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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MDRD 추정 사구체 여과율만으로
만성 신질환으로 분류되는 군의 임상적 의미

목적: K/DOQI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CKD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에 따라 stage 3~5 는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
ml/min/1.73m2 미만인 경우 신손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CKD 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상이면서 혈뇨와 단백뇨가 없는 대상 중
eGFR 의 감소만으로 CKD 로 분류되는 군의 임상양상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1998-2008 년까지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검진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18 세 이상의
성인으로 첫 검진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상이고 (남자 ≤1.4 mg/dl, 여자
≤1.2 mg/dl), dipstick 에서 단백뇨가 없으며 현미경 검경상 혈뇨가 없는 (<5
RBC/HPF) 사람 중 eGFR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2 번 이상의 검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eGFR 은 abbreveated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공식으로 계산하였고, eGFR 이 60 ml/min/1.73m2 미만인 CKD 군과
60 ml/min/1.73m2 이상인 non-CKD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나이와 성별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당뇨를 제외한 각 CKD 대상과 나이, 성별이 동일한
non-CKD 대상 중 체표면적 (BSA, Body surface area)이 가장 근접한 대상으로
match 군을 설계하여 두 군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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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KD 군은 353 명으로 eGFR 이 46.4~59.9 ml/min/1.73m2 으로 모두 CKD stage
3

에

해당하였고,

non-CKD

군은

19,787

명으로

eGFR

이

60.0~281.5

ml/min/1.73m2 으로 모든 대상이 CKD 에 속하지 않았다. 두 군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해 보면 CKD 군이 non-CKD 군에 비해 평균 나이가 많고 여자가 많았으며
(CKD versus control: 51.8±11.1 versus 42.3±8.9 years, 53.8% versus 39.9% female),
몸무게, 체표면적, 혈압, 헤모글로빈, 총 단백질,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CKD versus control: 37.1% versus 19.8%, 33.5% versus 23.2%). 하지만
9 년의 연구 기간 동안 CKD 군의 eGFR 의 감소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나이, 성별, BSA 로 match 한 대상의 비교에서는 (n=327, 각 군) 두 군의 혈압,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차이가 없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빈도 차이도
없었으나 헤모글로빈은 CKD 군에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연구 기간 동안의
평균 eGFR 의 기울기는 non-CKD 군 0.90 ± 0.98 ml/min/1.73 m2 per year, CKD 군
6.16 ± 7.93 ml/min/1.73 m2 (p=0.000) 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 부분의 CKD
환자들의 초기 검사에서 eGFR 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 되었던 것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 eGFR 이 45~60 ml/min/1.73m2 이고 신손상의 소견 없이 CKD 로 분류되는
군에서 나이, 성별, BSA 로 match 하였을 때 non-CKD 군과 비교하여 CKD 와
관련된 어떤 임상적 특징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CKD 군은
임상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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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기능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구체 여과율이다. 사구체 여과율
을 측정하는 방법 중 이눌린 청소율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측정법과 검사방
법이 불편하며 시간과 비용문제로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되기 어려워 혈청 크레
아티닌 수치가 신기능에 대한 선별검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의해 신기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들이 제기되었고(Kissmeyer 등,
1999) 오랜 기간 동안 혈청 크레아티닌을 이용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예측하는 공
식들이 연구되었다.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MDRD) 공식은 신기능 손
상이 있는 1,6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청 크레아티닌을 이용하여 사구체
여과율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을 구하도록 도출되었으며(Levey 등,
1999), 현재는 이 공식을 좀 더 단순화 한 abbreviated MDRD 공식이 사구체 여과
율을 계산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Abbreviated MDRD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에
의한 만성 신질환 (chronic kidney disease, CKD) stage가 2002년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K/DOQI)에 도입되었고, 이에 따르면 CKD stage 1~2는
eGFR과 함께 단백뇨 등의 신손상 (kidney damage)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stage 3~5는 신손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eGFR만으로 CKD 환자로 분류가 된다
(Table 1)(Levey 등, 2003). 그러나 최근 정기 선별검사로 eGFR 계산과 이에 따른
K/DOQI-CKD 분류에 의한 CKD 진단이 널리 행하여 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Glassock and Winearls, 2008). 특히 혈액이나 요검사에서 신손상의
소견 없이 CKD로 분류되는 환자들의 임상적 의미가 불분명하기에 저자들은 혈
액이나 요검사에서 신손상 소견 없이 abbreviated MDRD공식에 의한 eGFR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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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로 분류되는 대상들의 임상적 특징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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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아주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1998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
까지 검진을 받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첫 검진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과 요검사가 정상인 사람 중 외국인을 제외하고 건강 검진을 2회 이상 시행한
20,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청 크레아티닌의 정상 기준은 남자 1.4 mg/dl 이하,
여자 1.2 mg/dl 이하로 하였고, 요검사의 정상 기준은 혈뇨와 단백뇨가 없는 경우
로 정의하였으며 혈뇨는 현미경 검경상 요적혈구가 5개/HPF 이상, 단백뇨는
dipstick 검사상 요단백이 1+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각 질환은 다
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고혈압은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
나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 당
뇨병은 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으로 당뇨병 치료 중 이거나
공복 혈당이 126 mg/dl 이상인 경우, 심혈관계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약물 복용 중인 경우, 고지혈증은 고지혈증 병력이
있거나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 혹은 혈중 중성지방이 200 mg/dl 이
상인 경우로 하였다. 만성 신질환 stage는 미국 K/DOQI의 만성 신질환 임상 가이
드라인 기준에(Levey 등, 2003) 의하여 구분하였다 (Table 1). 건강검진센터의 데이
터 베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검진 당시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심혈관계 질환 병력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중풍), 심혈관계 질환의
약물 복용력, 고혈압 병력, 고혈압약 복용력, 당뇨병 병력, 당뇨병약 복용력, 고지
혈증 병력, 고지혈증약 복용력,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혈당, 혈청 총 단백질,
혈청 알부민, 혈청 헤모글로빈, 혈청 총 콜레스테롤, 혈청 중성지방, dipstick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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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단백, 현미경 검경을 통한 요적혈구를 수집하였고 혈청 크레아티닌을 연구
기간 동안 추적하였다. 혈압은 첫 검진 당시 자동 혈압계로 1회 측정하였고 건강
검진 문진지에 대한 응답은 환자 스스로 하였으며 검체는 모두 공복상태에서 채
취되었다. 체표면적 (BSA, Body surface area)은 Mosteller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고, 사구체 여과율은 abbreviated MDRD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BSA
(m2)=([Height (cm) x Weight (kg)]/3600)0.5, eGFR (ml/min/1.73m2 )= 186 x (Pcr)-1.154 x
(age)-0.203 x [0.742 if female, 1.21 if African-American]. 혈액이나 요검사에서 신손상 소
견 없이 abbreviated MDRD공식에 의해 계산된 eGFR만으로 CKD로 분류되는 대
상들의 임상적 특징과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군을 CKD 군과 CKD에 속하지
않는 대조군인 non-CKD 군으로 나누어 eGFR의 변화와 eGFR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CKD 군은 혈청 크레아티닌 및 요검사가 정상이나 eGFR < 60
ml/min/1.73m2으로 K/DOQI 가이드 라인에서 CKD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
고,

non-CKD

군은

혈청

크레아티닌

및

요검사가

정상이고

eGFR

≥

60

ml/min/1.73m2 으로 K/DOQI 가이드 라인에서 CKD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
의하였다. 나이와 성별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당뇨를 제외한 각 CKD 대
상과 나이, 성별이 동일한 non-CKD 대상 중 BSA가 가장 근접한 대상으로 match
군을 설계하였고 두 군의 eGFR의 변화와 eGFR과 관련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SPSS (SPSS version 13.0,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값은 평균±표준편차 혹은 빈도로 표시하였다. 대상
군간의 비교에서 빈도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고 연속 변수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eGFR의 기울기는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하
였다. P 값은 0.05 이하일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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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ges of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GFR (ml/min /1.73 m2)

Description
Kidney damage with normal

1

≥90
or ↑ GFR

2

Kidney damage with mild ↓ GFR

60-89

3

Moderate↓ GFR

30-59

4

Severe ↓ GFR

15-29

5

Kidney failure

<15 (or dialysis)

Chronic kidney disease is defined as either kidney damage or GFR <60ml/min/1.73m2 for ≥
3months. Kideny damage is defined as pathologic abnormalities or markers of damage,
including abnormalities in blood or urine tests or imaging studies.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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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A. Match 하지 않은 전체 대상들의 임상적 특징
CKD 군과 non-CKD 군의 임상적 특징은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CKD 군은
353명으로 나이는 23~84세였고, eGFR은 46.4~59.9 ml/min/1.73m2으로 모두 CKD
stage 3에 해당하였다. Non-CKD 군은 19,787명으로 나이는 18~82세였고, eGFR은
60.0~281.5 ml/min/1.73m2으로 모든 대상이 CKD에 속하지 않았다. 두 군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해 보면 CKD 군이 non-CKD 군에 비해 평균 나이가 많았고 (nonCKD versus CKD: 42.3±8.9 versus 51.8±11.1 years, p<0.05), 여자가 많았으며 (nonCKD versus CKD: 39.9% versus 54.8% female, p<0.05), 평균 수축기 혈압과 (non-CKD
versus CKD: 118.3±16.4 versus 125.8±19.5 mmHg, p<0.05) 평균 이완기 혈압이 (nonCKD versus CKD: 74.3±11.2 versus 78.5±12.3 mmHg, p<0.05) 높았고 총 콜레스테롤과
(non-CKD versus CKD: 188.3±34.5 versus 197.4±37.8 mg/dl, p<0.05) 중성지방이 (nonCKD versus CKD: 131.0±91.3 versus 140.2±77.3 mg/dl, p<0.05) 높았으며 혈색소와 총
단백질이 CKD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동반
질환은 CKD 군에서 고혈압이 37.1%, 고지혈증이 33.5%로 non-CKD 군의 고혈압
19.8%, 고지혈증 23.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CKD 군과 non-CKD 군의 시간에 따른 평균 eGFR의 변
화는 두 군간의 평균 eGFR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CKD 군에서 초기값을 제
외하고는 모두 평균 eGFR값이 60 ml/min/1.73m2이상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시간
에 따른 평균 eGFR의 감소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

-6-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eGFR status
Non-CKD

CKDa

(n=19,787)

(n=353)

eGFR (ml/min/1.73m2)

87.0±16.7

57.0±2.7*

Age (years)

42.3±8.9

51.8±11.1*

Female (%)

39.9

53.8*

Height (cm)

164.9±8.2

164.4±8.9

Weight (Kg)

64.0±10.7

66.1±10.5*

BSA (m2)

1.70±0.17

1.73±0.17*

Fasting blood sugar (mg/dl)

98.0±17.5

100.3±16.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8.3±16.4

125.8±19.5*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4.3±11.2

78.5±12.3*

Hemoglobin (g/dl)

14.20±1.61

14.46±1.53*

Total protein (g/dl)

7.40±0.43

7.48±0.46*

Albumin (g/dl)

4.44±0.24

4.43±0.24

Total cholesterol (mg/dl)

188.3±34.5

197.4±37.8*

Triglyceride (mg/dl)

131.0±91.3

140.2±77.3*

a

Subjects with eGFR ranging 46.4~59.9 ml/min/1.73m2 and without evidence of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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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 damage, * P <0.05,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KD chronic kidney
disease, BSA body surface area.

Table 3. The prevalence of comorbidity between unmatched non-CKD and CKD groups
Non-CKD

CKDa

(n=19,787)

(n=353)

Hypertension

3937 (19.89%)

Diabetes mellitus

1119 (5.65%)

25 (7.08%)

Cardiovascular disease

208 (1.05%)

4 (1.13%)

Dyslipidemia

4597 (23.23%)

a

131(37.11%)*

115 (33.52%)*

Subjects with eGFR ranging 46.4~59.9 ml/min/1.73m2 and without evidence of other

kidney damage, *P <0.05, CKD chronic kidne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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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GFR of the CKD group did not show any decline in the follow up screening
tests up to the 9 year period. Black bars represent CKD group and grey bars non-CKD
group. The CKD group has eGFR ranging 46.4~59.9 ml/min/1.73m2 and does not have other
evidence of kidne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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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령, 성별, 체표면적을 match한 대상들의 임상적 특징
두 군의 연령과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당뇨를 제외한 각 CKD
대상과 나이, 성별이 동일한 non-CKD 대상 중 BSA가 가장 근접한 대상으로
match하여 두 군의 임상양상과 동반 질환의 빈도, 평균 eGFR을 비교하였다.
Match한 두 군의 임상양상은 match하기 전과는 달리 평균 수축기 혈압과 (nonCKD versus CKD: 123.6±17.8 versus 125.1±18.9 mmHg, p=0.28) 평균 이완기 혈압의
(non-CKD versus CKD: 77.5±11.3 versus 78.4±12.4 mmHg, p=0.29) 차이가 없었고, 총
콜레스테롤과 (non-CKD versus CKD: 192.7±36.9 versus 196.1±37.6 mg/dl, p=0.248) 중
성지방의 (non-CKD versus CKD: 137.5±85.0 versus 138.4±77.3 mg/dl, p=0.883) 차이도
없었으며 (Table 4), 동반된 질환의 빈도도 CKD 군에서 고혈압 35.8%, 고지혈증
31.5%로 non-CKD 군의 고혈압 33.0%, 고지혈증 28.7%와 빈도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5). CKD 군과 non-CKD 군의 시간에 따른 평균 eGFR의 변화를 보면 match
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두 군간의 평균 eGFR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CKD 군
에서 초기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eGFR값이 60 ml/min/1.73m2이상임을 알 수
있다 (Fig. 2).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한 CKD 군과 non-CKD 군의 eGFR의 기울기
는 CKD 군의 평균 eGFR의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높게 나타나서 (non-CKD
versus CKD: 0.90 ± 0.98 versus 6.16 ± 7.93 ml/min/1.73 m2 per year) CKD 군에서 nonCKD 군에 비해 eGFR이 시간에 따라 도리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Fig. 3).

- 10 -

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ge-gender-BSA matched subjects
Non-CKD

CKDa

(n=327)

(n=327)

eGFR (ml/min/1.73m2)

82.5±14.6

57.1±2.7*

Age (year)

51.4±10.9

51.4±10.9

Female (%)

175 (53.5%)

175 (53.5%)

BSA (m2)

1.726±0.168

1.730±0.172

Height (cm)

163.2±8.7

164.5±8.9

Weight (Kg)

66.0±10.2

65.8±10.4

Fasting blood sugar (mg/dl)

97.5±9.1

97.5±9.3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3.6±17.8

125.1±18.9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7.5±11.3

78.4±12.4

Hemoglobin (g/dL)

14.1±1.57

14.4±1.55*

Total protein (g/dl)

7.4±0.45

7.5±0.47*

Albumin (g/dl)

4.4±0.25

4.4±0.25

Total cholesterol (mg/dl)

192.7±36.9

196.1±37.6

Triglyceride (mg/dl)

137.5±85.0

138.4±77.3

a

Subjects with eGFR ranging 46.4~59.9 ml/min/1.73m2 and without evidence of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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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 damage, *P <0.05,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KD chronic kidney
disease, BSA body surface area.

Table 5. The prevalence of comorbidity between age-gender-BSA matched non-CKD
and CKD groups
Non-CKD

CKDa

(n=327)

(n=327)

Hypertension

108 (33.0%)

117 (35.8%)

Cerebrovascular disease

4 (1.2%)

4 (1.2%)

Dyslipidemia

94 (28.7%)

103 (31.5%)

a

Subjects with eGFR ranging 46.4~59.9 ml/min/1.73m2 and without evidence of other

kidney damage, CKD chronic kidney disease, BSA body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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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GFR of the age-gender-BSA matched CKD group did not show any decline
in the follow up screening tests up to the 9 year period. Black bars represent CKD group
and grey bars non-CKD group. The CKD group has eGFR ranging 46.4~59.9 ml/min/1.73m2
and does not have other evidence of kidne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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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ean eGFR slope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eGFR slope of the CKD
group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positive direction compared to that of the non-CKD
group, which indicates that the eGFR of the CKD group rather improved in the follow up
tests during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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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eGFR은 신기능을 예측하는 더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eGFR이 선별검사로
써 아직 그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CKD로 분류되고 진단
됨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CKD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
다. K/DOQI 기준에 따르면 단백뇨, 혈뇨 등의 신손상 여부와 eGFR에 따라 CKD
가 stage 1~5로 분류된다. 그 중 CKD stage 1~2는 신손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
CKD stage 3부터는 신손상의 증거 없이 eGFR만으로 CKD로 분류되며 특히 CKD
stage 3는 Coresh등(Coresh 등, 2007)이 발표한 미국에서의 CKD의 빈도에 관한 연
구를 보면 전체 CKD stage 1~4로 분류되는 대상의 50%를 차지하므로 CKD stage 3
에 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CKD stage 3로 분류된 군의 특징을 살펴
보면 약 75%이상이 나이가 60세 이상이였고, 여자 대 남자의 비가 1.46:1 로 여
자가 많은(Clase 등, 2002; Coresh 등, 2003; Coresh 등, 2007) 반면에 말기 신부전으
로 지속적인 신대체 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남자의 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Collins
등, 2008). 이런 차이는 여자에서 MDRD공식을 이용한 eGFR이 실제 GFR보다 낮
게 계산된다는 연구 결과(Froissart 등, 2005)와 함께 나이가 많고 특히 여자의 경
우 현재의 CKD 분류 기준에 의해서는 신질환이 없이도 CKD로 분류될 수 있음
을 뒷받침해주는 사실로 본 연구에서 CKD 군이 non-CKD 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이가 많고, 여자가 많은 결과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Wetzels등(Wetzels 등, 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abbreviated MDRD
공식을 이용하여 신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건강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KD stage가 3이상인 군 즉 eGFR이 60 ml/min/1.73m2미만인 사람이
50~54세는 여자 약 10%, 남자 약 5%, 65~69세는 여자 약 25%, 남자 약 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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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경우 여자 44%, 남자 42%가 해당되어 나이 증가에 따라 CKD stage 3
이상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CKD의 분류에 대한 관심은 CKD로
분류될 경우 eGFR이 감소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
고(Sarnak and Levey, 2000)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Ishani 등,
2006). 본 연구에서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는 본 연구의 CKD 군에서
non-CKD 군보다 혈압이 높고 총 콜레스테롤이 높았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면 CKD 군과 non-CKD 군의 임상
양상과 동반질환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심
혈관계 질환 인자들의 차이는 나이와 성별, 특히 두 군간의 나이 차이가 많음을
고려할 때 나이에 의한 차이임을 알 수가 있어 선별 검사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eGFR과 심혈관계 질환 인자의 관련에 대한 연구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요망될
것으로 보인다. Manjunath등(Manjunath 등, 2003)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eGFR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연구한 결과 eGFR이 감소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 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는 달리
eGFR을 15~59 ml/min/1.73m2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분석하였고, 단백뇨 유무에
따라 군을 분류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의 CKD 군인 eGFR이 45~60 ml/min/1.73m2
이면서 단백뇨가 없는 군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할 것인지 판단
하기

어렵다.

한편

ml/min/1.73m2미만인

O’Hare등(O'Hare
대상를

분석한

등,
결과

2006)의
65세

연구에서

이상에서는

eGFR이
eGFR

60

50-59

ml/min/1.73m2인 군이 eGFR이 60 ml/min/1.73m2이상인 군과 사망률의 차이가 없거
나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여 주었고 Go등(Go 등, 2004)의 연구에서도 eGFR이
45~59 ml/min/1.73m2 인 경우 60 ml/min/1.73m2이상인 군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도와 사망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이 이러한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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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Ishani등(Ishani 등, 2006)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 대상을 25년 추적 관찰
한 MRFIT (The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 연구에서는 모든 eGFR의 범위
에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는 단백뇨 정도에 따라 4.2%~18.7%에서 말기 신부전으
로 진행하였고, 단백뇨가 없는 군은 1.4%만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으며,
eGFR이 60 ml/min/1.73m2미만인 군은 5.6%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중 단백뇨가 2+ 이상 있는 군에서는 무려 40.9%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eGFR을 가진 집단에서도 단백뇨의 유무가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 여부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eGFR이 45~60
ml/min/1.73m2이고 단백뇨 등의 신질환의 소견이 없는 인구 집단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의 위험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eGFR 45~60 ml/min/1.73m2인 CKD 군에서 9년 동안 추
적한 결과 평균 eGFR이 초기값을 제외하고 모두 60 ml/min/1.73m2이상으로 평균
eGFR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고, non-CKD 군과 나이, 성별, BSA로 match하였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빈혈 등의 CKD와 관련된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지 않
았을 뿐 아니라 eGFR의 시간에 따른 기울기도 악화되지 않아 CKD stage 3 군에
서 eGFR이 45~60 ml/min/1.73m2 이면서 단백뇨 등의 신질환의 증거가 없는 대상
들을 현재와 같이 중증의 신질환자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후향적 연
구로써 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둘째, 혈압의 측정이 자동혈압계로 1회 측정한 결
과이었으므로 측정에 의한 오차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신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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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사용된 소변의 dipstick 검사가 미국 신장협회에서 제시된 정량된 알부
민: 크레아티닌 비가 아니었고, 넷째, 혈뇨의 빈도 중 신손상과 거리가 먼 단순
요로감염 혹은 월경 혈액의 오염 등을 감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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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eGFR이 45~60 ml/min/1.73m2 이고 다른 신손상의 소견 없이 CKD로 분류되
는 군은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였을 때 non-CKD 군과 비교하여 CKD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의 차이가 없었고, 9년 동안 추적한 결과 eGFR의 감소 소견도 관찰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군의 CKD는 임상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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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reduce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the absence of other kidney damage evidence

Eun Joon Moo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Gyu-Tae Shin)

Background: According to the K/DOQI classification system for chronic kidney disease
(CKD), CKD stages 3 to 5 are defined as an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below 60 ml/min/1.73 m2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other evidence of kidney damage.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classified as having
CKD solely based on a reduced eGFR in the absence of proteinuria, hematuria or high serum
creatinine levels.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laboratory results of individuals who received yearly
health screenings at our center between 1998-2008. To examine the changes of eGFR over
time, individuals who received two or more yearly screening test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inclusion criteria were ³ 18 years of age, normal serum creatinine (men £1.4 mg/dl,
- 23 -

women £1.2 mg/dl), negative proteinuria on dipstick, less than 5 RBC/HPF on microscopic
examinations in the first health screening tests. The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MDRD) equation was used to calculate eGFR. The individuals were categorized to CKD if
they have an eGFR <60 ml/min/1.73 m2 and the CKD group w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GFR ³60 ml/min/1.73 m2. Among multiple control cases matched with each CKD
patient for age and sex excluding diabetic patients, one control was selected for one CKD
patient based on the closest body surface area (BSA) for age-gender-BSA matched analysis.
Results: Three hundred fifty three patients were classified as having CKD and all of them
belonged to CKD stage 3 with an eGFR ranging 46.6-59.9 ml/min/1.73m2.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19,787 individuals with an eGFR ranging 60.0-281.5 ml/min/1.73m2.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CKD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age and gender (CKD
versus control: 51.8±11.1 versus 42.3±8.9 years, 54.8% versus 39.9% female), and the CKD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weight, BSA, blood pressure, hemoglobin, total protein,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Accordingly, significantly more patients were
diagnosed to have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in the CK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KD versus control: 37.1% versus 19.8%, 33.5% versus 23.2%). However, the eGFR
of the group did not show any decline in the follow up screening tests up to the 9 year period.
In age-gender-BSA matched comparisons (n=327, each group), blood pressur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were no longer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hemoglobin levels were still higher in the CKD group. Accordingly, the proportions of
patients diagnosed with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became comparable between the two
groups. The mean eGFR slopes during the study period were 0.90 ± 0.98 and 6.16 ± 7.93
ml/min/1.73 m2 per year in the control and the CKD group respectively (p=0.000),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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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that substantial fraction of the CKD patients might have falsely low eGFR in the
initial screening tests.
Conclusions: Individuals with eGFR 45-60 ml/min/1.73m2 without other evidence of kidney
damage did not show any manifestations of CKD in age-gender-BSA matched analysis. This
subgroup of CKD may not have any clinical implications.

Key words : Chronic kidney disease, glomerular filtration rate, MD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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