골증의 치

료로 하복부 또는 골반부위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

었다[2,3].

2007년 Virtanen 등[9]이 보고한 방사선치료 이후에 발생한 

몸통의 혈관육종에 대한 코호트연구를 검토해 보면, 몸통에 

혈관육종이 발생한 모든 환자가 여성이었으며 모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의 치료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었다. 이 연

구에서는 방사선치료와 혈관육종의 발생에 대해 명확한 연

관성은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항암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합할 시에 혈관육종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948년 Cahan 등[10]은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육종

의 4가지 진단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발생 부위의 방사선

조사의 과거력, 5년 이상의 잠복기, 방사선 조사 부위에서 

기인한 악성 종양을 조직학적으로 증명, 방사선 조사 부위에 

새로 발생한 종양은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종양과 다

른 조직소견을 가질 것이었다. 이번 증례는 남성 환자였고 

10년 전 직장암으로 하복부에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

를 받은 병력이 있었으나 혈관육종이 하복부에 원발하지 않

아 Cahan 등[10]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고, 유방암 또

는 여성생식기암이 아닌 직장암의 치료 후에 혈관육종이 발

생한 증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직장암에 대한 항암

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력과 십이지장 혈관육종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혈관육종은 과염색성의 핵과 호산구성 세포질로 이루어

진 불룩하고 방추형의 다각형의 세포들로 둘러싸인 혈관들이 

문합하는 조직소견이 관찰된다. 상피세포양 형태를 보일 경

우 전이암종, 림프종, 악성 흑색종과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면역조직화학 검사가 필요하다[6]. 

가장 특징적인 염색소견은 CD31, CD34, 제8인자와 같은 혈

관 내피세포 표지자에 양성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이번 증례

에는 vimentin, CD31에 양성소견을 보여 혈관특성을 보이는 

악성 중배엽 종양인 혈관육종으로 진단되었다.

혈관육종의 일반적인 치료는 광범위절제술 및 수술 후 방

사선요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혈관육종의 공격적인 증식과 

전이로 인해 수술적 완전절제는 대부분이 불가능하다. 최근 

수술적 절제와 항암화학치료를 병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

되지만 치료의 효과는 불분명하다[4].

일반적으로 혈관육종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며 진단 후 단

기간 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공격적인 임상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2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며, 평균 생존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다. 또한, 몇몇의 연구에서 혈

관육종의 침범 장기에 따라 예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에서처럼 소장에 발생한 혈관육종의 예후는 타장기에 

비해 불량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진단 후 수개월 내에 사망

하거나, 수술 이후 사망한다. 나이, 종양의 크기, 후복강의 원

발병소, 유사분열의 정도 등이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 인자들

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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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혈과 빈혈은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견이지만 

드물게 이번 증례처럼 혈관육종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십이지

장에 발생한 원발성 혈관육종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아직 폐

전이와 뼈전이를 동반한 보고는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특

히 이번 증례처럼 과거에 악성종양으로 항암화학치료 또는 

몸통에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는 경우, 빈혈이 지속

되거나, 원인 불명의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소장

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감별 진단에 포함시켜야 하며 내시

경 검사에서는 십이지장의 원위부와 회장 말단부까지 확인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중심 단어: 혈관육종; 십이지장 신생물; 신생물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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