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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 뇌하수체 선종에서 bromocriptine의 효과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경우 다른 

선종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침습성인 경우가 많다.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 외에 도파민 항진제인 bromocriptine이 쓰이고 

있으나 macroprolactinoma나 giant prolactinoma의 경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경우에는 빠른 종괴효과의 감소를 

위해 bromocriptine 투여보다는 경접형골 접근법, 혹은 경두개 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시야결손, 안구운동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나 호르몬 이상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20명의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 환자에게 일차적 치료로 

bromociptine을 투여하여 수술적 치료 없이 충분한 신경학적, 내분비적 증상의 

호전 및 종양크기의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본원에서 호르몬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e)을 이용하여 침습적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은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 후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던 4명을 제외한 환자들에서 

종양크기의 감소, 프로락틴치의 감소,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 호르몬 부족에 의한 

증상이 회복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 침습적 프로락틴 분비선종, Bromocrip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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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하수체 선종은 전체 뇌종양의 10-15% 정도를 차지하며, 그 중 프로락틴 선종이 

제일 흔하여 뇌하수체 선종의 약 25-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18 

뇌하수체 선종의 치료방법으로는 경접형동 접근법 또는 경두개 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의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감마 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radiosurgery)이 소개되어 단독으로 또는 병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뇌하수체 선종에는 일차적으로 경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면 경접형동접근법을 이용한 수술방법은 

재발률, 완치율, 합병증, 증상호전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19,20 그러나, 뇌하수체 선종의 약 25-40% 정도를 차지하는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경우 1970년대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안으로 도파민 

항진제(dopamine agonist) 치료법이 소개된 후 부터는 종양의 크기,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터어키안 외부로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bromocriptine, pergolide 등의 약물 

치료방법 만을 사용하거나 수술 전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bromocriptine을 먼저 투약하는 등 수술과 병용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 

쓰이고 있다.2,6,9,11,13 특히 급속히 악화되는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거나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약물에 대해 심한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양의 크기에 관계없이 즉 미세선종과 거대선종 모두의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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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임상적 비교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2,11,13,16,17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침습성 프로락틴 

선종(invasive prolactinoma)중 종괴의 압박에 의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많은 신경외과의사들이 종괴 효과의 빠른 호전을 위해 약물 치료 보다는 

수술적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침습성 프로락틴 선종의 경우, 최근 들어 

많이 시행되고 있는  뇌기저 접근법을 적용하여 뇌신경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수하고 종괴를 제거하더라도 수술 후에도 대부분의 환자가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한다.5 

  본 연구에서는 지난 12년간 20례의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대신 bromocriptine을 이용한 약물적 치료를 일차적인 치료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16례에서 침습성 프로락틴 선종의 종괴크기 감소, 고프로락틴 혈증의 교정, 

호르몬 부족현상의 회복, 신경학적 증상의 개선 등의 치료효과를 경험하였기에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여 침습성 프로락틴 선종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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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2년부터 2004년 1월까지 본원에서 한 명의 신경외과의에게 치료 받았던 

침습성 프로락틴 선종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 20명의 

치료결과를  분석하였다. 

환자군의 선택기준으로는  

가. 혈중 프로락틴치가 150ng/ml이상인 경우  

나. MRI상  해면정맥동 침범이 있는 경우  

다. Mixed tumor가 아닌 경우 (성장호르몬 분비선종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선종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라. 혈중 프로락틴치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약물 투여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마. MRI와 호르몬 수치의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경우 

    로 환자군의 선택범위를 제한하였다.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22.7개월이었다.  

 

2. 방법 

 약물 치료 전, 후의 임상증상, 종양의 크기, 혈중 프로락틴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약물 투여 전, 후에 있었던 다른 호르몬 즉 Thyroid 호르몬, Testosterone, 

LH(Leutinizing hormone), FSH(Follicle stimulating hormone) 결핍증의 회복 

정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로는 MRI상 해면정맥동을 비롯한 터어키안 주변구조로의 

침습이 매우 심한 경우, 즉 수술적 완전적출이 어렵고 수술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을 선택하고, 환자에게 약물 투여가 증상경감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약물 투여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모두 

설명한 후 환자가 약물 치료에 동의할 경우 시행하였으며, 약물 치료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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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 섬유화에 의한 수술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3개월 동안의 약물투여 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함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약물 투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bromocriptine을 

2.5mg/day부터 시작하여 환자의 혈중 프로락틴치에 따라 3일-7일 간격으로 

용량을 증가시켰으며, 1주 간격으로 혈중 프로락틴치를 측정하여 약물의 

용량조절에 참고하였다. 약물 투여 시작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최대량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도록 용량을 조절하였으며, 3개월 경과 후  MRI를 시행하여 

종괴의 감소 효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의 약물 치료를 시행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종양크기의 측정은 3mm 두께의 MRI 

관상면을 Scion image Beta 4.02(Scion Co, Maryland, USA) 또는 GE Centricity 

PACS system(GE Medical system, Crontoville, New York, USA)을 이용하여 

면적을 측정한 다음 그 합을 구하여 부피를 계산하였다.  

 

3. 통계 분석  

 종양 감소의 정도, 혈중 프로락틴치등의 수치의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약물 

투여 전, 후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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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연령분포, 성별 및 임상증상 

 전체 뇌하수체 선종 환자 521명 중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범위로 

분류되었던 환자는 20례 였으며 남녀의 비는 1:1이었다. 연령은 평균 38.7세(23-

70세)였으며 평균연령은 남자에서 41세, 여자에서는 36.3세였고 30대가 가장 

많았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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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 환자의 성별 및 연령분포. 

 

2. 약물 투여 전, 후의 환자의 증상 

주증상으로는 시력장애 및 시야결손이 1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증상으로는 여자의 경우에는 월경장애, 불임이 7명(70%), 남자의 경우에는 

발기부전, 조루, 사정장애 등의 성기능장애가 5명(50%)이었다. 그 외 두통이 

7명에서, 대뇌신경 마비에 의한 안구운동장애가 2명에서 있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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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 환자의 치료 전 증상의 분류 

Symptom & Sign Female Male 

  Mass effect 

시력장애 및  

    시야결손         
6 7 

      두통 3 4 

      뇌신경 마비 

    (3rd, 4th, 6th) 
2 0 

 Hormone effect 

             무월경, 불임 7 0 

              성기능장애 1 5 

 

내원시 호소하였던 임상증상 중 시력장애 및 시야결손은 약물투여 후 1 주일 내에 

호전되었고 특히 증상이 심하여 양측성 전맹이었던 환자 1명은 약물 투여 후 1 주일 

내에 30cm정도의 거리에서 손가락 개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었다(증례 17). 뇌신경장애를 보였던 2명의 환자들도 3일 내에 

호전되었다(그림 2). 

호르몬 장애에 의한 증상 또한 1명(증례 19)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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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차 신경 마비증상을 보였던 환자의 bromocriptine 투여 전, 후의 MRI 

추적검사 결과와 증상호전 정도. 왼쪽 : Bromocriptine 투여 전 MRI 와 3차 신경 

마비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사진, 오른쪽 : Bromoctiptine 9개월 후 종괴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MRI 와 약물 투여 후 2주 후의 환자의 3차 신경 마비가 호전된 

사진. 

 

3. 약물 투여 전, 후의 혈중 프로락틴치의 변화 

 약물 투여 전 혈중 프로락틴은 평균 1805.4ng/ml로 정상범위의 100배 이상으로 

높아져 있었으며 약물 투여 후 적어도 투여 1주일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약물을 증량하였다. 대부분 투여 3-7일 안에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었고, 투여 1주후부터 프로락틴치는 감소되기 시작하여 약물 투여만 

시행하였던 16례에서 3개월 내에 혈중 프로락틴치는 감소되었고 3개월 후 

MRI에서 현저한 종괴의 감소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8~85% 감소). 3례에서는 

혈중 프로락틴치는 정상화되었으나 종괴의 감소효과가 없어 3개월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증례 11, 12, 13). 종괴의 크기는 23.4% 줄었으나 

프로락틴치가 300ng/ml 이상으로 정상화되지 못하였던 1례에서는 수술을 

거부하다가 약물투여 7개월 뒤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증례 10). 1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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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크기는 80% 정도 감소하였으나 프로락틴치는 238.5ng/ml로 높아 약의 

용량을 조절하며 추적관찰 중이며, 1례에서는 종양의 크기는 35% 감소하였으나 

프로락틴치가 치료 2년반 뒤 45.5ng/ml로 정상보다는 약간 높았고, 종양이 일부 

커지는 소견(26.7cm3에서 27.2cm3로 증가)을 보여 수술을 권유하였 으나 거부하여 

방사선치료를 4500cGy 시행하였다(증례 18, 표 2). 프로락틴치가 정상화되지 않은 

또 다른 1례에서는 종양이 80% 이상 감소되고 증상이 호전되어 약의 용량을 

조절하며 추적관찰 중이다(증례 9).  

 

그림 3. 약물 투여후의 혈중 프로락틴치와 종양감소 정도. 

 *증례 11, 12, 13 – 투여 3개월 후 종괴감소 효과 없어 수술 시행함. 

** 증례 10 – 투여 3개월 후에도 프로락틴치가 300ng/dl로 감소되지 않아 수술 

시행함. 

*** 증례 18 – 프로락틴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고, 종양의 크기가 다시 증가하여 

방사선치료를 추가로 시행함. 

 

4. 약물 투여 전, 후의 종양크기의 변화 

MRI는 약물 투여 후 최소 3개월 내에 추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종양크기가 

증례 별 프로락틴치와 종괴감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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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경우에는 6개월, 12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다(그림 4).  

약물 투여 전 종양의 평균크기는 20.6cm3(1.3~52.4) 약물 투여 3개월 후에 

시행한  MRI에서는 전체적으로는 13.94cm3(1.2~32.9)로 평균 28.01%의 감소를 

보였으나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 value 0.15, 

유의수준 0.05). Bromocriptine 투여 만으로 치료하였던 16례에서 마지막 

MRI상에서의 종양부피의 평균은 7.3cm3(0~27.2cm3)로 투여전의 20.5cm3에 비해 

64.4%의 현저한 종괴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value 0.00001). 약물 투여 전, 후의 종양의 크기와 프로락틴 수치는 유의한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투여 전 p value  0.288, 투여 후 p value 

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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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bromo post bromo 2 개월 post bromo 30 개월 post bromo 42개월pre bromo post bromo 2 개월 post bromo 30 개월 post bromo 42개월

 

Pre bromo. Post bromo 2주 Post bromo 6 개월 Post bromo 36 개월Pre bromo. Post bromo 2주 Post bromo 6 개월 Post bromo 36 개월

 

그림 4.  Bromocriptine 투여후의 종양크기의 변화. 

위로부터 증례 3, 4,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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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물 투여 전, 후의 호르몬의 변화  

수술 전 호르몬 검사상 프로락틴을 제외한 다른 호르몬 수치는 남자의 경우 

7례에서 testosterone이 정상수치(20~49세: 245~1836ng/dl, 50세 이상:181~772) 

이하 또는 낮은 수치(lower normal, 78.06~251.02ng/dl)로 측정되었고, 4명에서 

T3나 T4, fT4가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다. Testosterone 결핍을 보였던 환자 중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던 7례에서는 호르몬 보충 없이 bromocriptine 만을 

투여함으로써 testosterone 수치가 증가하여 2례에서는 정상 수치를 보였고, 

5례에서는 정상 수치는 아니었으나 증가를 보였다. 낮은 수치의 T3, T4, fT4를 

보였던 4례의 남자환자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정상수치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10례 중 9례에서 Estradiol이 감소되어 있었으며(8~295.67pg/ml), 6례에서 LH, 

FSH의 감소를 보였고, 6례에서는 T3또는 T4, fT4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 중 

약물 치료만 받았던 6례 중 3례에서 estradiol 증가를 보였고, 3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LH,FSH의 감소를 보였던 5례 중에서는 4례(80%)에서 호르몬 수치의 

증가를 보였고,  수술 받지 않은 5례 중 3례(50%)에서 T3 또는 T4, fT4 수치의 

증가를 보였다(그림 5,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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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romocriptine 투여 전, 후의 프로락틴 및 기타 호르몬의 변화(증례 14). 혈중 

프로락틴치의 감소를 보이며 bromocriptine 투여만으로 FSH, LH, Thyroid 호르몬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IV. 고찰 

 

프로락틴 선종에서 혈중 프로락틴치와 종양의 크기는 비례관례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침습성 프로락틴 선종의 경우에는 혈중 프로락틴치가 1000ng/ml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Kwon 등은18 거대선종 

24례의 프로락틴치를 조사한 결과 혈중 프로락틴치가 200ng/ml 이상인 경우가 

88.9%를 차지해 종양의 크기와 혈중 프로락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Jung 등의17 연구에서도 거대선종 18례 중 67%에서 혈중 프로락틴치 

가 200ng/ml 이상 이었음을 보고하였다. 혈중 프로락틴치가 1000ng/ml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는 종양이 해면정맥동까지 침범됨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4,15, 본 연구에서는 20례의 침습성 거대선종 모두에서 

200ng/ml 이상으로 혈중 프로락틴치가 증가되어 있었고, 평균 1805.4ng/ml으로 

높아져 있었으며 1000ng/ml 이상이 14례로 70%를 차지했다. 그러나 종양의 

크기와 혈중 프로락틴치가 비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1례에서는 

종양의 크기는 5cm3 이하로 작았으나 프로락틴 수치는 1000ng/ml 이상으로 

해면정맥동을 침범한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프로락틴치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증례  8).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임상증상은 여성의 경우 무월경, 유루증 및 생식기능 장애를 

보이며, 남성의 경우 성욕감퇴, 발기부전, 불임증 및 유루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다른 종류의 기능성 선종보다 젊은 나이에 빨리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프로락틴 분비선종 에서는 종양이 종괴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 두통, 시야장애, 뇌신경압박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6,13,17 

이와 같이 호르몬 이상에 의한 증상 이외에도 신경학적 이상을 자주 동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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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경우에는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빠른 신경감압 

효과를 위해 경접형동이나 경두개 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8,10,15 

최근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수술 후 장기추적 검사상 재발률을 12~15%로 보고하는 

문헌도 있었으나20 많은 문헌에서는 아직도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경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은 26-50%의 높은 재발율이 보고되고 있다.10,12,15,16 그 외에도 

뇌척수액 비루, 뇌수막염, 요붕증등의 여러 가지 수술합병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18,21 또한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경우에는 경접형동 종양절제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종양의 전적출이 불가능해 경접형동 절제술 후 추가로 경두개 

접근법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프로락틴혈증이 완치될 

가능성이 적고 수술할 경우 경막하수종, 시신경손상, 동안신경손상, 뇌부종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사용된 프로락틴 분비선종의 대표적인 치료약물인 bromocriptine은 

도파민의 분비를 항진시키므로서 프로락틴의 생성과 분비를 방해하여, 고프로락틴 

혈증에 치료효과가 있고 그 치료효과는 약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는 

bromocriptine이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 mRNA의 합성 및 프로락틴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며, 또한 cytotoxic effect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종양세포내의 세포 내 

소기관의 감소로 인하여 세포질 용적이 줄어들면서 종양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bromocriptine 치료는 투약을 

중지하면 선종이 다시 커지고, 혈중 프로락틴의 수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투여 시에는 선종 주위에 섬유화를 초래하여 

bromocript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고 수술하는 경우, 종양의 적출이 어려워져 

bromocriptine을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 사이의  수술적 완치율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Landolt 등은8 3개월 이상 bromocriptine을 투여한 21명과 그렇지 

않은 control군의 수술 후 프로락틴 분비선종에서 종양 주위의 섬유화를 정량 

분석하였고 그 결과 두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례(증례 10)에서 혈중 프로락틴치가 떨어지지 않고 종괴가 13.4% 

정도 감소하여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약 7개월 만에 수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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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수술 중 종양주위의 섬유화가 심하여 제거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에 반해 

3개월 이내에 수술했던 3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 

 위와 같이 bromocriptine은 일차적 치료방법이라기 보다는 수술 전 투여로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켜주거나 종양의 완전적출이 어려운 거대선종의 경우 수술 후 보조적 

치료법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85년 Mark 등9의 연구에서는 

프로락틴 거대선종에서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bromocriptine을 사용하였고, 27례의 

프로락틴 거대선종에서 46%의 환자에서 50% 이상의 종괴감소 효과를 나타내었고, 

18%의 환자에서 50% 가량의 종괴감소를 보였으며, 나머지 36%에서도 종양 크기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위 연구에서는 최소 6개월 이내에 종양의 크기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후 6개월 동안에도 감소속도는 느렸으나 크기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최근 Acquati 등은13 132명의 후향적 연구결과에서 89%의 

환자에서 bromocriptine만으로 혈중 프로락틴치의 정상화를 보였고 82%에서 

종괴감소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0%에서 혈중 프로락틴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80%에서  종괴감소 효과를 보였다. 

 Bromocriptine 복용환자의 5~10%에서는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기립성 저혈압 

등이 있으며, 드물게 뇌척수액 비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두통, 

피로, 복통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2례에서 오심 등의 

소화기 부작용과 1례에서 뇌척수액 비루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모두 별다른 

치료 없이 소실되었다. Bromocriptine 투여 시 그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혈중 프로락틴치만을 측정하였던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 중 

3례에서는 투여 3개월 후 혈중 프로락틴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종괴의 감소는 

7~15% 정도로 미약하였다. 그러므로 bromocriptine 투여 시 혈중 프로락틴치만 보고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당한 수술적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빠른 기간, 즉 적어도 섬유화가 초래되는 기간으로 

알려진 3개월 이내에 MRI를 시행하여 종괴감소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수술적 

치료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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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침습성 프로락틴 분비선종 환자 20례에서 일차적 치료방법으로 수술적 방법을 선

택하지 않고 bromocriptine 투여를 일차적 치료법으로 선택하여 평균 22.7 개월 동안 

추적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16례에서 bromocriptine 투여만으로 증상의 호전, 종괴

감소 효과 및 혈중 프로락틴 농도의 감소를 보였다. 수술을 시행하였던 경우는 4례

로 3개월 이상의 투여 시에도 종양의 감소 정도가 최초 종양크기의 15% 이하이거

나 종양감소 후에도 종양의 크기가 30cm3 이상이었던 경우로 이런 경우 종양의 섬

유화로 인해 추후 수술적 적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bromocriptine 치료에 

저항성을 갖고 있는 종양으로 규정하고 경접형동 수술을 시행하였다. 1례에서는 

bromocriptine 투여 후 종양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치료 2년 6개월 후 용량을 줄이면

서, 프로락틴치의 증가와 종양크기의 증가 보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뇌하수체 

기능부전에 의한 호르몬 결핍증상 또한 bromocriptine 투여만으로 50% 이상에서 

Testosterone, Estradiol, LH, FSH과 같은 호르몬의 증가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bromocriptine은 침습성 프로락틴선종의 일차적인 치료에 있어 수술적 치료에 우선

하여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위험성이 적은 치료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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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romocriptine Treatment for Invasive Prolactinoma 

 

Moon Sool Ya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o Kim) 

 

The prolactin secreting pituitary adenoma, prolactinoma, is the most common 

functioning pituitary tumor. Prolactinoma sometimes  shows severe 

invasiveness to the adjacent cavernous sinus, especially in male.  

The dopamine agonist, bromocriptine, is used as a alternative treatment 

modality to surgery for prolactinoma, and its effectiveness in 

macroprolactinoma or giant prolactinoma also reported. But, in invasive 

prolactinoma, the transsphenoidal or transcranial approach for tumor removal 

has been more preferred treatment option for neurosurgeons. Especially, rapid 

decompression of mass effect and resolution of the neurologic deficit is 

demanded.  

We performed a prospective study of bromocriptine treatment as the first 

treatment option for the 20 invasive prolactinoma patients who presented with 

neurological or endocrinological abnormalities. As the result, 16 patient showed 

excellent result with only bromocriptine treatment. These patients showed not 

only marked reduction of tumor volume but also, improving clinical symptoms 

and other hormonal deficit. But, the remaining 4 patients required the surgical 

treatment due to no reduction of tumor size within 3 months. Probably these 

tumor had resistance to bromocriptine. So, even patients showed dro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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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actin level, it should require careful follow up of tumor size with MRI . 

We analyze the clinical outcomes, the  changes on tumor size, and the serum 

prolactine and other hormone levels with bromcriptine treatment in invasive 

prolactinoma.  

 

Key words : invasive prolactinoma, bromocriptine 

 

 

 

 

 

 

 

 

 

 

 

 



증례 나이 성별 

투여 전 

종괴 

크기 

(cm3) 

투여 

3개월 후

크기 

( cm3) 

투여 3개

월 후 감

소 정도

(%) 

최종 종

양 크기

( cm3)

추적 

검사 

기간(개

월) 

투어 전

혈중 

프로락

틴치 

(ng/dl)

투여 3개월 

후 혈중 

프로락틴치 

(ng/dl) 

 

최종 혈중

프로락틴치

(ng/dl) 

투여 전 

호르몬 

결핍 

투여 후 

교정된 

호르몬 

비고 

1 35 M 16.6 12.2 26.5 7.3 8 2741 15 16 Test def 정상  

2 35 M 12 9.9 17.5 6.2 4 4356 1 1 Test def 수치 증가  

3 33 M 17 14.2 16.5 2.5 7 340 52.6 3.5 
Test def 

T3,fT4 

Test.만 

수치증가 
 

4 28 M 28.2 23.1 18.1 0 36 200.8 9.87 1 Test def 정상  

5 46 M 19.2 13.1 31.8 8.7 3 2488 21.2 21.2 
Test def 

T4,fT4 
정상  

6 46 M 23.1 16 30.7 5.4 31 1000 11.43 2.8 Test def 회복 안됨  

7 45 M 15.2 7.4 51.3 3.8 60 4000 2.1 18.3 T4,fT4 정상  

8 47 M 23.3 3.5 85 0 24 2000 41.0 1 
Test def 

T3,T4,fT4 
정상  

9 39 M 10.5 8 20 8.3 18 1722.5 245.3 238.5 Normal 
추적검사 

안됨 
 

10 56 M 38 32.9 23.4 24.6 33 1000 300 300 Normal 정상 수술 

11 23 F 13.35 11.9 11.2 3.5 4 4829 16.5 1.2 E2 def E2 증가 수술 

12 33 F 5.7 5.3 7 1.4 8 166.6 1 1 E2,fT4 def 정상 수술 

13 29 F 20 21 0 0 24 1849 1 17.4 E2,LH,FSH,fT4 회복 안됨 수술 

14 28 F 23 16.5 28.3 2.4 60 4820 1.75 3.9 E2,LH,FSH,T3 정상  

15 31 F 17.6 5.6 68.2 3.2 18 1150 1.62 16.1 LH,FSH,T3,T4 정상  

16 37 F 29.4 19.6 45.2 16.1 27 1134 1 2 
E2,LH,FSH 

T4,fT4 

E2,LH,FSH 

수치증가 
 

17 61 F 52.4 41.8 20.2 20.4 36 400 211.7 102.1 E2,LH,FSH, 
LH,FSH 

수치증가 
 

18 67 F 41.4 26.7 35.5 27.2 44 200 147.1 45.4 E2,fT4 fT4 증가 
방사선 

치료 

19 26 F 1.3 1.2 8 0.8 7 500 34.3 10.2 E2,FSH,LH 회복 안됨  

20 28 F 5.3 4.2 20.8 4.2 2 1111.6 2.1 2.1 E2 E2 증가  

 

표 2. 약물투여 전, 후의 종양 크기, 혈중 프로락틴치 및 호르몬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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