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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성인 원발성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의 예후인자

 원발성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은 신증후군의 흔한 원인으로 혈뇨, 

고혈압, 신기능의 진행성 소실을 특징으로 한다. 원발성 초점성 분절형 사

구체 경화증은 치료 반응이 나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으나 최근 치료의 

높은 관해율과 향상된 예후가 보고되고 있으며 심한 단백뇨와 간질성 섬유

화등 일부 임상 및 병리적인 지표들은 예후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알

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관되게 보고되는 예후 인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성인 원발성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반응에 대한 예후인자와 신부전으로의 진행에 향을 주는 위험인자

를 알아보고자 하 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신 조직검사에서 일차성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시 임상적 지표와 병리 조직학적 지표를 후향적으

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대상 환자 40명의 성별은 남녀 각각 24명과 16명, 평균 연령은 42±16(평

균±표준편차)세 다.

2. 신 조직검사시 환자 26명(65%)에서 신증후역의 단백뇨가 있었으며, 14

명(35%)에서 비신증후역의 단백뇨가 있었다. 신증후역의 단백뇨 환자군에

서 비신증후역의 단백뇨 환자군보다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높았으며

(P<0.05), 나이, 성별, 고혈압 유무, 현미경적 혈뇨 유무, 추적 관찰기간 등

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대상 환자중 27명에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하 으며 15명(55.6%)에서 치

료 반응이 있었으며 치료 반응군과 무반응군 사이에 의미있는 임상 및 병

리 조직학적 지표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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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환자 40명 중 추적 관찰기간 동안 정상 신기능을 유지한 군과 만

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군 사이에 진단시 혈청 크레아티닌치의 증가와 치료

에 대한 반응 유무가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5. 신 생존분석시 치료를 한 군에서 치료를 안한 군보다 우월한 생존기간

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치료 반응군에서 치료 무반

응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신 생존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진단시 신부전 소견이 있거나 치료 반응이 없는 환자군은 불

량한 예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군에서 보다 집중적인 치료와 

주기적인 신기능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초점성 분절

형 사구체 경화증의 치료에 관한 무작위, 전향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 성인 원발성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 예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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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원발성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의 예후인자

<지도 최 규 헌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송  수

I. 서론

 성인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이하 FSGS)은 흔히 신증후역의 단백뇨와 사구체 일부를 이환하는 분절형 

사구체 손상으로 정의되는 임상-병리적 질환이다. 1957년 Rich에 의해 기

술된 이래
1
, FSGS는 발현 당시 혈뇨, 고혈압, 신기능의 이상과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상대적 불응성, 그리고 신기능의 진행성 소실 등의 특징으로 

미세변화 신증후군과 구별되어 왔다. FSGS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이차성 FSGS와 원발성 

FSGS의 구분은 치료와 예후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성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 중 FSGS는 약 15-20%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2,3
 그 빈도는 지난 20여년간 증가되어 왔다

4-8
. 최근 국내에서 

신조직검사 4,514예를 조사한 논문에서도 과거보다 그 빈도가 점점 증가되

는 추세임이 보고되었다
5
.

 원발성 FSGS의 병태생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림포카인이나 싸

이토카인의 일종인 순환 면역복합체인 ‘투과인자(permeability factor)'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9,10
. 이 보고에 의하면, 투과인자에 의해 

사구체 족돌기의 융합이 일어나고 전기적 장벽이 없어지면서 음이온으로 

충전된 단백의 유출이 초래된다. 이로 인해 사구체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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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절성 병변이 형성되어 궁극적으로는 사구체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며
9
 

이로 인한 신원(nephron)의 감소는 사구체 내의 혈류 역학적 이상을 초래

하여 점진적인 신질환의 진행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 다. 또한 아프리카 

계열의 미국인에서 코카서스 인종보다 2-3배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보고를 

통해 유전적 인자도 병인에 관여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7,11
. 동물실험을 

통해서는 독성 물질과 감염성 원인에 의한 작용이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

는 실험연구도 보고가 되었다
4
.

 한편, FSGS의 임상경과는 발병 후 점진적인 신기능의 소실을 초래하여 

약 5-10년후에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13
. 최근의 

연구들은 성인 FSGS는 예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스테로이드에 대해 반

응이 더 좋다고 보고하고 있다
14-17
. 따라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FSGS

의 예후가 더 좋아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일부 임상적 지표와 병리적인 

지표 등은 예후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졌다
12-14,18,19

.

 신증후역의 단백뇨를 가진 환자의 반수에서 6-8년내 말기 신부전으로 진

행하는 반면, 비신증후역의 단백뇨를 가진 환자들은 10년 신생존률이 80%

이상에 달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
12,13,20-22

. 신증후역의 단

백뇨를 가진 환자에서도 완전 관해나 불완전 관해를 이루면 신생존률이 의

미있게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15-18,22,23

, 불행히 FSGS의 발병시 치료

에 대한 반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임상 및 병리적 지표

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15,22,23

. 이에 관해 최근의 한 연구는 발병 당시의 환

자의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말기 신부전 진행의 독립적 위험 인자

로, 병리 조직학적으로는 간질-세뇨관 섬유화의 정도를 치료 반응에 대한 

예측인자로 제시하 다
24
. 이에 본 저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FSGS

를 진단받은 환자들의 진단 당시 임상양상과 병리조직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면역억제 치료나 세포독성 치료에 대한 치료반응과 임상적 경과, 

치료 반응에 대한 예후인자와 신부전으로의 진행에 향을 주는 위험인자 

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아울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치료 성적과 환자

의 신 생존률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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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환자군

 199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일

차성 FSGS로 진단된 15세 이상의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 으며, 2개월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 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반응과 임상 경과를 분석하 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FSGS를 정의하 고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1) 

조직검사에서 사구체의 수는 4개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만을 본 연구에 포

함시켰으며 (2) 관찰되는 사구체들 중 일부만이 이환되며, 이환된 사구체는 

유착을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은 모세혈관 내강의 폐색을 동반한 허탈 부

위를 가지고 있으며, (3) 이차성 경화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병리 조직학

적 또는 임상적으로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 다. 즉,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사하여 사구체 신염을 동반할 수 있는 전신질환의 증거가 있거나, 요관 

역류질환을 동반한 경우, 일측 신절제술을 받은 경우, 단일신만을 가진 경

우, HIV 감염자, 마약/향정신성 주사제 남용자 등은 배제하 다.

2. 치료 및 치료반응 판정

 신기능의 평가는 혈청 크레아티닌치를 기준으로 정상 신기능은 1.4 mg/dl

이하로 하 고, 신부전은 1.5 mg/dl이상으로, 말기 신부전은 신대체요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 다. 신 조직검사 당시의 요단백량에 따

라 신증후역의 단백뇨는 3 g/24hr이상으로, 비신증후역의 단백뇨는 3 

g/24hr미만으로 하 다. 현미경적 혈뇨는 고배율(x400)로 관찰한 한 시야

내에  5개를 넘어서는 적혈구가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 다. 고혈압은 2회 

이상 안정상태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140 mmHg이상 또는 이완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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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90 mmHg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고, 항고혈압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

고 있는 경우도 고혈압으로 판단하 다. 

 대상환자 중 신증후역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는 26명의 환자 중 3명은 고

령, 신부전, 그리고 동반된 감염증으로 인하여 면역억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비신증후역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는 14명의 환자 중 비교적 나이

가 적고 단백뇨량이 비교적 많으며 치료의 순응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4명의 환자에서 면역억제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면역억제제로 치

료받는 모든 환자에서(n=27), 25명에서 우선적 치료로서  Prednisolone 60  

mg/day으로 치료를 시작하 으며 나머지 두 명에서는 스테로이드제제로 

인한 혈당의 문제로 인하여 저용량의 Prednisolone과 Cyclosporin A 2-3 

mg/kg(혈중 농도 200-300 ng/ml)으로 치료를 시작하 다. Prednisolone은 

초기 용량으로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간 투여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

량이 시도하여 약 16주에서 24주간 투여되었다. Cyclosporin A는 각각 4개

월과 50개월간 투약되었고 혈중농도에 따라서 투여용량이 조절되었으며 치

료반응에 따라 투여기간이 조절되었다. 관해를 이루지 못한 환자나 관해 

후 재발된 환자에 대해서는 저용량의 Prednisolone과 함께 경구 제제 

Cyclophosphamide 1-2 mg/kg나 Cyclosporin A 2-3 mg/kg이 함께 투여

되었다. 면역억제 치료나 세포독성 치료를 시행받지 못한 환자(n=13)의 대

부분은 안지오텐신 전환억제제와 필요한 경우 지질 강하제를 함께 투약받

았다. 

 치료 후 반응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완전 관해(complete remission)

는 요단백량이 250 mg/24hr미만으로 감소되었으며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안정적으로 1.5 mg/dl미만인 경우, 부분 관해는 요단백량이 260 mg-2.5 

g/24hr 또는 기존의 요단백량의 50%이상 감소 및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안

정적으로 1.5 mg/dl미만인 경우, 무반응은 지속적으로 요단백량이 2.51 

g/24hr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다. 

3. 병리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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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예에서 다음의 병리조직학적 특징들을 검사하 다. : 사구체의 수, 사구

체의 미만성 경화증의 정도, 사구체의 분절성 경화증의 정도, 유리양 물질 

침착화(hyalinosis) 동반 유무, 상피세포의 공포화(epithelial vacuolization) 

유무, 메산지움의 증식 유무, 간질 세뇨관 섬유화의 정도, 간질 염증의 정

도, 급성 세뇨관 괴사의 동반 유무, 세동맥 유리질 경화증, 혈관 내피 비후

의 동반 유무 등을 검사하 으며, 신피질내 간질의 섬유화와 침윤 정도는 

경도(피질의 25% 미만 침범), 중등도(피질의 25-50% 침범) 및 고도(피질

의 50% 이상 침범)로 나누었다. 

 치료에 대한 반응과 예후에 향을 주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 환

자의 연령, 성별, 고혈압과 현미경적 혈뇨 유무, 진단시 혈청 크레아티닌치, 

알부민치, 총 콜레스테롤치, 24시간 단백뇨량 등 초기 임상 소견과 병리조

직 소견을 치료 반응 유무에 따라 비교하 으며, 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

군과 신부전으로 진행하지 않은 환자군 사이의 초기 임상소견과 병리조직 

소견을 비교 분석하 다. 

4. 통계 

 본 연구의 통계처리를 위해서 SAS version 8.2 statistics package가 사용

되었다.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서로 다른 두 군간의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자료의 비교를 위한 분석 방법은 Independent 

two-sample t-test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 고 한 군내의 개체수가 

적은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 다. 치료에 대한 반응과 신부전

으로의 진행에 향을 주는 예후인자를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은 Cox 

regression을 사용하 으며,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생존 분석을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 으

며 신조직 검사 시기를 시작점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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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

 대상 환자 40명의 평균 연령은 41.7±15.5 세 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 24

명, 여자는 16명이었다. 고혈압과 현미경적 혈뇨는 각각 18명(45%)과 14명

(35%)에서 관찰되었다. 신조직 검사시의 평균 크레아티닌치는 1.8±1.4 

mg/dl 으며 신부전(혈청 크레아티닌치 ≥1.5mg/dl)인 환자는 20명(50%)이

었다. 평균 24시간 요단백량은 10.0±10.1 g이었고, 신증후역의 요단백량

(3g/24hr)을 가진 환자는 26명(65%)이며 이중 24시간 요단백량이 10g이상

인 환자는 15명으로 37.5%를 차지하 다. 첫 증상 발현후 신조직검사까지

의 평균 기간은 3.7개월(1-36)이었으며,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42개월

(2-131)이었다(Table 1).

2. 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과 비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의 비교

 신조직 검사시의 대상 환자 40명중 26명(65%)에서 신증후역의 단백뇨가 

있었으며 14명(35%)의 환자에서 비신증후역의 단백뇨가 있었다. 신증후역 

단백뇨군과 비신증후역 단백뇨군 사이에 나이, 성별, 고혈압 유무, 현미경

적 혈뇨의 유무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증후역 단백뇨군

의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2.1±1.6 mg/dl 으며 비신증후역 환자군에서는 

1.3±0.4 mg/dl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 혈청 알부민과 총 콜레스테롤치

에서도 각각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 신증후역 단백뇨군의 24시간 요단백

량은 14,641±9,725 mg이었고 비신증후역 단백뇨군에서는 1,326±815 mg이

었다. 증상 발현후부터 신조직검사까지의 기간은 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

에서는 1±0.8개월, 비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에서는 8±13개월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으며, 추적 관찰 기간등은 양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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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FSGS patients at presentation

S-Cr: serum creatinine, S-albumin: serum albumin 

Data represent Mean±SD

* : Range

(Table 2).

 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과 비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의 병리조직학적 특

성을 비교하 다. 대상 환자중 가용할 수 있는 조직 슬라이드 31예이었으

며 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과 비신증후역 단백뇨 환자군은 각각 22예와 9

예 다. 관찰된 사구체 수는 각각 15.3±10.7과 15.0±11.1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미만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는 8.8±16.3%와 15.8±18.9%, 분절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는 29.1±15.0%와 19.0±11.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질 세뇨관 섬유화는 경도 이상인 경우는 각각 19예(86.4%)와 9

 Number of Patients 40

 Age(yrs) 41.7±15.5

 Sex(M:F) 24:16

 Hypertension 18(45%)

 Microscopic hematuria 14(35%)

 S-Cr (mg/dl) 1.8±1.4

 Renal insufficiency

 (S-Cr ≥ 1.5mg/dl)
20(50%)

 S-albumin (g/dl) 2.5±1.2

 Total cholesterol (mg/dl) 342±149

 Proteinuria (mg/24hr) 9,981±10,110

    Nephrotic range proteinuria 26(65%)

    Heavy proteinuria ( ≥10g/24hr) 15(37.5%)

 Duration 

     From presentation to biopsy(month) 3.7(1-36)
*

     Follow up (month) 4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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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parameters at presentation in nephrotic and 

non-nephrotic patients

S-Cr: serum creatinine, S-albumin: serum albumin 

*: p<0.05, compared to non-nephrotic patients 

예(1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증도 이상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기타, 동반된 유리질양 물질 침착화, 상피세포의 공포화, 메산

지움의 증식, 간질 부위의 염증 정도, 급성 세뇨관 괴사 유무, 세동맥 유리

질 경화증, 혈관 내피 비후증 등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3). 

Non-nephrotic

(n=14)

Nephrotic

(n=26)

Age (yrs) 46±9 39±18

Sex (M:F) 6:8 18:8

Hypertension 7(50%) 11(42%)

Microscopic

hematuria
6(43%) 8(31%)

S-Cr (mg/dl) 1.3±0.4 2.1±1.6*

Renal insufficiency

(S-Cr ≥ 1.5mg/dl)
6(43%) 14(54%)

S-albumin (g/dl) 3.9±0.8 1.8±0.7*

Total cholesterol(mg/dl) 228±68 399±146*

Proteinuria (mg/24hr) 1,326±815 14,641±9,725*

Progression to CRF 8(57%) 7(27%)

Duration

  From presentation to 

   renal biopsy (month)
8±13 1±0.8

*

  Follow up (month) 56±38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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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at presentation in nephrotic and 

non-nephrotic partients

All comparis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3.  치료에 대한 반응 

  대상 환자 40명중 27예에서 면역억제 치료가 되었고 치료를 받은 환자중 

non-nephrotics

(n=9)

nephrotics

(n=22)

Glomeruli

   Number of glomeruli 15.0±11.1 15.3±10.7

   Global sclerosis(%) 15.8±18.9 8.8±16.3

   Segmental sclerosis(%) 19.0±11.1 29.1±15.0

No. of patients with 

   Hyalinosis 2(22.2%) 4(18.2%)

   Epithelial vacuolization 0(0%) 8(36.4%)

   Mesangial proliferation 2(22.2%) 3(13.6%)

Tubulointerstitium

   Tubulointerstitial fibrosis

   (≥moderate degree)
3(33.3%) 2(9.1%)

   Tubulointerstitial fibrosis

   (≥mild degree)
9(100%) 19(86.4%)

   Interstitial inflammation    

   (≥moderate degree)
2(22.2%) 2(9.1%)

   Interstitial inflammation  

   (≥mild degree)
8(88.9%) 18(81.8%)

Acute tubular necrosis 0(0%) 4(18.2%)

Vessels

   Hyaline arteriosclerosis 3(33.3%) 2(9.1%)

   Vascular intimal thickening 3(33.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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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명(55.6%)에서 반응을 보 다. 신증후역의 요단백량 소견을 보인 환

자 23명중 완전 관해를 보인 환자군이 9예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군의 

33.3%를 차지하 고, 부분 관해를 보인 환자군이 5예(18.0%), 무반응군이 

9예(33.3%) 다. 

 비신증후역의 요단백량 소견을 보인 환자 4명중 완전 관해를 보인 환자군

이 1예(3.7%), 부분 관해를 보인 환자군은 없었으며 무반응군이 3예

(11.1%) 다. 치료에 대한 반응시기는 완전 관해/부분 관해를 보인 15명의 

환자군에서 평균 17주 후에, 관해의 유지는 평균 81주(8-268주) 으며 관

해를 보인 환자의 33.3%(5예)에서 재발이 관찰되었다. 재발된 환자는 2차 

치료로서 4예에서 Prednisolone을 재사용하 고 나머지 1예는 

Cyclophosphamide를 사용하 다. Prednisolone을 사용한 4예중 3예에서 완

전 관해, 1예에서 부분 관해를 보 다. Cyclophosphamide를 사용한 예는 

반응이 없어 Cyclosporin A로 약제를 바꾸었으나 역시 반응이 없다가 안

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 사용후 현재 완전 관해상태이다. 상기의 2차 치료

후 관해를 이룬 4명의 환자 중 2명에서 다시 재발하여 1예는 Prednisolone, 

나머지는 Cyclosporin A를 사용한 후 현재 완전 관해상태이다.

 신증후역의 단백뇨 소견을 보여 면역억제 치료 또는 세포독성 치료를 받

은 환자 중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9명 중 6명이 2차 치료를 받았고, 1예에

서 Cyclophosphamide, 5예에서 Cyclosporin A로 치료를 받았다. 

Cyclophosphamide로 치료 받은 1예는 완전 관해 소견을 보 고, 

Cyclosporin A로 치료받은 환자 중 2예에서 반응을 하 고, 2예는 약제 사

용기간이 충분치 않아 현재 평가를 할수 없는 상태이며 1예는 반응이 없어 

더 이상 면역억제나 세포독성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이다. 비신증후역의 

단백뇨 소견을 보여 면역억제 치료 또는 세포독성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반

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 3명은 더 이상의 면역억제 치료 또는 세포독성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치료의 합병증으로는 쿠싱양 모양이 5예, 위장 장

애 1예, 대퇴골 무혈성 괴사 1예, 불면증 1예, 그리고 정신병이 1예에서 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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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반응군과 무반응군 사이의 비교

 치료에 대한 반응군과 무반응군은 각각 15명과 12명이며, 나이, 성별, 고

혈압 유무, 현미경적 혈뇨 유무, 혈청 크레아티닌치, 24시간 요단백량, 증상 

발현후 조직검사까지의 기간과 추적 관찰 기간 등에서 두 군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반응군 환자중 7명(58.3%)에서 만성 신부

전으로 진행되었으나 반응군 환자중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는 관찰

되지 않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clinical parameters at presentation based on 

therapeutic response 

*: p<0.05, compared to responders.

Responder

(n=15)

Non-responder

(n=12)

Age (yrs) 39±17 39±17

Sex(M:F) 9:6 8:4

Hypertension 5(33.3%) 7(58.3%)

Microscopic hematuria 5(33.3%) 4(33.3%)

S-Cr (mg/dl) 2.0±2.0 2.1±1.1

S-albumin(g/dl) 1.6±0.5 1.5±1.0

Total cholesterol(mg/dl) 360±118 446±150

Proteinuria (mg/24hr) 13,340±9,641 14,108±11,518

Duration

  From presentation to 

  renal biopsy (month)
1.2±0.6 1.7±0.8

  Follow up 30±20 32±32

Progression to CRF 0(0.0%)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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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조직학적 소견을 비교시 미만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 분절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 간질-세뇨관 섬유화 정도, 간질 부위의 염증정도 등 모든 소

견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histopathologic features at the time of biopsy 

based on therapeutic response

All comparis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onders 

(n=14)

Non-responders

(n=9)

Glomeruli

   Number of glomeruli 19±13 11±6

   Global sclerosis(%) 8.6±17.9 12.9±20

   Segmental sclerosis(%) 20.5±17.8 25.8±11.3

No. of patients with 

   Hyalinosis 2(14.3%) 1(11.1%)

   Epithelial vacuolization 5(35.7%) 3(33.3%)

   Mesangial proliferation 2(14.3%) 1(11.1%)

Tubulointerstitium 

   Tubulointerstitial fibrosis 

   (≥moderate degree)
1(7.1%) 1(11.1%)

   Tubulointerstitial fibrosis 

   (≥mild degree)
12(85.7%) 8(88.9%)

   Interstitial inflammation

   (≥moderate degree)
1(7.1%) 0(0.0%)

   Interstitial inflammation 

   (≥mild degree)
12(85.7%) 7(77.8%)

Acute tubular necrosis 1(7.1%) 3(33.3%)

Vessels

   Hyaline arteriosclerosis 1(7.1%) 2(22.2%)

   Vascular intimal thickening 0(0.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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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반응에 대하여 향을 주는 예후 인자를 알아 보기 위해 시행한 다변

량 분석시, 여러 임상 및 병리 조직학적 지표 중 어떤 것도 유의한 통계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   

5.  정상 신기능을 유지한 환자군과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환자군 사

이의 비교

 정상 신기능을 유지한 환자군과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환자군 사이의 

나이, 성별, 고혈압 유무, 현미경적 혈뇨 유무, 혈청 크레아티닌치에서 유의

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24시간 요단백량도 두 군사이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정상 신기능을 유지한 환자군 중 진단시 신증후역의 요단

백량 소견을 보이는 환자가 19명(76.0%)으로 오히려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

한 환자군의 7명(46.7%)보다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정

상 신기능을 유지한 환자군 중 조직검사시 신부전(혈청 크레아티닌치 ≥

1.5 mg/dl)소견을 보인 환자가 9명(36.0%)인 반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환자군에서는 11명(73.3%)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P<0.05). 그리고,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 15명에서 면역억제 치료 또는 세포독성 치료

를 받은 7명중 반응을 보인 환자는 없었으나, 정상 신기능을 보인 환자 25

명중 치료에 반응을 보인 20명 가운데 15명(75%)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 기타, 추적 관찰기간은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비교시 미만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 분절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 동반된 유리질양 물질 침착화, 상피세포의 공포화, 메산지움

의 증식, 간질-세뇨관 섬유화 정도, 간질 부위의 염증정도, 급성 세뇨관 괴

사 유무, 세동맥 유리질 경화증, 혈관 내피 비후 등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만성 신부전으로의 진행에 향을 주는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다변량 분석시, 여러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지표중 어떠한 지표도 위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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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의미가 없었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clinical parameters at presentation based on 

progression to CRF

*: p<0.05 compared to non-CRF

non-CRF

(n=25)

CRF

(n=15)

Age 38.3±15.8 47.4±13.6

Sex 17:8 7:8

Hypertension 9(36%) 9(60%)

Microscopic hematuria 9(36%) 5(33.3%)

S-Cr(mg/dl) 1.8±1.7 1.8±0.7

S-albumin(g/dl) 2.0±1.0 3.2±1.2
*

Total cholesterol (mg/dl) 364±148 306±108

Renal insufficienry

(S-Cr≥1.5mg/dl)
9(36.0%) 11(73.3%)*

Proteinuria (mg/24hr) 10,770±9,565 8,665±11,178

Nephrotics 

(24hr protein >3.0g)
19(76.0%) 7(46.7%)

Response to therapy 15(75.0%) 0(0.0%)*

Duration

  From presentation to 

   renal biopsy (months) 
4.1±9.6 2.9±2.7

  Follow up (months) 41±32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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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racteristics of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at presentation 

based on progression to CRF

All comparis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on-CRF

(n=20)

CRF

(n=11)

Glomeruli

   Number of glomeruli 15.5±11.8 14.7±8.8

   Global sclerosis(%) 9.5±16.7 13.4±18.2

   Segmental sclerosis(%) 21.9±15.4 20.7±11.5

No. of patients with 

   Hyalinosis 4(20%) 2(18.2%)

   Epithelial vacuolization 6(30%) 2(18.2%)

   Mesangial proliferation 3(15%) 2(18.2%)

Tubulointerstitium

   Tubulointerstitial fibrosis 

   (≥moderate degree)    
2(10%) 3(27.3%)

   Tubulointerstitial fibrosis 

   (≥mild degree)    
18(90.0%) 10(90.9%)

   Interstitial inflammation

   (≥moderate degree) 
2(10%) 2(18.2%)

   Interstitial inflammation

   (≥mild degree) 
17(85.0%) 9(81.8%)

Acute tubular necrosis 2(10%) 2(18.2%)

Vessels

   Hyaline arteriosclerosis 2(10%) 3(27.3%)

   Vascular intimal thickening 0(0%)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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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존 분석

 전체 환자 40명에 대한 신 생존 분석시, 60개월 생존률 79.8%의 결과를 

보 으며, 120개월 생존률 24.0%의 결과를 보 고, 대상 환자군 50%의 신 

생존기간이 평균 109개월이었다(Fig. 1). 

 

Figure 1. Rate of renal survival of 40 patients with FSGS. The survival 

rate was 79.8% after 60 months, and 24% after 120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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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료로서 면역 억제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과의 신 생

존 분석시,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는 60개월 생존률 85.7%, 치료를 시행하

지 않은 군에서는 80.0% 으며,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는 113개월 생존률 

85.7%, 치료하지 않은 군에서는 20%의 생존률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Fig. 2). 

    

Figure 2. Rates of renal survival of treatment group(TX=1) and 

non-treatment group(TX=0). The difference of survival rates was not 

statitically significant between two group after 60 months and 113 

months respectively, but the treatment group showed more improved 

survival duration than non-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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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해 관해를 보인 환자군의 68개월 신 생존률은 100% 으며, 관해

를 이루지 못한 환자의 68개월 신 생존률은 71.4%의 분석 결과를 보여 이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0.05)(Fig. 3.).

Figure 3. Rate of renal survival of treatment-responsive group 

(REPOND=1), non-responsive group (REPOND=0). The difference of 

survival rates was statitically significant between two group after 6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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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FSGS는 성인의 신증후군과 단백뇨의 주된 원인이다
12,25-29

. 원발성 FSGS

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스테로이드를 통한 적절한 치료

로 과거보다 상당수의 환자가 관해를 이루기 때분에 근래에 이 질환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어왔다
29
. 현재까지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

14,29
등을 통해 공

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FSGS의 양상은 우선, 신증후역의 단백뇨량을 보이

는 FSGS는 비신증후역 단백뇨량을 보인 FSGS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신

조직 검사시 이미 증가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으며, 상당한 수의 환자가 스테로이드 치료로 관해를 가져오며, 관해를 

이룬 환자의 예후는 매우 좋다는 내용이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면역억제제

나 세포독성 약제,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한 

치료 성적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후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진단 

당시의 여러 임상 및 병리 조직학적 지표를 통해 예측해 보고자 하는 시도

가 있어 왔다
22,24,30

. 그러나, 현재까지 예후나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는 여러 임상 및 병리 조직학적 지표를 통해 치료 반응에 대

한 예측인자와 만성 신부전으로의 진행에 향을 주는 위험인자를 규명해 

보고자 하 다. 치료 반응군과 무반응군 사이의 초기 임상적 지표인 나이, 

성별, 고혈압 유무, 현미경적 혈뇨 유무, 혈청 크레아티닌치, 알부민치, 총 

콜레스테롤치, 24시간 요단백량, 증상 발현후 조직 검사까지의 기간 및 추

적 관찰 기간등을 조사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리 조직학적 지표인 분절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 미만성 사구체 경화의 

정도, 간질-세뇨관 섬유화 정도, 동반된 유리질양 물질 침착화, 상피 세포

의 공포화, 메산지움의 증식, 세동맥 유리질 경화증, 혈관 내피 비후증, 간

질 부위의 염증 정도, 동반된 급성 세뇨관 괴사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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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반응군과 무반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ydel 등은 

치료 반응 유무가 예후와 가장 유의한 연관을 가진다는 결과와 함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조직학적 지표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지표

도 치료 반응에 예측적이지 않다고 보고하 고
22
, 국내외의 여러 보고에서

도 치료 반응군과 무반응군 사이에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관찰되지 않았

다고 보고하 고
23,30,31

,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최근

의 한 연구에서는 치료 반응에 대한 독립적 예후인자로서 병리 조직학적으

로 간질성 섬유화를 제시하 다
24
. 이 보고에 의하면, 반응군에서는 메산지

움과 사구체 상피 세포의 과증식과 같은 활동성 병변이 더 자주 관찰되고, 

무반응군에서는 메산지움의 경화와 간질-세뇨관 섬유화가 더 자주 관찰되

어, FSGS의 진단시 병리 조직학적 소견에서 활동성 병변과 만성적 병변인 

분절성 혹은 미만성 상흔이 함께 관찰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하여 

활동성 병변이 구적 사구체 손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생기는 신원의 소실

을 막을 것을 제안하기도 하 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FSGS의 예후, 즉 신부전으로의 진행에 향을 

주는 지표를 찾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중 고혈압, 현미경적 혈뇨, 진단시 

혈청 크레아티닌치의 증가, 신증후역의 단백뇨 등의 임상 소견과 분절성 

경화의 정도, 사구체 문부 경화증, 간질-세뇨관 침범의 정도, 세동맥 유리

질 경화증, 메산지움 증식등의 병리 조직학적 소견, 그리고 초치료시 스테

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이 예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3,12,32-35
. 

 본 연구에서는 정상 신기능을 유지한 군과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군으

로 나누어 초기의 임상적 지표 및 병리 조직학적 지표를 분석하 다. 두 

군 사이에 진단시 나이, 성별, 고혈압 유무, 현미경적 혈뇨 유무, 24시간 뇨

단백량, 경과 관찰기간, 증상 발현후 조직검사까지의 기간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두 군 간에 진단시 신부전 소견(혈청 크레아티닌

치 ≥1.5)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병리 조직학적으로는 어

떠한 지표도 두 군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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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를 통해 원발성 

FSGS 진단시 신부전 소견과 치료에 대한 반응 유무가 만성 신부전으로의 

진행 유무를 예측케 하는 인자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문헌
30
에서는 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들의 예측인자로서, 진단시 

혈청 크레아티닌치만이 유의한 인자로 보고되었고, 치료에 대한 반응은 신

기능 보존의 예측인자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는 못했으나, 경계적 유의

성에 근접하여 더 많은 예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의성을 가질 가능

성이 높다고 기술함으로써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국외의 다른 

문헌에서는 임상적 지표중 나이와 조직 검사시 신부전의 정도가 말기 신부

전의 진행에 유의한 위험인자로 보고하 고
22,36,37

, 병리 조직학적 지표중 간

질성 섬유화의 정도가 말기 신부전의 진행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거나
22
 

유의성에 근접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24
. 본 연구에서는 세뇨관-간질 섬유화 

정도가 신부전의 진행을 예측한다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일

부 문헌에선 세뇨관-간질 섬유화 정도는 사구체의 경화성 변화와 함께 진

행성 신 질환 환자에서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있었다
16,23,38,39

. 본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간질 섬유화는 31예중 5예에서 관찰되어 대부분의 환자는 

병변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후역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는 FSGS 환자는 비신증후역의 단백뇨 소

견을 보이는 FSGS 환자에 비해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

12-14,20,38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증후역의 단백뇨가 신부전의 예후인자가 

됨을 보이지 못했다. Pei 등은 이러한 차이를, 치료를 받았던 신증후역의 

FSGS 환자군에서 보 던 높은 관해율로 설명을 하 고
15
 이러한 관해군은 

장기 신 생존율이 우수하 다. 현재 FSG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성적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신증후역의 단백뇨를 가진 FSGS 환자가 과거의 보고

보다 높은 관해율이 보고되고 있으며, 관해를 보인 환자는 말기 신부전으

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22,24,30

. 본 연구에서도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는 치료한 환자의 55.6%로 과거 보고보다 높은 관해율을 보 고, 관해

를 보인 환자 중 본 연구의 관찰기간 동안 신부전으로 진행한 예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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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관해를 보이지 않은 신증후역의 FSGS 환자는 상당수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 다. 이는 치료를 통해 관해를 유발함으로써 신부전으

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전의 문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2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해를 이룬 환자의 

33.3%에서 재발하 으나 면역 억제제나 세포 독성 약물을 적절히 투여함

으로써 재발 환자의 전예에서 관해를 이루었고, 초기 약제에 반응하지 않

았던 환자군에서도 면역 억제제나 세포 독성 약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치료한 환자의 반수에서 관해를 이룰 수 있었다. 비록 환자군이 적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신증후역의 단백뇨량을 줄이고 관해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좀 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생존 분석에서 전체 신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어떠

한 인자도 관찰할 수 없었으나 치료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 사이에 시행한 

신 생존 분석시 116개월이상 관찰한 경우 치료군에서 유의한 신 생존율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치료 반응군과 무반응군의 신 생존 분석

시(68개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치료군의 반응

유무가 신 생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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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치료에 대한 반응 유무가 신장의 장기적 예후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서는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임상적 

지표 및 병리 조직학적 지표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

을 예측하는 요소로서, 진단시 혈청 크레아티닌치와 치료에 대한 반응 유

무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고, 병리 조직학적 지표중 어떤 것도 유의하

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재발시에도 적극적으로 면역 억제제나 세포 독성 약제

를 적절히 사용하여 관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인 초점성 분절형 사구체 

경화증의 임상 경과를 호전시키고, 나아가 신장의 장기적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진단시 신부전 소견이 있거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는 환자군에서 보다 집중적인 치료와 주기적 신기능

의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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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nostic factor for adult primary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Young Soo So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 Hun Choi)

 Primary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FSGS) is common cause of 

nephrotic syndrome and is characterized by hematuria, hypertension, and 

progressive loss of renal function to renal failure. Although primary 

FSGS has been known to be refractory to treatment, recent studies 

reveal higher remission rate and better prognosis.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some clinical and histopathologic parameters such as 

heavy proteinuria and interstitial fibrosis were significant to prognosis. 

But, confirmative prognostic indices remain to be defined. In order to 

further clarify the prognostic factors to therapeutic response and risk 

factors for progression to CRF,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adult patients diagnosed as FSGS by renal biopsy from 1991 to 2002 in 

Severance hospital.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patients consisted of 24 male and 16 female, aged of 

42±16(mean±SD)   years.

2. At the time of renal biopsy, 26 patients(65%) had proteinuria of the 

nephrotic range and 14 patients(35%) had proteinuria of the 

non-nephrotic range. The serum creatinine level was higher in 

nephrotic-ranged patients than that in non nephrotic-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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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P<0.05). Age, sex, hypertension, microscopic hematuria, 

follow-up durat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3. Twenty-seven patients were treated with immunosupressant and 15 

patients(55.6%) responded to the treat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linical or histopathological variables between the patients 

with therapeutic response and the patients without response. 

4. In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rogression to CRF, high serum 

creatinine level at diagnosis and responsiveness to treatment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5. The patients treated with immunosuppressants had longer survival 

period compared to the patients without treatment, though the 

differenc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reatment responsive 

group had longer survival period compared to the non-responsive group 

significantly(P<0.05).

 In conclusion, the patient with initial impairment of renal function or 

poor response to therapy may have worse prognosis, and the intense 

treatment with regular follow-up of renal function should be 

recommended for these patients. Furthermore the prospective controlled 

study for the treatment of FSGS is requi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adult primary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prognost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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