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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하여 폐 제술로 치료한 편측 미만성 폐동정맥루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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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s (PAVMs) are abnormal direct communications between the pulmonary arteries 

and veins. PAVMs may occur as either an isolated abnormality or in association with hereditary hemorrhagic 

telangiectasia, also called Osler-Weber-Rendu disease. The topic of PAVM has recently been extensively reviewed,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course of patients having a diffuse pattern of the disease. Herein, 

is reported a case of unilateral diffuse PAVM in an 18 year old female patient, who underwent a right pneumonectomy, 

under a 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VATS) approach, as the diffuse small 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involved the whole right lung. (Tuberc Respir Dis 2006; 61: 58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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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동정맥루는 비정상 으로 폐동맥과 폐정맥 사이

에 직 인 연결이 있는 것을 말한다. 폐동정맥루는 

단독으로 생길 수도 있고 Olser-Weber-Rendu disease 

즉, 유 출 모세 확장증 (hereditary hemorrha-

gic telangiectasia, HHT) 과 연 되어 발생하기도 한

다.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심각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폐동정맥루는 좌우 단락의 결과로 호

흡곤란이나 청색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량 

객 이나 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좌우 단락 

때문에 일과성 허  발작이나 뇌졸 , 그리고 뇌농양 

등의 심각한 신경학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

다1. 자들은 작은 크기의 폐동정맥루가 편측의 폐

체에 범 하게 분포하여 동정맥루에 색 술을 시행

할 수 없어, 비디오흉강경 (VATS) 을 이용하여 폐

제술로 치료한 증례가 있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고O지, 18세, 여자

주  소: 객 , 운동시 호흡곤란

병력: 약 3년 부터 차 심해지는 운동시 호흡

곤란이 있었고 객 이 있어 내원하 다. 

과거력: 약 3년 부터 운동시 호흡곤란을 느 고 

친구들보다 운동능력이 떨어짐을 느 으며, 장출 , 

비출 이나 신경학  이상 증상 등의 특이 사항은 없

었다.

가족력: 특이 사항 없었다.

문진 소견: 내원시 문진 결과 운동시 호흡곤란이 

차 심해진다고 하 고 간헐  두통, 기침, 쉽게 피

로해짐을 호소하 다.   

신체검사 소견: 신장은 165 cm, 체 은 45 kg 이었

고 내원 당시 압은 100/70 mmHg 맥박은 분당 90

회, 호흡수 분당 18회 ,체온은 36.5도 이었다.

입술, 손과 발의 청색증과 곤 지 소견이 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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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st roentgenogram showed minimal 
parenchymal infiltration on right parahilar area at 
admission.

 

 

Figure 2. Chest CT scan showed slightly dilated tortuous pulmonary arteries and pulmonary veins (long arrow) 
in right segment 1, 2, 3, 6, 7, 8, 9, 10. Hypertrophied bronchial arteries and mediastinal collaterals through right 
pulmonary ligament.

다. 피부와 구강 막, 비 막 등에 모세  확장 소

견은 없었다. 청진상 호흡음은 깨끗하 으며, 심음은 

규칙 이었고 심잡음은 청진되지 않았다. 복부는 편

평하고 장음은 정상이었으며,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

었고, 종물은 지되지 않았다. 사지 운동 제한은 없

었고, 양측 다리의 함요부종이 찰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말 액검사상 색소 14.8 mg/dl, 

구용 률 45.6%, 백 구 수 7,410 /mm
3
 (정상 감

별 구 범 내) 고 기 호흡  시행한 동맥  검

사에서 PaO2 48.4 mmHg, PaCO2 30.9 mmHg, 동맥  

산소포화도는 87.3% 다.

방사선학  검사: 단순 흉부 X-선 검사 결과 우측 

폐문부에 결 음 을 보 고 (Figure 1), 흔들어 작은 

공기방울을 일으킨 생리 식염수 (agitated saline) 를 

말  정맥에 주입한 후에 조 심장 음 검사를 시행

한 결과 우심방에 공기 방울이 나타나고 4주기의 심

장박동 후에 좌심방에 공기방울이 나타났다. 흉부 

산화 단층촬  결과 우측 폐의 1번, 2번, 3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기 지폐구역에서 확장되고 구불구불

한 폐동맥과 폐정맥이 찰되었다 (Figure 2). 폐동맥 

조 술에서는 조 제가 폐동맥에서 폐정맥으로 

빠르게 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수의 작은 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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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in pulmonary arteriography showed innumerable tiny saccular aneurysms on the whole right 
pulmonary artery peripheral portion and early venous drainage (A). Selective right interlobar pulmonary artery and 
upper lobar pulmonary artery angiography demonstrated innumerable tiny saccular aneurysms and early venous 
drainage (B).

Figure 4. 3-Dimentionally reconstructed CT scan showed diffuse 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s on the 
right Lung.(A) Magnified Image of the right Lung (B)

니모양 동맥류가 말 부 를 포함한 우측 폐 체범

에서 찰되었다. 선택  우상엽 폐동맥 조

술 시에도 다수의 작은 주머니모양 동맥류가 보 고 

조기 폐정맥 배류를 보 다 (Figure 3, 4). 폐동맥 

조 술의 소견은 우측 폐 체를 침범하고 있는 미

만성 폐동정맥루의 소견이었다.

경과  치료: 동정맥루에 한 색 술은 크기가 

작고 수가 많아 시술이 불가능하 다. 객 이 있었고 

환자의 증상이 차 심해지고 있었으며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비디오흉강경하 폐 제

술을 시행하 다. 폐 제술 에 기 내 삽 상태에

서 100% 산소 공 시 PaO2 는 97.6 mmHg, PaCO2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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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pecimen showed geographic hemor-
rhage in the superior segment of lower lobe. On 
section, multiple dilated blood vessels and multifocal 
hemorrhage are noted

31.9 mmHg 산소포화도는 98.2% 고 계산된 단락 분

율은 29% 다. 폐 제술 시행 직후 PaO2 383.9 

mmHg, PaCO2 31.1 mmHg 산소포화도는 99.9% 를 

보 다. 환자는 수술 후 부작용 없이 퇴원하 으며 

재 특별한 증상없이 건강한 상태로 외래 추  찰 

이다.

병리학  검사: 조직병리 검사 결과 폐 동정맥루의 

소견인, 확장되고 구불구불한 정맥과 기  밖

에 비정상 으로 치한 동맥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폐 동정맥루는 주로 우하엽에 있었으나 엽과 상엽

에도 분포하고 있었다 (Figure 5).

고 찰

폐동정맥루 (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

tion) 는 폐동맥과 폐정맥사이에 비정상 인 연결이 

형성된 것으로 학자들에 따라 pulmonary arterioven-

ous fistula, hemangioma of lung, congenital telan-

giectasis of lung 등의 다른 용어로 불린다. 

폐동정맥루의 국내 발생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

만 외국의 경우 15,000 례의 부검시 3 명에게서 발견

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등 드문 질환이다. 병인이 명확

히 밝 져 있지는 않으나 선천성으로는 단독으로 생

기거나 유 출 모세 확장증과 연 되어 발생하

는데 폐동정맥루 환자의 70%가 유 출 모세 확

장증과 연 이 있고 반 로 유 출 모세 확장증 

환자의 15-35%에서 폐동정맥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 후천 으로는 외상, 주 흡충증, 간경

변, 이성폐암, 방선균증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 

폐동정맥루는 얇은 벽으로 이루어진 비정상 으

로 모세 을 거치지 않고 폐순환과 체순환 간을 직

 연결한다. 우좌 단락을 통과하는 폐동맥은 산소공

이 되지 않으므로 산소 증을 유발한다. 폐동정

맥루는 모세 계의 여과기능이 없으므로 입자 등이 

체순환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임상 으로는 

특히 뇌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뇌졸 이나 

뇌내농양 등을 래하게 된다
5
. 비정상 이고 약한 

은 기 내나 흉강내에 치명 인 출 을 일으킬 수

도 있다. 폐동정맥루가 있는 환자의 약 30% 에서 뇌

졸 이 발생하며 10% 정도에서 뇌농양, 폐출 은 약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
. 

치료로는 수술  제, 색 술 등이 주로 이용되는

데 수술 인 방법에는 결찰, 부분 제, 구역 제술, 엽

제술, 폐 제술
1
 등이 있고 색 술은 폐동맥조 술

을 시행하면서 선택 으로 동정맥루 부분을 풍선이나 

코일을 이용해서 폐쇄하는데 일반 으로 직경이 3 

mm 이상 되는 경우 시행하게 된다
7
. 최근에는 폐 류 

재분포술이 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8
. 1940년에 

Shestones이 폐 동정맥루를 폐 제술로
9
 성공 으로 

치료한 후로 부분 제술이나 구역 제술 등, 가능하

면 폐실질을 보존하는 방식의 수술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에는 재 인 방법으로 색 술을 시행하

는 것이 우선 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색 술만

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과 색 술을 병

행하기도 하며 단계 인 시술을 하기도 한다
10
.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 제술은 1998년에 

Temes RT
11
 등이 단일 폐동정맥루에 한 기 제

술을 보고한 이후, Thung KH
12
 등이 비디오 흉강경

을 이용한 폐엽 제술을 보고하 고, 두 증례에서 수

술 후 특이한 합병증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자

들은 기존의 수술  색 술의 장 을 지니고 있는, 

최소 침습 인 방법인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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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 
Reference

1st  

Frughnan et al. 

(13)  

2nd

Frughnan et al. 

(13)

3rd 

Jeong et al. 

(14)

4th 

Jeon et al.

(15)

5th 

Jeon et al.

(15)

current 

Age 33 31 26 28 58 18

Gender M F M F F F

Distribution of AVM
Unilateral
in 1 lobe

Unilateral
in 1 lobe

Unilateral
in 1 lobe

Bilateral Bilateral
Unilateral in a 
whole lung

Hb mg/dL 18.2 NA† 19.0 14.6 18.1 14.8

PaO2 , mmHg
( Initial / follow up )

50 / 65 53 / 99 52 / NA 42 / NA 48.2 / NA 48.4 / 99

TIA‡

( Initial / follow up )
- / - - / + - / NA + / NA - / NA - / -

Brain abscess

( Initial / follow up )
+/- - / - - / NA - / NA - / NA - / -

Hemoptysis
( Initial / follow up )

- / - - / - - / NA - / NA - / NA + / -

Other malformation - - - -
Spider angioma 

on face, trunk
-

Treatment PFR§ PFR Lobectomy Embolization Observation
Pneumonect-

omy(VATS)

Outcome

Significantly

improved 
dyspnea

Miscarriages
4 times  

pregnant and 

normal delivary 

NA
No neurologic 

symptoms  
NA Symptom free

＊AVMs : arteriovenous malformations

† NA : Not available

‡ TIA : Transient ischemic attack

§ PFR: Pulmonary flow redistribu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diffuse pulmonary AVMs＊

제시하고 있다.

폐동정맥루의 치료는 색 술의 도입으로 진 을 이

루었으나 미만성인 경우 치료법이나 임상양상, 진행

경과 등에 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특히 미만성 

폐동정맥루가 양측폐를 침범한 경우는 후가 매우 

불량하여 폐이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한 이식 자체의 합병증 때문에 후가 불량하다. 

Frughnan 등은 16명의 미만성 폐동정맥루 환자를 치

료하고 추 찰한 연구에서 편측성 미만성 폐동정맥

루 환자에게 폐 류 재분포술 (pulmonary flow 

redistribution) 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 는

데 이들 환자는 폐동정맥루가 하나의 폐엽에 국한되

어 있어 이러한 시술이 가능하 다.

이들  한 환자는 시술 후 임상 으로 호흡곤란에

서 회복되었으며 다른 환자는 시술  4번의 자연유

산이 반복되었으나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하여 정상분

만 후 직장생활이 가능하 다
13
(Table 1). 국내의 경우 

3 례의 미만성 폐동정맥루가 보고 되었다. 그  한 

환자는 좌하엽에 국한된 미만성 폐동정맥루를 엽 제

술로 치료 하 고
14
 두번째 환자는 의식장애로 내원하

여 뇌  기형과 양측 폐의 미만성 폐동정맥루를 진

단받고 색 술을 시행하 으며 세번째 환자는 치료없

이 경과 찰하 다
15
(Table 1). 본 증례에서 환자는 

우측에만 다수의 작은 폐동정맥루가 범 하게 분포

하고 있었고 유 출 모세 확장증 등 다른 동반 

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크기가 작은 다수

의 폐동정맥루에 색 술을 시행할 수 없었고 상· ·

하엽을 모두 침범하여 폐 류 재분포술을 시도할 수 

없었다. 유 출 모세 확장증 소견이 없는 단독 

폐정맥루에서도 심각한 폐출 이나 신경계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임신시에는 폐동정맥루의 크기가 커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가임기로 

객 이 있었고 환자의 증상이 차 심해지고 있었으

며 색 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 심각한 합병증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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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해서 폐 제술을 시행하

고 재 환자는 외래 추 찰 으로 건강한 상태이

다.

요 약

자들은 편측성으로 우측 폐 체를 침범한 미만성 

폐동정맥루에 해 색 술 등의 재  시술이 불가

능하여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해서 폐 제술로 치료한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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