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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e experienced a development of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CSC) in a patient
who had taken testosterone therapy, so we report this case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s.
Case summary: A 46-year old male who was on intramuscular testosterone-Enenthate 250
mg/month for 4 years presented to our eye clinic for central serous retinal detachement with
repetition of remission and relapse for 3 years. Fundus examination, fluorescein angiograph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were perfomed to check the change. Three months after stoping
intramuscular testosterone therapy, serous retinal detachment was completely resolved, and it
maintained for 1 year.
Conclusions: Testosterone possibly involve in the pathogenesis of CSC, it is important that
fundus examinations have to be performed periodically in case of systemic testosteron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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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은 전형적으로 청장년

남성에서 발생하는 망막 질환으로 안저 후극부에

망막하액이 모여 감각신경망막에 경계가 명확한 망

막박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1,2]. 대부분의 경우

4~8주내에 자연관해로 완전한 시력회복을 보이며

고용량의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가 시력저하와 장

액성 망막박리를 유발시켰다는 증례들은 이미 보고

된바 있다[3,7]. 저자들은 4년간 남성호르몬을 투

여하면서 관해와 악화를 반복한 중심성 장액맥락망

막병증을 경험하 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보 고

46세 남자가 4년간 반복된 좌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 다. 4년전 초진시 최대교정시력은

좌안 0.4, 우안 1.0이 고 안저검사와 빛간섭단층

촬 (OCT)상 좌안 황반부에 경계가 명확한 시신

경 유두 직경의 1.5배 크기의 장액성 망막박리와

망막색소상피박리가 관찰되었다(Fig. 1, A). 형광

안저혈관조 술상 중심와 비측에 굴뚝연기 모양의

누출이 나타났으며 촬 이 진행되는 동안 노출의

크기와 강도가 촬 이 진행되는 동안 증가하 고

점차 감각 신경 망막하에 조 제가 축적되는 양상

을 보 다(Fig. 1, B). 

1년뒤 OCT상 망막색소상피박리는 관해되었고

망막하액이 조금 감소하 고(Fig. 2, A),  3개월뒤

안저검사상 장액성 망막박리 소견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0.7로 호전되었다.

그후 6개월뒤 최대교정시력은 0.4로 저하되었고

안저검사상 장액성 망막박리가 재발되었다. 그후

환자는 추적소실 되었고 1년뒤 재병력 청취상 환자

는 4년 동 안 남 성 호 르 몬 Testosterone-

Enanthate (JENASTERONⓐ)을 평균 월 1회

250 mg 근주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성호르몬 투여를 중단하 다. 당시 좌안 최대교

정시력은 0.6이었고 OCT소견상 장액성 망막박리

가 관찰되었다(Fig. 2, B).

혈중 테스토스테론은 6.76 ng/ml(정상: 남:

2.4-10, 여: 0.09-1.0)으로 정상소견을 보 고

이는 남성호르몬 투여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 다.

남성 호르몬 근주를 중단한 후 3개월째 추적관찰

결과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은 0.7 이 으며 장액성

망막융기도 없는 자연관해 양상을 보 다(Fig. 3,

A). 남성 호르몬 근주 중단후 1년째 빛간섭단층촬

상 망막은 유착된 상태 고 재발의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다(Fig. 3, B)

고 찰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은 젊은 30~40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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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Optical coherence tomograph of the left
eye showing neurosensory retinal
detachment with focal retinal pigment
epithelium detachment. B. Fluorescein
angiography showing pooling fluorescein in
the subretinal space in the late stage.

(A)

(B)



남자에게 주로 나타나며 시력저하, 변시증, 소시증,

중심암점 등의 증상을 보이며 안저 검사에서 비교

적 경계가 명확한 황반 주변부의 장액 박리소견과

형광안저혈관조 검사에서 점상의 과형광이 특징

적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나타낸다[1,2]. 이 질환의

병인으로 내분비적 요인, 감정적 스트레스 등 정신

적 요인, 알레르기, 독소 및 바이러스 등이 있다

[3-12]. Gass and Littile[13]은 맥락막 모세혈

관 투과성이 파괴되면 스테로이드는 섬유아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모세혈관의 취약함을 증가시켜 맥

락막 모세혈관의 국소적인 손상 회복을 지연시킨다

고 하 다.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은 A형 인격과

임신에 있어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형

인격과 임신에 있어서 혈중 코티졸 수치가 증가되

어 있다는 사실이 스테로이드와 중심성 장액맥락망

막병증의 연관성을 뒷받침 해 준다[14,15].

남성 호르몬이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과 연

관되어 있다는 이론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안드로젠과 테스토스테론이 중심성 장액맥락

망막병증의 병인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이론을 뒷받

침해주는 근거로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이 여성

보다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에서

발생률이 높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감

소하는 것은 나이에 의존적인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16]. 또한 사람

의 망막색소상피세포에는 안드로젠 수용체가 존재

하며 이는 높은 혈중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중심

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17]. 더욱이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이

호발하는 A형 인격과 임신에 있어서 혈중 테스토스

테론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며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증가된다는 것은 남성 호르몬과 중

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의 연관성을 뒷받침 해준다

[2,18,19]. 

MA Ahad et al.[21]는 테스토스테론을 4년간

4주마다 500 mg을 정주받은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치에 달한 시점이 중심성 장액

맥락망막증이 발생한 시점과 일치하 고 테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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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After 1 year follow up later, OCT
showing no retinal pigment epithelium
detachment. B. After 3-years follow up later
, at which the time of withdraw from
testosterone, OCT showing slight resolution
of retinal detachment.

(A)

(B)

Fig. 3. A. 3 months later after stopping testosterone
therapy, OCT showing reattachement of
retina. B. 1 year later after stopping
testosterone therapy, OCT showing absolute
resolution of retinal detachment and there
was no recurrence.

(A)

(B)



테론과 중심성장액 맥락망막병증간의 연관성을 시

사하고 있다고 하 다. 이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

복용 중단 6주 뒤 완전관해 소견을 보 다. MC

Gieshaber et al.[22]는 경구로 테스토스테론 40

mg/day를 2달간 복용한 여자환자에서 중심성 장

액맥락망막병증이 발생하 고 약물 복용 중단 후 1

달뒤 혈중 테스토스테론 레벨은 정상이 되면서 형

광안저혈관조 술상 누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완전

관해 소견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저자들의 경우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은 자연

관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진 후 경과관찰 하

으며 관해와 악화를 반복하는 도중 환자가 테스토

스테론 근주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후 약물 근주를

중단시켰고 당일 측정한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이 다. 그러나 측정 당시 테스토스테론을 마

지막으로 근주한지 약 20일 후 고 비록 테스토스

테론 수치는 정상이 으나 남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상범위가 넓으며 본 환자의 경우 다른 보고된 경

우보다 비교적 적은 용량을 근주로 하여 낮은 수치

를 보인것으로 생각된다. 근주의 특성상 혈중 테스

토스테론 수치는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테스

토스테론을 근주하는 동안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

증은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동과 연관하여

관해와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약물 근주

중단 3개월 후 장액성 망막박리는 자연관해 되었

다.

테스토스테론을 평균적으로 얼마간 어느정도의

양으로 투여하면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이 발생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증례가 많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고용량

의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 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을 복

용하 을 때 혈중 테스토스테론은 유동적으로 변화

할 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증례의 경우 관해된 소견은 1년동안 유지되

었으며 이처럼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이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병

력청취상 테스토스테론 치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저자들은 남성 호르몬 투여와 연관되어 발생한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을 보고하고자 한다. 4년

간 남성호르몬 Testosterone-Enanthate (TE)을

매월 250 mg 근주한 46세 남자 환자가 3년동안

장액성맥락망막병증으로 관해와 악화를 반복하는

동안 시력 및 세극등현미경검사, 형관안저혈관조

검사, 빛간섭단층촬 등으로 변화를 관찰하 다.

남성호르몬 근주를 중단한 3개월후 장액성 망막융

기도 없는 자연 관해 양상을 보 으며 1년까지 유

지되었다. 이처럼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에 있어

서 테스토스테론이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중

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의 치료에 남성호르몬 사용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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