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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후복막 섬유화증은 년에 에 의해 처음으로 기1905 Albarran

술되었으며 그후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 오다가 최근 원인에 따

라 분류하여 원발성 또는 이차성 후복막 섬유화증으로 명명되고

있다
1)

이 병은 대동맥 요도 신장 등의 후복막 기관에 섬유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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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증식이 일어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폐쇄로 인한

장기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원발성 후복막 섬유화증은 원인.

을 규명할 수 없는 특발성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대동맥

등의 죽상판으로부터 외부로 노출된 불용성 인지질에 대한 자가

면역성의 혈관염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2)

이차성 후복막 섬유.

화증이란 임파선암 등의 악성종양 약물 메칠서자이드 하이드, ( ,

랄라진 베타차단제 결핵 등의 감염성질환 수술 또는 방사선, ), ,

노출과 연관된 것을 말한다2) 호발 시기는 대이며 남자. 40-60 ,

에서 흔하다
3)

발생빈도는 만명 당 명으로 흔하지 않다. 20 1
4)
.

일반적으로 후복막 섬유화증은 양측으로 발생하지만 저자들

은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일측성 후복막 섬유,

화증으로 진단된 환자 례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1 .

정상 신기능의 좌측 복통 환자에서 진단된

원인 불명의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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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peritoneal fibrosis is a disease characterized by proliferation of fibro-inflammatory tissue, which

mainly encloses the abdominal aorta, iliac arteries and (enlarges to the retroperitoneum to surrounds)

ureters. Two leading pathogenesis are an exacerbated local inflammatory reaction to aortic athero-

sclerosis and a manifestation of systemic autoimmune disease. Because of insidious disease course,

most cases are diagnosed late when bilateral urinary obstruction caused oliguria and symptoms related

to uremia. In this case, the patient complained left flank pain which might have been caused by left

ureter stone, but through abdominal CT scan,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left unilateral retroperito-

neal fibrosis. Abdominal CT scan showed encircling mass around abdominal aorta and left ureter with

hydronephrosis. The patient had no underlying disease and didn't take any medication; she was diag-

nosed as idiopathic unilateral retroperitoneal fibrosis and started prednisolone, 40 mg daily.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therapy was started; most fibrous tissue was disappeared, hydrone-

phrosis was resolved and flank pain was rel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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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환 자: 여자 세, 65

주 소: 왼쪽 옆구리 통증

현병력: 상기 환자는 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좌측 옆구리 통3

증이 발생 개인의원 방문하여 신우신염으로 진단받고 투약하,

으나 완화 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통증은 콕콕 쑤시는 듯 하 으며 저녁에 악화되고 낮에. ,

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 다 소변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모두 없음, , ,

가족력: 특이 사항 없었음

사회력: 가정주부 술 담배 하지 않음, ,

진찰 소견: 내원 시 혈압은 호흡수 회165/85 mmHg, 18 /

분 맥박수 회분 체온 다 급성 병색을 띠고 있, 83 / , 36.7 .℃

었으며 공막의 황달소견이나 경부 임파절 비대는 없었다 호흡, .

음 및 심음은 정상이었다 왼쪽 측와부 타진 시 압통을 호소하.

으며 하지의 함요 부종은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이었다, . .

검사 소견: 내원 당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7,850/

mm
3

혈색소 혈소판, 12.4 g/dL, 233 10× 3
/mm

3
이었다 혈.

청 생화학검사에서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11.1 mg/dL, 0.6

총 단mg/dL, 백 알부민 나트륨7.3 d/dL, 3.7 g/dL, 140

칼륨 클로라이드 칼슘mmol/L, 4.3 mmol/L, 105 mmol/L,

인 이었다 과9.1 mg/dL, 2.8 mg/dL . ESR C-reactive

는 각각 로 약간 증가되어 있protein 34 mm/hr, 3.71 mg/dL

었다 는 모두 음성이 고. ASO, RA factor , Immunoglobulin

는 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으나G 18.9 g/L Immunoglobulin A

는 정상이었다 과 는 각각 으로. C3 C4 1.34 g/L, 0.393 g/L

정상범위 다 요검사상 요적혈구 요백혈구. 10-29/HPF, 5-

다 신장요도방광 선 검사 상 방광 안과9/HPF . X (Fig. 1)

골반강 내 많은 석회화 음 이 보 으나 명확한 요관석은 관찰,

되지 않았다.

치료 및 경과: 관장 및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어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예약 후 일단 귀가하 다 수일 후 검사한 복.

부 전산화 단층 소견 상 하부요추 번 수준에서 복부 대동맥3-4

과 좌측 요관을 둘러싸고 있는 연조직이 관찰되며 좌수신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방광 내 돌과 미세한 신석들이 발견되었다.

(Fig. 2, 3).

특이 과거질환이나 현재 기저질환 및 복용중인 약물이 없어

원발성으로 발생한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으로 진단하고 부신,

피질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 다 부신 피질 호르몬 을 매. 40 mg

일 복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마다 씩 감량하 다2 10 mg .

치료 개월 후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소견에서 복부 대동맥3

을 감싸고 있던 연조직은 거의 소실되었으며 좌수신증도 사라졌,

다 치료 후 좌측 옆구리 통증도 완화되었다 환자(Fig. 4, 5). .

는 그 후 비뇨기과 협진하여 방광 내 돌을 방광경으로 제거 하

으며 외래 추적 관찰 중으로 증상의 재발은 없었고 부신피질 호,

르몬 을 격일로 개월째 계속 유지중이다10 mg 18 .

Fig. 1. KUB shows 12 5 mm sized irregular opacity.×

Fig. 2. Contrast CT image. Soft tissue that encasing from
lower abdominal aorta to both common iliac artery
bifurcation is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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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저자들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옆구리 통증을 증상으로 한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

례의 경우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가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

여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상에서 일측성으로 발생한 후

복막 섬유화증이 발견되어 부신 피질 호르몬으로 치료하여 호전

된 경우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은 총 개 증례이며4

그 중 최초는 년 등2000 Powell
5)
이 육안적 혈뇨를 주소로 내

원한 세 여자환자 고23 이는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으로 인

한 신고혈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심한 요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상 왼쪽 신장주위 종물

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시행하 고 그 결과 후복막 섬유화증으로,

진단된 증례 보고도 있었다
6)

빈혈과 간효소수치 상승으로 내원.

한 환자에게서 오른쪽 신장과 요도에서 시작하여 신주위 공간까

지 침범한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이 진단된 증례도 있었다
7)
.

또한 본 증례와 마찬가지로 일측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도 례 있었다1 8).

후복막강 섬유화증의 원인으로는 원발성이 가장 많았고 이차,

성으로 발생한 후복막강 섬유화증의 원인은 등의thysergide

약물 악성종양 감염 후복막 출혈 등이었다, , ,
1)

본 증례에서는 이.

차성으로 발생할만한 기저 원인 질환이나 약물 복용력 등이 전혀

없어 원발성으로 생각된다 후복막 섬유화증이 양측성이 아닌 일.

측성으로 발생하 을 경우에는 림프종 등의 악성종물이 원인일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직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원발성 후복막 섬유화증의 유병율을 보면 인종에 관계없이 동

등한 유병률을 보이고 남자에서 호발하며 대에 가장 많40-60

은 빈도를 보인다 병의 시작은 유전적인 소인을 보이고 말단 대.

동맥과 장골동맥의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9)
.

이 질환의 증상은 처음에는 진행이 느리고 무기력 요통 식, ,

욕부진 미열 등의 애매한 증상을 보이며 에서 요통을, 80-90%

호소하지만 이것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이 진행.

함에 따라 고혈압 부종 그리고 빈혈 같은 양측 요관 압박으로,

인한 신부전이나 양측 하지의 부종 정맥류 음낭수종 등과 같은, ,

후 복막 정맥의 압박으로 인한 징후 등이 나타난다
10, 11)

.

후복막 섬유화증은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에서 후복막의 비후

및 불규칙한 종물 소견을 나타내고 대동맥과 장골 동맥을 따라

주행하는 섬유화된 종물이 보이면 의심할 수 있다 일측성 종물.

의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자기공명 상 를(MRI)

시행함으로써 감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조직으로 이루어진.

후복막성 섬유화증은 상에서 주위 근조T1-weighted image

직에 비해 낮은 시그널을 보이며T1 , T2-weighted image

상에서는 다양한 시그널 강도를 보인다
7)

최근에는. 18 F-FDG

Fig. 3. Noncontrast CT image. Hydronephrosis of left
kidney due to fibrosis of ureter is occurred.

Fig. 5. Noncontrast CT image. Three months later, soft
tissue is reduced compared with last examination.

Fig. 4. Noncontrast CT image. Hydronephrosis of left
kidney is much improved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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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섭취상의 차이를 기초로 한 촬 방법으로 진단하기glucose

도 하는데 원발성 후복막 섬유증의 초기 단계에는 염증 세포가,

증가하며 조직의 대사과정이 활성화 되어 섭취가18 F-FDG

더욱 증가한다11) 따라서 양전자 방출 촬 후복막 부위에. 18

섭취가 증가된 상이 보이면 원발성 후복막 섬유증을F-FDG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준다.

본 증례는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을 통해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으로 진단하 으며 스

테로이드 치료로 호전된 경우이다 저자들이 찾아본 결과 일측성.

후복막 섬유화증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보고가 드문 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환자의 거부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이지만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한 것으로 보아 악성종물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하겠다 또한 본 증례를 통해서 볼 때 드물지.

만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통증의 원인을 진단할 때

후복막 섬유화증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후복막 섬유화증의 치료는 요관스텐트 설치 수술적 요관 유,

착 박리술 요로 전환술 신 절제술 및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 ,

드 또는 복용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테Azathioprine .

로이드는 원인 불명의 원발성 후복막 섬유화증에서 가장 효과적

인 치료 방법이며 아직 정형화된 표준 치료법은 없다 등. Li
12)

의 연구에 의하면 스테로이드의 시작 용량은 부신피질 호르몬

을 매일 투여 후 한달마다 씩을 감량하고40 mg 10 mg 5 mg

을 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가장 좋았다 본 증1-2 .

례의 환자는 부신피질 호르몬 을 매일 투여하 고 한달40 mg

후 부터 주마다 씩 감량하 으며 을 격일로2 10 mg 10 mg 18

개월째 유지중이다 치료 중 추적관찰하며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상 종물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환자의 옆구리

통증 또한 경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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