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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이러스 관련 신병증BK (BK virus associated ne-

은 신장 이식환자에서 이식 신 기능저phropathy, BKVAN)

하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최근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며1, 2) 발생빈도는 각 센터마다 약 정도로, 1-10%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3, 4) 대부분 은 이식 후. BKVA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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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내에 발병하나 약 정도에서는 신 이식 년 이후20% 1

에 발생하기도 한다5-7) 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문. BKVAN

제점은 적극적인 초기점검과 예방을 시행하는 이식센터에서

는 이식 신 소실 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년 이내에1

적게는 에서 많게는 의 이식 신 기능소실을 야기한30% 60%

다8)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주 치료법인 면역억제재의 감량.

혹은 변경 등을 시행할 경우 동반되는 급성 거부 반응의 위

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류마티스 관절.

염 치료약제인 의 항 거부반응 효과 및 항leflunomide BK

효과가 관찰되어 일부 환자에서 의 치료에virus BKVAN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보고되고있다9) 하지만 외국의보고.

신장이식 후 바이러스 관련 신병증에서의BK
의 임상경험leflun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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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K virus associated nephropathy (BKVAN) affects 1-10% of kidney transplant (KT) patients

and it produces a progressive destruction of allograft. Reducing immunosuppression is the only way

to save the graft, while it needs tight monitoring of the graft rejection and graft survival is poorer in

advanced case. Leflunomide has immunosuppressive effect and also antiviral activity. Addition of

leflunomide may improve BK virus clearance and graft survival.

Methods : 6 KT patients with biopsy proven BKVAN (Histological pattern B) were treated with lefluno-

mide and reduced immunosuppression. All patients were monitored with serial determination of viral

load in blood and graft function.

Results : BKVAN was diagnosed at 14 months (7-28) post transplant, at that time median serum

creatinine concentration was 2.8 mg/dL (1.8-3.6). 12.5 months (6-16) later of leflunomide treatment,

median serum creatinine was 2.3 mg/dL and no graft loss was found.

Conclusion : Leflunomide therapy with reduced immunosuppression may be effective in the treatment

for BK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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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국내에서는아직까지 의정확한발생빈도BKVAN

가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각 이식센터 별로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신.

이식환자에서 발생한 의 치료로서 의BKVAN leflunomide

치료효과 및 임상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1.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봉생병원에서 신장이식2000 1 2007 12

을 시행한 명과 중국에서 신장이식을 시행한 뒤 본원에서249

경과관찰중인 환자 명중 이식 신 조직검사를 통해 총 예93 8

본원이식 예 중국이식 예가 으로 확진이 되었( 3 , 5 ) BKVAN

으며 이중 로 진단된 예를대상으로Histological pattern B 6

하였다.

방 법2.

의 진단은 원인미상의 신기능저하가 관찰되는 환BKVAN

자에서 전향적인 소변 내 을 관찰하였고 연속 회decoy cell 3

이상 검출된 경우 혈청내 및신 조직검사를BK virus PCR

시행하였다 생검조직에서 수질부위에서 시작되는 특징적인.

상피세포의 핵 내 바이러스 봉입체 및 급성세뇨관 성 손상과

괴사를 관찰한 후 확진을 위해 에 대한SV40 large T Ag

면역조직학적 염색을 시행하였다 또한 조직소견에 따라서.

로 구분하였는데BKVAN pattern A, B, C
10, 11) 총 예의8

환자 중 예에서 예에서 로 진단2 BKVAN A, 6 BKVAN B

되었다 모든 예에서. tacrolimus-mycophenolate mofetil

의 자 병합치료 중이었고 진단과 동시에(MMF)-steroid 3

를 중단하고 로 교체 투여하였다 투여중MMF leflunomide .

인 는 감량을 시행하여 혈중 최저치를tacrolimus 5 ng/mL

이하로 유지하였고 는 투여용량을 하루 으로 조steroid 5 mg

절하였다 는 초기 하루 을 일 동안 사. Leflunomide 100 mg 5

용 후에 유지 용량으로 하루 으로 유지하였고 주 간40 mg 4

격으로 신기능 및 소변 내 유무 혈청decoy cell , BK virus

등을 조사하였다PCR .

결 과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징1.

진단시의 대상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BKVAN

대상환자 명중 명이 남자였으며 평균나이는6 4 45.5± 세10.2

이었다 일차 신 질환으로는 만성사구체신염이 명 당뇨병성. 5 ,

신증이 명이었다 명이사체신장이식 명이배우자간 명1 . 3 , 2 , 1

이 비 혈연간 생체이식을 시행하였다 이식 전 혈액투석을 시.

행한 환자는 명이었고 명은 복막투석을 시행하였는데 평균4 2

투석기간은 11.0± 개월 이었다 신장이식 후 을10.1 . BKVAN

진단하기까지의 평균기간은 14.0± 개월이었고 모든 환자8.0

에서이식전유도면역억제요법으로항임파구제재를포함한

자 병용요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상환자 명중4 (Table 1). 6

급성거부반응의 병력을 살펴보면 증례 에서 이식 후 일째B 7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거부반응으로 스테로이드와Banff IIA

항 흉선글로불린을 투여한 후 완전 관해 소견을 보였었고 증

례 환자에서도 이식 후 일째 역시 거부반응C 30 Banff IIA

Table 1. Epidemiological Features of Patients

Number of patients : 6

Age of patients
*

Sex (M/F)

Cause of CKD

Chronic glomerulonephritis

Diabetes mellitus

Dialysis modality (CAPD/HD)

Duration of dialysis (months)
*

Donor of transplant

Deceased

Spouse

LUR

Number of HLA mismatching
*

Duration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

until BKVAN (months)

Induction immunosuppressant

With Basiliximab

With Daclizumab

With ATG

Acute rejection before BKVAN

(Number of patients)

45.5±10.2

4/2

5

1

2/4

11.0±10.1

3

2

1

3.0±0.6

14.0±8.0

2

2

1

2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bbreviations : M, male; F, female; CKD, chronic kidney
disease; 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HD, hemodialysis; LUR, living unrelated; HLA, human leu-
kocyte antigen; BKVAN, BK virus associated nephropathy;
ATG, antithymocyte glob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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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스테로이드와항흉선글로불린을투여한병력이관찰되

었다 또한증례 의경우진단당시급속한신기능의저하가. B

관찰되어 급성거부반응이 동반됨을 의심하여 면역글로불린을

정주 하였지만 조직검사상 명백한 거부반응의 소견은 관찰되

지 않았다 증례 에서 신 이식 후 개월째 을 진. E 19 BKVAN

단한 뒤 초기 치료로써 를tacrolimus cyclo 으로 변경sporin

하고 를중단하는등면역억제감량요법을시행하였지만MMF

개월 경과관찰 동안 혈청 크레아티닌이 에서5 2.8 mg/dL 3.6

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mg/dL lefluno 를 추가 투여하mide

였다 진단 개월 전 환자의 평균 혈청 크레아티닌. BKVAN 2

은 1.3± 이었고 진단시의 평균 혈청 크0.3 mg/dL BKVAN

레아티닌은 2.8± 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신장0.7 mg/dL .

이식 후 조직학적으로 을 진단하기까지의 평균기간BKVAN

은 개월 개월 이었다14.0 (7-28) . Leflu 를 투여하기nomide

전 모든 환자에서 소변 내 양성 혈청decoy cell , BK virus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다PCR (Table 2).

치료 후 임상경과2. Leflunomide

으로 진단된 모든 환자에서 면역억제재의 감량BKVAN

및 중단과 동시에 를 투여하였다MMF leflunomide . Lefluno-

투여기간은 평균mide 12.5± 개월로 경과관찰종료 시까3.7

지 사용 중이었으며 종료시점의 평균 혈청 크레아티닌은

2.3± 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식0.5 mg/dL

신 기능소실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상환자군 모두에서 소변.

내 세포는 음성소견을 보였고 혈청내decoy BK virus PCR

은 진단 당시 급격한 신기능 저하를 보였던 증례 의 경우를B

제외하고는 모두 음전되었다 (Table 3, Fig. 1).

의 부작용3. Leflunomide

의 유지용량으로 하루 투여도중 용량Leflunomide 40 mg

변경을 요구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

반적으로 사용 후 발생할 수 있는 간수치의 상leflunomide

승 혈소판 감소증 간질성 폐질환 등도 관찰되지 않았다 하, , .

지만 증례 에서 혈색소 수치가 이하로 관A, B, D 10 g/dL

찰이 되었지만 이는 진단 당시 신기능저하로 인한BKVAN

빈혈로 추정이 되었으며 투여 후 경과관찰 동안leflunomide

악화되는 소견은 없었다 또한 증례 에서 약물복용 후 경미. C

한 소화장애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와의 명확한leflunomide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t the Time of BKVAN Diagnosis

Case
Sex/
Age

AR treatment
Before BKVAN

Initial
*

Serum Cr. (mg/dL)
Baseline

†

Serum Cr. (mg/dL)
Time to diagnosis of

BKVAN (months)
BK virus
blood PCR

Urine
Decoy cell

A

B

C

D

E

F

M/51

M/42

M/43

F/28

M/53

F/56

-

IVIG
‡

St. ATG

St. ATG

-

-

1.2

1.5

1.6

0.9

1.7

1.0

2.9

3.6

2.5

2.9

2.8

1.8

12

9

7

9

19

28

+

+

+

+

+

+

+

+

+

+

+

+

*
Initial serum Cr. means serum creatinine 2 months before BKVAN
†
Baseline serum Cr. means serum creatinine at the diagnosis of BKVAN

‡
Suspicious acute rejection at the diagnosis of BKVAN

Abbreviations : AR, acute rejection; Cr, creatinine; IVIG, intravenous immunglobulin St, steroid; ATG, antithymocyte globulin

Table 3. Patient’s Outcome on Leflunomide Therapy

Case
Duration of LEF

(months)
Serum Creatinine (mg/dL)

Pre-LEF/Post-LEF
BK virus

Blood PCR
Time to Negative

Blood PCR (months)
Urine

Decoy cell

A

B

C

D

E

F

12

6

16

15

15

11

2.9/2.0

3.6/2.8

2.5/2.2

2.9/2.6

2.8/2.8

1.8/1.7

-

+

-

-

-

-

5

-

6

3

6

3

-

-

-

-

-

-

Abbreviation : LEF, leflun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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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었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비교적 약

제 복용에 잘 순응하였다.

고 찰

로 신장이식 환자에서 비면역적인 기능손실polyomavirus

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써 년 등이1970 Gardner

신이식후 수뇨관 폐색을 동반한 환자에서 처음 보고를 하였

고 환자의 이니셜을 따서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다BK
12,

13) 바이러스의 정확한 전파경로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BK

일차성 감염은 세의 소아에서 경한 상기도 감염 발열 일2-5 , ,

시적인 방광염 증상 등을 야기한 후 잠복기를 거치게 된다.

바이러스 항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하게 되고 세BK 10

경에는약 이상에서 혈청항체양성율을나타낸다90%
14)
일.

차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재활성화는 정상적인 면역능력을 지

닌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는 반면 임신 장기이식 항암치료, , ,

감염 선천성면역결핍증등숙주의 면역이 감소된 상태HIV ,

에서 발생하여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15) 신장이식환자에게서.

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이와 같이 재활성화 된 경우로BK

출혈성 방광염 요로협착 신세뇨관염 간질성 신염 등을 초래, , ,

할 수 있다16)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간질성 신염은 특이. BK

증상 없이 혈청 크레아티닌의 상승만 관찰되고 이식 신 생검

에서 급성 거부반응 특히 형의 거부반응과 비슷한 소Banff I

견을 나타내어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부반응으로 치

료시에 바이러스 복제 활동이 증가하여 이식 신 기능 소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17, 18)

최근 와. tacrolimus MMF

등의 강력한 면역억제재가 도입된 이후 점차적으로 바이BK

러스에 의한 간질성 신염 (BK virus associated nephro-

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기전과 진단방법pathy, BKVAN)

들이 연구되어 왔고 이 질환이 이식신 기능부전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확인되어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이 점차 부

각되고 있다 외국보고에의하면최근 년. 2002-2003 BKVAN

의 발생빈도가 범위 평균 를 보이고 있고 대부1-10% ( 4.9%)

분 이식 후 평균 개월 이내에 진단되었다고 한다9-19
3-5) 저.

자들의 경우 경과관찰 중인 본원에서 신장이식을 시행한 환

자에서의 유병율이 명 중 명으로 약 정도를나타내는249 3 1%

반면 중국에서 신장이식을 시행한 환자에서의 유병율이 명93

중 명 으로 이는 외국의 보고보다는 비교적 낮지만5 (5.4%)

국내 타 병원에서 발표한 평균 의 발생빈도보다는 비교0.5%

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19) 의 진단시기는 이식 후. BKVAN

평균 개월 범위 로 다른 보고와 비슷한 시기를 보14 ( : 7-28)

였다. 의 위험인자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새로운BKVAN

면역억제재의 도입시기와 그 발생 빈도의 증가가 일치함으로

써 면역억제의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tac-

의 병합치료 군에서 발생빈도가 높rolimus-MMF-steroid

은 것으로 보인다20, 21) 항임파구제재가 의 발생에. BKVAN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도요법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혹은 뿐만 아니라 과BK viuria viremia BKVAN

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나 스테로이드 저항성 거부

반응의 치료를 위해 항임파구제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KVAN
1, 22, 23)

.

본 연구에서는 모든 예에서 유도면역억제재를 사용하였고 2

명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불응성 거부반응으로 항임파구제

재를 투여하였다 저자들의 경험으로는 고위험군 이식환자의.

유도요법으로 항임파구제재의 사용이 늘어난 년 이후에2005

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 요법을 통상적으BKVAN 4

로 사용하는 중국이식환자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때 항임파구제재와 같은 유도면역억제재가 아마도

의발생빈도를 증가시켰으리라보지만 더많은 조사BKVAN

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 진단은 이식신 생. BKVAN

검조직의 병리학적 소견이다 의 특징적인 소견은. BKVAN

상피세포의 핵 내 바이러스 봉입체 급성 세뇨관성 손상과 괴,

사이며 이런 소견은 국소적인 분포를 보이며 주로 수질부위

에서 시작하여 피질 쪽으로 진행하는 광범위한 병변을 보이

게 된다
24, 25)

이러한 의 조직소견은 급성거부반응과. BKVAN

유사하여 진단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등. Khaled
26)은

Fig. 1. Individual changes in serum creatinine before and
after leflunomide treatment. Abbreviations : M1, serum
creatinine 2 months before BKVAN; M0, serum
creatinine at the diagnosis of BKVAN; M2, serum
creatinine at the end of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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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식 신 급성거부반응의 감별 점으로 이식신 생BKVAN

검에서신세뇨관의바이러스성 세포변화와 동반하여 에SV40

대한 양성반응을 보이는 면역조직화학검사 등을 제시하였고

보조진단으로 뇨세포검사에서 세포를 관찰하거나 소변decoy

및 혈청에서 바이러스 역가의 평가 등이 유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소변 내 세포는 핵 내 봉입체를 지닌 탈락. decoy

된 상피세포로 의 진단에 특이적이지는 않고 양성BKVAN

예측 치는 미만이지만 이상의 민감도를 가진다 하30% 99% .

지만 최근 국내보고에서는 세포가 체내 바이러스의 상decoy

태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정량적으로 세포가decoy

많이 검출될수록 바이러스의 역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선행적 면역억제재 조절의 지침으로 용이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혈청 바이러스 검사와 더불어 선별검사로 주목 받고

있다27) 또 다른 보조진단의 방법으로 소변 및 혈액에서 중합.

연쇄반응을 이용한 바이러스의 검출이 있다 특히 혈액BK .

내 바이러스의 역가가 이상 일때BK 10,000 copies/mL

의 진단에 의 특이도를 보였다고 한다BKVAN 93%
10) 본원.

에서 원인미상의 신기능 저하가 관찰되는 모든 환자에서 전

향적으로 세포를 관찰하였는데 대상환자 군에서는 모decoy

두 연속으로 회 이상의 소변검체에서 당 개 이상이3 10 cc 10

관찰되었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혈액 내 바이러스 검. BK

출을 시도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바이러스의 검출을 정량적으

로측정하지 못하고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환자모두에서 신조직검사상 에합당한소견을BKVAN

보였고 염색에 양성반응을 보여 의 진단에는SV40 BKVAN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은 결국 여러 병리학적 단계. BKVAN

를 거쳐 비가역적인 이식신 소실을 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초.

기 단계인 에서는 면역억제재의 감Histological pattern A

량 혹은 변경 등의 방법으로 비가역적인 신기능소실 율을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면역억제재의 감량 이후 급성 거부반응의.

빈도가 약 에서 발생할 수 있고 병리조직학적 분류상25%

이상의 비교적 진행단계에서는 평균 년 이내에pattern B 1

약 에서 많게는 정도 까지 높은 이식신 기능소실 율20% 80%

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8, 28)

따라서 최근 면역억제재의.

감량 혹은 변경 등의 방법 이외에 항 바이러스제재 등의 적

극적인 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Leflu-

는 항 염증제로 년 류마티스 관절염의nomide (Arava) 1998

치료약제로 승인받은 뒤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용중인 약제이

다 는 체내에서 활동성 물질은 으로. Leflunomide A77 1726

즉각 대사되는데 이물질이 효과적인 항 바이러스 작용과 면

역억제작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 A77 1726

작용기전은 합성을 위한orotate dihydroorotic acid dehyd-

효소를 차단하며 의 활동성을 억제rogenase tyrosin kinase

하여 생성경로를 차단하므로 와 세포의 기능pyrimidine T B

을 억제한다
29, 30)

여러 실험 연구에서 가 급성. leflunomide

및 만성 거부반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작용 이외에 인체 거

대세포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이 밝혀져 왔다31-33) 이를 바.

탕으로 등Josephson
9)
이 명의 환자에서26 BKVAN lefluno-

를 투여하여 평균 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된 신기능을mide 12

유지하고 이식신 소실 율을 정도로 낮춤으로써15% lefluno-

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식신보호작용을 가진 유지 면mide BK

역억제재로서의가능성에 대해서처음으로언급을하였다 하.

지만 등Faguer
34)은 으로 진단된 명의 환자를BKVAN 12

대상으로 면역억제재 감량과 치료를 동시에 시leflunomide

행한 전향적연구에서 바이러스 혈증이 에서만 개선BK 42%

되고 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17%

를 발표하여 좀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 진단된 명의 환자에BKVAN pattern B 6

서 면역억제재의 감량과 더불어 를 추가함으로leflunomide

생기는임상경과에 대해서전향적인조사를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으로 진단과 동시에 를 중단하고 투BKVAN MMF

여중인 의 혈중 최저치를 이하로 유지하tacrolimus 5 ng/mL

였고 는 하루 으로 조절하였다 평균 개월의steroid 5 mg . 12

추적기간 동안 이식신의 기능소실은 관찰되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된 신기능을 유지하는 경향이었다 의 용량. Leflunomide

은 초기 을 일간 투여 후 하루 으로 유지용100 mg 5 40 mg

량을 사용하였다 의 항 바이러스 작용에 적절. Leflunomide

한 약물의 용량에 대해서 논의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등Farasati
35)
에 의하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BK

의 혈청 내 농도가A77 1726 50 µ 에서g/mL 100 µ 로g/mL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바 있고 초기의 임상보고에서 혈

중 농도를 40 µ 이상을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g/mL

하고이를유지하기위해서는하루평균 범위40 mg ( 20-60)

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등Leca
36)에 의하

면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을 복용한 저21 33 mg

용량유지군 (25.8±9.3 µ 과 하루 이상을 복용g/mL) 48 mg

한 고 용량유지군 (84.7±25.3 µ 을 비교하였을 때 양g/mL)

군간에 바이러스 제거율과 이식신 소실 율은 비슷하였지만

고용량군에서 용혈성 빈혈 등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의. leflunomide

혈중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하루 의 저 용. 40 mg

량을 사용 후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권고한 약물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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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서 간수치의 상승유무 빈혈의 악화 혹은 용혈성 빈,

혈의 발생 간질성폐질환 등의 폐 독성유무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37, 38) 초기 약제 사용 시기에 모두 예에서 빈혈. 3

이 관찰되었지만 이는 신기능 저하에 따른 빈혈로 추정이 되

었고 사용 후 악화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leflunomide

다 기존의 면역억제재의 감량 혹은 변경요법과 비교해볼 때.

의 추가적인 항 바이러스효과 보다는 의leflunomide MMF

중단으로 인한 에 대한 치료효과가 더 우선적일 것BKVAN

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실험자료에서. le-

가 용량에 비례하여 항 바이러스 작용이 있음이flunomide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급성거부반응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

을 만큼 강력한 면역억제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 중단으로만 의 호전을 설명하기는MMF BKVAN

어려울 것 같다39) 또한 본 연구의 증례 에서 중단 이. E MMF

후 지속적인 신기능악화상태에서 의 투여로 인한leflunmide

신기능보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의leflunomide

항 바이러스 작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하면 본연구에서신장이식환자에서 발생한 의 치료BKVAN

로서 기존면역억제재의 감량과 동반하여 의 추leflunomide

가적인 사용이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며 비가역적인 신기능 소

실이나급성거부반응의 발생이 관찰되지않았다 또한대상환.

자 군이 모두 로써 비가역적인 신기능부BKVAN pattern B

전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안정된 신기능을 유지했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상환자.

군이 적고 의 혈중농도에 따른 치료효과와 부작leflunomide

용을 판정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전향적인

대규모 다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의 치료에 대한BKVAN

의 임상적 효능과 부작용 등을 밝히는 노력이 필leflunomide

요하리라 사료된다.

요 약

목 적: 바이러스 관련 신병증BK (BK virus associated

은 새로운 면역억제재 도입 이후 이nephropathy, BKVAN)

식신 소실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Leflu-

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제로 개발된 이후 강력한nomide

면역억제작용과 시험관시험자료에서 의 억제 작용BK virus

을 동시에 지님이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신장이식환자.

에서 발생한 의 치료제로서 의 효과에BKVAN leflunomide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신장이식 후에 로 진단된 환BKVAN pattern B

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진단 당시 소변 내6 .

세포 양성소견을 보였고 혈액 내 바이러스 중합decoy BK

연쇄반응양성이었으며신조직검사상 에합당한소BKVAN

견을 보였다 진단과동시에 를중단하였고. MMF tacrolimus

의 혈중최저농도를 이하로 유지하였고 의5 ng/mL steroid

투여양은 하루 으로 조절하였다 는 초기5 mg . Leflunomide

하루 을 일간 사용하였고 유지용량으로 하루100 mg 5 40

을 투여하였다 의 치료기간은 개월 이mg . Leflunomide 6-16

었다.

결 과: 투여 전 평균 혈청 크레아티닌은Leflunomid

2.8± 에서경과관찰종료시점까지의평균 혈청 크0.7 mg/dL

레아티닌은 2.3± 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보이는0.5 mg/dL

경향이었고 신기능소실은 관찰되지 않았다 투. Leflunomide

여 전 명의 환자에서 빈혈이 관찰되었으나 약물투여 후 악3

화되는경향은관찰되지 않았고간기능저하 용혈성빈혈의 발,

생 간질성폐질환등 약물용량을 조절하거나 약물중단을일으,

킬만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신장이식환자에서 발생한 의 치료에 있어BKVAN

서 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leflunomide

나 항 바이러스작용과 안정성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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