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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낮은 전립성특이항원을 보인 

폐전이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고유미·이정은·유지연·박진희·노상영

Recurrent Prostate Cancer Presenting as Multiple Lung Metastases with a Low 
Serum Prostate-specific Antigen Level 5 Years after Prostatectomy: A Case Report

Yu Mi Ko, Jung-eun Lee, Ji Yeon Yoo, Jinhee Park, and Sang Young Roh

Division of Onc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is a glycoprotein produced by prostatic duct and acinar epithelial cells and the most commonly 

used marker for diagnosing prostate cancer, and for monitoring its progression and recurrence. Here, we describe a 76-year-old pa-

tient with recurrent prostate cancer who developed isolated hematogenous pulmonary metastases with a normal serum PSA level 5 

years after radical prostatectomy. Immunohistochemical (IHC) analysis of a transbronchial lung biopsy specimen revealed tumor 

cells positive for PSA and prostatic acid phosphatase. After 2 months of maximal androgen blockade, the metastatic pulmonary 

nodules showed near-complete regression. In conclusion, metastases of prostate adenocarcinoma may occur despite low serum 

PSA levels, and, if warranted clinically, IHC staining or other serological markers for prostate adenocarcinoma should be consid-

ered when evaluating metastatic carcinoma from an unknown primary lesion in males with low serum PSA levels. (Korean J Med 

2015;89:23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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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주로 전

립선의 관상피세포와 꽈리샘상피세포로부터 생성되는 당단

백질로 전립선암의 병기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전립선암의 

양과 비례하여 증가한다[1]. 혈청 PSA값은 전립선암의 진단, 

병의 진행 및 재발을 감시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종

양표지자이다.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의 경우 대부분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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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st computed tomography 
(A, B) revealed multiple nodules, sug-
gesting hematogenous metastases. (A) 
Variable sized nodules were observed in 
RML and LUL. (B) Nodules were ob-
served in LLL. Black arrows: lung 
nodules. RML, right middle lobe; LUL, 
left upper lobe; LLL, left lower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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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Transbronchial lung biopsy specimen with a focus of prostate ad-
enocarcinoma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Expression of the prostate carcinoma 
markers PSA (B), PSAP (C), and AMACR (D).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PSAP, 
prostate-specific acid phosphatase; AMACR, alpha-methylacyl-coenzyme-A racemase. 

의 현저한 상승을 동반한다. PSA의 상승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립선암의 진행이나 전이를 보이는 경우에 대해 Yamamoto 

등[2]은 조직학적으로 전이로 확진된 전립선암 환자에서 혈

청 PSA가 10 ng/mL 미만의 경우가 4.8%로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에서 혈청 PSA가 0.5-2 

ng/mL 미만으로 매우 낮거나 측정되지 않는 경우는 소수의 

증례 보고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3,4]. PSA 상승을 보이지 

않는 전이암 환자에서 호르몬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은데 저자들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은 받은 환자에서 혈청 PSA 1.6 ng/mL이면서 다발성 폐전이

를 동반한 전립선암의 재발 사례 및 치료과정에서 안드로겐 

억제 치료에 장기 생존을 보이고 있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

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76세 남자

주  소: 운동 시 호흡곤란

현병력: 5년 전 전립선암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수

술 후 병리소견에서 Geason 점수는 4 + 3, 정낭(seminal vesicle) 

및 4개의 부위림프절 침범이 있었으며(tumor-node-metastasis 

병기 T4N1), 임상적으로 원격전이는 없었다. 수술 전 혈청 

PSA는 5.5 ng/mL였다. 수술 후 6개월간 bicalutamide와 leuprolide 

acetate 투약하였고, 이후 약물치료 없이 정기 추적 진료를 하

였다. 수술 후 혈청 PSA는 0.1 ng/mL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수술 5년 후 운동 시 호흡곤란을 보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촬

영에서 양측 폐야에 다발성 폐결절이 발견되었다(Fig. 1).

과거력: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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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est computed tomography 
(A, B) after 2 months of androgen depri-
vation therapy showed complete re-
gression of multiple nodules in both lung 
fields. Previously seen multiple nodules 
were no more observed (A) in RML, 
LUL and (B) in LLL.  RML, right middle 
lobe; LUL, left upper lobe; LLL, left 
lower lobe.

진찰 소견: 신체 검진에서 말초 림프절 종대 등은 관찰되

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혈액검사에서 혈구수 및 생화학검사 결과는 

정상범주였다. 혈청 PSA 1.7 ng/mL, CA19-9 16.29 U/mL, car-

cinoembryonic antigen (CEA) 1.21 ng/mL이었다. 

영상학적 소견: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는 다발성 혈행

성 폐전이가 관찰되었고(Fig. 1), 복부와 골반 부위 컴퓨터 단

층 촬영에서 전이나 원발암을 시사하는 병변은 관찰되지 않

았다. 뼈스캔에서도 골전이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신 양

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에서도 여러 폐결절에서 fluorodeoxyglucose 섭취

의 상승소견 외에 다른 원발암성 병변을 의심할 만한 병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경과 및 치료: 기관지 내시경하 폐생검(transbronchial 

lung biopsy)을 통한 조직검사 및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PSA, 

prostatic acid phosphatase (PAP) 양성을 보여 전립선암의 폐

전이로 진단하였다(Fig. 2). CK-7, TTF-1, chromogranin, neuron 

specific enolase 면역염색은 음성이었다. Bicalutamide 및 leu-

prolide acetate 투여 2개월째에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

영에서 다발성 폐전이 결절은 직경 1 mm 미만으로 감소하였

고(Fig. 3), 혈청 PSA는 0.003 ng/mL 미만이었다. 환자는 항안

드로겐 치료 30개월째 완전 반응상태를 유지 중이다.

고     찰

PSA는 전립선암의 선별검사, 치료반응 및 재발감시에 가

장 많이 이용되는 생체 표지자이다. 전립선 특이항원(PSA)은 

양성 및 악성 전립선 조직의 상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당단백

으로 칼리크레인(kallikrein) 유사 세린(serine) 단백분해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어 생리학적으로는 고농도로 정액으로 분

비되어 고분자량의 단백을 작은 폴리펩타이드로 절단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암, 전립선염, 양성전립선비대증에서, 전

립선상피의 손상에 의해 PSA가 관 내강으로 분비되는 대신

에 세포 외 조직으로 유출되어 림프관이나 정맥관으로 유입

되고 혈액순환계로 들어가게 된다[1]. 따라서 PSA는 장기특

이적이지 암 특이적이라 말할 수는 없으나 PSA가 높을수록 

전립선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혈청 PSA > 4 ng/mL을 

조직검사를 하는 기준으로 정할 때 PSA의 전립선암 진단민

감도는 67.5-80%로 보고되고 있다. 정상의 상한 값은 연령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Stamey 등[5]은 50세 미만

의 남성에서 정상 상한값은 2.5 ng/mL, 70세 이상에서는 6.5 

ng/mL로 제시한 바 있다. 혈청 PSA가 10 ng/mL 미만인 환자

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종양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다.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은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므로 

수술 후 4주 내에 혈청 PSA는 측정되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

한다. 전립선절제술 후에도 혈청 PSA가 측정 가능수준까지 

남아 있지만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양성 전립선조직이 절제 

면에 남아 있다고 생각되며, 다시 PSA가 상승하는 경우는 국

소 또는 원위부에 전립선암 조직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6].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PSA의 선별검사는 조기 재

발을 확인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가이드라인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생화학적 

재발은 2차 치료, PSA 진행, PSA doubling time 등 여러 요소

들을 함께 고려하여 2회 연속 PSA가 0.2 ng/mL 이상으로 정

의하고 있다[7].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암 재발은 일반적

으로 혈청 PSA의 상승이 선행되며, 10년 추적기간 동안에 

약 20-50%에서 발생한다. PSA가 낮은 값을 갖는 전립선암의 

재발은 임상적으로 국소재발의 경우에 흔히 경험하게 된다. 

전립선암의 전이일 경우 혈청 PSA는 국소암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는데 Vinjamoori 등[8]은 횡경막 상부 림프절 전이나 

기타 폐, 간 전이 등 비전형적인 전립선암 전이 82예에서 

PSA 중앙값 229 ng/mL을 보인다고 하였다. 전립선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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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PSA가 측정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격 전이를 동

반한 경우에 대해 Leibman 등[3]은 2.6% (2예/77예), Oefelein 

등[4]은 0.7% (1예/133예)로 Yamamoto 등[2]은 전이암 환자 중 

PSA 10 ng/mL 미만인 경우가 4.7% (8예/167예)로 보고하였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환자에서 PSA가 낮거나 측

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3,9]. 전립선암의 용적이 매우 작아 PSA의 상승을 보

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암의 양이 많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설명의 가능성은 떨어진

다. PSA와 Gleason 점수에 역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조직학적

으로 분화도가 나쁜 전립선암이 중등도 또는 좋은 분화도의 

암과 비교하여 PSA 생성이 적은 경향을 보이는데, Oefelein 

등[4]은 전립선수술 조직에서는 중등도 분화암이었으나 재발

암은 Gleason 점수 8 이상이 주를 이루는 분화도가 나쁜 암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측정 불가한 

PSA값을 갖는 환자들에서 조직학적 탈분화(dedifferentiation)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탈분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Yamamoto 등[2]은 혈청 PSA 상승을 보이지 않는 전립선 전

이암 환자 8예 중 7예가 분화도가 나쁘거나 미분화암이었으

며 이 중 5예에서 면역염색을 시행한 결과 5예 모두에 CEA 

염색 양성을 보였다. 그리고 2예에서는 PSA 염색 음성의 결

과를 보고하였고, Nishio 등[10]은 정상 혈청 PSA를 갖는 전

립선암 전이 환자 4예에 대한 조사에서 4예 모두 분화도가 

나쁜 샘암종이었고, 4예 중 3예에서 CEA, CA19-9, CA15-3, 

CA125, neuron-specific enolase, pro-gastrin releasing peptide와 

같은 표지자들이 상승을 보였고, 조직면역염색의 경우 CEA

는 4예 모두에서 chromogranin A는 3예에서 양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PSA의 생성은 안드로겐 반응 유전자에 의해 결

정되기 때문에 안드로겐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치료는 암세포

의 사멸을 유도할 뿐 아니라 남은 암세포에서 PSA의 생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안드로겐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

서 전이성 전립선암의 진행은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지 않

는 환자보다 PSA가 낮거나 정상범위인 경우가 보다 흔하다

[10]. 우리 증례의 경우는 근치적 절제술 후 첫 6개월만 안드

로겐 억제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5년간 호르몬 요법을 받

지 않아 이와 관련한 기전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 외

의 가능성으로 전립선 암세포의 PSA 생성 또는 분비 장애로 

혈청 PSA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Safa 등[9]은 혈청 

PSA의 측정 가능하지 않는 전이성 전립선암 9예 중 8예에서 

조직 면역염색을 통해 PSA 염색 양성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것은 PSA를 암세포가 여전히 생성하지만 이를 분비하는 데 

장애가 있음을 보여주며 암의 진행과정에서 유전적 변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PSA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암이 진행하거나 전이된 경우 

진단을 위한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다. 전립선암의 선별검사

를 위한 검사 중 PSA가 PAP보다 조기암에서 민감도가 높아 

PSA가 소개되고 난 이후 PAP 활용이 감소하였으나, 진행암

에서는 PSA와 PAP의 민감도는 대개 유사하다. 비록 PSA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진행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이라도 PAP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PSA 

상승이 없다 하더라도 PAP 등을 검사해 볼 수 있다[9]. 비록 

유방암이나 침샘암 조직에서 PSA 면역염색 양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기 전에는 원발성 또는 전이성암 조직에서 PSA 염

색 양성은 전립선암 진단에 100% 특이도가 있다고 보고된 바

도 있어, PSA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전이암에서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면 감별을 위해 PSA 등의 면역염색

을 시행하는 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3]. Leibman 

등[3]은 PSA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암의 폐전이에 대

해 PSA 면역염색으로 전립선암을 확진한 바 있고, 우리 증

례에서도 폐조직 면역염색을 통하여 PSA, PAP 양성을 확인

함으로써 전립선암의 전이로 진단하였기에 면역조직화학염

색도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혈청 PSA가 낮거나 측정되지 않으면서 전이나 진행을 보

이는 전립선암의 경우 안드로겐 억제 치료(androgen deprivation 

therapy)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예후가 나쁘

다. Nishio 등[10]은 호르몬 치료부터 시작한 순차적 치료에서 

4예 가운데 3예가 2개월, 8개월, 9개월에 각각 사망하였다. 

Yamamoto 등[2]은 8예 가운데 4예가 전립선암으로 사망하였

다. 또한 이 중 2예는 처음부터 호르몬 요법에 반응을 보이

지 않았다. PSA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전이성 암환자의 

경우 유전적 변이, 탈분화 등과 관련하여 호르몬 요법에 저항

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증례의 경우 다발

성 전이암 상태를 고려할 때 PSA 1.6 ng/mL로 그 값이 높지 

않아 앞선 증례들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전이성 폐조직에서 

PSA, PAP 등이 강하게 염색되고, CEA, chromogranin은 염색

되지 않았다. 또한 안드로겐 억제 치료에 거의 완전반응을 

보이고 혈청 PSA도 0.003 ng/mL 미만으로 측정 불가능한 수

준까지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PSA의 상승이 현저하

지 않은 전이암이라 하더라도 호르몬 요법의 반응을 예측하

는 데 있어서 Gleason score를 포함한 암의 분화도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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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화학염색이나 다른 혈청 표지자가 필요할 수 있으

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요     약

전립선암의 전이는 일반적으로 혈청 PSA의 현저한 상승

을 동반하지만 PSA값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

라서 기존에 근치적 전립선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PSA상승

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전이암 소견을 보이는 경우나 원발 불

명암 환자에서 PSA 상승이 없는 경우에 전립선암 감별을 위

해 관련 면역조직화학염색이나 다른 혈청 표지자 등을 이용

한 추가 감별 시도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 전립선암; 폐전이; 전립선특이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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