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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과 신장 질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이 정 은

Cancer-associated Kidney Disease

Jung Eun Lee

Division of Neph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Kidney disease is common in patients with cancer and includes diseases that occur in people without cancer. In addition, certain 

kidney disorders are related to either cancer therapy or the malignancy itself. Paraneoplastic glomerulonephritis and post-hema-

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kidney disease (thrombotic microangiopathy, veno-occlusive disease, and kidney injury from 

graft-versus-host disease) are prime examples. Newer cancer therapy has increased cancer cure rates and survival times, but neph-

rotoxicity remains an important complication of chemotherapy. Consequently, patients with cancer are at increased risk of develop-

ing acute kidney injury, chronic kidney disease, and fluid and electrolyte abnormalities.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therapeutic doses may need to be reduc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nephrologists be informed and involved in cancer care. 

Nephrologists must provide expertise in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acute and chronic kidney disease, fluid and electrolyte 

disorders, and the use of various extracorporeal therapies in patients with cancer. Additionally, onco-nephrologists, who must be 

knowledgeable about the array of new chemotherapeutic agents and their potential effects on kidney function, are needed to provide 

integral care for patients with cancer. (Korean J Med 2016;90:3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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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장 질환과 암과의 관련성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알려져 왔으나, 항암 약물 치료제의 발달, 조혈모세포 이식

의 활성화, 다양한 표적 치료제의 개발로 암 환자에서의 신

장 질환은 더욱 흔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1]. 특히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치료 과정에서 신 손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암 혹은 

암 치료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신장 질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 

환자 치료에 신장내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

이다[2,3]. 암 환자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신장내과적 문제는 

표 1과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암-신장학 분야의 최신 지견을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904/kjm.2016.90.5.369&domain=pdf&date_stamp=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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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on clinical issues related to nephrologic manage-
ment in patients with cancer

AKI

Acid-base disorders: Metabolic acidosis 

Electrolyte disturbance: Hyponatremia, Hypokalemia, 
Hyperkalemia, Hypercalcemia

Hypercalcemia

Renal toxicity of chemotherapeutic agents

Tumor lysis syndrome

Myeloma-related kidney injury

Tumor- or tumor treatment-related microangiopathies and 
glomerulonephritis

Stem cell transplant-associated acute and chronic kidney injuries

Cancer-associated obstructive uropathies

Modifications of dosing of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CKD 
and ESRD who have cancer

Management of nutrition and dialysis in patients with ESRD 
receiving cancer therapy

AKI, acute kidney injury; CKD, chronic kidney disease; ESRD, 
end-stage renal disease.

암 환자에서의 급성 신 손상

암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급성 신 손상은 흔한 합병증으로, 

입원 기간, 의료 비용,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다[4]. 

급성 신 손상에 대한 접근 방법은 암이 없는 환자에서와 마

찬가지로 상세한 병력과 신체 진찰이 중요하지만, 암 환자에

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신 손상의 원인들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신전성 급성 신 손상(pre-renal acute kidney injury)

암 환자에서 신전성 급성 신 손상은 비교적 흔히 발생하

는데, 이는 암 혹은 치료에 의한 이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우선, 암 자체 또는 치료 부작용으로 식욕 부진, 구토, 설

사가 자주 동반하는데, 이로 인한 탈수는 종종 신전성 급성 

신 손상을 유발한다[5]. 또한 암 환자가 겪는 통증의 완화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신전성 급성 신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암 환자에서 신전

성 급성 신 손상의 다른 흔한 원인 한 가지는 고칼슘혈증이

다[6]. 고칼슘혈증은 암 환자의 20-30%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으로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탈수를 유발하여 신전성 급성 

신 손상을 일으킨다. 고칼슘혈증의 유발 기전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흔한 형태는 parathyroid hormone-related peptide 

(PTHrp) 매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PTHrp는 부갑상선 호르몬

과 같은 작용을 하여 뼈에서의 칼슘 흡수와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를 자극하여 고칼슘혈증을 유발한다[6]. 폐, 두경부, 자

궁경부암과 난소암, 신세포암 등에 동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암에서든 악성 세포가 광범위하게 골격계를 

침범하는 경우,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다발성 골

수종, 유방암, 임파종 등에서 골 전이가 심한 경우 주로 발생

한다. 일부 임파종에서는 비타민 D를 과다 생성하여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원인이든 등장성 수액 요법으

로 소변으로의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bisphosphonate

로 뼈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것이 고칼슘혈증의 치료에 도움

이 되며, 고칼슘혈증이 교정되면 급성 신 손상은 대체로 회

복된다. 고칼슘혈증이 심하고 급성 신 손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저칼슘 농도의 투석액을 이용한 투석 치료가 고

칼슘혈증의 빠른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성 급성 신 손상

Tumor infiltration

임상적으로 신 기능 저하를 흔히 유발하지는 않으나, 다양

한 고형암과 혈액암이 신실질을 침범할 수 있다[7]. 그중 임

파종과 백혈병이 비교적 흔하여, 혈액암의 33-63%에서 부검

시 신장 침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드물게, 신 기능 

저하 및 양측 신장의 비대가 백혈병의 초기 발현인 경우가 

있어 신생검으로 백혈병이 진단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약물 

치료 이후 신 기능이 빠르게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다.

Tumor lysis syndrome (TLS; 종양융해증후군)

TLS는 세포 성장이 빠른 암(주로 백혈병 혹은 burkitt 임파

종을 포함한 임파종)에서 약물 치료 직후, 드물게는 자연적

으로 많은 수의 종양세포가 깨지면서, 인, 칼륨, 핵산이 다량 

혈중으로 방출되는, 암의 위급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 TLS가 

발생하면, 핵산이 대사되면서 혈중 요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

하고, 이는 요세관에서 요산 결정체를 형성하여 급성 신 손

상을 유발한다. 요산은 산성인 용액에서, 농도가 높을 때 결

정체를 더 잘 이룬다[5,8].

TLS가 발생하면 고인산혈증이 대체로 동반되는데, 특히 

치료 후 발생한 TLS에서 저명하다.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발

생한 TLS에서는 악성 세포의 괴사도 빠르게 일어나지만, 더 

많은 악성 세포가 생기고 있으므로 혈중 인산이 세포 내로 

흡수되는 양이 방출되는 양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

려 저인산혈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인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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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c risk factor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tumor 
lysis syndrome

Risk factors

Large tumor burden

High serum levels of lactate dehydrogenase (> 2 fold of upper 
limits of normal) 

Extensive bone marrow involvement

High sensitivity of the tumor to chemotherapeutic agents

Splenomegaly

Male sex 

Pre-existing kidney disease.

Preventive measures in a high-risk patient

Volume Expansion with crystalloids: Aim to keep urine output 
> 150 mL/hr

Allopurinol or febuxostat: safe and moderately efficacious 

Monitor: serum creatinine, lactate dehydrogenase, uric acid, 
calcium, phosphorus, potassium every 12-24 hrs

Rasburicase: effective in a reduction of serum uric acid level, 
no proven benefit in terms of prevention of AKI, a single 
dose strategy can be used to treat established cases

Diuretics or bicarbonate administration: not generally recom-
mended

AKI, acute kidney injury.

결정체를 이루고 이것은 신실질에 침착되어 TLS에서 급성 

신 손상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칼륨혈증은 TLS에서 심부정맥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칼륨은 세포내액에서 가장 

높은 농도(120 mEq/L)를 차지하는 양이온이다. 따라서, 종양

세포가 괴사되면서 다량의 칼륨이 혈액에 방출되어, 심한 고

칼륨혈증이 발생하고 그 위험은 급성 신 손상 혹은 만성 신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높아진다. TLS의 위험도가 높은 암 

환자에서 치료 시작 후 혈중 칼륨 농도의 면밀한 관찰이 필

요하다. 

TLS는 항암 치료 시작 후 24-72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치료 전 고위험군의 선별과 적절한 예방요법이 필수적이다. 

TLS의 위험 인자와 예방 요법은 표 2에 정리하였다. 이뇨제

의 사용이나, 요의 알칼리화가 TLS의 발생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없고,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특히, rasburicase의 도입으로 요

산 농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만큼 요알칼리화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9].

TLS에 급성 신 손상이 동반되면, 대부분에서 투석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종양세포의 괴사와 함께 핵산, 인산 등의 세

포외 방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과적인 조절을 위

해 간헐적 혈액투석보다는 지속적 신대체 요법이 권장된다. 

그러나, 심각한 고칼륨혈증이 발생한 경우, 빠른 교정을 위

해 1회의 혈액투석 후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적용하기도 한

다. 복막투석은 요산과 인산의 제거율이 낮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Cancer-associated obstructive nephropathy

요로폐색은 급성 신 손상이 발생한 암 환자에서 항상 감

별해야 할 원인 중 하나이다[5].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경부

암에 의해 요로폐색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소변량이 줄어 

들 수 있으나, 부분 폐쇄가 발생한 경우 오히려 소변량이 증

가할 수도 있다. 진단은 대부분 초음파 혹은 computed tomo-

graphy 스캔에서 양측 신장의 수신증을 확인함으로써 가능

하다, 일부에서는 수신증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체

액 부족이 동반하거나, 요로폐색의 초기, 후복강의 섬유화가 

있는 때 저명한 수신증 없이 요로폐색이 발생할 수 있다. 신

후성 급성 신 손상의 치료로는 요관 삽입 혹은 경피적 신루

술을 시행하여 요로폐색을 풀어 주는 것이 신 기능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폐쇄가 오래 지속된 경우, 신장의 비가역

적인 손상이 발생한다. 

암 환자에서의 만성 신 질환

Malignancy associated paraneoplastic glomerular disease

고형암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사구체 질환은 흔하진 않으

나, 오래 전부터 잘 밝혀진 암의 합병증 중 하나이다[10]. 암

과 함께 사구체 질환이 진단되거나, 암 치료 후 사구체 질환

이 호전될 경우, 암 관련 사구체 질환을 고려해야 하는데, 막

성 신염이 가장 흔한 형태이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전

립선암에서 막성 신염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막성 신염이 먼저 진단된 환자에서 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어디까지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다. 최

근, 특발성 막성 신염의 발병기전에 발세포(podocyte)의 pho-

spholipase A2 receptor (PLA2R1)가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

지고, 상피하에 침착되는 PLA2R1에 대한 항체의 주요 아형

이 IgG4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면역 염색을 통해 사구체

에 PLA2R1 항체의 존재가 확인되고, IgG4가 IgG1이나 IgG2

에 비해 강하게 염색되면, 특발성 막성 신염을 시사하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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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terns of glomerular disease in hematologic malig-
nancies

Hematologic malignancies Glomerular disease

Acute leukemia MCD, FSGS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MPGN, MN > MCD, FSGS

Chronic myeloid leukemia MCD > MPGN, MN

Hodgkin lymphoma MCD > FSGS

Non-Hodgkin lymphoma MPGN > MN, MCD

MCD, minimal change disease; FSGS, focal segmental glomer-
ulosclerosis; MPGN,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MN,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

Table 4. Monoclonal gammopathy-associated renal lesions

Target sites
Monoclonal gammopathy-associated 

renal lesions

Glomerular lesion Proliferative GN with Monoclonal Ig 
deposits

Immunotactoid GN
Fibrillary GN

Tubular lesion Cast nephropathy light chain proximal 
tubulopathy

Glomerular, tubular, 
vascular lesion

Amyloidosis
Monoclonal Ig deposition disease

Others Crystal storing histiocytosis

GN, glomerulonephritis; Ig, immunoglobulin.

이며 이 경우 악성 종양에 대한 선별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상기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차성 막성 신염

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신 홍반성 루푸스나 바이러스

성 간염과 같은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나이, 성별, 위험 인

자를 고려하여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 초기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지 않더라

도 암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

다. 그러나, 상기 면역 염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막성 신염 환자에서 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는 확실하지 않다. 이 경우, 해당하는 나이, 성별에서 일반적

으로 권고되는 암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상세한 병력을 통

해 위험 인자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인 절충안일 수 있겠다[11].

혈액암에서도 드물게 사구체 질환이 동반되는데, 그 형태

는 고형암에서 보다 훨씬 다양하다. 사구체 질환의 임상양상

으로 병리 소견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진단을 위해서는 신

생검이 필요하다. 혈액암의 종류별로 동반할 수 있는 사구체  

질환은 표 3으로 정리할 수 있다[7,12].

Post nephrectomy chronic kidney disease

암 환자에서 만성 신 질환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신

세포암 혹은 요로계 종양으로 신적출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다. 한 연구에서는 새로 진단된 신세포암 환자에서 치료에 

들어가기 전부터 25%의 환자에서 신 기능 저하가 관찰되며, 

수술 전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던 환자들에서도 부분절제술

을 시행한 경우 20%에서,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80%에

서 만성 신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장 전절제

술을 시행한 직후, 1/3에서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가 25% 이상 

나타나며, 수술 직후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는 장기적인 만성 

신 질환으로 연결된다[13]. 최근 재발성 신세포암의 치료로 

multisite tyrosine kinase inhibitors (MTKIs)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MTKIs의 중대한 부작용 중 하나가 신독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절제술시 신장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 전략과 

함께 장기적으로 신 기능을 보존하는 관리가 필요하다[14]. 

따라서, 신절제술 환자에서 고혈압, 고혈당을 조절하고, 금

연을 유도하며, 신독성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의 보존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Monoclonal gammopathy에 동반한 신장 질환

형질세포의 단클론성 증식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이상단

백혈증은 다양한 형태의 신장 질환을 유발한다[15,16]. 대부

분은 이상단백질이 직접적으로 신장의 각 부위에 침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침착 부위에 따라 발현하는 질병은 다양하

다(Table 4). 그중 cast nephropathy, amyloidosis, monoclonal Ig 

deposition disease (MIDD), light chain proximal tubulopathy 

(LCF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ast nephropathy

다발성 골수종에 동반하는 cast nephropathy는 사구체에서 

여과된 경쇄 면역글로불린이 요세관에 독성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요세관의 손상과 원위 세뇨관 내강에 존재

하는 원주를 확인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다. 원주는 특징적

으로 ‘fractured’되어 있고, 면역 염색을 시행할 경우 κ 혹은 

λ 중 한 가지에 강한 양성을 나타낸다. 급성 신 손상 혹은 

서서히 진행하는 신 기능 저하로 발현하는데, 모든 경우에 

혈액 및 소변에 경쇄 면역글로불린이 존재한다. 특히 혈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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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리경쇄 농도가 500 mg/L 이상이면서 진행성 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신생검을 하지 않더라도 cast nephropathy

로 간주할 수 있다. 치료는 신 질환의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

에 더하여 수액요법으로 소변량을 늘리고, 동반된 고칼슘혈

증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bortezomib을 포함한 약

물 치료를 조기에 적용함으로써 경쇄 면역글로불린의 생성

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high cut-off 혈액투석이 유리 경쇄

의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17,18].

Amyloidosis 

이상단백혈증에 동반한 아밀로이드증(AL type)은 경쇄 면

역글로불린이 β-판상형 입체구조를 형성하며 아밀로이드화

되어 세포외에 침착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다.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전신 질환으로, 심장에 침착이 일어나는 경

우, 심부전을 유발하고, 위장관에 침착되면, 설사 및 흡수 장

애를 유발한다[19]. 그 외 신경계와 간, 신장을 침범한다. 신

장을 침범하는 경우, 대체로 신증후군으로 진행하고 이후 신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조직 소견으로는 사구체, 간질, 혈관

벽에 모두 아밀로이드 침착이 발생하며, Congo red 염색을 

시행한 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밝은 녹황색(apple- 

green color)을 띤다. 전자현미경에서는 지름이 7.5-10 nm의 

가지를 치지 않는 성유질의 침착으로 나타난다. Congo red 

염색과 전자현미경 소견으로 아밀로이드증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AL-type을 확인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

다. 면역 형광 염색을 통하여 κ 혹은 λ 중 한 종류만 침착된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경쇄 면역글로불린이 입체 구조를 이

루면서 상품화된 항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혈청에서 이상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

하지 않으며, 질량 분석법(mass spectrometry)을 통하여 조직

에 침착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경쇄임을 밝힘으로써 확진

할 수 있다[20]. 질량 분석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면

역 조직 염색을 통하여 amyloid A, transthyretin 음성임을 확

인하면 AL type의 아밀로이드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21].

AL type 아밀로이드증의 치료는 다발성 골수종 동반 여부

에 관계없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혹은 항암 요법으로 악성

화된 형질세포를 제거해야 한다. 치료로 혈액학적 관해(혈청

내 이상단백질의 감소)가 오게 되면, 신장 질환의 호전도 기

대할 수 있는데, 신 기능의 악화 없이 단백뇨가 50% 이상 감

소하면 신장 반응(renal response)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액

학적 관해 후 6개월경에 50%에서 신장 반응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혈액학적 관해에 도달하였으나, 신장 질

환은 진행하여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게 되면, 투석은 물론 신

장 이식도 고려할 수 있다.

MIDD

MIDD는 단클론성 면역글로불린이 사구체 및 세뇨관의 

기저막에 침착하는 질환이다 침착하는 면역글로불린은 드물

게 중쇄 면역글로불린(heavy chain deposition disease)이지만 

경쇄 면역글로불린(light chain deposition disease)이 침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λ 경쇄보다는 κ 경쇄가 훨씬 흔

하다는 것은 아밀로이드증과 대조적이다. 임상양상은 단백

뇨와 신 기능 저하인데, 아밀로이드증에 비하여 적은 양의 단

백뇨에서 신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22]. 

확진은 신생검을 통해 가능하며, 광학현미경 소견으로는 결

절성 사구체경화증이 특징적이나, 막증식성 신염과 같은 양

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면역 형광 염색에서 미만성, 선상으

로 침착된 단클론성 면역글로불린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중요하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상단백혈증이 확인되며 약 

반수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동반한다. 치료는 아밀로이드증과 

유사하다[22]. 

LCFS

LCFS는 근위세뇨관에 κ 혹은 λ 경쇄에 반응하는 세포질

내 봉입체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현미경 소견에서 바늘 모양

의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23]. 임상양상은 많지 않은 단백

뇨와 경도의 신 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면서 근위세뇨관의 

기능 부전에 의해 Fanconi 증후군(glycosuria, hypophosphatemia, 

metabolic acidosis, aminoaciduria)이 흔히 나타난다[23]. 치료

는 이상단백질을 줄이기 위해 원인이 되는 혈액암을 치료하

는 것이지만, monoclonal gammopathy undetermined singnificance

에 동반된 LCFS의 경우, 신장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위험과 

이득을 잘 고려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발생하는 신장 질환

다양한 혈액 질환의 치료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용되고 

있고, 기술의 발달로 환자의 생존율도 향상되고 있다. 조혈

모세포 이식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있는데, 자가 이식은 항암 치료 전 본인의 조혈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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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uses of acute and chronic kidney injury after hema-
topoietic cell transplant

Early onset (< 30 days)

Sepsis

Hypotension

Hypovolemia (vomiting and diarrhea)

Nephrotoxic agents: Acyclovir, Amphotericin B, 
Calcineurin inhibitors, Contrast dye, NSAIDs

Tumor lysis syndrome

Hepatic sinusoidal obstruction syndrome

Late onset (> 3 months)

Thrombotic microangiopathy

Calcineurin inhibitor toxicity

Renal graft-versus-host disease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포를 수집하여 항암 치료 후 주입하는 것이다. 반면, 동종 이

식은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로 본인의 혈액세포를 모두 

제거하고 이후 조직형이 일치하는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주

입하는 것이다. 대체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에 비해 더 많은 합병증을 보이는데, 신장 질환도 

마찬가지이다[7].

조혈모세포 이식 후 신대체 요법이 필요한 급성 신 손상

의 발생은 1-19%이며, 급성 신 손상이 발생한 경우, 매우 불

량한 예후를 보인다. 급성 신 손상은 자가 이식에 비해 동종 

이식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골수 소멸성(myeloablative) 동종 

이식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 특히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빌생

하여 지속적인 면역 억제 요법이 필요한 경우 급성 신 손상

의 위험은 높아진다[5]. 급성 신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고 시

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Table 5). 이식 초기(30일 이내)

에 급성 신 손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데, 이 시기에는 저혈압, 

패혈증, 다양한 신독성 약물의 사용, 간의 정맥폐쇄병(veno- 

occlusive disease, VOD)이 흔한 원인이다. 3달 이후에 발생하

는 급성 신 손상의 원인으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과 칼시뉴린억제제 신독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들 수 있다.

간 정맥폐쇄병(VOD)

VOD는 골수 소멸성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발생하며, 

항암 약물 요법 혹은 방사선 치료에 의해 간의 소정맥이 손

상을 받아 혈전이 생기고 이후 정맥 충혈 및 문맥 고혈압이 

유발된다. 고령, 여자, 기저의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잘 생기

고, 대체로 이식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다. 동반 증상으로는, 

부종, 복수, 우측 상부의 복통, 간수치 이상, 황달 등이며, 급

성 신 손상은 간신증후군과 유사한 기전으로 발생한다. 따라

서, 치료는 보존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며, 투석이 필요한 경

우 혈장량 감소로 인한 저혈압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이식편대 숙주 반응과 칼시뉴린억제제 신독성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예방 혹

은 치료를 위하여 이식 직후부터 칼시뉴린억제제를 투여하

게 된다. 칼시뉴린억제제의 신독성은 두 가지 기전으로 나타

난다. 우선, 칼시뉴린억제제는 농도 의존적으로 사구체의 수

입 세동맥을 수축시키는데, 치료 농도보다 상승하면 신전성 

형태의 급성 신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약제 농도가 높을수

록 발생 위험도는 높고 약제를 중단 혹은 감량하면 급성 신 

손상은 대체로 회복된다. 반면 만성적인 신독성은 단백뇨와 

함께 서서히 진행하는 신 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

식편대 숙주 반응으로 약제를 장기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발

생한다. 약제를 오래 사용할수록, 유지 용량이 많을수록 위험

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전한 기간과 용량을 제

시하기는 어렵다. 다른 원인과의 감별을 위해 대부분 신생검

이 필요하며, 혈관 내강의 감소, 세뇨관의 수포화, 사구체의 

분절성 혹은 미만성 경화증을 특징으로 한다. 약제를 감량 

혹은 중단하면 일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신장에 나타날 수 있는

데, 특징적으로 막성 신염의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24]. 이 

경우 추가적인 면역 억제 요법으로 신 질환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아급성 혹은 만성 TMA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만성 신 질

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대체로 이식 3-12개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서서히 진행하는 단백뇨, 혈뇨, 신 기능 저하, 고

혈압, 심한 빈혈로 발현한다. Lactate dehydrogenase 혈중 농

도의 증가, haptoglobin 감소, 혈소판 감소로 혈관내 용혈 소

견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양상이 전형적인 경우 신생검 없

이 진단이 가능하다. 이식 후 발생하는 TMA의 주요 원인은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장내피세포의 손상이며, 

이식편대 숙주 반응, 칼시뉴린억제제의 영향도 함께 기여할 

수 있다. 보존적인 치료가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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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idney injury associated with chemotherapeutic agents

Site of injury Chemotherapeutic agents

Renal vasculature Pre-renal acute kidney injury (capillary leak syndrome)
IL-2, denileukin diftitox

Thrombotic microangiopathy 
antiangiogenesis drugs (bevacizumab and tyrosine kinase inhibitors) 
gemcitabine, cisplatin 
mitomycin C, Interferon

Glomeruli Minimal change disease
Interferon, pamidronate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Interferon, pamidronate, zoledronate (rare)

Tubulointerstitium Acute tubular necrosis
platinums, zoledronate, ifosfamide, mithramycin, pentostatin, imatinib, diaziquone, pemetrexed

Tubulopathies
- Fanconi syndrome

cisplatin, ifosfamide, azacitadine, diaziquone, imatinib, pemetrexed
- Magnesium wasting

cisplatin, cetuximab, and panitumumab
Acute interstitial nephritis

sorafenib and sunitinib
Crystal nephropathy

methotrexate

표적 치료제를 포함한 

항암제(chemotherapy agents)의 신독성

항암제는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독성은 

항암제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이며, 신독성의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항암 치료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항암

제는 다양한 기전으로 신독성을 가지는데, 항암제의 신장내 

주요 손상 부위에 따라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5]. 신독

성의 위험 정도는 약제 자체뿐 아니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서도 달라지는데, 체액 부족이 동반하거나, 다른 신독성 약

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저 신 질환이 있을 때 약제의 신독성

은 더 흔히 발생한다. 약제의 신독성은 신장내 주요 손상 부

위에 따라 다른 임상양상을 보이고, 약제 이외의 다른 원인

으로도 급성 신 손상이 유발된다. 따라서, 항암 치료 중 신장 

질환이 발생할 경우, 원인이 되는 약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향후 치료 방침 결정에 중요한 일이며 암 환자 치료에

서 신장내과 의사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 중 일부도 

신독성을 가진다[14]. 그중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억제제와 MTKIs는 혈관형성(angiogenesis)을 억제하

는 작용을 가져 많은 고형암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두 

종류 모두 신독성을 가진다. VEGF는 내피세포의 혈관 확장 

및 발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인자이므로 VEGF 

억제제(bevacizumab)는 고혈압과 단백뇨를 흔히 유발하고 드

물게 TMA를 유발할 수 있다. MTKIs (sunitinib, sorafenib, pazo-

panib, ponatinib, axitinib, cabozantinib, lenvatinib, vandetanib) 

투여 시에도 공통적으로 고혈압과 단백뇨가 가장 흔한 신독

성이며, 그 외 급성 세뇨관괴사, 급성 간질성 신염, TMA 등

이 보고되었다. 만성 신 질환(신 기능의 저하 혹은 단백뇨), 

신장암이 위험 인자이며, 이러한 약제를 사용할 때, 혈청 크

레아티닌과 함께 단백뇨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장한다.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kinase의 길항제인 temsirolimus, 

everolimus도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며, 단백뇨와 

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독

성이 약물 치료 전 신 기능 저하를 흔히 가지는 신장암 환자

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6]. 신독성 발생시 

대체로 약제를 중단하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 경우 

재투약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약제의 중단 여부는 약제의 항

암제로서의 효과와 신독성의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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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억제제인 cetuximab은 대장 

직장암의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신장에서 마그네슘의 재흡

수를 억제하여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한다. 저마그네슘혈증

은 이차적으로 저칼슘혈증과 저칼륨혈증을 동반하므로 치료 

도중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치료 중단 후 대체로 

호전된다.

Recombinant human interleukin-2 (IL-2)는 뚜렷한 capillary 

leak syndrome을 유발하여 투여 직후, 신전성 급성 신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저혈압, 소변량 감소, 부종을 특징으로 하며, 

가역적이지만 약제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독성을 유발한 약제의 사용 혹은 중단은 각 환자에서 

약제의 항암 효과와 다른 약제로의 대체 가능성 및 신장 질

환의 예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신장내과와 

종양내과 의사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한 고위험군에서 항암제의 신독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효과적인 약물 치료가 발달하고, 암 환자의 생존율이 개선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장 질환이 암 환자에서 발생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신장내과 의사의 역할

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것이 2013년 미국 신

장학회 산하로 Onco-Nephology Forum이 만들어지는 등, 암-

신장학을 신장학의 한 전문 분야로 인정하고 있다. 암 치료

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및 센터가 많아진 국내 상황을 고려

하면, 암-신장학이 발전하기 좋은 토대가 마련된 상태로 본 

종설을 계기로 국내 신장내과 의사들이 암-신장학에 더욱 관

심을 가지고 암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중심 단어: 신장학; 악성 종양; 항암제; 약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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