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13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is an Open-Access Journal. Al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ASE REPORT
ISSN 1738-3331, http://dx.doi.org/10.7704/kjhugr.2013.13.3.198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3;13(3):198-201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로 진단된 위 해면상혈관종 1예

김문철, 한상훈, 장미영, 유설봉1, 성백진, 오왕국, 김지웅, 조진웅
수병원 소화기내과, 병리과

1

A Case of Gastric Cavernous Hemangioma Diagnosed b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Mun-Chul Kim, Shang Hoon Han, Mi Young Jang, Seol Bong Yoo1, Back Jin Sung, Wang Guk Oh, Ji Woong Kim, Jin Woong Cho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of Pathology1,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Korea

Gastric cavernous hemangioma is a relatively rare benign gastric disease. Gastric hemangiomas are most commonly encountered 
in adulthood, although they can occur in any age group. While surgical resection is the curative treatment, endoscopic resection can 
be performed for treatment of selected cases. The patient was a 53-year-old male who was referred for evaluation of incidentally de-
tected gastric subepithelial tumor with dense vascularity and oozing on the apex of the lesion. An EUS revealed a homogenously 
hypoechoic mass confined to the submucosal layer that showed no continuity with adjacent vessels, and there was no regional 
lymphadenopath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was successfully performed with en bloc resection. The final diagnosis was 
benign cavernous hemangioma of the stomach.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3;13:1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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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teristics of the Cases That Gastric Cavernous Heman-
gioma Treated by Endoscpic Resection

Author Year
Age
(yr)

Sex Symptom
Size 

(mm)
Compli-
cation

Wei et al.6 1998 66 Male None 20 None
Arafa et al.7 2002 71 Male None 18×9.5 None
Leonetti et al.8 2007 84 Female Abdominal 

pain
30 None

서    론

복강 내 혈관종은 간에서 가장 호발하며, 간 외에서 발견되

는 경우는 드물다.1 또한, 위장관에 발생하는 신생물 중 위 혈

관종은 0.05%로 드문 질환이다.2 최근 내시경의 발달 및 대중

화로 위 양성 종양에 대한 발견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

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 혈관종은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성인기에 호발한다.3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증상이 발

생하는 경우 복통, 소화불량 또는 상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4 위 혈관종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이나,5 내시경 절제에 

의한 성공적인 치료도 보고되고 있다(Table 1).6-8 그러나 국내

에서 내시경을 이용해 위혈관종을 치료한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위 체부의 상피하 종양을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내시경적 점막박리술을 시행하고 조직검사에서 해면상혈관종으

로 진단된 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

다.

증    례

53세 남자가 내원 9개월 전 건강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위내

시경에서 위 체부에 상피하 종양이 발견되었다. 내원 전 시행한 

추적 위내시경에서 상피하 종양이 약 11 mm에서 15 mm로 크

기가 증가하여 내원하였으며(Fig. 1), 특별한 증상은 호소하지 않

았다. 환자는 특이 과거력이 없었으며, 흡연 및 음주력도 없었다. 

가족력에서 종양이나 유전성 혈관 질환 등의 특이 사항은 없었

다. 내원 당시 신체 활력징후는 혈압 120/80 mmHg, 맥박수는 

7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7oC였으며, 비교적 건강하였

다. 복부 진찰에서 압통, 반발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촉지되는 종

괴는 없었으며, 피부 및 점막에 특별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 당시 시행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7,700/mm3, 혈색

소 16.3 g/dL, hematocrit 46.2%, 혈소판 202,000/mm3였고, 

혈청생화학검사에서 총단백 6.7 g/dL, albumin 4.2 g/dL, 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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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findings. (A) It 
showed a round subepithelial tumor 
of about 11 mm size at the greater 
curvature of the body. (B) The size of 
this subepithelial tumor increased to 
about 15 mm for nine months.

Fig. 2.  EUS of the stomach. It showed a homogenous hypoechoic 
lesion originating from the submucosal layer at the greater curvature 
of the body. 

22 mg/dL, creatinine 0.8 mg/dL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뇨검

사에서 단백뇨, 혈뇨 등은 없었고, 흉부와 복부 단순촬영에서도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체부 대만에 상피하 종양이 

관찰되으며, 첨부에 혈관확장과 출혈이 있었다. 내시경 겸자로 

병변을 눌렀을 때 쉽게 눌러지는 부드러운 성상을 보이고 고정

된 양상을 보였다. 위내시경 초음파(UM-12R; Olympus, Tokyo, 

Japan)검사에서 점막하층에 경계가 명확한 얇은 피막을 가진 

9.7×13.1 mm 크기의 균질한 저에코성 병변으로 관찰되었고 

주변의 림프절 비대는 없었다(Fig. 2).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

서는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상피하 종양의 소견을 보였다(Fig. 

3). 크기의 증가를 보이면서 첨부에 소량의 출혈 소견이 있어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을 시행하였다. 먼저 종양의 기저부 주

위의 점막하층에 epinephrine과 indigo carmine을 혼합한 생

리식염수를 국소주입하여 충분한 융기를 형성하였고, 병변 주

변에 2 mm 정도의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needle knife 

(KD-1L-1; Olympus)를 이용하여 절개를 시행한 후에 IT-II 

knife (KD-611L; Olympus)로 점막하층을 따라 박리하였다

(Fig. 4). 박리 중 병변의 첨부에서 소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특

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었다. 병리 소견에서 방추세포 및 불규칙

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혈관들이 정상 점막으로 둘러

싸여 있었고, 이 혈관들은 적혈구 및 장액으로 채워져 있어 해

면상 혈관종으로 진단되었다(Fig. 5). 환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받은 후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 없이 시술 후 6

일째 날에 퇴원하였다. 2개월 후 실시한 추적 내시경에서 혈관

종의 재발은 없었으며, 이전 시술 부위의 궤양 반흔만 관찰되었

다. 

고    찰

위 혈관종은 1893년에 Lammers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아

직까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성인기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3 위장관에 발생하는 혈관종은 모

세혈관상, 해면상, 그리고 두 가지가 복합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해면상 혈관종이 가장 흔하다.2 위 혈관종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

우에는 상부 위장관 출혈, 복통 또는 소화불량 등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4 위 폐쇄의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9 그

러나 본 증례처럼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도 있다.7

진단은 위 내시경, 내시경초음파 및 전산화 단층촬영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다른 상피하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내

시경검사에서는 대부분 정상 점막으로 덮인 상피하 종양으로 

관찰되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붉은 보라색 점막으로 덮인 용종 

형태로 관찰될 수도 있다.3 때때로 이 질환의 희소성과 점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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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domen CT scans. (A) Non- 
enhanced CT scan showed a small 
round mass (arrow) with soft-tissue 
attenuation at the greater curvature 
of the body. (B) Enhanced CT scan 
revealed an isodense and smooth con-
toured mass lesion (arrow).

Fig. 4. Serial endoscopic images of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A)
It showed a round subepithelial tumor 
with vascular ectasia at the greater 
curvature of the body. (B) After injec-
ting saline with indigo carmine into 
the submucosa beneath the lesion, 
the lesion became elevated. (C) A 
complete circumference incision was 
made using a needle knife. (D) The 
lesion was completely removed. The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spe-
cimen was measured 15×15 mm.

에 위치하는 특성 때문에 완전 절제하기 전 정확한 진단이 어

려운 경우가 있다.1 전산화 단층촬영이 혈관종의 진단에 사용될 

수 있으며, 조영 전에는 이전 출혈이 있었던 경우에 고밀도의 

병변으로 보일 수 있고,10 조영 후에는 경계가 뚜렷한 연부조직 

음영 안으로 조영제가 차오르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주위

의 조직 및 장기로의 침범 여부를 관찰할 수 있다.11,12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것만으로 혈관종을 확진할 수는 없다. 혈관

종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대부분 피막이 분명한 저음영의 

종괴로 소엽성이나 매끈한 경계를 가진다.7 최근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위장관 혈관종의 위치 및 깊이 정도를 알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내시경적 절제를 시행하기 전에 고유근층 이

상의 침범 여부와 도플러 초음파를 통한 주위 혈관과의 연계성

을 확인함으로써, 시술로 인한 출혈 및 천공을 예방할 수 있

다.13 위 혈관종이 대부분 점막하에 위치하는 특성과 생검 후 

출혈 가능성 때문에 조직학적 진단을 위한 생검의 역할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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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pathologic examination of the resected specimen. Nu-
merous thick-walled vessels lined by endothelial cells and containing
red blood cells were noted, and these were characteristic of cavernous 
hemangioma (H&E, ×100).

적이다.14 완전 절제된 조직의 병리소견에서 단층의 내피세포로 

구성된 해면체 모양 및 불규칙한 혈관조직으로 적혈구가 채워

져 있을 경우 해면상 혈관종으로 확진할 수 있다.15

치료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상이 있거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위부분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절제가 표준 치료로 받

아들여져 왔고,5 그 밖에 단일성 병변의 경우에서 소작술과 경

화성 물질의 주입에 의한 치료 등이 보고되었다.16 그러나, 최근 

점막하박리술의 발달로 2 cm 이하인 위 상피하 종양의 내시경 

절제가 가능해져,17 위 혈관종의 내시경적 절제가 보고되고 있

다.6-8 본 증례는 비록 증상은 없었지만, 진단이 불명확하고 종

양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소량의 출혈 소견을 보여 치료를 결정

하였다. 2 cm 이하의 단일성 위 혈관종이고, 내시경 초음파 검

사를 사용하여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어서 내시경적 점막하박

리술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내시경적 점막

하박리술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또는 올가미제거술과 비교하

여 병변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고 병변의 크기가 커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 내시경검사가 보편화되어 위 혈관종에 대한 보

고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본 증례와 같이 합병증

이 있거나 예상되는 단일성 위 혈관종이 점막하층에 국한되고 

주변 큰 혈관과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

이 수술적 절제술보다 합병증이 적고 침습적이지 않아 우선 고

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위 혈관종의 치료에 있어 내

시경적 절제 적응증과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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