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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Arteriovenous Hemangioma Involving the 
Submandibular Gland
- A Case Report -

Jai Hyang Go

Department of Patholog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Hemangioma in the submandibular gland is extremely rare. It is mostly cavernous in the sub-
type found in adults. A case of arteriovenous hemangioma occurred in a 60-year old male
patient. Oropharyngeal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an ill-defined, poorly enhanced mass
that involved the plastyma muscle. The excised mass was composed of large numbers of dilat-
ed blood vessels, mostly veins, with a peripheral rim of non-neoplastic salivary gland tissue.
Small numbers of arteries were also admixed. Elastic staining revealed communications of
the arteries and veins, which confirmed the diagnosis. Local recurrence is common in arteri-
ovenous hemangioma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achieving a complete excision, so patho-
logic diagnosis of this subtype is important in case of hema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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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샘에 발생한 동정맥 혈관종

- 1예 보고 -

턱밑샘에 발생하는 혈관종은 매우 드물며 부분 성인에게서

해면상 혈관종이 발생한다.1-4 동정맥 혈관종은 종양을 완전히 절

제하는 경우가 드물어 혈관종 중에서도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5

침샘에 발생한 사례는 입술에서 발생한 1예의 동정맥 혈관종과,6

턱밑샘에 발생한 1예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7 본 예는 탄력

섬유에 한 특수 염색으로 그 진단을 확인한 예로 이에 보고하

고자 한다.

증 례

60세 남자 환자가 7년간 지속된 우측 턱밑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력 및 가족력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구인두 전

산화단층촬 상 조 증강이 잘 되지 않는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

가 활경근에 인접하여 관찰되어 종양 적출술을 시행하 다. 수술

당시 흡입술을 시행할 때 혈액이 주로 흡인되었다. 육안 소견상

3×2 cm 크기의 적갈색을 띄는 종괴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 불규칙하게 확장된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괴 변연부에

비종양성 침샘 조직이 관찰되었다(Fig. 1). 혈관은 부분 확장

된 정맥이다. 그러나 탄력 섬유를 보기 위한 특수 염색 결과 소

수의 동맥이 확인되었고(Fig. 2), 동맥과 정맥 사이의 연결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3). 이는 턱밑샘에 발생한 동정맥 혈관종에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하 다.

고 찰

침샘에서 발생하는 혈관종은 크게 모세혈관성과 해면상으로

나뉘며,8 주로 귀밑샘에 발생하며 턱밑샘을 비롯하여 그 밖의 부

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턱밑샘에 발생한 혈관종은

소수만 보고되었을 뿐이다.1-4 모세혈관성 혈관종은 주로 1세 이

하의 어린이에서 생기며 자연 퇴화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해면

상 혈관종은 주로 성인에게서 발생하며 자연 퇴화 가능성이 없어

수술로 적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7 턱밑샘에서 발생한 혈관종

은 부분 성인에게서 발생한 해면상 혈관종이 보고되어 있다.1-4

동정맥 혈관종은 과거에 동정맥 기형으로도 불리던 병변으로,

임상적으로나 방사선 소견상 동맥과 정맥의 문합을 보이며,5 탄

력 섬유를 보는 특수 염색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5 침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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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10예의 혈관종을 보고한 논문을 살펴보면 혀밑샘에 발생

한 1예의 동정맥 혈관종이 기술되어 있고,6 턱밑샘에 발생한 혈

관종은 1예가 보고되어 있다.7

본 예는 혈관 조 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탄력 섬유를 볼

수 있는 특수 염색으로 동맥과 정맥사이의 연결을 확인하 으므

로 턱밑샘에 발생한 동정맥 혈관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동정

맥 혈관종은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기 어려워 국소 재발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러므로 임상적으로 의심되지 않은 예에

서도 탄력 섬유에 한 특수 염색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

른 유형의 혈관종과 구분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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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photograph showing the excised mass composed of
large numbers of dilated veins.

Fig. 2. Microphotograph showing small numbers of arteries admix-
ed within the mass (elastic van Gieson).

Fig. 3. Microphotograph showing a communication between artery
and vein in elastic stain (elastic van Gie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