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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신우신염 : 임상예후판정에 었어서의 
조영증강 전산화단층촬영의 역할1 

조병준 · 검기황 · 유정식 · 김재근 · 윤상욱 · 하성규2 • 박종훈2 

목 적 ; 급성 신우신염의 조영증강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CT) 소견을 분석하여 임상적 

경과및 예후와의 연관성을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되었던 35예를 

대상으로 조영증강 전， 후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여 급성 신우신염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신실질내 관류결손부위의 유무및 모양에 따라정상소견，국소쐐기형，다발성 쐐 

기형， 국소 종괴형， 그리고 쐐기형과 종괴형이 함께 관찰되었던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들 모양에 따른 임상척 소견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내원당시의 발열정도， 항생제 치 

료후해열까지의 기간，혈중백혈구수，농뇨의 유무를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 총 35예 중 12예에서는 신실질내에 관류결손이 나타나지 않았고 23예 (65.7% ) 에 

서 관류결손부위가 나타났다. 관류결손이 있던 군에서는 국소 쐐기형 2예 (5.7%) , 다발성 

쐐기형 8예 (22.9%) , 국소 종괴형 4예 (11.0%) , 그리고 혼합형 9예 (25.7%) 였다. 이중 국소 

흑은 다발성 쐐기형， 흔합형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 후 해열까지의 기간에서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종괴형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4.0, 7.1, 7.4 vs 

10.0, p< .Ol) . 그외 다른 임상요인들과 관류결손의 형태 및 병변의 양측성간에는 유의한 차 

이를보이지 않았다. 

결 론 : 급성 신우신염에서 조영증강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나타난 관류결손부위의 형 

태 중 종괴형인 경우에 발열기간이 다른 형에 비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급성 신우신염은 요측부 동통， 발열등의 증상과 혈중 백혈구 

수 증가， 농뇨， 혈뇨 및 소변 배양시 양성등의 임상병리적 소견 

등을 나타내는 임상적 증후군의 일종이다. 병리적으로는 신우 

와 신실질을 모두 침범하는 세균성감염으로 정의된다. 과거 급 

성 신장감염에 관한 여러 용어들 (급성세균성신염， lobar 

nephronia, carbuncle,lobar nephritis, 급성신우신염 등)로 많 

은 흔란을 야기하던 바 최근 미국 비뇨기방사선학회 (Society 

of Uroradiology) 에서 이들을 모두 급성신우신염으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1). 조영증강 전산화단층촬영상 급성신우 

신염의 소견은 초기에는 대개 정상이거나 선장의 크기증가만이 

보이나 증세가 심해질수록 특징적인 쐐기모양이나 선상의 관류 

결손 (perfusion defect)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이들 

관류결손의 형태에 따른 임상적인 예후의 차이를 밝히려는 노 

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종괴형으로 보이는 관류결손시 쐐 

기형이나 선상의 관류결손군보다 더 임상적으로 심한 양상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2)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과거 급성세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영동세브란스병원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 논문은 1996년 8월 23일 접수하여 1996년 12월 21일에 채택되었음. 

균성신염 (흑은 acute lobar nephronia)으로 분류되었던 환자 

들만을 대상으로하였고전체 급성신우신염환자를 대상으로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단점이 있다.이에 본저자들은과 

거에 급성 국소성 세균성 신염으로분류되던 환자들도모두급 

성신우신염에 포함시키고 이들에서 조영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을 분류하고 임상적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를 

밝히고자 엄상적 인 여러 요인들과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및방법 

본 연구는 1995년 1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임상적으로 급 

성신우신염으로 진단되였던 총 4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모두에서 혈중 creatinine치로 급성 혹은 만성 신부전이 없음 

을 확인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조영증강 전， 후 복부 전산화단 

층촬영을 실시하였다. 이중 전산화단층소견상 전형적인 신장농 

양 환자 6예를 제외한 총 35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녀비 

는 3: 32, 연령분포는 18세부터 73세 (평균 42세)였다. 사용한 

전산화단층촬영기기는 GE 9800 Hilight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sconcin, USA)로 촬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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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는 1cm으로 하였다. 이들 환자들에서 내원 당일 조영증 

강 전，후 영상을 얻었고 두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이들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을 분석하였다. 조영증강 전산화단층촬영상 나타 

나는 신실질내의 관류결손부위의 유무 및 모양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였다. 관류결손부위가 없던 군을 제 1 형， 관류결손부위가 
있던 군 중 국소 쐐기형 및 선상음영을 제 2형으로 다발성 쐐기 

형을 제 3 형， 국소적인 종괴형을 제 4 형으로 정하였고 쐐기형과 

종괴형이 같이 보이는 경우를 혼합행으로 제 5형으로 분류하였 

다. 두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이들 형태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분류를 인정하였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조병준 오1: 듭성신루신엽 

으로 확인하고 임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혈중 백혈구수， 농뇨， 

혈뇨，혈소판감소증 유무를 확인하였다. 치료 후 해열 및 정상 

소변검사까지의 기간등을 확인 한 후 이들 각종 임상정보와 조 

영증강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의 소견과 연관성을 알기 위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통계는 chi-square 

test, unpaired Student t -test, Kruskal -Walli s test를 이용 

하였다. 결과는 평균으로 표현하였고 각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국한하였다. 

결 과 

이들 환자블을 대상으로 발열기간， 발열정도， 늑골척추각압 본 연구의 분석대상 35예의 모든 환자는 급성신우선염의 특 

통 유무， 과거의 급성신우신염 유무 등의 임상정보를 병력기록 징적인 고열과 늑골척추각압통 (CV A tenderness )을 보였고， 

세균성 쇼크 (septic shock)가 동반된 경우와 범발성 혈액내 

응고증 (DIC)이 있었던 예가 각각 2예 있었다. 세균뇨는 12예 

(34.3%) , 농뇨는 25예 (71.4% ), 현미경적혈뇨는 21예 (60.0 

%)였고 그외 복막자극정후나 두통등의 전신척 증세가 나타난 

경우는 각각 15예 (42.8% )，혈중백혈구수증가는 21예 (60.0 

%), 혈소판 감소층은 11예 ( 31.4% ) 에서 나타났다. 급성신우신 

염의 선행요인으로 급성신우신염의 과거력이 있던 경우가 7예 

(36.8%)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이 있던 경우가 6예 (31.6% ), 

최근의 방광엽이 있던 경우가 4예 ( 21.0%) 였다. 뇨배 OJ:을 통 

해 원인 균주가 확인된 경우는 총 18예였는데 가장 흔한 원인 

균은 대장균으로 14예 (77.0% )였고 그외에 Klebsiella, Ecoli 

fecalis, Coagulase ( - ) Gram ( + ) bacteria, 그리고 

Viridans streptococcus가 각각 1예씩 이었다. 처음 발열 및 

옆구리동통의 시작부터 업원까지의 기간은 1일에서 13일까지 

로 평균 4.7일이였다. 이들 환자들은 내원일부터 곧바로 항생제 

치료가 시작되었으며 모든 환자들은 특별한 후유증없이 완치되 

였다. 조영증강 전산화단층촬영소견상 관류결손이 나타났던 군 

Fig. 1. Type 2 (focal wedge) perfusion defect . 
Focal wedge shaped perfusion defect (arrow) is 
demonstrated in the mid-pole of left kidney. This per
fusion defect is demonstrated from renal papilla to renal 
cortex with somewhat distinct margin. 

Fig. 2. Type 3 (multifocal wedge) perfusion defect. 
In this 24 year old woman, mutifocal wedge shaped per
fusion defects are demonstrated in the mid pole of left 
kidney, but on the right side, focal wedge shaped per 
fusion defect is seen. Other images showed mutifocal 
wedge shaped perfusion defects in the right kidney (not 
shown) 

Fig. 3. Type 4 (focal mass) perfusion defect. 
Focal mass-like perfusion defect is demonstrated in the 
mid-pole of right kidney. Ultrasonogram also showed fo 
cal low echoic mass-like lesion, but follow up 
ultrasonogram after 2 weeks antibiotics therapy showed 
disappearance of this lesion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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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3예 (66.7% )였고 12예에서는 관류결손이 나타나지 않았 

다 (제 1 형 ) . 관류결손이 나타났던 군에서 국소쐐기 형 (제 2 
형)은 2예 (5.7%) (Fig. 1), 다발성쐐기형 (제 3 형) 8예 (22.9 

% ) (Fig. 2) , 국소 종괴형 (제 4형 ) 4예 (11.0% ) (Fig.3) , 그 

리고 다발성 혼합형 (제 5 형 )이 9예 (25.7% ) 였다 (Fig. 4) 

(Table 1). 그외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으로는 신장비대가 16예 

(45.7 % ), 비장비대 8예 (22.8% ), 국소럼프절종창 4예 ( 11.4 

% ). fascial thickening 3예 (8.5% )등이 관찰되었으나 관류결 

손부위의 유무와 이들 소견의 유무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 

었다 (Table 2). 

각종 임상적인 요소들과 관류결손된 부위의 유무에 따른 차 

이를 본 결과 입원치료 후 해열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통계 

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즉， 관류결손이 없던 군에서는 

치료후 해열까지의 기간이 2.8일이 소요된 데 비해 관류결손이 

있던 군에서는 평균 7.0일로 해열까지의 발열기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관류결손 부위의 형태에 따른 분류와 임상적양 

상의 차이 유무를 확인한 결과 치료 후 해열까지의 기간에서 국 

소쐐기행의 경우는 4.0 일， 다발성 쐐기형은 7.1일， 국소성 종괴 

형은 10.0일， 그리고 다발성 흔합형은 7.4일을 나타냈으며 통계 

Table 1. Classificat ion of Acute Pyelonephritis by Enhan
ced CT Scan on the Background of Morphology of Per
fusion Defect in Renal Parenchyma 

Classification No. of Pts. (%) 

No perfusion defect type Type 1 12 (34.3) 

Perfusion defect type 

Focal Wedge Type 2 2 (5.7) 

Mutifocal 、-Vedge Type 3 8 (22.9) 

Focal Mass Type 4 4(1 1.0) 

Mutifocal Mixed Type 5 9 (25.7) 

Total 35 (100) 

적으로 국소성 종괴형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p<.05) 

(Table 3). 다른 임상적 요인들에 있어서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였다. 

고 찰 

비뇨기계 감염은 여성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약 40-50 

%의 여성에서 일생 중 최소한 한번의 비뇨기계 감염을 겪게 

된다고 한다 (3). 가장 흔한 원인은 박테리아의 상행성요로감 

염에 의한 경우로 결핵이나 포도^J구균에 의한 감염을 제외하 

고는 혈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물며， 가장 흔한 원인균은 대 

장균 등이다 ( 4). 이와같은 방광으로부터 신장으로의 상행성 

요로감염에 의해 신우，신배 및 신장간질의 염증을초래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급성신우신염이라고 하며 늑골추골각 압통， 발 

열，농뇨등의 특정적인 임상상을보이는증후군이다. 

과거 배설성 요로조영술 등이 진단의 중심이 되던 시기에는 

약 70%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나머지에서도 신장비대나 조 

영제 배설 지연 등의 비특이적 소견만을 보여 방사선학적인 관 

심이 적은분야였으나초음파와전산화단층촬영의 도입으로이 

Table 갖. Additional CT Findings of Acute Pyelonephritis 

Findings No. of Pts. (%) 

Swelling of the kidney 16 (45.7) 

Lymph node enlargement 4 (1 1. 4) 
Ascites 3 (8.5) 

Hepatomegaly 1 (2.8) 

Splenomegaly 8 (22.8) 

Pleural effusion 1 (2.8) 

Fascial thickening 3 (8.6) 

A B 
Fig. 4. Type 5 (mixed) perfusion defect. 
Mixed form of perfusion defect which composed of wedge and mass shapes of perfusion defects. 
A. Mass-like perfusion defect is noted in the upper pole of left kidney 
B. But mid-pole of left kidney shows mutifocal wedge shaped perfusion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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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질환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초음파와 전산화 

단층촬영상 이러한 급성신장감염 환자에서 다양한 정도와 단계 

의 신장 실질을 침범하는 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인식되게 되 

었고， 이들을 방사선학적 소견과 임상상의 차이에 의해 분류하 

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5). 그 결과 초음파상에서 종괴로 보이 

나 실제로는 염증성종괴 (inflammatory mass)로 확인되고 적 

절한 항생제요법으로 정상화되는 소견을 보이는 질환을 급성신 

우신염의 범주외는 다른 급성세균성신염 혹은 lobar neph 

roni a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6) 그러나 최근에 과거의 급성세균성신염 혹은 lobar neph

roni a가 급성신우신염과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급성신우신염 

에서 농양으로 진행히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한단계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용어사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였다. 이에 미국 비뇨기방사선 학회 (Society of 

Uroradiology ) 에서는 병리적 및 병태생리적 소견을 반영하는 

단순화된 용어사용을 제안하게 되어， 과거의 급성세균성신염， 

lobar nephronia, 국소성 세균성신염 (focal nephriti s ), 급성 

Table 3. Clinical Correlation of CT Findings with Labora
tory Data 

CT classification Fever down 

period after Tx 

2.8 days No perfusion defect type(n = 12} 

Perfusion defect type 

Focal wedge (n=2) 

Mutifocal wedge (n=8) 
Focal mass (n=4) 

Mutifocal mixed (n=9) 

Total (n=35) 

* p < .05 Tx: Treatment 

4.0 days 

7.1 days 

10.0 days * 
7 .4 days 

조병준 오1: 급성신루싣염 

신우선염 등의 용어를 모두 급성신우신염으로 통일하자고 하였 

다 (1). 본 연구는 이러한 급성신장감염군의 용어적 정의 빛 변 

화를감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급성신우신염의 전산화단층촬영상 소견으로는 초기병변일 

경우 정상소견이나 병변이 진행되면서 신비대나 혹은 국소적인 

부풀음 (swelling)등의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조영증강전의 

전산화단층촬영상에서는 대개 정상이나 조영증강후 전산화단 

층촬영에서는 정싱 실질에 비해 쐐기모양 혹은 선상의 관류결 

손부위가 신유두 (papilla) 에서 부터 신피막 (renal capsule) 

까지 보이게 되는데 대개는 그 경계가 좋으나 일부에서 치료과 

정 중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7). 전산화단층촬영 계수는 

80 - 90 HU으로 정상조직의 130- 150HU에 비해 떨어지나 출 

혈 등이 동반되는 경우 이 수치범위 이상일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8). 이러한 조영증강후 전산화단층촬영상의 관류결손의 

원인은 국소적허혈， 세뇨관의 폐쇄， 그리고 간질성염증등우로 

알려지고 있다 (9). 즉 세균에 의한 상행성 요로감염이 진행되 

면서 개개의 집합관 (collecting duct)을 따라 종국에는 신피질 

까지 파급되는 데 이때 집합관내의 염증세포와 세포간질의 압 

력증가로 인해 신세뇨관의 폐쇄와 연축 (spasm) 및 주위의 혈 

관을 눌러 조영제의 배설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이들 부위에 

서 선상 흑은 쐐기형의 관류결손이 나타나게 된다 (1이. 병변이 

진행되면서 이들 쐐기형의 병변들이 융합 ( confl uen t )되며 진 

행되기도 히는 데 심한 간질성 염증이 초래되면 종괴형으로 진 

행되어 신장표면의 부풀음 (swelling)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심한 간질성 염증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나 불충분한 치료시 

미세농양 (microabscess)으로 진행되어 종국에는 거대농양 

(macroabscess)으로 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조영증강후 전산화단층촬영상 관류결손부위의 형태에 따른 임 

상상의 차이를 밝혀보려는 시D} 있어왔고 Tsugaya (7) 등은 
전산화단층촬영상 발병초기의 신장실질내의 병변의 파급정도 

A B 
Fig. s. Transformation of mass form into wedge form after treatment. 
A. This 34 year old woman shows focal mass like perfusion defect in the mid pole of left kidney. 
B. One month follow up CT scan after antibiotics therapy shows that mass like perfusion defect is changed into ill de
fìned , wedge shaped perfusion defect (arrows). 

% 



대한망사선의학회지 1997; 36: 671-676 

가 치료후 예후를 예측하는 데 어느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였고， June 등 (11, 12)도 전산화단층촬영상 과거에 국소성 

세균성신염에 해당되나 임상적으로 전형적인 급성신우신염에 

해당하던 환자들에서 치료 후 해열까지의 기간이 다른 환자군 

보다 길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최근에 새로 정의된 급성신우신염의 기준으 

로 연구되었던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이 과거의 급성세균성 신 

염 혹은 lobar nephronia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제한 

점이 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급성신우신염으로 진 

단되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조영증강전，후의 전산화단층 

촬영을 토대로 그 소견을 분석하였고 특히 조영증강후 전산화 

단층촬영상의 관류결손부위의 유무와 형태적 인 분류를 토대로 

임상적인 차이를 밝혀 종국에는예후판정에 이용하고자하는의 

도로시도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영증강후 전산화단층촬영상 관류결손부위 

가 있던 경우 (65.7 % )가 없던 경우 (34.3%)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까지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급성신우신염 진단의 예민 

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Dacher 등은 81 % 

의 예민도를 보고하고 있다 (13). 본 연구에서의 관류결손부위 

발견의 예민도는 Dacher JN. 등의 결과와 비교할 때 낮은 예 

빈도를 보이는 데 이는 아마도 본 연구가 엄상적으로 급성신우 

신염이 의심되었던 환자 중 경미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도 다수 

포함되었다는데 원인이 있을것으로생각된다.실제로 Dacher 

등은 소변배양 등의 방법으로 급성신우신염이 확진된 환자군에 

서의 전산화단층촬영상 병변 발견 예민도는 81 %인데 비해 경 

미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포함한 군에서의 예민도는 50%로 차 

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 

관류결손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의 임상적 인 차이를 비교분 

석한 결과 다른 임상지표에서는 통계적인 의의를 보일만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 후 해열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관류결손부위가 있던 군에 

서 없던 군에 비해 치료후해열까지의 기간이 더 길었다.관류 

결손부위의 형태적인 차이에 따른 임상상의 차이를 보려는 분 

석 결과에서도 다른 임상지표에서는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치 

료 후 해열까지의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종괴형으로 보였던 군에서 다른 군과 달리 

더 기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Huang 등 

의 연구에서 보였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 즉 

Huang 등의 연구에서는 쐐기형， 종괴형， 미만형 등으로 분류하 

고 이들에서 임상적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종괴형 및 미만형에 

서 더 신농양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조영증강후 전산화 

단층촬영상의 관류결손부위의 형태적인 분류가 입상예후 예측 

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서 

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치료 후 신농양으로 진행된 예는 없었다 

는 점이 다른 점이였다. 이와같은 차이는 아마도 Huang 등은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되었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중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던 환 

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쐐기형과 종괴형이 함께 관찰되었던 혼합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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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괴형보다 더 나쁜 임상경과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로는 

아마도이들대부분의 혼합형에서의 소견이 종괴행보다는쐐기 

형이 주된 소견이었다는 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본 연구에서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치료 후 추적검사를 시행 

한 환자는 3명이었는데 이 중 종괴형을 보였던 환자 l예에서 

추적검사상 쐐기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러한 소견으로 종괴형이 쐐기형의 심해진 형태로 생각되나 더 

많은 환자를 통한 연구가 펼요하리라 생각된다 (Fig. 5) . 

과거에는 급성신우신염이 치료 후 신장기능이나 구조에 별다 

른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14, 15) , 

Rosenfield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거 분류에 의한 급 

성세균성신염의 경우에 신피질의 반흔이나 위축 등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15, 16). 그러나 Huang 등에 의하면 17명의 

급성신우신염 환자들을대상으로한추적 전산화단층촬영상신 

피질의 반흔은 한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하고 있 

다 (2) .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과거의 연구가 혈관조영술과 배 
설성 정맥요로조영숭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Huang 등의 연구 

는 전산화단층 촬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이들 추척촬영검사상에서 신피질의 반흔을 발견하는 

데 어떤 방법이 가장유용한지에 대해서는앞으로더 많은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급성신우신염의 환자에서 시행한 조영증강 전산 

화단층촬영은 환자의 임상적 인 예후를 예측하는 데 제한된 범 

위이지만 유익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관류결손부위의 출현과 

관류결손부위의 형태가 종괴형일 때， 치료 후 해열까지의 기간 

이 걸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급성신우신염 환자 

를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 

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임상적인 증상이 심하 

거나 일반적인 치료로 증상경감이 지연되는 경우등에서 전산화 

단층을사용함으로써 조기에 신농양으로의 전환을차단하고적 

절한 치료방침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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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Pyelonephritis : Role of Enhanced CT 

Scan in the Prediction of Clinical Outcome 1 

Byung-June Jo, M.D., Ki-Whang Kim, M.D., Jeong-Sik Yu, M.D. , Jai-Keun Kim, M.D. 
Sang-Wool‘ Yoon, M.D. , Sung-Kyu Ha, M.D. 2, Chong-Hoon Park, M.D. 2 

1 Department of Diagnostic R adiology, YongDong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 edicine 

2Departm ent of l nternal M 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Y 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To correlate the CT findings of acute pyelonephritis with its outcome and with clinical 
data. 

Materials and Methods: Thirty five contrast enhanced CT scans in patients diagnosed as suffer
ing from acute pyelonephriti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Findings based on the morphology of 
perfusion defect in the renal parenchyma were classified as normaL focal wedge , multifocal wedge, 
focal mass, or mixed form composed of wedge and mass. These findings were correlated with clini
cal data such as degree of fever, leukocytosis, the period after antibiotic treatment during which fe
ver was reduced , and the presence of pyuria in each group Analysis was then performed. 

Results: Perfusion defects were seen in 23 of 35 cases, and their morphology was classified as 
follows; focal wedge (n=2), multifocal wedge (n=8), focal mass (n=4), and mixed form (n=9). 
Twelve cases (34.3%) showed no perfusion defect. The duration of fever was significantly pro
longed in patients with focal mass form (p <'05).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morphology of perfusion defect, bilaterality, and other clinical factors .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clinical course of the focal mass form of perfusion 
defect, as seen on CT,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types. CT could be effective in predicting 
clinical progress and the outcome of treatment in cases of acute pyelonep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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