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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ysematous Cystic Pulmonary Metastasis of Angiosarcoma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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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metastatic angiosarcoma usually reveals multiple nodular lesions associated with
parenchymal hemorrhage. It is presented, in rare cases, as multiple emphysematous cystic
lesions, complicated by pneumothorax. We experienced a case of pulmonary metastastasis
from angiosarcoma of the scalp in a 58-year-old male showing multiple thin-walled emphyse-
matous cystic lesions. The tumor cells spread along the subpleural and interlobular septa,
focally surrounding the cystic lesions. This case suggests that a rare metastatic pattern seen
in angiosarcoma of the scalp should be considered as a differential diagnosis of bullous
emphysematous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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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종형 낭성 전이를 일으킨 혈관육종

- 1예 보고 -

혈관육종은 혈관내막세포 기원의 악성 종양으로, 발생 빈도가

모든 육종 중 1%로 드물고 예후가 나쁘다.1 특히 폐의 전이성

혈관육종은 국내에서 1예만이 보고되었다.2 혈관육종의 전이성

폐 병변은 부분 다수의 결절성 병변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드물게 낭성 병변을 형성하여 기흉이나 혈흉 등의 합

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3 저자들은 두피에 발생한 혈관육

종이 폐 실질로 전이하여 다수의 낭성 병변을 일으켜서 임상적

으로 폐기종과 감별이 요구되었던 1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58세 남자로 최근 지속적인 기침과 흉부 불편감을 주

소로 내원하 다. 두 달 전 두피에 발생한 혈관육종을 수술 받

은 과거력이 있었다. 흉부 X선 촬 상 양측 폐에 기흉이 관찰되

었고, 흉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양측 폐 실질에 다발성 낭성 병

변이 발견되었다(Fig. 1). 환자의 기흉이 흉관 삽관 후 1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아서 개흉 생검이 실시되었다. 생검된 조직

의 육안 소견으로 흉막 하방에 2.5×1.5 cm 크기의 여러 개의

낭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조직학적 소견상 저배율상에서 흉막하

의 낭성 병변에 출혈 소견이 있고, 소엽간 격막과 폐포를 따라

불규칙한 혈관의 연결을 형성하는 종양 세포의 미만성 증식이

있었다(Fig. 2). 고배율 소견상 종양 세포는 작은 내강을 가진

혈관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적혈구가 있었다. 각각의 종양 세포

는 풍부한 세포질을 보이고 핵은 다형성을 나타내었으며(Fig.

3A),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 세포는 CD31 (1:30, Dako,

Copenhagen, Denmark)에 양성을 나타내었고(Fig. 3B), CK

(1:50, Zymed, San Francisco, CA, U.S.A.), CD68 (1:50,

Dako, Copenhagen, Denmark), S-100 단백(1:200, Dako,

Copenhagen, Denmark)에 음성이었다. 이러한 소견은 2개월

전 두피에서 생검했던 혈관육종 조직 소견과 동일하여, 폐 병변

은 기흉성 낭성 형태를 나타낸 전이성 혈관육종으로 진단하 다.

고 찰

원발성 폐암에서 낭성 변화는 흔히 관찰되지만 전이성 폐암에

서는 드물다.3 낭성 폐 병변을 일으키는 전이암은 두경부의 편평

상피암종과 유방 및 장의 선암종과 골육종4 등이 있으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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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게 혈관육종이 있다.5 혈관육종이 폐에 전이된 경우 부분 다

수의 결절성 병변을 형성하지만, 드물게 미만성으로 폐포 내로

침윤을 하는 경우와 다수의 낭성 병변을 형성하여 기흉을 일으

키는 경우도 있다. 폐로 전이된 혈관육종이 낭성 변화를 나타낸

경우는 5예가 보고되었는데 국내 문헌에는 1예만이 보고되어 있

다.2 Kitagawa 등6은 총 95예의 혈관육종 중에서 두피가 원발

병소인 33예(34.7%)가 폐로 전이되어 기흉이나 혈흉을 일으켰

다고 기술하여 특히 두피의 혈관육종이 폐로 전이되어 낭성 변

화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예와 같이 전이암이

폐에서 기흉을 일으키는 폐기종형 낭성 변화를 하는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종양 색전에 의한 혈류 장애로 인하여 종양에 괴사가 발생한 후

괴사된 조직이 기도를 통해 배출되어 낭성 병변을 형성하게 된

다는 것과, 둘째, 종양이 외부에서 기관지를 눌러 낭성 병변이

생긴 후 종양 세포가 낭성 병변으로 침윤한다는 것 등이다. 또

한 종양 색전으로 원위부에 위치한 폐 실질이 괴사되어 흉막강

내로 공기가 새어 기흉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2 그러나 본

예의 경우 생검된 조직 내에 괴사가 없었고, 이미 괴사된 조직

이 기관을 통해 배출되었다고 하여도 괴사된 조직의 경계가 너

무 평활한 점은 위의 가설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기전에 한 연구는 더욱 많은 예를 검색한 후 더욱 밝혀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적으로 폐기종으로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진이 필요한데, 세침흡인 세포

검사로는 진단이 어려우므로 조직 검사, 특히 개흉 생검을 하여

야 확진할 수 있다.

본 예는 흉부 X선 검사나 흉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뚜렷한

결절성 병변이 없이 다수의 폐기종형 낭성 병변만이 나타난 폐

의 전이성 혈관육종으로 특이한 전이 양상을 나타내어 보고하는

바이며, 원발성 혈관육종이 있는 환자에서 폐 실질에 다발성 낭

성 변화가 관찰되면 고형성 결절이 없더라도 폐로 전이된 병변

을 감별 진단해야 한다.

Fig. 1. High-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shows multiple
emphysematous cystic changes (2-10 mm), with bilateral pneu-
mothoraces.

Fig. 2. Subpleural and interlobular septal spread of tumor cells is
associated with cystic changes.

Fig. 3. There are variable anastomosing channels, formed by
pleomorphic tumor cells with hyperchromatic nuclei (A), which
are positive for CD31 on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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