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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단단단순순순 신신신낭낭낭종종종에에에서서서 OOOKKK---444333222(((PPPiiiccciiibbbaaannniiilllⓇⓇⓇ)))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경경경피피피적적적 경경경화화화요요요법법법

목목목적적적:::단순 신낭종은 성인신종물 중 가장 흔한 것으로 대부분 무증상이며,
신낭종이 커짐에 따라 측복부 동통 또는 불쾌감,위장관 증세,종물 촉지,
신우와 신배의 파괴에 의한 혈뇨,고혈압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경우
에는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단순 신낭종의 처치로 최근에는 국소마취 하
에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신낭종 흡입술이 주로 시행되며 재발 방지를 위
한 경화제를 주입하고 있다.단독 흡입요법만을 시행한 경우 30-78%의 높
은 재발률을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경화제가 사용되고 있다.경
화제들 중 일부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인체에 해를 주기도 한다.최근
경화제로 에탄올이 많이 사용되나 신낭종의 크기 감소는 있으나 일회처치
로 감소율이 적어 반복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일회 처치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화제가 요구된다.OK-432는 태아 흉수,낭성
섬유골염,낭성 수활액낭종 및 악성 흉강내 삼출액 등의 질병에서 일회 약
물주입으로도 높은 치료효과와 낮은 재발률을 보이며 큰 부작용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단순 신낭종의 치료로 경피적 신낭종 흡입술 후 OK-432를
이용한 신낭종처치에 있어서 효용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단순 신낭종으로 본원에 내
원한 환자 중 측복부 동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5cm
이상으로 BosniakclassI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대상 환자는 5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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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9명은 측복부 동통과 소화불량 등
의 증상으로 발견하였다.환자의 연령은 평균 63.8(47-76)세였으며 남자가
17명 여자가 33명이었다.50명 환자에서 전체 63개의 신낭종이 있었으며,
단측성 신낭종은 44명 (88%),양측성 신낭종은 6명 (12%)이었고 이중 우측
신낭종은 39개,좌측 24개였다.신낭종의 위치는 상극 29개,중간 부위 15
개,하극 19개였으며 낭종의 평균크기는 7.1(4.8-13.0)cm 이었다.신낭종의
진단은 초음파 촬영 또는 전산화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 신낭종의 용적은
V=(l×w×d)×π/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시술방법으로 환자를 복와위로 눕
히고 초음파와 fluoroscopy를 이용하여 신낭종을 18G 천자침으로 천자하여
낭종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OK-432를 주입하고 천자침을 제거하였다.주입
한 OK-432의 용량은 낭종액 10cc당 OK-4321mg을 주입하였다.시술 전과
후 일반혈액 검사 및 일반화학검사,요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흡입한 낭종액
은 암세포검사 및 생화학검사를 시행하였다.추적관찰은 초음파 촬영술 또
는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술로 시행하였으며,최종 평가는 시술 12주에
시행하였다.자료 분석으로 추적검사에서 신낭종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
우나 흔적으로 남는 경우를 포함하여 크기가 30% 미만으로 남는 경우를
치료성공으로 판정하였다.추적검사에서 낭종의 크기가 시술 전과 비교하
여 30%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치료실패로 판정하였다.
결결결과과과:::결과는아래와같다.
1.신낭종의 평균 직경은 7.1 (4.8-13.0)cm이었으며,평균 용적은 220.98
(57.9-1149.8)ml였다.모든 흡입된 신낭종액에서 악성종양세포는 없었으며
화학적 검사에서는 모두 누출액의 소견을 보였다.
2.OK-432경화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OK-432경화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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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완전 소실된 경우 대부분 흔적으로 나타났다.술 전 측복부 통증
과 소화불량을 호소했던 9명에서 모두 증상은 소실되었다.63례의 신낭종
에서 OK-432경화요법을 시행하고 평균 3개월 추적관찰 결과,남은 신낭종
의 크기에 대한 치료평가에서 완전소실,10%미만,10-20%로 남은 경우
및 20-30%로 남은 경우가 각각 27.0% (17례),12.7% (8례),33.3% (21례),
23.8% (15례)였다.2례 (3%)에서 치료실패가 나타났다.OK-432경화요법을
시행한 낭종에서 volumereductionrate로 관찰결과 모두 95.5% 이상이었다.
3.OK-432경화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의 시술 후 합병증;OK-432주입 후
일반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증가증을 보인 환자가 2명이 있었으며 간기능
상승을 보인 환자는 4명이 있었다.이들에서 2주후 검사한 결과 정상수준
으로 유지되었다.OK-432주입 후 미열이 있었던 환자는 4명이 있었으며
수술 부위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12명이 있었으나 경구용 NSAIDs계열
의 해열진통제로 처치 가능하였다.추적관찰기간에 신기능이상이 관찰된
경우는 없었다.
결결결론론론:::OK-432를 이용한 신낭종의 경화요법은 시술이 간편하고 안전하며 신낭
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효과가 뛰어나 단순 신낭종의 1차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말:renalcyst,OK-432,scler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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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낭종에서 OK-432(PicibanilⓇ)를 이용한 경피적 경화요법

<지도교수최승강>

연세대학교대학원의학과

진옥현

III...서서서 론론론

단순 신낭종은 성인신종물 중 가장 흔한 것으로 대부분 무증상이며,우연히 발
견되는 경우가 많다.1,2Laucks등3은 40세 이하 성인에서는 약 20%,60세 이상에서는
약 33%가 발견되며 Kissane과 Smith등4은 부검을 통해서 50세 이상에서 약 50%에서 단
순 신낭종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대부분의 단순 신낭종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낭종이 커짐에 따라 측복부 동통 또는 불쾌감,위
장관 증세,종물 촉지,신우와 신배의 파괴에 의한 혈뇨,고혈압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경우에는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5

최근 초음파촬영과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진단 방법이 널리 사용되면서 단순 신
낭종의 발견 빈도가 증가하였다.대부분의 신낭종은 크기가 작거나 무증상으로 치
료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된다.단순 신낭종의 처치로 최근에는 국소마취 하에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신낭
종 흡입술이 주로 시행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화제를 주입하고 있다.단독 흡입
요법만을 시행한 경우 30-78%의 높은 재발률을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dext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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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isophendylate,phenol,povidine iodine,acetic acid,bismuth phosphate,
holmium,minocycline,tetracycline및 ethanol등의 경화제가 사용되고 있다.6경화제
들 중 일부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인체에 해를 주기도 한다.최근 경화제로 에
탄올이 많이 사용되나 신낭종의 크기 감소는 있으나 일회처치로 감소율이 적어
반복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다.7이에 일회 처치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경화제가 요구된다.
OK-432는 태아 흉수,낭성 섬유골염,낭성 수활액낭종 및 악성 흉강내 삼출액

등의 질병에서 일회 약물주입으로도 높은 치료효과와 낮은 재발률을 보이며 큰
부작용이 없다.8-10이에 저자들은 단순 신낭종의 치료로 경피적 신낭종 흡입술 후
OK-432를 이용한 신낭종처치에 있어서 효용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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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단순 신낭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중 측복
부 동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5cm 이상으로 BosniackclassI
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대상 환자는 50명으로 41명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나머지 9명은 측복부 동통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발견하였다.환
자의 연령은 평균 63.8(47-76)세였으며 남자가 17명 여자가 33명이었다.
50명 환자에서 전체 63개의 신낭종이 있었으며,단측성 신낭종은 44명 (88%),

양측성 신낭종은 6명 (12%)이였고 이중 우측 신낭종은 39개,좌측 24개였다.단측
에 두개 이상인 경우는 6명으로 2개,3개가 각각 5명,1명이었다.신낭종의 위치는
상극 29개,중간 부위 15개,하극 19개였으며 낭종의 평균크기는 7.1(4.8-13.0)cm
이었다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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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aaannndddcccyyyssstttsss

NNNooo...ooofffcccaaassseee

NNNooo...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 50
AAAgggeee(((yyyeeeaaarrrsss))) 63.8(47-76)
SSSeeexxxrrraaatttiiiooo(((MMM///FFF))) 17/33

NNNooo...ooofffrrreeennnaaalllcccyyyssstttsss 63
LLLaaattteeerrraaallliiitttyyy(((RRRttt...///LLLttt...))) 39/24

LLLooocccaaatttiiiooonnn
uuuppppppeeerrr 29
mmmiiiddd 15
lllooowwweeerrr 19

CCCyyyssstttsssiiizzzeee(((cccmmm)))
<<<777 36
777---111000 20
≧≧≧111000 7

MMMeeeaaannnsssiiizzzeee(((cccmmm))) 7.1(4.8-13.0)
CCCyyyssstttvvvooollluuummmeee(((mmmlll)))
<<<222000000 37
222000000---555000000 19
≧≧≧555000000 7

MMMeeeaaannnvvvooollluuummmeee(((mmmlll))) 220.98(57.9-1149.8)
MMMeeeaaannnfffooollllllooowwwuuuppp(((wwweeeeeekkk))) 14.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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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처처처치치치방방방법법법

신낭종의 진단은 초음파 촬영 또는 전산화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 신낭종의 용
적은 V=(l×w×d)×π/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낭종 흡입술 및 OK-432경화요법은
신낭종에 의한 증상이 있거나 낭종의 직경이 5cm이상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시행하였으며,시술 후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일 입원을 시행하였다.
시술방법으로 환자를 복와위로 눕히고 초음파와 fluoroscopy를 이용하여 신낭종

을 18G 천자침으로 천자하여 낭종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OK-432를 주입하고 천
자침을 제거하였다.주입한 OK-432의 용량은 낭종액 10cc당 OK-4321mg을 주입하
였으며,낭종 하나당 최고 7mg이상은 주입하지 않았다.시술 전과 시술 후 일반
혈액 검사 및 일반화학검사,요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흡입한 낭종액은 암세포검사
및 생화학검사를 시행하였다.
추적관찰은 초음파 촬영술 또는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술로 시행하였으며,최

종 평가는 시술 12주에 시행하였다.

333...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추적검사에서 신낭종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나 흔적으로 남는 경우를 포함하여
크기가 30% 미만으로 남는 경우를 치료성공으로 판정하였다.추적검사에서 낭종의 크
기가 시술 전과 비교하여 30%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치료실패로 판정하였다.
추적검사에서 남아있는 신낭종의 잔량과 직경을 계산하여 치료전 신낭종의 크

기와 용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각의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통계분석은 단순
회귀분석으로 SPSS12.0을 이용하였으며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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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분분분석석석

신낭종의 평균 직경은 7.1(4.8-13.0)cm이었으며,평균 용적은 220.98(57.9-1149.8)ml
였다(Table1).모든 흡입된 신낭종액에서 악성종양세포는 없었으며 화학적 검사에서
는 모두 누출액의 소견을 보였다 (Table2).

TTTaaabbbllleee222...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tttrrreeeaaatttmmmeeennntttaaannndddfffooollllllooowww---uuuppp(((nnn===666333)))

NNNooo...(((%%%)))...

RRReeennnaaalllcccyyyssstttsssiiizzzeee(((vvvooollluuummmeee)))fffooollllllooowwwuuuppp
SSSuuucccccceeesssssstttrrreeeaaatttmmmeeennnttt*** 61(96.8)

nnnoootttvvviiisssiiibbbllleee† 17(27.0)
<<<111000%%% (((000...000555%%%))) 8(12.7)
111000---222000%%% (((000...000555---000...888%%%))) 21(33.3)
222000---333000%%% (((000...888---222...999888%%%))) 15(23.8)

FFFaaaiiillluuu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 2(3.2)
SSSuuucccccceeesssssstttrrreeeaaatttmmmeeennnttt 61(96.8)

CCCooommmpppllliiicccaaatttiiiooonnn
MMMiiillldddFFFeeevvveeerrr(((<<<333888...555°°°CCC))) 4(6.3)
FFFlllaaannnkkkpppaaaiiinnn 12(19.0)
GGGOOOTTT///GGGPPPTTTeeellleeevvvaaatttiiiooonnn§ 4(6.3)

***:::RRReeesssiiiddduuuaaalllsssiiizzzeee(((vvvooollluuummmeee)))<<<333000%%% (((222...999888%%%)))
†:::cccooommmpppllleeettteeelllyyyrrreeesssooolllvvveeedddooonnnfffooollllllooowwwuuupppiiimmmaaagggiiinnngggssstttuuudddyyy
‡:::RRReeesssiiiddduuuaaalllsssiiizzzeee(((vvvooollluuummmeee)))≧≧≧333000%%% (((222...999888%%%)))
§:::llliiivvveeerrrfffuuunnnccctttiiiooonnnttteeesss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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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OOOKKK---444333222경경경화화화요요요법법법을을을 시시시행행행한한한 환환환자자자들들들의의의 치치치료료료 성성성공공공률률률

OK-432경화요법을 시행하여 완전 소실된 경우 대부분 흔적으로 나타났다 (Fig.1).
술 전 측복부 통증과 소화불량을 호소했던 9명에서 모두 증상은 소실되었다.63례의
신낭종에서 OK-432경화요법을 시행하고 평균 3개월 추적관찰 결과,남은 신낭종의
크기에 대한 치료평가에서 완전소실,10%미만,10-20%로 남은 경우 및 20-30%
로 남은 경우가 각각 27.0% (17례),12.7% (8례),33.3% (21례),23.8% (15례)였다.2
례 (3%)에서 치료 실패로 나타났으며,남은 신낭종의 크기는 각각 31.0% (시술 전
11.6cm에서 시술 후 3.6cm;,volumereductionrate;97.0%),35.8%였다 (Table2).

FFFiiiggg...111...(((AAA)))SSSiiimmmpppllleeerrreeennnaaalllcccyyyssstttooonnnuuuppppppeeerrrpppooollleeeooofffrrriiiggghhhtttkkkiiidddnnneeeyyy(((dddiiiaaammmeeettteeerrr555...888cccmmm)))iiinnn
MMMRRRIIIvvviiieeewww...(((BBB)))CCCooollllllaaapppssseeedddppprrreeevvviiiooouuusssrrreeennnaaalllcccyyyssstttaaafffttteeerrrOOOKKK---444333222(((PPPiiiccciiibbbaaannniiilllⓇⓇⓇ)))ssscccllleeerrrooosssiiinnnggg
ttthhheeerrraaapppyyyiiinnnCCCTTTssscccaaannnvvviiieeewww...

(((AAA))) (((BBB)))

실패로 여긴 2례 (3%)에서 신낭종의 용적으로 평가시 시술 전 11.6cm에서 시술
후 3.6cm로 변한 경우 residualvolume;24.4cc,volumereductionrate;97.0%였으며,
시술 전 10.9cm에서 시술 후 3.9cm로 변한 경우도 residualvolume;31.0cc,volume
reductionrate;95.4%로 size에 비해 volume의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OK-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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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요법을 시행한 낭종에서 volumereductionrate로 관찰결과 모두 95.5% 이상이
었다.
전체적으로 2cm 이상으로 남은 경우는 4례로 1례는 13cm에서 2.1cm 로 감소하

였고(sizereductionrate;83.8%,volumereductionrate;99.6%),11.2cm에서 3.2cm
(sizereductionrate;71.4%,volumereductionrate;97.7%),11.6cm에서 3.6cm (size
reduction rate;69.0%,volume reduction rate;97.0%),10.9cm에서 3.9cm (size
reductionrate;64.2%,volumereductionrate;95.4%)로 모두 시술 전 renalcystsize가
10cm 이상이었다.본 연구에서 실패로 여긴 례를 포함하여 OK-432경화요법을 시
행한 모든 낭종에서 sizereductionrate는 64% 이상이었고,volumereductionrate는
95.4% 이상이었다.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치료 후 남아있는 낭종의 잔존 크기 및 비율에 대한 치

료 전 신낭종의 크기가 끼치는 인과관계 분석에서 각기 50.6%,44.0%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Fig.2).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치료전 신낭종의 용
적에 대한 치료후 남아있는 낭종의 잔량 용적 및 직경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에서
잔량용적은 잔량 용적에 대해 33.4%의 영향력을 가지며 (p=0.00),직경에 대해서는
8.4%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24)(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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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AAAfffttteeerrr OOOKKK---444333222 (((PPPiiiccciiibbbaaannniiilllⓇⓇⓇ)))ssscccllleeerrrooosssiiinnnggg ttthhheeerrraaapppyyy (((AAA)))RRReeesssiiiddduuuaaalllcccyyyssstttdddiiiaaammmeeettteeerrr
aaaccccccooorrrdddiiinnngggtttooorrreeennnaaalllcccyyyssstttsssiiizzzeee (((BBB)))RRReeesssiiiddduuuaaalllsssiiizzzeeerrraaattteeeaaaccccccooorrrdddiiinnngggtttooorrreeennnaaalllcccyyyssstttsssiiizzzeee (((CCC)))
RRReeesssiiiddduuuaaalllvvvooollluuummmeeerrraaattteeeaaaccccccooorrrdddiiinnngggtttooorrreeennnaaalllcccyyyssstttvvvooollluuummmeee (((DDD)))RRReeesssiiiddduuuaaalllvvvooollluuummmeeeiiinnnrrreeennnaaalll
cccyyyssstttaaaccccccooorrrdddiiinnngggtttooorrreeennnaaalllcccyyyssstttvvvooollluuummm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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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OOOKKK---444333222경경경화화화요요요법법법을을을 시시시행행행한한한 환환환자자자들들들의의의 시시시술술술 후후후 합합합병병병증증증

OK-432주입 후 일반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증가증을 보인 환자가 2명이 있었으
며 간기능 상승을 보인 환자는 4명이 있었다.이들에서 2주후 검사한 결과 정상수
준으로 유지되었다.OK-432주입 후 미열이 있었던 환자는 4명이 있었으며 수술
부위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12명이 있었으나 경구용 NSAIDs계열의 해열진통제
로 처치 가능하였고,지속적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는 없었다.15명에서 일주일정
도의 둔통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추적관찰에서 소실되었다 (Table2).추적관찰
기간에 신기능이상이 관찰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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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1939년 Dean11에 의해 경피적 흡인술이 보고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방사선학 검
사의 발전과 함께 덜 침습적이고 효과적인 경피적 신낭종 흡입술이 주된 치료 방
법이 되었다.단순 신낭종 흡인술의 경우는 약 30-70%까지의 높은 재발률을 보임
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한 경화요법이 시행되었다.12-21

경화제로는 dextrosesolution,isophendylate,phenol,povidineiodine,aceticacid,
bismuthphosphate,holmium,minocycline,tetracycline,ethanol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ethanol의 경우는 신낭종의 완전소실률이 70%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다(Table3).12-21

TTTaaabbbllleee333...RRReeesssuuullltttsssooofffvvvaaarrriiiooouuusssssscccllleeerrrooolllooosssiiinnngggttthhheeerrraaapppyyy

AAAgggeeennnttt SSSeeessssssiiiooonnn CCCRRR PPPRRR OOOSSS

Dominium etal(2001) Ethanol multiple 76% 21% 88%

Falcietal(2005) Ethanol single - - 96%

Brukenetal(2002) Polidocaine single 56% 30% 86%

Akiyamaetal(1996) Minocycline-HCl single - - 83%

Ouetal(2003) Erythromycin single - - 96%

Kim etal(2004) Holmium-166-chitosan single 55% 35% 90%

Choietal(2006) OK-432 single - - 97%

CR:completeremission,PR:partialremission,OS:overallsuccess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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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은 낭종 내 주입 후 수분 내에 화학적 자극에 의해 낭종 상피벽에 염증
과 경화를 가져와 낭벽의 상피세포를 고정하고 비활성시킨다.하지만 이는 세포의
괴사를 이용한 경화 방법으로 장시간 신실질 내에 유치하는 경우 신실질에 흡수
가 일어나면서 주위 신실질도 같이 파괴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입 후 반드
시 다시 배액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그래서 ethanol을 이용하여 경화요법을 하는
경우 경피적 신루 카테터를 설치해야 하는 복잡성과 일정기간 이를 유지해야 하
므로 시술받은 환자에게 또 다른 불편함이 야기되기도 한다.
OK-432는 typeIIIlow virulentsustain과 streptolysins-producingability를 제거한

penicillinGpotassium을 함유한 humanorigin의 groupAstreptococcispyogenes의 친
액성 항온배양 혼합물이다.이미 cystichygroma,cysticlymphangioma등의 주입 치
료에 있어서 OK-432의 효과와 안정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보고가 있으며 흉막
및 복막강의 악성삼출액에 대해 OK-432를 사용한 경우 90%이상의 제거효과를 보
이면서 임상적 독성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되었다.8-10,21

OK-432의 작용기전은 ethanol과 비슷하며 화학적 자극을 통한 염증반응을 일으
켜 낭종벽의 유착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그리고 비록 신낭종에 있어서도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낭성 섬유골염,낭성 수활액낭종 등에서 시행한 연구 결
과에 의하면 OK-432를 주입후 IL-6과 IL-8이 증가되고,곧 몇 주내로 VEGF,
sVEGFR1,sVEGFR2,TGF-β1등이 동반되어 증가되며 이중 VEGF가 혈관 투과성
을 차단하여 단백질의 삼출,혈관신생을 유도하며 육아 조직을 형성하는 기전과
TGF-β1에 의해 섬유아세포나 다른 중간엽세포 등이 extramedullarmatrix를 생성하
고 결국 섬유화로 이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낭종벽에만 국한된 유착 및 파괴효과
를 보이며 다른 부위로 흡수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또한 ethanol과는 다르게 주위
조직을 파괴하거나 배액을 위해 카테터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8-10,21

본 연구에서도 신낭종액을 완전 흡입하고 OK-432를 일회 주입한 후 천자침을
즉시 제거하였으며 이후 시행한 추적검사 결과 전체 63례 중 17례에서 완전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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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총 61례에서 낭종의 치료성공률(96.8%)을 보였다.전체적인 성공률로 봤을 때
이는 기존의 경피적 신루 카테터를 이용한 ethanol반복 주입 경화요법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처치 성공률에 대한 기
준이 다른 보고들과는 차이가 있다.
많은 보고에서 신낭종의 경화요법에 따른 처치에의 성공을 신낭종 용적의 50%이상

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으며,용적의 50%미만의 감소를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낭종 크기의 감소 유무로 성공 여부를 판정하였으며,신낭종의 크기가
70%이상 감소한 경우 성공으로 간주하였다.신낭종에서 크기의 변화가 용적의 변화에
비해 변화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따라서 신낭종의 처치에 있어 효과 유무는 용적의
변화보다크기의변화를측정함이더욱효과적이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패로 여긴 2례도 모두 10cm 이상의 신낭종이나 이들

에서도 reductionrate50%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여기면 성공한 경우로 여길 수
있다.본 연구에서 10cm 이상의 신낭종의 경우 OK-432를 10mg이상 주입이 요구
되나 본 연구에서는 낭종 하나당 최고 7mg이상은 주입하지 않았다.추후 10cm
이상의 신낭종에 대한 OK-432의 용량 조절이 요구된다.
신낭종의 치료 전 용적이 치료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치료

전 용적이 클수록 치료 후 추적 관찰에서 나타나는 치료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들이 추정하기에 낭종의 크기가 클수록 배액 후
낭종의 피막이 오그라들면서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 이후 추적관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OK-432를 주입한 다음 1일간 입원하여 경과 관찰한 결과 시술

후 합병증은 미열이 지속되었던 4명,백혈구 증가증을 보였던 2명 그리고
GOT/GPT 가 50-60정도로 상승했던 4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으며 이 중 백혈구 증가증을 보였던 1례는 술전 혈액검사에서도 백혈
구 증가증 소견이 보였던 환자였다.그리고 GOT/GPT의 상승이 관찰되었던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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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행한 외래추적관찰에서는 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환자
들 중 외래 내원시 다른 합병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신낭종에 있어서의 OK-432의 작용기전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되며 경피적 흡인술 이후 경화요법을 시행한 환자에서 신낭종의 재발은 시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현재보다 더 추적관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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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단순 신낭종이진단되어 본원에서 경피적 낭종 흡입술을 시행한 후 OK-432를 이용한
경화요법을 받은 50명을 대상으로 치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OK-432는 ethanol과는 다르
게 경화요법 후 배액할 필요가 없어 경피적 신루 카테터 등은 유치하지 않아도 되어 환
자들의 불편함이 없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신낭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
정기간이 지난 후 신낭종이 완전 소실되는 효과를 보였다.또한 시술 후 뚜렷한 합병증
이 없었다.이에 OK-432를 이용한 신낭종의 경화요법은 시술이 간편하고 안전하며 신
낭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효과가 뛰어나 단순 신낭종의 1차 치료법으로 유용하게 사용
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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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EEffffffeeeccctttsssooofffpppeeerrrcccuuutttaaannneeeooouuusssOOOKKK---444333222ssscccllleeerrrooottthhheeerrraaapppyyy
iiinnnttthhheeesssiiimmmpppllleeerrreeennnaaalllcccyyysssttt

OkHyunChin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ungKangChoi)

PPPuuurrrpppooossseee:Percutaneousaspirationwithsclerotherapyhasbeenwidelyusedfortreatment
ofthesymptomaticorlargesimplerenalcysts.Ethanolhasbeenmostcommonlyused
asasclerosing agent.However,temporary percutaneousnephrostomy formultiple
ethanolinjectionisnecessaryforlow recurrencerate.So,weusedOK-432asanew
sclerosingagentwithouttemporarypercutaneousnephrostomyformultipleinjection.
MMMaaattteeerrriiiaaalllsssaaannndddMMMeeettthhhooodddsss:From October2005toApril2006,50patients(63simple
renalcysts)whounderwentpercutaneousOK-432sclerotherapyforsimplerenalcyst
wereevaluated.Thesimplerenalcystswereaspirated underultrasonography and
fluoroscopy,andthenOK-432wasinjectedintothecyst.Follow upwasperformed
withultrasonographyorCTscanafter3months.Disappearanceoftherenalcystor
morethan70% reductioninsizewithnosymptom wereconsideredastreatment



- 23 -

success.
RRReeesssuuullltttsss:Among63renalcystsof50patients,completeregressionoccurredin17
(27.0%).Morethan90% reduction insizerateoccurredin8(12.7%),andsize
reduction between 90% and 80%,80-70% occurred in 21 (33.3%),15 (23.8%)
respectively.Lessthan 70% reduction in sizeoccurred in 2 (3.2%).Theoverall
efficaciesofsuccesswere96.8%.Afterprocedure,therewere only some minor
complicationssuchasmildfever,localpainandtheelevationofliverenzyme,that
subsidedwithonlysymptomatictreatment.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ss:TheseresultsshowthatpercutaneousOK-432sclerotherapyissimple,
safeandeffectiveandcanbeaalternativefirstlinetherapyofsimplerenalcy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KKeeeyyyWWWooorrrdddsss:::renalcyst,OK-432,scler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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