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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 11예의 임상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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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Features of 11 Patients with Xan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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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Because preoperative diagnosis of xan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XGP) is difficult, due to its 
similarities to other renal diseases, the diagnosis is made postoperatively in most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linical findings in 11 patients with histologically documented XGP.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laboratory and radiological findings, preoperative diagnoses and 
operative methods of 11 patients with XGP, who underwent a surgical procedure or percutaneous renal biopsy.
Results: Among eleven patients, nine had flank pain and six had anemia. Preoperatively, three patients were diagnosed as XGP, 
two with renal cell carcinoma, two with renal tuberculosis, one with renal abscess, one with perirenal abscess, one with renal 
staghorn calculi with non-functioning kidney, and one with pyelonephrosis. On the basis of the computed tomography (CT) 
features, the diffuse or global forms (70.0%) were more common than the localized or focal forms (30.0%). One patient diagnosed 
with renal cell carcinoma preoperatively was diagnosed as XGP through an intraoperative frozen section renal tissue biopsy and 
underwent partial nephrectomy. One patient diagnosed as focal XGP underwent percutaneous biopsy of the renal mass, which 
confirmed the diagnosis. This patient received treatment with only antibiotic therapy.
Conclusions: CT can be considered the preferred diagnostic tool for the evaluation of XGP; however, percutaneous renal biopsy 
seems to be valuable in selected cases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renal malignancy. (Korean J Med 2012;82: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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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mptoms of xan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Symptoms No. of patients (%) Characteristics

Fever 3 (27.3) 38.9℃ (38.6-39.2)

Chill 1 (9.1)

Flank pain 9 (81.8)

Palpable mass 1 (9.1)

Fatigue 1 (9.1)

None 1 (9.1)

서     론

황색육아종성신우신염(xan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XGP)은 중년여성에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요로결석이

나 폐색에 병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6년 Schlagenhaufer

가 포도상구균 감염증이라는 병명으로 처음 보고하였고, 

1934년 Putschar가 조직학적 검사에서 지방질을 함유한 포말

세포를 발견하고 XGP라 하였으며, 주 원인균은 Escherichia 

coli와 Proteus mirabilis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질환은 농

신증, 신결핵 그리고 신장암 등과의 감별이 어려워, 일반적

으로 신적출술 후 병리조직 소견으로 확진할 수 있다[1]. 그

러나 술 전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국소형 병변인 경우 항생제 치료 혹은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어 신 보존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병리조직 검사에서 XGP로 확진된 11명의 임상적, 혈액학적, 

방사선학적 소견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XGP의 임상적 특성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상 환자

199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술 

전 병리조직 검사 및 술 후 병리조직 검사에서 XGP로 확진

되었던 1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

하였다.

방법

임상증상, 혈액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술 전 진단 및 수

술 방법을 조사하였고, 복부 초음파촬영의 경우 형태학적 특

성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1) 미만성 수신증을 동반한 경우, 

(2) 미만성 신실질을 동반한 경우, (3) 미만성 위축을 동반한 

경우와, (4) 부분적 황색육아종성신우신염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2].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의 경우 미만성 병변과 국소

성 병변으로 구분하고, 미만성 병변은 병기를 I-III으로 나누

었으며 신장 내 국한된 염증을 병기 I, 신장 외에 신우나 신

주위 지방층까지 염증이 파급된 경우를 병기 II 그리고 후복

막강이나 타 장기까지 염증이 파급된 경우를 병기 III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3].

결     과

환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55.5 ± 16.3세(35-80세)였으며, 

남녀의 비는 4:7였다. 11명 모두 일측성이었으며 좌측이 7명

(63.6%), 우측이 4명(36.4%)였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

한 경우가 10명(90.9%), 복부 자기공명촬영술(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시행한 경우가 2명(18.2%), 복부 초음파 촬

영을 시행한 경우가 4명(36.4%) 그리고 신적출술을 시행하

기 전 신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의학 검사 (Tc-99m DMSA 

renal scale)를 시행했던 경우가 5명(45.5%)이었다. XGP와 동

반된 기저질환으로는 당뇨가 3명(27.3%)이였고, 고혈압은 4

명(36.4%)에서 있었다. 

임상 발현 양상

임상증상으로 내원 당시 평균 섭씨 38.9℃의 고열을 동반한 

경우가 3명(27.3%)이었고, 오한을 동반한 경우는 1명(9.1%)

이었다. 9명(81.8%)에서 측복부 동통이 동반되었으며, 종물

이 촉지된 경우는 1명(9.1%)이었다. 1명(9.1%)에서 피로감을 

보였고 1명(9.1%)은 증상이 없었으나 방사선학적으로 우연

히 신우 협착이 동반된 수신증이 발견되었고, 신결핵 혹은 

이행세포암종과의 감별을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다(Table 1).

검사실 소견

간기능 검사 소견으로는 AST/ALT는 1명(9.1%)에서 상승

된 소견을 보였고, 평균수치는 43.4/24.7 IU이었고, 저알부민

증을 보인 경우가 4명(36.4%)으로 평균수치는 3.2 g/dL이었

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빈혈을 보인 경우가 6명(54.5%)으로 

평균 수치는 11.2 g/dL이었고, 백혈구증다증을 보인 경우는 

7명(63.6%)으로 평균수치는 15,766/mm3이었다. 신기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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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boratory findings and concomitant diseases of xan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Parameters No. of patients (%) Characteristics

Concomitent disease

Diabetes mellitus 3 (27.3)

Hypertension 4 (36.4)

Hypoalbuminemia (< 3.0 g/dL) 4 (36.4) 3.2 g (1.6-4.4)

Elevated AST/ALT (> 40/40 IU) 1 (9.1) 43.4 (13-284)/24.7 (9-84)

Elevated BUN/Cr (> 26/1.2 mg/dL) 5 (45.5) 19.8 (7.9-69.4)/1.2 (0.7-2.8)

CBC

Anemia (< 12 g/dL) 6 (54.5) 11.2 (8.1-14.3)

Leukocytosis (> 10,000/mm3) 7 (63.6) 15,766 (7,270-52,300)

Urine culture (positive) 1/6

  Streptococcus agalactiae 1 (16.7)

Blood culture (positive) 1/4

  Staphylococcus epidermidis 1 (25.0)

Intraoperative pus culture 5/6

  Staphylococcus aureus 1 (16.6)

  Candida albicans 1 (16.6)

  Acinetobacter baumannii 1 (16.6)

  Alcaligenes faecalis 1 (16.6)

  Prevotella bivia 1 (16.6)

Urinalysis RBC WBC

2-4 5 (45.5) 4 (36.4)

5-9 1 (9.1) 2 (18.2)

10-29 1 (9.1) 0 (0.0)

> 30 4 (36.4) 5 (45.5)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IU, international unit; BUN, blood urea nitrogen; Cr, creatinine; CBC, 
complete blood count;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소견에서는 BUN/Cr은 5명(45.5%)에서 상승 소견을 보였고, 

평균 수치는 19.8/1.2 mg/dL이었다. 일반뇨 검사 소견으로는 

고배율 시야에서 적혈구가 2-4인 경우가 5명(45.5%), 5-9인 

경우가 1명(9.1%), 10-29인 경우가 1명(9.1%) 그리고 30 이상

이 4명(36.4%)이었고, 백혈구는 2-4인 경우가 4명(36.4%), 5-9

인 경우가 2명(18.2%) 그리고 30 이상이 5명(45.5%)이었다. 

요배양 검사는 6명에서 시행하였고, 1명 (16.7%)에서 검출되

었는데, Streptococcus agalactiae이었다. 혈액배양 검사는 4명

에서 시행하였고, 1명(25.0%)에서 검출되었는데, Methicillin- 

sensitive Staphylococcus epidermidis이었다. 술 전 및 수술 당

시 채취한 조직배양 검사는 6명에서 시행되었고,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가 1명(16.6%), Candida albicans

가 1명(16.6%), Acinetobacter baumannii가 1명(16.6%), Alcaligenes 

faecalis가 1명(16.6%), Prevotella bivia가 1명(16.6%)에서 검출

되었다(Table 2).

술 전 진단 및 치료

술 전 진단으로는 XGP이 3명(27.3%), 신세포암이 2명

(18.2%), 신결핵이 2명(18.2%), 신농양이 1명(9.1%), 신주위농

양이 1명(9.1%), 신녹각석을 동반한 무기능신이 1명(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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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tage I, involvement is limited to the kidney. (B) Stage II, involvement extends to the renal pelvis or the perineal fat within 
Gerota’s fascia. (C) Stage III, involvement extends beyond Gerota’s fascia into the retroperitoneum, other organs, or both. (D) Focal 
xan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Table 3. Preoperative diagnoses

Parameters No. of patients (%)

Renal abscess 1 (9.1)

Perirenal abscess 1 (9.1)

Staghorn calculi/c NFK 1 (9.1)

Pyonephrosis 1 (9.1)

Renal cell carcinoma 2 (18.2)

Renal Tbc 2 (18.2)

XGP 3 (27.3)

NFK, non-functioning kidney; Tbc, tuberculous; XGP, xan-
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그리고 농신증이 1명(9.1%)이었다. XGP로 진단된 3명 중 2

명은 미만형이었고, 1명은 국소형이었다. 신세포암으로 진단

된 2명 중 1명은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였고, 1명은 술 

중 신장의 동결절편 조직 검사에서 XGP으로 진단되어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하였다. XGP의 복강 내 파열로 진단된 1명

에서도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였다. 국소형 XGP으로 진단

된 1명은 술 전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XGP로 진단

되어 신절제술 없이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나머지 7명은 단

순 신적출술을 시행하였다(Table 3).

후향적 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분석

XGP로 확진된 후 후향적으로 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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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thods of imaging xanthogranulomatous pyelone-
phritis

Parameters No. of patients (%)

Ultrasounds 3/11 (27.3)

  Diffuse hydronephrotic XGP 1 (33.3)

  Diffuse parenchymal XGP 0 (0.0)

  Diffuse contracted XGP 1 (33.3)

  Segmental or focal XGP 1 (33.3)

CT 10/11 (90.1)

  Diffuse or global XGP 7 (70.0)

    Stage I 1 (14.2)

    Stage II 4 (57.2)

    Stage III 2 (28.6)

  Localized or focal XGP 3 (30.0)

XGP, xanthogranulomatous pyelonephritis; CT, computed tomo-
graphy.

화단층촬영을 분석하였다.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환자는 모

두 3명으로 부분적 염증을 동반한 경우가 1명(33.3%), 미만

성 수신증을 동반한 경우가 1명(33.3%), 미만성 만성 위축을 

보인 경우가 1명(33.3%)이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

한 환자의 경우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미만형 및 신 전체의 

염증 소견을 보인 경우는 7명(70.0%)이었다(Fig. 1). 이들의 

병기는 I이 1명(14.2%), II가 4명(57.2%) 그리고 III이 2명

(28.6%)이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국소형 염증을 보

인 경우는 3명(30.0%)이었다(Table 4).

경과 및 예후

술 전 신주위농양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

하였던 1명에서 치료 도중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하였고, 술 

전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국소형 XGP로 진단되어 보

존적 항생제 투여를 하였던 1명은 56일간의 항생제 치료 후 

추적검사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병변이 완전하게 호전

된 소견을 보였다. 나머지 9명은 평균 44.4 ± 31.0개월(7-95

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XGP는 드문 형태의 만성 염증성 신실질 질환으로, 다른 

신실질 질환과 임상적으로 감별이 어려우며 신수질과 신피

질이 심하게 파괴되고 황색 괴사성 조직으로 대치되며 병리 

조직상 특징적으로 포말 세포, 즉 지방을 함유한 대식세포가 

다른 염증세포와 함께 광범위하게 침윤되는 질환이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Anhalt 등[2]은 주로 30

대 이후 특히 50대에 호발하며 여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

였는데, 저자들의 경우 평균 나이가 55.5세였고 남녀 비는 

4:7으로, 중년 여성에서 흔하다는 기존의 문헌보고와 같았

다. XGP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으

나 다음의 가설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로 세균감염으로 인해 

파괴된 조직에서 유리된 지방질을 조직구가 식균하여 포말

세포가 나타난다는 가설로 Anhalt 등[2]은 90예 중 요배양 검

사에서 proteus 60%, E.coli 30%, Aerobacter 15%, Staphylococci 

15%, 혼합감염 15%으로 보고하였는데, 저자들의 경우 요배

양 검사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e가, 혈액배양 검사에서 

Staphylococcus epidermidis 각각 1명(16.6%)씩 검출되었다. 

수술 전 및 수술 당시 채취한 조직배양 검사에서는 Staphylococcus 

aureus가 1명(16.6%), Candida albicans가 1명(16.6%), Acinetobacter 

baumannii가 1명(16.6%), Alcaligenes faecalis가 1명(16.6%), 

Prevotella bivia가 1명(16.6%)으로 다양한 균 감염이 보고되

었으나, 요배양 검사 및 혈액배양 검사와 배양균이 일치하는 

경우는 1명도 없어,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경우 조직배양 검

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대사장애를 동반

한 이차적인 감염설과 혈관부전 또는 신결석 및 협착으로 

인한 요관폐쇄에 의한다는 가설이 있다. 결석의 동반빈도를 

Saeed 등[3]은 45%, Hooper 등[4]은 3%로 보고하였는데, 

저자들의 경우 5명(45.5%)에서 요석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녹각석이 2명(18.2%)이었다. 셋째는 신우신염의 

치료 목적으로 장기 사용한 항생제로 세균의 병인적인 성격

이 바뀌거나 조직반응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신우신염의 

이행으로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 이외에 Garber 등[5]은 

Amyloidosis와 동반된 경우를 보고하였고, Chuang 등[6]은 당

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XGP의 원인 질환은 아니지만 연

구했던 36명 중 5명에서 당뇨병이 있었고, 10명에서 공복 시 

고혈당증이 있었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경우 3명(27.3%)에서 

당뇨병이 있었다. Kuo 등[7]은 연구했던 30명 중 20명

(66.7%)에서 body mass index가 23 이상으로 과체중과 XGP

의 연관성에 대해 제시하였으나, 저자들의 경우 2명(18.2%)

에서만 body mass index가 23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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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으로 Anhalt 등[2]은 측복부 동통이 70-90%, 발열

과 오한이 45-70%, 지속적인 세균뇨가 46%에서 나타나며 그 

외 전신 권태감, 고혈압, 종물 촉지 및 간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 Samuel 등[8]은 측복부 동통과 고열이 가

장 흔한 증상이었고 각각 67%, 52%에서 있었다고 하였다. 

저자의 경우 측복부 동통이 9명(81.8%)에서 있었으며, 고열

을 동반한 경우가 3명(27.3%)에서 있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증가증과 빈혈이 주 소견이며[9],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10]. 저자들의 경우 백

혈구증가증이 7명(63.6%)에서 빈혈이 6명(54.5%), 저알부민

혈증이 4명(36.4%)에서 관찰되었으며, 간기능 검사상 AST/ 

ALT의 증가가 각각 1명 (9.1%)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간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Utz 등[11]은 반응성 간염 때문일 것

이라고 하였으며, Vermillion 등[10]은 이러한 간기능 저하를 

신적출술 후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저자들의 경우도 신적출술 후 간기능의 회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질환은 거의 항상 일측성으로 발생하므로 신부전

이나 고질소혈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만[9], 양측성으

로 발생한 경우에 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외에서는 

Perez 등[12]이 8명, 국내에서는 Jeong 등[13]이 소아의 1명, 

Choi 등[14]이 성인의 1명을 보고한 바 있다. 

수술 전 진단을 위해 배설성 신우조영술, 신장초음파, 전

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등 다양한 영상 검사가 시행

된다. 신장 초음파에서 가장 전형적인 소견은 반향적 음영과 

무반향적 음영이 혼합된 신장 또는 종물의 음영이다. 전산화

단층촬영이 신실질과 신장 주위 병변의 침범 범위을 잘 보

여주고 결석 동반이나 신장암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어 흔

히 이용되는 영상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병변이 어느 한 쪽 

신장 전체를 침범하느냐 아니면 신장의 어느 일부분을 침범

하느냐에 따라 미만형과 국소형으로 나뉜다. 미만형인 경우 

특징적인 소견들로는 병변 중심부의 결석, 조영제 무배설, 

조영 증강되는 주변부를 가진 다발성 저밀도 병소들, 신장의 

외형을 유지한 신비대, 신주위 염증 등이 있으며[15,16] 

Eastham 등[17]은 수축된 신우 내 결석, 큰 무기능신 그리고 

신실질에 조영 증강되는 주변부를 가진 다발성의 계란형 저

밀도 병소들이 관찰되는 경우 술 전 진단율을 87%까지 보고

하였다. 저자들의 경우 수술 전 XGP로 진단된 3명 중 특징

적인 소견은 미만형은 2명, 국소형은 1명에서 관찰되었다. 

염증의 침범 정도에 따라 병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하

는데, 병기 I은 염증이 신장 내 국한된 경우, 병기 II는 신장 

외에 신우나 신주위 지방층까지 염증이 파급된 경우 그리고 

병기 III는 후복막강이나 타 장기까지 염증이 파급된 경우로 

구분하였다[3]. 저자의 경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10명의 병기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고, 7명(70%)가 미만형

으로, 이 중에서 병기 I, II, III이 각각 1, 4, 2명씩으로서 10명

의 60.0% (미만형의 85.7%)가 신장 밖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장과 소화기관 혹은 피부와의 누공이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18-20], 혈액투석 환자에서 자발성 신파열이 

동반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21]. 국소형인 경우 특히 결석

이나 폐색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이 

다소 비특이적이며, 내부에 한 개 내지 수 개의 저밀도 병소

가 있는 국소 팽윤의 형태로 관찰되어 신종물과 감별이 어

려운 경우가 많다. 저자의 경우에도 복부 초음파와 전산화단

층촬영의 국소형 병변이 신세포암으로 오진된 경우가 2명 

있었다. XGP의 18F-FDG PET/CT 소견은 Swingle 등[22]이 

XGP에서 18F-FDG가 신실질을 따라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고, 국내의 Choi 등[23]이 소아의 국소형 XGP에서 종물

에 균일하게 18F-FDG 섭취(SUVmax = 4.1)가 증가 되어 있음

을 보고한 바 있어 18F-FDG PET/CT가 진단에 보조적으로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장초음파와 전산화단층촬영의 발달로 XGP의 발견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XGP라고 진단할 만한 

임상적 혹은 방사선학적 단일 소견이 없기 때문에 수술 전

의 정확한 진단은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Kang 등[24]은 

6명의 환자 중에서 1명(16.7%)만이 술 전에 XGP로 진단되었

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25]은 13명의 환자 중 술 전에 

XGP로 진단된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저자의 

경우 11명의 환자 중에서 3명(27.3%)에서 XGP로 진단되

었고, 신세포암이 2명(18.2%), 신결핵이 2명(18.2%), 신농양

이 1명(9.1%), 신주위농양이 1명(9.1%), 신녹각석을 동반한 

무기능신이 1명(9.1%) 그리고 농신증이 1명 (9.1%)으로 오진

되었다.

이와 같이 XGP 환자의 임상적 증상, 징후, 영상 소견 등

이 신세포암, 신결핵, 농신증, 신농양 등과 감별하기가 어려

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을 통한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필요하고[26], 술 전에 XGP로 진단되더라도 미만형 

병변인 경우 치료는 신적출술을 포함하여 염증성 종물을 모

두 제거하여야 한다[27]. 국소형 병변인 경우 악성 종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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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이 중요하여, 신장 조직 검사로 암이 번질 위험이 있긴 

하나 양측성이거나 임상적, 영상학적 소견으로 국소 XGP 가

능성이 높을 경우 제한적으로 술 전에 신장 조직 검사도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소형 XGP로 진단되면 부

분 신절제술로 신보존이 가능하며[12,26], Ho 등[28]은 국소

형 XGP 진단 후 8주간의 항생제 치료 후 완치되었음을 보고

한 바 있고, Fitouri 등[29]은 요석이 동반된 국소형 XGP에서 

요석을 제거한 뒤 8주간의 항생제 치료 후 완치되었음을 보

고한 바 있으며, Rasoulpour 등[30]은 소아의 국소형 XGP에

서 10주간의 항생제 치료 후 완치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저자의 경우 국소형 XGP가 의심이 되어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 검사상 XGP로 확진되어 신절제술 없이 광

범위 항생제(imipenem) 11일간 정주하였고, 경구용 항생제 

(ciprofloxacin)로 전환하여 총 56일간 투여한 뒤 추적검사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병변이 완전하게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증례들을 바탕으로 국소형 XGP에서 항생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항생제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증 및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겠다.

결론적으로 XGP는 임상적, 혈액학적, 방사선학적인 단일 

소견은 없으나 중년여성에서 흔하고 측복부 동통과 고열을 

주 증상으로 하며 간기능 이상과 빈혈이 동반될 수 있다. 복

부 전산화단층촬영이 유용한 검사이며, 이를 통해 미만형 

XGP가 의심이 되면 염증성 종물을 모두 제거하는 신적출술

을 시행하고, 국소형 XGP가 의심될 경우 술 전 신장 조직 

검사가 악성 종양과의 감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국소형의 경우, 부분적 신절제술, 배농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항생제 치료 전 조직배양 검사가 항

생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 종결 후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을 필요로 한다.

요     약

목적: 황색육아종성신우신염의 술 전 임상적, 혈액학적,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황색육아종성신우신염을 진

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자를 알아보고 치료방침을 결정하

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에서 황색육아종성신우신염로 확진되었던 11명을 대상으로 

임상증상, 혈액학적 검사, 방사선검사, 술 전 진단 및 수술 

방법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진단 당시 평균연령은 55.5 ± 16.3세(35-80세)였고, 

남녀의 비는 4:7였다. 총 11명 중 9명이 측복부 동통을 주소

로 내원하였다. 간기능 검사에서 AST/ALT는 1명에서 상승

된 소견을 보였고, 평균수치는 43.4/24.7 IU이었고, 저알부민

증으로 보인 경우가 4명으로 평균수치는 3.2 g/dL이었다. 일

반 혈액 검사에서 빈혈을 보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평균수

치는 11.2 g/dL이었고, 백혈구증다증을 보인 경우는 7명으로 

평균 수치는 15,766/mm3을 보였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 5

명(45.5%)에서 요석이 동반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녹각석이 

2명(18.2%)이었다. 술 전 진단으로 XGP이 3명, 신세포암이 2

명, 신결핵이 2명, 신농양이 1명, 신주위농양이 1명, 신녹각

석을 동반한 무기능신이 1명 그리고 농신증이 1명이었다. 

XGP로 진단된 3명 중 2명은 미만형이었고, 1명은 국소형이

었다. 신세포암으로 진단된 2명 중 1명은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였고, 1명은 술 중 신장의 동결절편 조직 검사에서 

XGP으로 진단되어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하였다. XGP의 복

강 내 파열로 진단된 1명에서도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

였다. 국소형 XGP으로 진단된 1명은 술 전 신장 조직 검사

를 시행하였고, XGP로 진단되어 신절제술 없이 보존적 항생

제 투여하였고, 나머지 7명은 단순 신적출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XGP는 중년여성에서 흔하고 측복부 동통과 고열

을 주 증상으로 하며 간기능 이상과 빈혈이 동반된다. 전산

화단층촬영이 유용한 검사이며, 이를 통해 미만형 XGP가 

의심이 되면 염증성 종물을 모두 제거하는 신적출술을 시행

하고, 국소형 XGP가 의심이 되면 악성 종양과의 감별을 위

해 술 전 신장 조직 검사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

소형 XGP가 확진이 되면, 부분적 신절제술 혹은 항생제 치

료를 고려한다.

중심 단어: 황색육아종성신우신염; 신적출술;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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