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2

한병리학회지: 제 36 권 제 6 호 2002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2; 36: 412-5

Plexogenic Pulmonary Arteriopathy in Congenital Heart Disease
- A Report of Two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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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ve pulmonary vascular disease can develop in those cases of congenital cardiac
shunt in which critical levels of pulmonary artery pressure and flow are reached and exceed-
ed. We have experienced two cases of plexogenic arteriopathy in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tried to evaluate of distribution of arterial lesions by total mapping of the explant-
ed lung. Case 1 and 2 were 12-year-old boy and 36 year-old man. They were treated with
combined heart-lung transplantation. Mapping of the both lungs was done, and graded
according to Heath and Edward’s grading scheme. The elastic pulmonary artery was tortu-
ous, dilated and aortic configuration. Both lungs showed mostly grade 3. Plexiform lesion or
veinlike branches of hypertrophied muscular arteries arosed in a lateral branch of a muscular
artery that might be proximal to an area of occlusion. Comprising the right and left lung, the
right was more severe than the left. By getting closer to the distal part, the grade tended to
increase to 4 to 5. By analyzing the pulmonary lobe, severe pulmonary hypertension of
grade 4 or 5 was comparatively disseminated throughout the right lung. On the other hand, in
the left lung, the grade of the lower lob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upper lobe, and within
the upper lobe,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grade of inferior segment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rresponding apical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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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심장기형과 동반된 폐의 얼기형성동맥병증

- 2예 보고 -

폐고혈압은 임상적으로 평균 폐혈관 혈압이 휴식 시에는 25

mmHg, 운동 시에는 30 mmHg보다 높을 때를 의미한다. 원발

성과 이차성 폐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유발 요인의 유

무에 의해 정해진다. 이차적인 원인으로는 심장기형, 주요 폐정

맥 폐색, 폐혈관 색전증, 폐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폐혈관

질환을 병리학적으로 검색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이유

는 수술 전 형태학적 검사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임상의

는 병력, 심전도, 심초음파, 방사선학적 검사 등의 종합적인 결

과로 폐혈관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검과 폐

이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에서 얼기형성 동맥병증(plexo-

genic pulmonary arteriopathy)을 경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

이다. 저자들은 선천성 복합심장기형으로 인하여 폐고혈압이 발

생한 2명의 환자에게서 심폐동시이식술을 시행하고자 떼어낸 폐

장을 상으로, 전 폐야에서 혈관의 분포 양상 및 형태학적 변

화를 관찰하면서 이차성 폐고혈압의 병인을 알아보고자 하 다.

증 례

증례 1

12세 남자 환자로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며 생후 백일이 되었

을 때부터 울면 청색증이 나타났고 감기 증상이 빈번하 다. 생

후 6개월에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 심장기형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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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환아는 심실동맥불일치(discordant ventriculoarterial con-

nection), 폐혈관협착증, 심방과 심실 중격 결손, 그리고 주요

동맥 폐 곁동맥(major aortopulmonary collateral arteries:

MAPCA)의 복합심장기형과 폐고혈압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

으며 12세에 심폐동시이식을 시행받았다. 가족력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단순흉부방사선 촬 에서 위치(situs)는 정상이며 우심

증과 양측 폐에 혈관의 음 이 증가되어 좌에서 우측으로의 단

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류스캔에서 양측 폐의 여러 곳에

서 혈류 감소 및 혈류 재분포 소견이 있어 폐고혈압이 있음을

시사하 다. 수술 전 시행한 혈청 내 거 세포바이러스 IgM과

IgG는 음성이었고 톡소포자충 IgM도 음성이었다. 환자는 심폐

동시이식을 받은 후 추적 검사에서 이식거부반응은 없었고, 거

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폐혈증으로 17개월

후에 사망하 다.

증례 2

36세 남자로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호흡 곤란을 주소로 내원

하 다. 1982년 19세때 선천성 심기형인 아이젠멘거 증후군과

폐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당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

었다. 그후 보조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과거력상 1982년에 1년간

결핵약을 복용하 다. 가족력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학적 검

사상 환자는 청색증이 심하 고 곤봉수지가 있었다. 심폐동시이

식을 받은 후 10일째부터 열이 39℃로 오르면서 단순흉부사진

에서 양쪽 폐 하부에 실루엣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폐조직

생검과 기관지 세척 검사의 미생물 검사 및 세포검사를 시행하

다. 조직 생검상 이식 거부의 소견은 없었고 기관지에 염증이

있었다. 배양검사에서 장균과 그람 음성균이 자라서 이에

한 치료를 하 으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사망하 다. 생

존 기간은 61일 이었다.

병리학적 소견

증례 1과 2 모두 적출된 양측 폐 전체를 지도화(mapping)하

여 절편 전부를 HE, Masson trichrome과 elastic van Gieson

염색을 하 다. 그 후 각 유리 슬라이드를 1:1 슬라이드 사진으

로 찍어 현상한 후 그 조각을 맞추어 전체 폐를 재조합하여 만

들었고, 현미경을 보면서 각 혈관에 한 고혈압의 정도를

Heath-Edward 등급에 의하여 표시하여 그 분포를 관찰하 다

(Fig. 1).

증례 1과 2의 적출된 심장은 판막의 동종이식으로 인하여 심

방을 포함한 위 부분을 제거하 으므로 심실만 검색이 가능하

다. 증례 1의 심장은 좌우 심실의 두께가 각각 2.2 cm와 1.7

cm 다. 우측 폐는 17.0×16.0×6.0 cm로 무게는 650.0 g이었

고 좌측 폐는 17.0×16.0×5.0 cm, 450 g이었다. 단면상 폐문

부에 늘어난 폐혈관들이 관찰되었으며 심한 울혈이 있었는데,

이는 수술 시 인위적인 조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생각

되었다. 증례 2의 심장 좌우 심실의 두께는 2.2 cm와 2.8 cm

다. 좌우측 폐는 28.0×15.0×6.0 cm, 그리고 25.0×15.0×6.0

Fig. 1. The lung was organized by total lung mapping and grad-
ed according to Heath and Edward’s grading scheme.

Fig. 2. Grade 3 to 6 by Heath and Edward’s scheme. A: Transverse
section of a muscular pulmonary artery shows severe concentric
laminar intimal fibrosis with almost total obliteration of the lumen
(grade 3). B: Muscular pulmonary artery reveals a plexiform lesion
(grade 4). C: The artery is composed of large dilated vascular chan-
nels with thin walls. This is an angiomatoid lesion (grade 5). D: Mus-
cular artery shows fibrinoid necrosis with disruption (grade 6).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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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다. 육안상 폐단면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

증례 1과 2 모두 유사한 소견이었다. 심장은 미약한 정도의

섬유화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다. 폐는 혈관의 변화가 특징적

이었다. 폐혈관은 증례 1에서 전반적으로 사행성(serpentine)

이었으며 주 폐동맥의 탄력섬유는 절편을 이루지 않고 길게 평

행으로 배열되어 동맥 형상(aortic configuration)을 보 다.

그 외 2예에서 폐혈관은 중벽의 비후와 근육화 현상(muscular-

ization), 내막의 세포증식과 동심성의 섬유화뿐만 아니라 중증

폐고혈압인 얼기형성 병소(plexiform lesion), 혈관종모양 병소,

정맥과 유사한 확장, 그리고 드물게 섬유성 괴사가 혈관벽에 관

찰되어 Heath-Edwards 등급 1부터 6까지 모두 나타났다(Fig.

2). 혈관의 부분은 3등급이었으며 혈관 직경이 감소하는 분지

부위에 등급 3과 4인 내강의 폐색과 얼기형성 병변이 위치해 있

었고 등급 5인 정맥과 유사한 확장 및 혈관종모양 병소는 그 근

위부에서 관찰되었다. 우측 폐혈관이 좌측에 비해 등급이 높았

으며, 폐문 주위보다 말단 부위로 갈수록 등급이 4, 5로 높아지

는 경향이 있었다. 폐엽별 분포양상은 중증 폐고혈압인 4, 5가

우측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좌측은 상엽보다

하엽에, 상엽 내에서도 상부보다는 하부쪽에 분포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 찰

폐고혈압은 원발성인 경우와 이차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

으며, 이차적인 원인으로는 심장기형, 폐정맥 폐색, 폐혈관 색전

증, 폐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얼기형성 동맥병증의

조직병리학적 소견 및 병인을 접하는 것은 그 빈도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조직 생검을 통하여 진단되는 예가 드물며 환자 생존

기간 동안 검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폐고혈압의 혈관 병변

은 선천성 심단락의 혈관 압력과 혈류의 한계치가 초과된 상태

에서 발생하게 된다. 심실중격결손과 같은 후삼천판 단락에서

단락의 정도는 결손의 면적과 두 심실 압력의 차이에 비례한다.

출생기 정상적으로는 동맥관이 닫힘으로써 폐 혈관 저항이 급격

히 감소하며 폐동맥이 확장되나, 중증도의 심실중격결손증의 경

우 폐혈관 압력은 감소하고 압력은 수 주 동안 유지된다. 그 후

점차적으로 단락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폐 부종이 발생한다.

이는 일부 확장된 폐혈관을 통해 체액의 삼출액으로 인한 폐 혈

류량의 증가 때문이며 일부는 좌심실 부전 때문이다.1 전삼천판

단락(pretricuspid shunt)의 경우는 폐혈관 고혈압을 유발시키

는 생리적 근본이 위의 예와는 다르다. 또 Caselin 등2은 폐고혈

압의 발생 기전으로 비록 혈관의 중막 비 가 혈관 수축의 주

요소가 되지만 근섬유모세포의 내막 증식이 관여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이 두가지 형태학적 변화가 치료에 중요하다고 하

다.2,3 근세포가 내막으로 이동하거나 내강 내에 근섬유모세포

로 변환하는 것이 이 질환의 가장 초기에 일어나는 형태이며 치

료 불능의 척도일 수 있다고 하 다.4 평활근 세포가 혈관 중막

에서 내막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저 산소성 폐혈관 고혈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폐혈관 고혈압의 기본 병태학적 기전

은 근섬유 계통 세포의 폐동맥 중막에서 내막으로의 이동이다.5

초기 병변은 내막세포의 손상이며, 이것이 혈관의 평활근 세포

를 병적으로 증식시키고 혈관 경련 그리고 혈역동 장애를 국소

적으로 방해하며, 항 응고제와 함께 혈관확장제와 같은 치료 제

제는 오히려 위 현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 다.

교원질 섬유의 종류를 연구한 저자들에 의하면 교원질 1번 섬유

는 후기 병변에서 증가하 고 교원질 4번 섬유는 폐혈관동맥의

초기 병변(가역성 병소)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1

얼기형성 병소의 발생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6 저자

들은 나름 로의 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이 병변은 동맥의 분지

부위에서 시작되며 동맥의 원위 부위에서 발견된다.6 주로 내강

이 폐쇄된 동맥의 내막에서 발생한다고 추측해 왔으나 그 외에

도 Meyrick6은 중벽 및 외벽에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한 가지 기전이 아닌 또 다른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외‘연축형성(spasmogenic) 가설'이 있는데,7 이는 중막 평

활근세포의 손상받은 혈관의 반복되는 혈관 수축으로 그 부위의

미세동맥류가 발생하여 확장되는 것이다. 얼기형성 병소는 오히

려 큰 혈관에서 분지하여 나가는 과잉동맥(supernumerary

artery)에서 발생하고 혈관 직경이 100-150 m인 혈관에서 호

발하며, 3등급 내막의 세포 침윤이나 섬유성 비후는 말단 부위

쪽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지(dichotomous branch)에 직경

300 m보다 적은 혈관에서 발생한다.8 혈관의 확장은 폐쇄된

혈관의 원위부에서 시작하며 이 확장 부위는 기관지 동맥의 말

단 분지와 연결된다. 일부는 기관지 동맥에서 유래되는 폐동맥

주위의 자양맥관(vasa vasorum)과 연결된다.8 이는 본 예에서

도 기관지 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간질조직에서 확장된 작은 혈

관을 관찰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었다. 즉 심장 질환에서 이차적

으로 발생하는 폐고혈압은 기관지 동맥이‘우회하는 형태'의 측

부 혈관으로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폐혈관의 혈압이 높기 때문

에 폐혈관에서 혈관문합을 통하여 기관지 혈관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폐고혈압은 형태학적으로 Heach와 Edward 등급 체계에 의

해 6등급으로 나뉜다.9,10 혈관의 형태적인 변화가 혈액동적 변화

정도 그리고 치료와 예후 등 임상적인 지표와 큰 연관성은 없으

나, 경증과 중증의 등급 차이는 가역적-비가역적 변화로 상관성

이 있어 강조되고 있다. 즉 얼기형성이 보이는 4등급 이상의 중

증인 경우, 비가역적인 변화이므로 단순 고혈압 치료에는 반응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형태학적 등급과 평균 폐동맥의 압력이

유의성 있게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1 본 예에서 폐혈관의

변화는 등급 1에서 등급 6까지 다양하게 관찰되어 지속적인 혈

류량과 압력의 증가가 점차적으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증도의 고혈압인 등급 4와 5는 주로

혈관 분지 부위와 상엽보다 하엽에, 상엽 내에서도 상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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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쪽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이차적 폐고혈압의 경우

는 중력에 의해 혈류와 압력이 상 적으로 아래쪽에 높으므로

주로 하부에 심한 병변을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폐동맥은 출생 이후 성장함에 따라 탄력 섬유의 도가 점

차적으로 감소하며 분절된다. 하지만 심실중격이 있어 후삼천판

단락의 경우에 발생하는 폐고혈압인 경우 출생 시와 같은, 길고

평행으로 주행하는 탄력섬유가 관찰되는데 이는 출생 시부터 폐

고혈압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예에서 이차성 폐고

혈압인데도 불구하고 증례 1의 경우는 동맥에서 분지되는 주

요 동맥폐 곁 동맥(MAPCA)에 의해 폐혈관 역할을 신하

으므로 동맥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폐혈관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흉 폐생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바늘생검이나 기관지경 생검은 혈관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어른의 경우 개흉 생검 시 폐검체

의 크기가 적어도 2×1×1 cm 여야 전체 폐를 변할 수 있

다.11 본 예에서 살펴 보면 중증 폐고혈압 병변은 주로 분지 부

위에 위치하며 폐 중심부보다는 말단 부위에 위치하지만, 얼기

형성 부위가 전체 폐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

저자들은 선천성 심장 질환에 의해 발생한 이차성 폐고혈압을

경험하고 그 혈관의 형태학적 변화-분포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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