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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신장암: 증례보고 및 항공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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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nal cell carcinoma (RCC) is common primary tumor of kidney. In the
past, it had been considered a difficult tumor to manage since the detection was
usually delayed until paraneoplastic syndrome and/or distant metastasis appeared
due to its slow progression. However,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ultrasound and
computed tomography has made RCC one of the easily curable cancers. Eighty
percent are found early, mostly with tumor size less than 5 cm. Five-year survival rate
after successful nephrectomy is exceeded 80–90 percent. Curative nephrectomy
can be tried in stage 1 and 2, and some cases of stage 3. In these cases, return to
flight can be considered after 6 to 12 months’ observation. It should be monitored
any occurrence of cancer recurrence, need for systemic treatment, metastasis, and
paraneoplastic syndrome, etc. If any signs of recurrence are found or new treatment
needs to be initiated, the flight should be suspended. If there is no recurrence for more
than 5 to 10 years, the patient doesn’t have to be followed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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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증례보고

않았다. 로봇 보조 복강경으로 좌측 신장 부분 절제 수술을 시행
하였으며 최종 병리 결과는 신세포암(renal cell carcinoma) 1기

제1종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신청한 24세 남성에 대한 사례이

로 보고되었다. 추가 치료는 필요 없는 것을 판단되어 정기 추적

다. 2018년 최초 항공 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0년

관찰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술 후 환자는 요검사에서 이상 없었으

3월 항공 신체검사 갱신을 위한 검사에서 복부 초음파에 우측 신

며 혈청 크레아티닌 0.93 mg/dL으로 사구체 여과율(glomerular

장 실질에 작은 고에코 병소(hyper echoic lesion)가 있어 복부

filtration rate)은 114 mL/min/1.73 m2로 나타났다.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를 시행하였다가
좌측 신장 하부에 3.0 cm×2.5 cm의 석회화를 동반한 조영 증강
종괴를 발견했다. 동 검사에서 임파선 종대나 기타 병변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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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

찰

IV. 판정결과

신장암의 예후는 병기에 의존한다. 1, 2기와 일부 3기에서 근치

신청자는 6개월 관찰 기간 후 판정보류로 항공 신체검사 자문

적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 근치적 수술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경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근치적 신장 부분 절제술 후 이상 소견이

우는 면역 치료(immunotherapy), 분자 표적 치료(molecularly

없어 매년 신장 기능과 재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추적하기로 하는

targeted therapy)를 조합한 전신 치료를 한다. 과거에는 증상

‘조건부 적합’으로 발급되었다.

이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부신 생물 증후군(paraneoplastic syndrome)의 발현이 많았고, 혈행성 전이로 폐나 뇌
전이가 이미 발생 후 발견되어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최근 초음파나 CT 등 조기 검진의 활성화로 80% 이상 환
자에서 5 cm 이하 크기에서 발견되며, 근치적 절제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0%를 상회하여 완치가 쉬운 암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다만 드물게 예상 못한 뇌 전이가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적에
주의를 요한다[1,2].
병기별 예후를 보면, 1기의 5년 생존율은 90%, 2기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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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이다. 다만 요로 집합계를 침범한 경우는 생존율이 40%대로
낮아진다[3]. 3기의 경우, 신절제술이 가능한 경우는 5년 생존율
은 59%–70%이다. 암종의 크기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데 10년
생존율은 4 cm 이하는 77%, 4–7cm은 54%, 7 cm 이상은 46%
이다[4]. 콩팥지방피막 침범이나 요로집합계 침범은 5년 생존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린다. 완치 수술이 불가능한 3기나 4기의 경우
는 면역치료나 표적 치료를 한다[4-6]. 면역 치료의 중위 생존기
간은 1년 정도이며 표적 치료를 할 경우 2년까지 늘기도 한다[7].

III. 항공의학적 고찰
항공업무 가능성은 1, 2기, 또는 3기 일부에서 근치적 신장 절
제술을 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절
제술 후 1년이지만, 근치적 절제가 확실하고 상태가 안정적인 경
우는 6개월로 관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장암은 수술 후 3년
간 6개월마다 정기 추적관찰을 실시한다. 재발, 전이, 부신 생물
증후군 발생을 고려하여 일반 혈액검사(complete blood count),
간 기능, 신장 기능, 흉부 X선, 주기적인 복부 CT를 시행하고 필
요시 뇌 CT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치료에 변동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
소한 점검 사항으로 항암 치료 필요성 여부, 재발, 전이 및 신장막
침범 등 병기 변화 4기, 부신 생물 증후군 발생, 뇌 전이 발생, 통
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1]. 재발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치
료 시작이 필요한 경우는 항공 업무의 지속이 어렵다. 우리나라
항공 신체검사 증명 세부판정 기준 업무 매뉴얼(manual)에는 10
년 이상 재발이 없으면 적합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충분한
검토 후 가능하다면 5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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