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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전립선암에서 발생한 맥락막 전이

경희 학교 의과 학 비뇨기과학교실

이  ㆍ신용호ㆍ김 빈ㆍ이동기ㆍ이형래

Choroidal Metastasis from Prostate Cancer

Young Lee, Yong Ho Shin, Young Bin Kim, Dong-Gi Lee, Hyung-Lae Lee

Department of Urolog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Metastasis of choroid from prostate cancer is not common and has not been reported before in Korea. We 
report a case of decreased vision in a patient with prostate cancer.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patient 
had complete response in the choroidal metastasis. Metastasis of choroid secondary to prostate is not common. 
There have been only 8 cases reported. In this case, we demonstrated that external beam radiotherapy showed 
a therapeutic effect. (Korean J Urol Oncol 2016;14:1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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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포도막계(uveal tract) 이의 90%는 맥락막이

다. 원발암은 주로 유방암과 폐암으로, 립선암의 맥락막 

이는 매우 드문 상이다.1 이에 한 정확한 치료법 한 

아직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립선암의 맥락막

이에 한 증례에 해 보고한 뒤 련 자료들을 정리하

여 한 치료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증      례

특이병력 없는 71세 남자 환자가 요추부  골반 통증으

로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이성 립선암으로 진단 후 치

료를 해 과되었다. 경직장 립선 음 에서 심한 

립선비 증이 찰되었고 액검사상에서 립선항원 수

치(prostate-specific antigen, PSA)는 392 ng/mL, 알칼리성 인

산 가수분해 효소(alkaline phosphatase)는 685 IU/L로 증가되

어 있었고 다른 수치는 정상범 다. 흉부, 복부 산화 단

층촬 (computed tomography)에서 립선비 , 골반  

이, 늑막 이 소견이 찰되었으며 골반  조직검사에서 

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 립선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 립선 주변이 침범된 립선

암이 발견되었고  스캔에서 범 한 골반  이가 

찰되었다. Bicalutamiade와 leuprolide acetate 투약 후 1개월 

뒤 요추부  골반 통증은 호 되었고 PSA 수치는 7.8 

ng/mL까지 감소되었다. 호르몬 치료 17개월 후 1 ng/mL 미

만으로 유지되던 PSA 수치가 2.0 ng/mL로 상승하 고 시행

한 립선 MRI에서 우하부 말 의 새로운 암 병변이 발

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으

로 진단하 고 docetaxel을 이용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 다. 

치료 시작 후 PSA 수치는 다시 감소하여 0.1 ng/mL 미만으

로 유지되었다.

항암 치료 7개월 째 PSA는 0.06 ng/mL, 반응 평가를 한 

립선 MRI에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립선암은 잘 유지되

고 있었으나 환자가 최근 양측  시력이 떨어진다고 호소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16.14.3.172&domain=pdf&date_stamp=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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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th eye funduscopic exami-

nation. Right (A) and left eye (B).

Fig. 2. Both eye pigment epithelial 

detachment revealing a detached 

retina lesion, representing metastasis 

(arrow). Right (A) and left eye (B).

하여 안과 진을 요청하 다. 양안의 결막과 각막  동공

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고 양측 안  검사에서 형 인 이

상 소견은 찰되지 않았다(Fig. 1). 간섭 단층 상기

(optical coherence tomography)를 통한 망막 색소상피박리 

검사에서 두꺼워진 망막소견과 부종을 동반한 망막 주름, 

망막색소상피와 망막 간의 박리 소견이 찰 되었다(Fig. 

2). 이를 통해 립선암의 맥락막 이가 의심되어 확진을 

한 뇌 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다. 양측 안구에 불균일

하게 조  증강되는 이암이 찰되었고 의심되는 결 성 

병변이 찰되어 맥락막 이로 확진하 다(Fig. 3A).

환자의 안구검사  상검사 소견으로 립선암의 맥락

막 이로 진단할 수 있었고 이에 해 신 항암 치료를 

유지하며 이부 의 외부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기

로 계획하 다. 하지만 항암 치료 도  새롭게 이 병변이 

찰되었기 때문에 PSA 유지 여부에 계 없이 진행성 병

변(progressive disease)으로 인정되었고 보험 규정에 따라 항

암 치료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완화  외

부방사선 치료만 시행하기로 계획하 고 양쪽 안구에 하

여 4,000 cGy을 20 fraction으로 나 어 4주 동안 치료하

다. 방사선 치료 후 시력 감소는 차 호 되었고 백내장, 

방사선망막병증, 시신경병증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

다. 방사선 치료 완료 2달 후에 뇌 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고 맥락막 이 병변의 감소 소견을 찰할 수 있었다

(Fig. 3B). 항암 치료 단  완화  방사선 치료 시작 후 

8개월 뒤에는 국내 enzalutamide가 도입되면서 다시 립선

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16개월이 지난 재,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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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 Initial MRI 

revealing a nodular lesion with 

heterogeneous enhancement in the 

both eye (arrow). (B) Postradiotherapy 

MRI showing decreased size of the 

enhancing mass in the both eye 

(arrow).

비뇨기과와 안과 추  찰 으로 맥락막 병변은 방사선 

치료 이후 완  해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고, PSA는 0.1 

ng/mL 미만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고      찰

악성 종양이 안구로 이되는 경우는 체 안구 종괴의 

약 7% 정도로 드물게 보고된다. 이의 호발부 는 맥락막 

54%, 안와 26%, 섬모체 14%, 홍채 10%, 꺼풀 10% 순서이

다.2 맥락막 이의 원발암은 부분 유방암 혹은 폐암이며, 

립선암에서 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립선암으로부터의 맥락막 이는  세계 으로 드물

어 재까지 8증례 보고된 바 있고,3 국내에서는 아직 립

선암의 맥락막 이는 보고된 바 없어 본 증례가 첫 보고일 

것으로 보인다. 이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구 증상

은 시력 하, 시야 장애, 복시, 안구통, 비문증, 충 , 부

심, 안구운동 장애 등이다.4 진단은 자기공명 상이 가장 많

이 사용되며 조직검사로 병리학  진단을 내리는 것은 출

과 실명 험이 높아 환자의 기 여명을 고려하여 시행

해야 한다.5 이번 증례의 경우 립선암이 잘 조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병변이 나타났기 때문에 맥락막의 원발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안과검사  상검사에서 

맥락막 이가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추가 인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확진을 내릴 수 있었다.

재까지 보고된 맥락막 이의 치료는 신 이 상태

에 따라 신 항암화학요법과 외부 방사선치료가 가장 

리 쓰인다. 맥락막 이에 한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는 

은 수의 증례보고밖에 없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65%의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만으로 종양의 

크기 감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6 외부 방사선치료는 신

인 부작용이 없으며, 치료에 한 반응이 조기에 나타나

므로 재까지 맥락막 이 환자에서 가장 효과 인 치료

로 알려져 있다. 통상분할조사법으로 3,000–4,000 cGy가 치

료용법으로 사용되며 85%의 경우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7 립선암의 맥락막 이로 보고된 증례 

 3건에서 외부 방사선요법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모든 환자가 시력 회복 후 완 해를 이루었다.8-10 이번 증

례에서는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을 유지하며 완화  외부 방

사선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하 으나 항암화학요

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과 으로 방사선 치료만

으로도 맥락막 이 병변이 완 해 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를 통해 립선암의 맥락막 이가 찰된 경우 

신 인 항암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신 이 상태에 

따라 외부 방사선 치료가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고령화로 인한 암 환자의 증가, 진단기술의 발달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 기간이 증가하면서 맥락막 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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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암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시력 하나 시야 장애 등의 증상

이 발생하 을 때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철

한 안과  검사가 필요하며 뇌 이에 한 검사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진단되지 않은 암의 첫 증상으로 

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를 진료할 경우에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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