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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blate(R) MRI 유도집속초음파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뼈전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환자들은 약물 사용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웰빙과 기능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TIRAT CARMEL, 이스라엘 2012년 10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유도집속초음파 치료 부문의 선두주자인 InSightec Ltd가 미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방사선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효과가 없는 뼈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ExAblate(R) MRI 유도집속초음파 치료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ExAblate는 2004년 비침입성 자궁근종 외래환자 치료용으로 허가를 받은 후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게 됐다. ExAblate는 2004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ultivu.com/mnr/56632-insightec-fda-

approves-exablate에서 볼 수 있다. 

 

뼈전이는 암세포가 원발 부위에서 벗어나 신체 다른 기관으로 퍼질 때 발생한다. 

 

InSightec의 시판 전 허가(Pre-Market Approval, PMA) FDA 신청서의 기반이 된 국제 다센터 

무작위 연구의 수석연구원인 Mark Hurwitz, M.D.는 “통증은 뼈전이의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서 삶의 기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신체 및 감정적 불편함을 종종 야기한다”면서 

“ExAblate를 통해 통증 완화를 할 경우 뼈전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다. 임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ExAblate 치료가 뼈전이로 인한 통증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또한 약물 복용 필요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웰빙과 기능성 향상이 오래 유지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토마스 제퍼슨 대학의 열종양학과 과장이자 방사선 종양학과 부과장인 Dr. 

Hurwitz는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지역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하버드 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부교수로 재직할 때 이 연구를 이끌었다.  

 

미국암학회에 따르면 암전이가 발생한 유방암과 전립선암 환자 중 3분의 2 이상에서 뼈전이가 

발생하며, 폐, 방광 및 갑상선 암의 경우 전이율이 최대 30%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뼈전이 환자 

중 최대 30%는 방사선 치료가 아무 소용이 없거나 통증 완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ExAblate는 치료용 초음파와 지속적 안내 및 치료 모니터링을 MRI와 결합시킨다. 의사들은 MRI를 

이용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안내하며, 치료 결과를 모니터한다. 집속 초음파 음파 

에너지는 통증을 야기하는 신경을 파괴시켜 신속한 통증 완화 효과를 낸다.  

 

InSightec의 사장이자 CEO인 Dr. Kobi Vortman은 “극도의 뼈 고통에 시달리면서 통증 관리법을 

찾고 있지만 더 이상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환자들에게, ExAblate의 최근 통증 완화 용도 

FDA 승인은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면서 “이는 ExAblate 기술이 획득한 두 번째 FDA 

승인으로서 이 혁신적인 비침입성 치료법의 용도를 확장하고자 하는 자사의 노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ExAblate MRI 유도집속초음파를 광범위한 임상 용도에 

적용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자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blate 통증 완화 치료를 받는 고통스러운 뼈전이 환자와 위약 치료를 받는 유사 집단을 비교한 

국제 다센터 무작위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xAblate에 대한 두 번째 FDA 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ExAblate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치료 후 추적 기간 3개월 동안 임상적으로 통증이 

유의하게 완화됐으며,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Fox Chase 암센터, 스탠포드 



대학교, UCSD, UVA, Moffitt 및 Brigham and Women's Hospital, 토론토 대학교, 로마의 라 

사피엔자 대학교, 이스라엘의 Sheba와 Rambam 의료 센터 및 러시아의 Petrov 종양학 연구 기관과 

Rostov 의대를 포함하여 15개가 넘는 센터들이 이 임상 연구에 참가했다.  

 

ExAblate는 자궁근종과 뼈전이 관련 통증 치료용으로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MRI 유도집속초음파 

시스템이다. ExAblate는 또한 자궁근종, 뼈전이 및 자궁선종 용으로 유럽 CE 마크도 획득했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20개 병원이 뼈전이 통증 완화 치료에 ExAblate를 이용하고 있다. 

 

InSightec는 미국에서 고통스러운 뼈전이 70명을 대상으로 다센터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고, 

고통스러운 뼈전이 통증 완화를 위해 ExAblate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업 

등록을 할 계획이다.  

 

InSightec 소개 

InSightec[http://www.insightec.com/ ] Ltd.는 Elbit Imaging, General Electric 

및MediTech Advisors가 사적 소유하는 기업이다. 1999년에 설립된 InSightec은 MRI 

유도집속초음파(MRI-guided Focused Ultrasound, MRgFUS)를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하는 ExAblate를 개발했다. ExAblate는 월 스트리트 저널 기술혁신상과 유럽 연합 

IST 대상을 포함하여 혁신과 인류를 돕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수상했다. 최근 타임 지는 

집속 초음파를 “최고 발명품 50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치료 센터와 뼈전이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insightec.com 및 http://www.bone-pain-palliation.co.uk를 참조한다.  

 

미디어 문의: 

Lynn Golumbic, +972-4-813-1368, lynng@insightec.com 

Hollister Hovey, +1-646-871-8482, hhovey@lazarpartners.com 

 

영상: http://www.multivu.com/mnr/56632-insightec-fda-approves-exablate 

 

출처: InSightec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