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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방의 전이성 악성 종양은 전체 유방 악성 종양의 1.3∼

6.6% 정도로 매우 드문 종양이다.(1) 혈액계 종양과 달리 

악성 흑색종은 유방 실질에 나타나는 전이 악종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임상 및 상적 연구에서 유방암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1,2)

  악성 흑색종은 약 20%에서 전이가 일어나고, 가장 흔한 

전이 병소는 간, 폐, 그리고 뇌이다. 악성 흑색종의 유방 

전이는 매우 드물지만 유방 전이를 일으킨 환자의 약 

40%는 악성 흑색종의 첫 임상 증상으로 나타난다.(3) 악

성 흑색종의 전이 병소에 대한 외과적 치료는 충분한 절

제변연을 포함하는 광범위 절제가 원칙이다.(1-3) 그러나 

실제로 현재까지 악성 흑색종 환자들은 여러 가지 전신적

인 항암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우 빠르게 전신

적인 전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

았으며,(1-7) 또한 외과적인 절제가 시행한 경우에도 매우 

좋지 못한 예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저자들은 49

세 여자 환자에서 좌측 비강에 발생한 악성 흑색종으로 

좌측 내상악절제술(medial maxillectomy)을 시행한 뒤 방사

선요법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좌측 유방에서 종물이 발견

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바 양측 유방의 악성 흑색종 전이

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본 증례는 49세 여자 환자로 좌측 유방에서 촉지되는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 으며,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악

악성 흑색종의 유방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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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 metastases from extramammary primary tumors are 
uncommon,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3∼6.6% of all 
malignant mammary tumors. Apart from hematopoietic 
neoplasms, malignant melanoma is one of the most common 
neoplasms with which secondary involvement of the mam-
mary parenchyme is known. Although they are so rare, 
breast metastases from such neoplasms can mimic primary 
breast carcinoma clinically and on imaging studies. Ap-
proximately 20% of the patients affected by malignant mel-
anoma will develop metastases, the commonest sites being 
liver, lung, and brain; metastases to the breast from 
malignant melanoma are rare, and in about 40% of the 
patients affected the breast lesion is the first manifestation 
of disease. Correct management of metastatic disease to the 
breast can prevent unnecessary mutilation; in fact, in the 
majority of patients so far widespread metastases have 
appeared rapidly despite various systemic treatments, 
showing that major surgery gives very poor results in terms 
of controlling the disease.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case 
of a 49-year-old woman with a history of a malignant 
cutaneous melanoma of nasal cavity that had been surgically 
excised in 2004. She was admitted to our Breast Division 
6 months later because a screening mammogram and an
ultrasound evaluation had revealed the presence of a 
nodular opacity in the both breast, without any clinical 

manifestations. For this reason, in September 2004 the 
patient underwent a simple mastectomy of both bre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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