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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Angiofibroma of the Vulva
- A Report of Three Cases - 

Hye-Jeong Choi, Sung-Nam Kim1 and Kyu-Rae Kim

Department of Diagnostic Path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1Green Cross Reference Lab, Seoul, Korea

Cellular angiofibroma is a recently described, distinctive soft tissue tumor of the vulvovaginal
reg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small, well-circumscribed tumors with fibroblastic differentia-
tion. We report three cases of cellular angiofibroma of the vulva in middle-aged women. All
three patients presented with painless swelling in the labium majora. The age of the three
patients ranged from 43 to 56 years old (mean: 48 years old) and the size of the tumor
ranged from 2 to 5 cm. The microscopic appearance was characterized by a cellular, well-cir-
cumscribed mass composed of uniform, bland, spindle stromal cells, numerous thick-walled,
hyalinized vessels, and a scarce component of mature adipocytes. Immunohistochemical
stains of the tumor cells show positivity for vimentin but negativity for smooth muscle actin, S-
100 protein, desmin, factor VIII-related antigen and epithelial membrane antigen. The tumor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aggressive angiomyxoma and angiomyofibroblastoma because
of its different clinicopathologic features, cells of origin and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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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음부의 세포성 혈관섬유종

- 3예 보고 -

여성의 회음부에 발생하는 연부조직 종양으로는 침습성 혈관

점액종, 혈관근섬유모세포종등 이 부위에서 특징적으로 자주 발

생하는 종양과, 지방종, 단소성 섬유종양(solitary fibrous

tumor), 근섬유종, 신경섬유종, 혈관종 등과 같이 신체 전반의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들 수 있다.1-3 세포성 혈관섬유

종은 침습성 혈관점액종, 혈관근섬유모세포종과 함께 회음부에

자주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최근에 기술되었으며,1 침습성 혈

관점액종, 혈관근섬유모세포종과는 그 임상 양상, 조직 소견, 세

포의 기원이 다르다. 저자들은 회음부에 발생한 세포성 혈관섬

유종 3예를 경험하고 이에 관한 국내 문헌 보고가 없기에, 이의

임상, 병리소견,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소견과 감별 진단에 도움

이 되는 소견을 문헌 고찰과 함께 기술한다.  

증 례

증례 1

45세 여자 환자가 우연히 발견된 우측 음순의 무통성 종괴

를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7개월 전 자궁경부 상피내암종으

로 전자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추적 관찰 중이었다. 바톨린 낭

종으로 생각하고 종괴의 절제술을 시행하 다. 육안 소견상 종

괴는 경계가 비교적 잘 지워지는 2×2×1 cm 크기의 회백색의

고형성이었다. 조직학적으로 종괴는 피막이 없이 주변 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하 으며(Fig. 1) 도가 높은 부위와 낮은 부위가

섞여 있었다(Fig. 2). 세포 도가 높은 부위에는 주로 방추형

세포들의 증식이, 세포 도가 낮은 부위에는 중간 크기의 두꺼

운 혈관의 증식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으며 소수의 지방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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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들이 종괴 내의 섬유성 기질 내에 흩어져 있었다. 기질 세

포는 방추형 혹은 방사형(stellate shape)으로 특정 방향성이 없

이 짧은 다발을 이루었고, 세포는 작고 균일한 양상으로 이형증

이나 다형증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 3). 핵은 균질한 염

색질과 불분명한 핵소체를 가진 방추형 또는 난원형의 핵을 가

지고 있었으며, 세포 분열은 관찰되지 않았고 세포질의 경계는

불분명하 다. 소수의 다핵거 세포도 관찰되었다. 도가 낮은

부위는 부종성 기질 내에 크고 작은 혈관들이 산재하여 있었다.

혈관은 병변 내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 으며 주로 작거나

중간 크기의 내강과 두껍고 유리질 모양의 변성을 보이는 두꺼

운 혈관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특히 세포 도가 낮은 부위

에서 잘 관찰되었다. 세포 도가 높은 부위에서는 두꺼운 혈관

과 함께 얇은 벽을 가진 모세 혈관도 섞여 있었다. 면역조직화

학 염색에서 기질세포는 smooth muscle actin, desmin, S-100

단백, CD34에 음성이었고, CD31은 3예에서 혈관을 따라 미만

성으로 반응하 다

Fig. 1. A well circumscribed mass (arrows) is identified in the
deep soft tissue layer of the vulva  (Case 1). 

Fig. 2. At low power, the tumor is characterized by hyper- and
hypocellular areas composed of proliferation of spindle cells and
blood vessels (Case 1)

Fig. 3. Stromal cells are characterized by bland spindle cells with
wispy collagen bundles arranged in irregular intersecting fasci-
cles (Case 1). 

Fig. 4. Blood vessels in cellular angiofibroma are characterized
by numerous medium sized vessels with thick, hyalinized walls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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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43세 여자 환자가 2년 간의 무증상의 외음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바톨린 낭종 혹은 지방종 의진 하에 종괴의 절제술

을 시행하 다. 종괴의 크기는 5×5×3 cm 으며, 경계가 분명

한 황색 혹은 연갈색의 점액성을 띠는 고형성 종괴 다. 저배율

소견에서 종양은 세포 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인접하

면서 섞여 있었다. 세포 도가 높은 부분은 주로 방추형 세포

의 증식이, 낮은 곳에는 중간 크기의 두꺼운 혈관의 증식이 눈

에 띄게 관찰되었으며(Fig. 4) 세포 분열은 어느 곳에서도 관찰

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기질 세포들은 smooth

muscle actin, desmin, S-100 단백, CD34에 음성이었다. 파라

핀 블록을 이용하여 전자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 다. 각 종양

세포는 섬유성 기질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핵은 난원형 혹은

방추형으로 핵소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소수의 리보솜과

마이토콘드리아, 섬유 다발이 관찰되었으나, 근세포 분화를 나

타내는 pinocytic vesicle이나 subplasmal plaque 등은 관찰되

지 않아 섬유모세포임을 시사하 다. 

증례 3

56세 여자 환자가 1년 간의 외음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촉진상 낭성 병변과 유사한 경도를 가지는 종괴 고, 초음파

검사에서 다양한 음 을 보여 감염된 바톨린 낭종 의진 하에 절

제술을 시행하 다. 육안으로 경계가 좋은 회색 점액성의 고형

성 종괴로 크기는 3×2×2 cm 다. 조직학적 소견과 면역조직

화학 염색 소견은 증례 2의 소견과 동일하 으나 종괴 전반에

걸쳐 세포 도가 동일하게 높았고, 부종성 기질이 없이 콜라겐

섬유가 풍부하게 관찰되었다.

고 찰

세포성 혈관섬유종은 회음부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양성 종양

으로, 1997년 Nucci 등1이 처음 기술하 으며, 조직학적으로 세

포 도가 높은 방추형 세포와 벽이 두껍고 유리질 변성을 자주

보이는 많은 혈관의 증식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까지는 Nucci

와 Fletcher 등에 의해 기술된 5예만이 문 문헌에 보고되어

있으나, 보고된 증례 수가 적은 이유는 이 질병의 임상적, 조직

학적 특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들이 침습성

혈관점액종이나 혈관근섬유모세포종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Nucci 등1이 보고한 4예들은 39-50세(평균 연령 47.5세) 중

년 여성의 회음부에 발생하 으며, 종괴의 크기는 3 cm 미만으

로 작았고, 4예 중 3예에서는 주변 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하 으

며 1예는 국소적으로 침윤성 경계를 보 다. 임상적으로 4예 중

3예는 수술 전 종괴의 위치, 크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바톨린

낭종으로 생각되었다. 본 증례들에서도 임상 소견들이 보고된

예들과 동소이하여, 발생 연령은 43-56세(평균 48세) 으며,

임상적으로 3예 모두 회음부에 무통성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여

바톨린 낭종을 의심하 다. 3예 중 1예는 크기가 장경 5 cm에

이르는 커다란 종괴를 형성하 으므로, 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

어 크기가 절 적으로 중요한 소견은 아닌 것 같다. 종양의 경

계는 3예 모두에서 매우 분명하여 완전히 절제할 수 있었으며

섬유성 피막은 3예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보고된 예들 중 3예

에서는 세포 분열이 빈번히 관찰되었으나 본 증례들에서는 관찰

할 수 없어 세포 분열의 유무가 종양의 진단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종양을 침습성 혈관점액종이나 혈관섬유모세포종과 구분

하여 진단해야 하는 이유는 이 종양의 육안, 현미경 소견, 그리

고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 의한 종양 세포의 기원이 다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종양의 조직학적 소견 가운데에는 침습성 혈관

점액종이나 혈관근섬유모세포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소견도

자주 관찰된다. 이 종양들은 회음부에서 자주 관찰되는 종양으

로 혈관과 방추형 세포가 증식하는 혈관섬유성 종양이라는 점에

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침습성 혈관점액종은 주변과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고 침윤성 경계를 가지므로 완전 절제가 어렵고,

약 30%에서 국소 재발을 보이는 종양으로 잘 알려져 있어 양성

의 경과를 보이는 세포성 혈관섬유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세

포성 혈관섬유종과 비교할 때 침습성 혈관점액종은 평균 발생

연령이 약 10년 정도 젊고, 종양 내부가 혈관섬유종과 달리 세

포 도가 낮고, 점액성 또는 부종성 기질과 함께 크고 굵은 혈

관들이 잘 관찰되며, 방추형 세포와 미분화성 성상 세포들도 잘

관찰된다. 이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전자현미경 소견과 면

역조직화학 염색에서 근섬유세포의 분화를 보여, 섬유모세포의

분화를 보이는 세포성 혈관섬유종과는 기원이 다른 것으로 알려

져 있다.3

혈관근섬유모세포종은 침습성 혈관점액종과 구분해야 하는

종양으로 1992년 Fletcher 등4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 이 종

양은 침습성 혈관점액종에 비해 경계가 매우 분명하며 세포

도가 높은 부위와 낮은 부위가 함께 나타날 뿐 아니라, 방추형

세포, 상피모양 세포, 다핵세포 등 다양한 모양의 종양 세포들이

나타난다. 혈관의 크기는 모세혈관 크기의 작은 혈관들이 주를

이룬다. 임상적으로는 재발이 없이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자현미경과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을

바탕으로 이 종양의 기원을 침습성 혈관점액종과 같은 근섬유모

세포로 추정하고 있다.5,6 한편 Granter 등2은 침습성 혈관점액

종의 소견을 보이는 16예 중 3예에서 부분적으로 혈관근섬유모

세포종의 소견을 보이는 예들을 관찰하 고, 이 두 가지 종양이

모두 근섬유모세포의 분화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 두 종양이

서로 연관된 종양으로 한 종양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변화일 것

이라고 추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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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세포성 혈관섬유종의 평균 발생 연령은 혈관근섬유

모세포종과 침습성 혈관점액종에 비해 약 5-10년 늦게 발생하

며, 침습성 혈관점액종과 혈관근섬유모세포종의 조직학적 특징

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주변조직과의 경계가 분명한 점과

재발이 없이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점은 혈관근섬유모세포종과

유사하지만, 작거나 중간 크기의, 벽이 두껍고 유리질 변성을 보

이는 혈관의 증식을 주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침습성

혈관점액종과 유사한 소견이다. 세포의 도는 앞서 언급한 두

종양에 비해 높고 주로 방추형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뿐, 침

습성 혈관점액종에서 보이는 미분화성 성상 세포나 혈관근섬유

모세포종에서 관찰되는 다핵 세포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본 증

례들 가운데 증례 3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 도가 낮은 부분이

함께 나타나 혈관근섬유모세포종과 유사한 소견을 나타내었으

며, 문헌에 보고된 예들 가운데 3예에서는 세포 분열이 10곳의

고배율 시야에서 11개까지 관찰되어 때로는 악성 간엽성 종양과

의 감별도 어려울 것 같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이 세가지 종양을 감별하는데 중요하다.

본 증례들에서는, 문헌에 기술된 예들에서와 같이 smooth

muscle actin, desmin에 음성 반응을 보여 근세포분화를 나타

내지 않았고 vimentin에는 3예 모두 양성 반응을 보 다. CD34

는 3예에서 음성 반응을, CD31은 3예에서 혈관에만 양성 반응

을 나타내어 이 종양이 침습성 혈관점액종과 혈관근섬유모세포

종과는 세포의 기원 또는 분화가 다른 섬유모세포일 것으로 생

각되며 후자의 항체는 감별 진단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외 감별할 질환으로, 혈관주변세포종(hemangiopericy-

toma), 단소성 섬유성종양, 방추형세포지방종, perineurioma가

있다. 그러나 세포성 혈관섬유종에서는 단소성 섬유종양에서 특

징적인 사슴뿔 모양으로 분지하는 혈관들을 관찰할 수 없고, 심

한 세포 도의 변화나 켈로이드양 유리질 변화가 없으며, 방추

형세포지방종에 비해 유리질양 변화를 보이는 혈관이 풍부하고,

콜라겐 섬유는 더 미세하다. 또한 perineurioma에서 보이는 특

징적인 소용돌이 형태가 없고, epithelial membrane antigen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음성인 점에서 perineurioma와 감

별할 수 있다.

이 종양의 치료와 예후에 관하여는 아직 보고된 예가 많지 않

아 확실하지 않으나 종양의 경계가 분명하여 국소 절제술로 치

료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적 치료법이며, 문헌에 보고

된 예들에서는 단순 절제술 후 19개월까지 추적 관찰하 을 때

재발한 예가 없었다. 본 증례들은 비교적 최근의 증례들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적 관찰기간을 가지지 못하 지만 수술 후

2예는 8.5개월(5-12개월) 동안 재발의 소견이 없이 잘 치유되었

고 1예는 추적하지 못하 다. 이 종양의 예후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의 추적 관찰 결과에 관한 문헌 보고가 필요하며, 앞으로

많은 예들의 조직학적 소견이 기술되면 혈관근섬유모세포종과의

관계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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