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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ymphoid mesenchymal neoplasms of salivary gland origin are rare, accounting for 1.4% of major sal-
ivary gland tumors. Of this group 30% were hemangiomas. Hemangiomas are the most common benign tumors 
in children, but are rare in old ages. 90% of hemangiomas arise in the first three decades of life. Hemangiomas 
are classified as capillary(including juvenile type), cavernous, or mixed in type. Salivary gland hemangioma 
is more common in the parotid(90%) and extremely rare in submandibular gland. We present two adult pa-
tients, 69 and 60 years of age, who were referred for palpable mass in the parotid area and submandibular area, 
respectively. After surgical removal of the lesion, histopathologic examination showed characteristic feature of 
cavernous hemangioma. The rarity of such a lesion in these locations in old ages have prompted this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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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관종은 인체에 발생하는 선천성 양성 종양 중 가장 흔

하며 50% 이상이 두경부에 발생한다.1,2) 타액선에서 발생

하는 양성 간엽성 종양 중 혈관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다. 타액선 중에서는 이하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악하선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다.1,3,4) 전체 혈관종의 95%는 생후 6개월 내에 발

생하며 5세경에는 전체 혈관종의 1.6%만 남고 자연 감소하

여 노인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1,5) 대부분의 혈

관종은 자연적으로 소실 되지만 타액선 부위에 생긴 혈관종

은 자연 소실율이 낮으며 근육 내로 침습하는 경향이 있어 

완전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3개월 전부터 만져지는 우측 하악각의 무통성 

종물을 주소로 내원한 69세의 남자 환자에서 해면상 혈관

종으로 진단된 1예와 1년 전부터 만져지는 우측 악하선 부

위의 무통성 종물을 주소로 내원한 60세 여자 환자에서 해

면상 혈관종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고자 한다. 

 

증     례 
 

1. 증례 1 

69세 남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악각 부위

의 무통성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우측 

하악각 부위에 약 2×2cm 크기의 부드러운 무통성의 종괴

가 촉진 되었다. 종괴 위의 피부는 가동성이 있었고 색깔 변

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 종괴는 식사 후 약간의 크기 증가를 

보이며 최근 다소 크기가 증가한 상태였다. 그 외 연하기능, 

안면 움직임 및 악관절 움직임은 모두 정상이었다. 경부 전

산화 단층촬영상 주변과 경계가 명확한 2×1.7cm 크기의 

내부 석회화 음영을 동반한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우측 이하

선 심엽에서 관찰되었다(Fig. 1). 종괴는 자기공명영상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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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T1 강조영상에서 근육과 비슷한 신호 강도를, T2 강

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였다. 초음파 유도 세침검사 상 

섬유화 기질 외에는 특이 세포 성분은 보이지 않았다. 술 전 

환자가 고령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혈관종 이외에도 이하선

에 발생하는 종물 중 다형성 선종, 와르틴 종양, 안면신경에

서 유래하는 신경초종 및 점액 상피양 암종과 같은 이하선

의 악성종양 등을 감별 진단으로 생각하였다. 전신마취 후 

종괴를 포함한 우측 이하선 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종괴는 

이하선 심엽 내부에 존재하며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였고 주

위 근육 및 안면신경 침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최종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이하선 심엽 내에 2×1.7×1.6 

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매끄러운 피막의 낭성 종괴는 얇

은 섬유질 막과 혈관 내막으로 구성된 해면상 혈관종으로 

확진되었다(Fig. 2). 
 

2. 증례 2 

61세 여자 환자가 1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 악하선 부위의 

무통성 종물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우측 악

하선 부위에 1.3×1.2cm 크기의 부드러운 무통성 종괴가 

촉진 되었다.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주변과 경계가 명확

한 1.3×1.2cm 크기의 내부에 강한 조영증강을 보이는 종

괴가 우측 악하선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었다(Fig. 3). 초음

파 유도 세침검사상 혈액 성분 이외에는 특이 세포 성분은 

보이지 않았다. 감별 진단으로는 빈도상 가장 빈번히 발생

하는 타석증 또는 몰입성 하마종이나 점액 낭종 및 다형성 

선종과 같은 악하 삼각에 흔한 종양을 생각하였다. 전신 마

취 후 악하선과 주위의 병변을 일괴로 절제하였으며 수술시

에 악하선의 후외측에 해면상의 혈관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수술 후 최종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내피세포로 이루어

진 얇은 벽을 가진 불규칙한 내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굴모

양의 공간이 있어 해면상 혈관종으로 확진 되었다(Fig. 4). 

Fig. 2. Histopathologic finding of parotid gland hemangioma.
Dilated and thin walled vascular spaces are lined by flattened
endothelium surrounded with loose stroma(H & E stain, ×100).

Fig. 1. Contrast enhanced neck CT Axial view. About 3×2.4cm 
sized round mass in the deep lobe of parotid gland. Some cal-
cifications or pleboliths(arrow) are noted within the mass. 

Fig. 3. Contrast enhanced neck CT Axial view. About 1.4×1.5cm
sized hypodense round mass in the postero-inferoir side of sub-
mandibular gland. Some calcifications or pleboliths(arrow) are 
noted within the mass. 

Fig. 4. Histopathologic finding of submandibular gland heman-
gioma demonstrates the presence of thrombosis(arrow)(H & E 
s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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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혈관종은 비정상적으로 분화되어 급격히 증식하는 내피세

포망에서 유래하는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자연소실이 흔해 

노인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직학적으로 모세

상, 해면상, 혼합형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해면

상 혈관종은 발생 빈도가 모세상 혈관종에 비해 1/10 정도

로 낮으나 완전 퇴화 비율이 적어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는 

해면상 혈관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1,6) 주타액선에서 

발생하는 양성 간엽성 종양 중 혈관종은 30%를 차지하며, 

전체 혈관종의 95%가 생후 9개월이내에 발생하므로 노인

에서의 발생은 매우 드물다. 국내에서도 성인에서의 혈관종

에 대한 고찰은 매우 드물고, 2000년 문등의 보고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두경부 혈관종 환자의 평균 연령

은 37.8세로 60세 이상 노인에서의 발생은 16%에 불과 하

였으다.1) 타액선 혈관종의 90%가 이하선에서 주로 발생하

고 악하선에서 발생하는 혈관종은 매우 드물다.1,3,6) 2008년 

조등에 의해 보고된 악하선에 발생한 혈관종 역시 성인에서 

발생하였지만 진단연령은 16세, 41세로7) 본 증례에서와 같

이 노인에서의 보고는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타액선의 해면상 혈관종은 부드럽고 경계

가 불분명한 종괴로 만져지며 울거나 흥분상태, 병변 쪽으

로 숙일 때 크기가 커진다.1,2) 비교적 성장이 늦고 오랜 기

간에 걸쳐 발생하며 동통을 동반한 경우도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혈관종의 크기, 주위 구조물에 미치

는 압력, 내부의 출혈이나 혈전 등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6) 

수술 전에 해면상 혈관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단

층촬영이 가장 유용하다.2) 전산화 단층촬영상 해면상 혈관

종은 방사선 비투과성의 다수의 정맥결석이 있으며 혈관성 

종양을 시사하는 낭성의 조영 증강 부위가 함께 관찰되는 것

이 특징적이고 타석증과는 달리 근위부의 타액선관 확장이 

관찰되지 않는다. 전산화 단층촬영상 감별이 쉽지 않을 경우 

타액선 조영술로 타액선관의 타석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

로 감별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5) 자기공명영상촬영 또한 

도움이 되며 T1 강조영상에서는 근육과 비슷한 신호강도, 

T2 강조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를 보인다.8,9) 술 전 시행하

는 세침흡인검사는 대부분 혈액만 천자될 뿐 진단에 도움이 

안될 경우가 많으며 본 예의 경우에도 특이 소견을 관찰 할 

수 없었다. 

이하선 혈관종과 감별해야 할 질환은 재발성 이하선염, 

교근 비대, 이하선 신생물 중 다형성선종, 와르틴 종양 등이 

있다. 특히 본 증례에서와 같이 노인에서 발생 하였을 경우

에는 점액 표피양 암종과 같은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악하선의 혈관종은 타석증, 하마종, 유피 

낭종, 점액 낭종, 낭성 림프관종, 새열 낭종, 림프종 및 다형

성선종 등과 감별해야 한다. 본 예에서도 전산화단층촬영상 

다형성선종 이나 와르틴 종양과 같은 이하선 신생물을 의심

하였으나 조직병리 검사를 통하여 해면상 혈관종이 진단된 

경우이었다. 

대부분의 혈관종은 자연적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경과관찰

이 주된 치료법이지만 10~20%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

다.5) 특히 타액선 부위에 생긴 혈관종은 근육내로 침습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소실이 드물기 때문에 완전한 수술적 절

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10) 수술 이외에도 스테로이드 주

입법, 냉동 요법, 주혈관 결찰술, 색전술, 레이저 응고법 등

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나 확실한 치료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11) 

노인에서 발생한 타액선의 혈관종은 빈도상 드물기 때문

에 전산화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기 전

까지는 의심하기 힘들며 세침 검사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진단에 있어서 혼동을 겪기 쉽다. 또한 유소아에서 

발생하는 혈관종과는 달리 자연 감소가 드물며 임상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각각 69세 및 61세 성인의 우측 이하선 심엽 

및 우측 악하선에서 발생한 종괴를 이하선 전절제술 및 악

하선 절제술로 완전 절제하였으며 조직병리학 소견으로 해

면상혈관종으로 진단한 드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중심 단어：타액선·해면상 혈관종·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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