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신종양 또는 고환 종양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생물에

서 생검 결과 없이 치료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

분의 경우 신종양 치료전에 생검을 권유하지 않는다. 병

기 I 신종괴를 동반한 건강한 환자 또는 보존 치료 예정인 

고령의 환자에서 미국비뇨의학회(Americal Urological 

Association, AUA)는 치료 전 신생검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1 하지만 작은 신종괴(small renal mass, SRM)의 

약 20%는 술 후 병리결과에서 양성으로 보고되어, 이 환

자들은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것이 된다.2 신종괴의 크기

가 작을수록 양성비율은 더 높아진다.2,3 또한 신종괴의 생

물학적 공격성이 매우 다양하고,4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작은 신종괴 치료법 또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 신종괴 생검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근치 혹은 부분신절제술 받은 환자의 

5명 중 1명에서 술 전 신생검이 시행되고 있어 신종괴 생

검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5 이에 작은 신종괴 생검 

시행 논란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잉치료의 해

SRM 치료법으로 부분신절제술과 근치신절제술에 따른 

합병증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혈(최소침습의 5%, 개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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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Renal Mass Biopsy: When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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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idence of small renal mass (SRM) is increasing largely owing to the growing use of 
cross-sectional imaging. About 20% of SRMs are benign, and smaller masses are likely to have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low malignant potential. Determining the optimal management 
for SRM can be challenging.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RMs and expand-
ing treatment options for SRMs have stimulated interest in SRM biopsy which can facilitate risk 
stratification and prognostication. Continuing concern regarding complications and accuracy, 
SRM biopsy is underutilized. However, recent series on SRM biopsy have reported diagnostic 
accuracy and rare complications. The median concordance rate between tumor histotype on 
renal tumor biopsy and on the surgical specimen was over 90%. SRM biopsy can be selectively 
used to improve risk stratification in patient where the clinical management may chang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biopsy. Currently, SRM biopsy can be recommended in most cases except 
in patients who have imaging or clinical characteristics indicative of benign tumors and in cases 
in which conservative management is considered. Urologists should be aware of the benefits of 
SRM biopsy which should be discussed with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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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최대 20%), 재수술(2%–5%), 호흡기 합병증(1%–7%)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

다.6 수술 합병증 이외에도, 신장 수술 이후 신기능 감소

에 따른 장기간 건강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신기능 저

하는 심혈관 이벤트, 만성신질환 등과 관련 있을 수 있다.6 

신보존을 위한 부분신절제술의 이득에 대해 논란이 있지

만 부분신절제술은 작은 신종괴의 표준 치료이다. 하지만 

부분신절제술은 젊고, 건강한 환자에서 주로 시행되고, 고

령 환자에서는 20% 정도에서 부분신절제술이 시행되고 

있어, 신기능이 감소한 고령 환자에서 부분신절제술 시행

에 따른 신기능 보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7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장암 치료를 받은 27%의 환자에

서 심리사회학적 돌봄이 필요하였다. 초기 신장암 환자에

서조차 불안, 슬픔, 수면장애가 발생하였다.8 암진단으로 

인해 추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계획에 악영향을 미친다.7 

기대여명이 적고, 동반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능

동감시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과잉치료의 해를 줄

일 수 있고, SRM 생검으로 위험 분류 및 치료 선택에 도

움이 된다.

신종괴 생검 방법

세침흡인생검(fine needle aspiration)은 21 게이지 

바늘과 삽입관을 이용하여 생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바

늘 통로를 통한 파종 위험과 환자 불편이 중심부바늘생

검(core needle biopsy)에 비해 적다. 중심부바늘생검

은 18 게이지 삽입관을 통해 자동 총샘검으로 조직을 얻

는다. 큰 종괴에서는 중심괴사를 피하기 위해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조직을 얻고, 작은 종괴에서는 중심부에서만 

조직을 채취한다. 조직은 10 mm 정도 길이가 되어야 하

고, 눈으로 조직이 적절하게 채취되었는지 확인한다. 중

심부생검이 세침흡인생검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각각 

99.1%과 99.7% vs. 93.2%와 89.8%)가 더 높아 일반적

으로 중심부생검이 선호된다.9 하지만 두가지 방법을 병

용하면 진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복잡성 낭성 병변

에서는 세침흡입생검과 중심부바늘 생검이 보완적이다.10 

AUA는 세침흡입생검보다는 중심부 생검을 권고하고 있

다.1

중심부바늘생검 수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생검 수가 증가할수록 진단율이 높아진다. 88명의 환자

에서 2회 이상 세침흡입생검 결과 96.6%에서 충분히 조

직을 얻었으나, 5.7%가 비진단이 되어 90.9%의 진단율을 

얻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110명의 2회 이상 중심부바늘

생검 결과 91%에서 진단할 수 있었다.11 하지만 268명의 

중심부바늘생검 결과에서 단변량 분석에서는 생검 수가 

많을수록 진단성공률이 높아졌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12 유럽비뇨의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는 2곳 이상 신생검을 권고하고 있다.

신종괴 생검 진단 정확도

신종괴의 적절한 치료는 종괴의 크기, 병기, 분화도를 

포함한 신세포암의 아형 등이다. 과거 영상에서 신세포암

으로 의심되면 신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작은 신종

괴의 약 20%는 양성이고 대부분 호산성과립세포종과 지

방결핍 혈관지방종이다.2,3 치료 전 양성종양을 진단하게 

되면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다. 최근 메타분석에 따

르면 신생검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99.1%와 99.7%였고, 

생검과 술 후 조직 일치도는 90.3%였다.13 영상에서 악성

으로 추정되었으나 신종괴 생검으로 1/3 환자에서 수술

을 피할 수 있었다.14

신종괴생검의 주요 논란 중의 하나는 비진단 비율이다. 

비진단은 불충분한 검체 채취, 정상 신실질 생검 또는 병

리 진단이 어려운 신종괴(불충분한 세포 충실성, 괴사 등)

에 의해 발생한다. 비진단 비율은 10%–20%에 이른다.15 

병변의 크기가 작을수록, 낭성일 경우 비진단 비율이 높

아진다.16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적합하고 충분한 검체 조직이 

필요하다. 생검 시 검체 조직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

체 조직을 동결 절편 혹은 병리 검사를 바로 시행하여 조

직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생검 시 눈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진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비용-효율이 높

다. 비록 검체 조직이 적합하지를 눈으로 먼저 눈으로 확

인하더라도 비진단 검체 문제는 여전히 있다. Leveridge

등16은 비진단 환자 12명에서 재생검을 실시하여 10명에

서 진단(83.3%)할 수 있어 1차 생검 시 진단율(80.6%)과 

비슷한 진단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보고에서도 

재생검 진단율은 1차 생검 진단율과 비슷하였다.

처음 생검 시 비진단일 경우 재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권

고되지만 언제 시행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재

생검 시 다른 영상기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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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동감시가 종양학적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재생검을 결정할 수 있다.17 따라서 처음 

신생검 시 적합한 검체를 얻는 것이 불필요한 재생검을 

줄일 수 있다.

낭성병변 중심부생검은 진단율이 낮다. 낭성 신종괴

는 낭종파열로 인한 종양파종 우려 및 종양 내 고형부분 

생검 실패 가능성 등으로 낭성 신종괴 생검은 Bosniak 

IV 낭종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Bosniak III 병

변 28명의 환자에서 중심부생검과 세침샘검을 병용하여 

39%의 환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었고, 199명

의 Bosniak IIF/III 신낭종 종괴에서도 중심부생검과 세

침생검을 병용하여 87.9%에서 확진하였고, 70% 환자는 

수술과 침습 시술을 피할 수 있었다.18 하지만 EAU는 낭

성신종괴 생검을 권고하지 않는다.

신생검은 안전한 시술이지만 신문부 생검은 기술적으로 

도전적이며,19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종물, 피부에서부터 

종물까지의 거리가 13 cm 이상인 경우 비진단율이 높아

진다.20

신종괴 생검 위험

신종괴 생검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이유 중, 종양파

종 위험은 0.01%–1.0%로 매우 드물다.21 종양파종은 대

부분 증례보고였으며 최근 발표된 증례보고에서는 1.2% 

(2/173)로 낮지만 기존 보고보다는 의미 있게 높게 나타

났다.22 이는 과거 생검통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아 나타

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보고에서는 생검통로

의 종양 파종은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18 SRM 생검 시 종

양파종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신주위 혈종(2.7%–7.8%)이다. 신

주위 혈종은 대부분 자연 흡수되며, 수혈이 필요한 혈종

(Clavien II)은 0.7%였다. 혈뇨는 1.1%–8.6%에서 나타나

는데 대부분 자연 소실되며, 피떡으로 인한 요폐와 색전

술이 필요한 거짓동맥류 증례도 있다. 요통은 1%–4.8%에

서 나타날 수 있으며, 신생검 후 패혈증 증례 및 단순 기흉 

보고(Clavien I)도 있다.13,15 

신생검 후 일상 추적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종괴 

생검 후 합병증 발생률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신생검 이

환율은 낮으며, 심각한 합병증은 드물다. 따라서 신생검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며, 필요 시 적극적으로 신생검을 

고려해야 한다.

병리 신뢰성

갈색세포종은 혐색소성 신세포암과 병리 특징이 겹친

다. 205예의 신생검 시행 갈색세포 신종괴 메타분석 결과 

양성 예측률은 67%로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냈다. 신생검

에서 갈색세포종 진단 하에 수술 시행 결과 1/4에서 신세

포암으로 진단되어 신종괴 생검에서 갈색세포종 진단을 

신뢰할 수 없었다.23 이러한 이유로 비뇨병리에서는 갈색

세포종이 특징적이지 않으면 갈색세포종과 일치하는 특

징이 있는 ‘oncocytic neopla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24 

Ginzburg 등25은 홑 신종괴 절제술 환자의 2.7%에서 

악성 종양과 더불어 양성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

고하였다. 갈색세포종 만이 혼합 악성종양과 관련 있었다. 

따라서 홑 갈색세포종의 4.2%가 혐색소성 신세포암을 동

반하였다. 혼합 신종양 발생률이 32%까지 이른다는 보고

도 있다. 대부분의 혼합 신종양은 악성가능성인 낮은 암

(예, 혐색소성 신세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병변의 

자연 경과는 확실하지 않고, 고분화도 악성 요소를 포함

할 수 있다는 증례보고도 있다.26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하더라도 저분화도 혐색소성 신세

포암과 갈색세포종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직학적 신세포암 아형 진단 정확도는 높은 편

이다. 신생검 표본에서 종양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기 어

려울 때 아형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11

BAUS (The British Association of Urological 

Surgeons)의 연구에서 갈색세포종 1,202 환자 중 35

명(2.9%)을 생검한 결과, 양성 18명(51.4%), 악성 7명

(20%), 비진단 8명(22.9%)으로 갈색세포종 술 전 진단

이 어려웠다. 또한 갈색세포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조차 

2.9%만 생검이 시행되어 현실적으로 신생검이 별로 활용

되지 않고 있었다.27

신종괴 생검에서 신세포암의 분화도 정확도는 낮은 편

이다. 신생검과 술 후 병리와 불일치는 31.3%에서 나타났

고, 신생검 시 저분화도였으나 술 후 병리에서 고분화도

인 경우가 25%였다. 이는 종양 내 분화도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28 또한 관찰자 간 일치도가 낮아서 

발생할 수 있다. 생검 표본에서 고분화도는 양성 예측도

가 매우 높고, Fuhrman 분화도를 2단계로 하면 관찰자

가 일치도가 높아져 분화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11

술 전 신종괴 생검 cT1a 신세포암 환자가 신주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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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pT3a)으로 병기상향 가능성이 1% 증가한다(병기상

향; 생검 시행군 2.1% vs. 생검 미시행군 1.1%).29 다기관 

연구 결과 임상적 국소암이 신주위 혹은 신장동 지방침범 

가능성이 5%–10%에 이른다(pT3a). R.E.N.A.L. 점수가 

높을수록 종괴 직경이 클수록, 신장동에 위치한 종괴일수

록 병기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30

열절제 시 신종괴 생검 시기

열절제 시 신종괴의 조직과 분화도를 아는 것이 치료 후 

적절한 감시와 암치료 결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열절제 시 신종괴 생검을 시행하면 효율적이고, 생검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병행생검은 양성종물 

절제 가능성이 높고, 분리생검의 조직학적 진단율은 병행

생검에 비해 높았다[210/213 (98.6%) vs. 60/71(84.3%), 

p<0.001].31

생검 및 유도영상 기술 발달로 신생검 진단율이 높아졌

다. 분리 생검 시 비진단의 경우 재생검으로 1차 생검과 

비슷한 진단율을 얻을 수 있다.20 둘째, 양성종물 절제율은 

분리생검이 3%인데 비해 병행생검은 약 20%로 분리생검

으로 양성종물 절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학

적 진단을 알면 치료 선택에 위험과 이익을 좀더 정확하

게 평가할 수 있다. 갈색세포종을 포함한 양성종물은 능

동감시를 권고할 수 있고, 신세포암의 악성도에 따라 고

주파절제술 혹은 부분신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열절제 전에 신생검을 분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31 

시술 전에 생검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열절제 직후

에 생검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열절제후 생검

은 종양이 파괴되었으므로 출혈이나 파종 가능성이 낮아

진다. 열절제 시술 후 생검은 조직학적 변화로 병리진단

이 어려울 수 있다. 고주파절제술 직후 신생검 시행한 70

명의 환자에서 조직구조 파괴, 응고괴사, 염증반응 등의 

소견이 보였으나, 조직학적 진단은 가능하였다.32 반면에 

동결결제는 조직의 빠른 동결로 조직 구조가 유지된다. 

동결결제 시행 결과에 따르면, 동결절제 전에 시행한 생

검의 조직학 일치율이 동결절제 후 생검에 비해 높았다.11 

열절제 직후 생검 논문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열절제 전

에 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31 EAU는 열절제 전에 신

생검을 권고하고 있다.

능동감시 대상 환자의 신생검

능동감시는 침습치료를 거부하거나 기저질환으로 침습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된다. SRM의 자연사는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880명 환자의 936 종괴 관찰 결과 

23% (65 종괴)에서 종괴가 커지지 않았으며, 자라지 않는 

종괴는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33 약 10%–25% 환자에서 

SRM은 제로 성장률을 보인다.34 이는 SRM의 상당부분이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 종양 성장률은 시간 경과에 따른 최대 종양지름의 

변화를 선형 성장률로 나타낸다. 좀 더 정확한 방법은 3차

원 영상을 이용하여 종양용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

간 소모가 크다.

캐나다 신세포암 컨소시엄은 진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 SRM이 4 cm 이상 자랄 때, (2) SRM 용적

이 12개월 이내에 2배 이상될 때, (3) 전이가 발생했을 

때. 209명의 환자를 상기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25명

(11.9%)이 국소진행하였고(1번과 2번 기준에 해당), 2명

(1.1%)에서 전이가 발생하였다.35

Delayed Intervention and Surveillance for Small 

Renal Masses (DISSRM) 그룹은 (1) 성장률이 0.5 cm/

yr 이상일 때 (2) 종양 최대 직경이 4 cm 이상일 때 (3) 혈

뇨가 있을 때, 진행이라고 정의하였다.36 이 기준에 따르면 

16%의 환자가 진행하였고, 전이는 없었다.31 DISSRM 등

록에서는 신생검에 대해 모든 환자와 논의하였으나, 신종

괴 생검은 271명 중 33명(12.1%)의 환자에서 시행하였

다.

능동감시 환자에서 신생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

란이 있다. 생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측은 신생검은 안전

하고 치료 결정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성장률과 초기 종양 크기 만으로도 지연중

재 예측에 효과적일 수 있다. 2008년도 발표된 우리나라 

SRM 양성률은 13.2%로 술 전 진단 정확도가 서구에 비

해 높았다.3 최근 술 전 정확도가 더 높아져 우리나라와 

미국의 다기관 데이터에서 우리나라 SRM 양성률이 서구

에 비해 의미 있게 낮아(unpublished, 7.7% vs. 20.3%, 

p<0.001) 능동감시 대상 환자의 신생검 역할이 적은 것

은 사실이다. 종양성장 동역학 결과 악성종양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방침을 변경(능동감시에서 침습치료로의 전

환)해야 할 때 신중하게 신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34 

침습치료가 좀 더 적합한 환자 또는 능동감시를 계속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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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성종양(호산과립세포종) 환자 모두에게 신생검이 

필요하다.

SRM 신생검 AUA 지침

SRM의 열치료 전, 능동감시 및 수술 치료 대상 환자 이

외에도 악성질환 과거력 있는 환자와 염증 질환을 감별하

기위해 신생검이 필요하다.

신생검 관련 불확실성으로 신생검을 꺼려하는 젊거나 

건강한 환자 및 신생검 결과에 관련 없이 보존적 치료 예

정인 고령 혹은 허약한 환자에서는 신생검이 필요하지 않

다.

신생검 이전에 신생검에 따른 양성 및 음성 예측률, 위

험과 비진단율에 대해 환자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1

결     론

영상진단 사용 증가에 따라 SRM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

다. SRM의 약 20%는 양성이며 병리적으로 악성도가 낮

다. SRM 생검은 정확도가 높고 합병증이 적다, SRM 생

검은 병리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거나 위험

분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최근 

SRM 생검은 영상학적으로 양성종물을 시사하거나, 보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에게 권유된

다. 비뇨의학 전문의는 치료 전 환자에게 SRM 생검의 이

득과 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SRM 생검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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