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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조영제 증강 CT 촬영에 의한 신손상

배경: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조영제에의 노출은 증가 추세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저삼투질 비이온성 조영제의 보급으로 조영제에 의한 신손상의
증감에 대해 많은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영제 사용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입원환자에서 급성 신손상의 발생빈도와 시점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0 년 3 월 1 일부터 7 월 30 일까지 5 개월동안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받은 환자 128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무기록과 조영제 투여 전후의 검사실 소견을 조사하였고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은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된 후 48 시간 이내에 GFR 이 25%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GFR 은 MDRD equation 을 통해서, 급성 신손상의 시기는
y=y0+a*x 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전체 128 명의 환자 중 12 명(9.38%)에서 전산화 단층촬영 시행한지
14 시간(평균 ±표준편차: 14.33±7.91) 후에 급성 신손상이 나타났고 급성
신손상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혈청 총콜레스테롤과 요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알려진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당뇨, 고혈압, 나이와 기저 신기능에
따른 신손상 발생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투석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으며
특별한 조치 없이 3 주 이내에 모두 신기능을 회복하였다.
결론: 입원환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한 조영제 신손상은 다른 약제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나타나고, 드물지 않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뚜렷한 치료가
알려진바 없어 주의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가역적인 경과를 보이고
조영제만으로 신기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손상에
대한 우려로 조영제를 이용한 전산화 단층촬영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

i

핵심어 : 조영제, 급성 신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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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영제에 의한 급성신부전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성신부전의 11%정도를
차지하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성신부전의 세 번째로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

조영제에

의한

신독성의

발생빈도는

대상

환자들의

동반된

위험인자에 따라서 3-5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Rudnick 등, 2002;
McCullough 등, 1997) 최근 진단 및 치료에 방사선 조영제를 이용하는 다양한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조영제의

사용량

및

빈도가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1 년에 7 천만 회 이상 사용되어(Christiansen 등, 2005) 현재
사용되는 어떠한 주사용 약제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Lesser 등, 2004). 따라서
방사선 조영제 신증의 발생위험이 점차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1980 년대
후반부터 저삼투질 비이온성 조영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급성 신독성의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Cavaliere 등, 1987; 이기재 등,
1988). 연구자가 소속된 병원에서도 전산화 단층촬영 시 Ioversol (Optiray®), BaSO4
(EAS CT 액®), Iomeprol (Iomeron®), Iohexol (Omnipaque®), Iopamidol (Pamiray®),
Iopromide (Ultravist®) 같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저삼투질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하고 있다.

조영제

신독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방법 또는 신독성의 진단기준에 따라 보고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입원환자에게 있어서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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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 대상
이번 연구에서는 2010 년 3 월 1 일 부터 2010 년 7 월 30 일 까지 5 개월동안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받은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5 세 미만이거나, 이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행한 환자, 기저 혈청
크레아티닌이 3.0mg/dL 이상인 환자, 3 일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80mmHg 로
저하되었거나 7 일 이내에 수술 및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돤 과거력이 있는 환자,
혈액에서

균이

동정되거나

요로감염이 있는 자,

요로계의 외상이

있거나

요로폐쇄에 의한 급성신부전 환자는 제외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하여 전산화
단층촬영 전후에 신기능의 추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키와 몸무게가
측정되지 않은 환자는 제외하였고 연구기간 동안에 위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는
총 128 명이었으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Fig. 1.).
대상 환자는 남자가 85 명, 여자가 43 명이었고 나이는 16 세에서 86 세로 평균
57 세였다(평균 ±표준편차: 56.79±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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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rollment and follow-up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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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법
전체 환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 전에 의무기록을 통하여 연령, 성, 키,
체중,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체중(kg)/(신장(m)2), 체표면적 (Body
surface area; BSA=√[신장(cm) x 체중(kg)/3600]) 고혈압 및 당뇨병 유무, 신독성을
가진 약물의 병용 투여, 기저질환 등의 임상소견과 촬영 전 혈중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전해질, 단백질,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산, 혈중 요소질소, 혈청
크레아티닌과 촬영 후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및 1주일 후의 혈청 크레아티닌
등을

조사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에

대한 기록으로는

조영제의 종류

및

조영제의 양을 조사하였다.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부전은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된 후 48시간 이내에 GFR (MDRD equation; GFR = 186 x Scr-1.154 x age-0.203 (X
0.742 여성의 경우))이 25%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신손상군에서
나타난 GFR의 변화를 토대로 y=y0+a*x를 사용하여 신손상의 시기, 즉 신기능이
25% 이상 저하된 시점을 도출하였다.

C. 데이터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개인컴퓨터용 통계프로그램 (SPSS version 16)을 이용하였으며,
기술 통계 값은 평균±표준편차 (mean±SD)로 표시하였고, 통계는 t-test 와 chisqure 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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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A. 환자 특성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전체 128 명의 평균 연령은 57 세였고 남자 85 명,
여자 43 명이었다. 병력을 통해 기저질환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50 명 (39.07%), 당뇨가 있는 환자는 15 명 (11.72%)이었고 안지오텐신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는 27 명 (21.09%),

NSAID 를 복용한 환자는 9 명(7.03%)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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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대상 환자 (N=128)
남자 (N=85)

여자 (N=43)

나이(세)

56.79±16.77

Height(cm)

165.38±7.96

Weight(kg)

63.75±11.75

BMI

23.24±3.50

BSA(m2)

1.71±0.18

Hemoglobin(g/dl)

11.13±2.43

Hematocrit(%)

32.57±7.14

Na(mMol/L)

137.70±5.37

K(mMol/L)

3.94±0.67

CO2(mMol/L)

22.12±4.00

Total protein(g/dl)

6.30±1.23

Albumin(g/dl)

3.37±0.69

Uric acid(mg/dl)

4.56±3.10

Total cholesterol(mg/dl)

134.67±53.13

Urea nitrogen(mg/dl)

20.84±11.86

Creatinine(mg/dl)

1.22±1.37

BUN/Cr ratio

18.80±8.30

GFR(ml/min/1.73m2)

72.12±27.26
( 남자 73.90±25.25, 여자 68.60±30.88)

Hypertension

50 명(39.07%)

Diabetes mellitus

15 명(11.72%)

Angiotensin inhibitor 병용

27 명(21.09%)

NSAID 병용

9 명(7.03%)

-6-

B.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의 발생빈도와 신손상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성 및
검사실 소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GFR 25%이상 저하)은 전체
128 명 중에서 12 명에서 발생하였으며 9.38%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 환자를 급성
신손상이 발생한 군과 정상 군으로 나누어 검사실 소견을 비교하였을 때 조영제
노출 전 검사실 소견에서는 신손상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요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급성
신손상군이 58.3%, 정상군이 37.1%으로 신손상군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당뇨가 신손상의 고위험인자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신손상군의 8.3%, 정상군의
12.1%에서 신손상이 나타났으나

두가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2).

GFR 60ml/min/1.73m2 을 기준으로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조영제에 의한
신손상의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기저 GFR 이 낮은 군에서 신손상이 더 많이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2.).
급성 신손상을 보인 환자들에서 사용된 조영제는 Ioversol (Optiray®) 4 명(33.3%),
BaSO4 (EAS CT 액®) 2 명(16.7%),

Iomeprol (Iomeron®) 3 명(25%), Iohexol

(Omnipaque®) 2 명(16.7%), Iopamidol (Pamiray®) 1 명(8.3%), Iopromide (Ultravist®)
1 명((8.3%) 이었고, 급성 신손상을 입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Ioversol 19 명(16.4%),
BaSO4 38 명(32.8%),

Iomeprol 30 명(25.9%), Iohexol 15 명(12.9%), Iopamidol

4 명(3.5%), Iopromide 10 명(8.6%)의 조영제 사용 빈도를 보였으며 p 값은 0.26 으로
두 군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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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Contrast

Contrast

nephrotoxicity(-)

nephrotoxicity(+)

N=116

N=12

`나이(세)

56.59±16.72

58.75±17.89

0.67

Height(cm)

165.45±8.00

164.63±7.87

0.73

Weight(kg)

63.96±11.38

61.67±15.26

0.52

BMI

23.31±3.45

22.54±4.13

0.48

BSA(m2)

1.71±0.18

1.67±0.24

0.49

Hemoglobin(g/dl)

11.08±2.35

11.57±3.14

0.98

Hematocrit(%)

32.47±6.90

33.56±9.48

0.51

Na(mMol/L)

137.61±5.17

138.50±7.19

0.62

K(mMol/L)

3.96±0.65

3.72±0.86

0.59

CO2(mMol/L)

22.13±4.02

22.08±3.30

0.24

Total protein(g/dl)

6.24±1.22

6.40±1.41

0.97

Albumin(g/dl)

3.37±0.68

3.37±0.83

0.76

Uric acid(mg/dl)

4.33±2.94

6.81±3.84

0.01

Total cholesterol(mg/dl)

131.44±49.56

165.92±75.77

0.03

Urea nitrogen(mg/dl)

21.00±12.13

19.32±9.06

0.64

Creatinine(mg/dl)

1.10±0.39

2.38±4.30

0.32

BUN/Cr ratio

18.94±8.18

17.54±9.71

0.58

GFR(ml/min)

72.09±26.74

72.42±33.28

0.97

Hypertension

43 명(37.1%)

7 명(58.3%)

0.40

Diabetes mellitus

14 명(12.1%)

1 명(8.3%)

1.00

Angiotensin
inhibitor 병용

25 명(21.6%)

2 명(16.6%)

0.74

NSAID 병용

8 명(6.9%)

1 명(8.3%)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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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12%

8%

GFR<60ml/min/1.73m2

Fig.

GFR>60ml/min/1.73m2

2. Incidence of AKI according to baseline GFR (p=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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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급성 신손상의 시기
전산화 단층촬영 전에 시행한 기저 혈청 크레아티닌은 1.12±0.33 mg/dl(0.5-1.9
mg/dl)였으며 촬영 12.23±6.38 시간 후에는 1.45±0.57mg/dl, 36.77±7.41 시간 후
1.68±0.57mg/dl 로 측정되었다. 조영제 사용 후 급성 신손상을 입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혈청 크레아티닌과 GFR 의 변화(Fig. 3, 4)를 토대로 도출한 급성
신손상의 시기, 즉 신기능이 25% 이상 저하된 시점은 전산화 단층촬영 시행한지
14 시간(평균 ±표준편차: 14.33±7.91) 후였다.

- 10 -

Fig.

3. Changes of the serum creatinine levels in the patients with contrast
nephr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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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the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mong the patients with
contrast nephr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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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의 임상결과
급성 신손상군 중에서 응급으로 혈액 투석이 필요했던 환자는 없었고 8 명의
환자가 1 주일 내에, 3 명의 환자가 2 주일 내에 신기능이 기저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1 명은 20 여일 후 신기능 회복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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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923 년 요로계통의 조사를 위해 sodium iodide 를 정맥 주사한 이후에 특히
탈수증이 동반된 당뇨병환자에서 혈관조영제 투여로 인한 신독성의 산발적인
보고가 있었고 (Osborne 등, 1923; Dudzinski 등, 1971), 1970 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혈관조영제로 인한 심한 신독성이 많이 보고되면서 임상가들이
혈관조영제 투여로 인한 신독성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Fry 등, 1971; Gilbert
등, 1970).
조영제 종류에 따른 신독성의 발생빈도는 요오드 제제의 이온성 유무와
삼투압 농도에 따라 다르다. 조영제 신독성의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군에서는
조영제

종류에

환자군에서는

따른
이온성

차이가

없다는

제재보다는

보고도

비이온성

있으나

제제의

위험인자가

사용이,

있는

고삼투압성

제제보다는 저삼투압성 제제의 사용이 조영제 신독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udnick 등, 1995; Barrett 등, 1993)
조영제 신손상의 진단 기준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이용되나 조영제에 노출된
후 48 시간 이내에 혈청 크레아티닌 값이 기저값의 25% 이상 증가하거나
절대값이 0.5mg/dl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발생률은

조사대상,

방법

또는

진단기준에 따라

보고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Pannu 등, 2006; Dangas, 2005). 그러나 크레아티닌 값의 상승은 환자의 기저
크레아티닌 값에 따라 다양한 GFR 저하를 반영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GFR 이 25%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신손상으로 정의하였다.
조영제 신증의 위험인자들로는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되기 전 신기능 이상,
체액결핍, 당뇨병,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단백뇨, 다발성 골수종 및 간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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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의 양, 72시간 내 방사선 조영제 사용 횟수 등이
알려져 있으나(Kim 등, 2004; Kim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신손상군에서
총콜레스테롤과 요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 외에 상기와 같은 인자들과
신손상군과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 감소된 신기능은 방사선
조영제 신증의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로 혈관 확장반응의 감소와 조영제의
청소율

저하와

방사선조영제

관련되어
신증의

있고

발생률이

혈청

1.2

크레아티닌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혈청

mg/dL인

경우

크레아티닌치가

높을수록 위험도는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Toprak 등, 2006).
조영제에

의한

신독성의

발생기전은

혈역학적

변화,

미세순환의

변화,

요단백이나 요산 결정에 의한 요관 폐쇄, 면역반응 외에 조영제에 의한 근위
세뇨관 상피세포의 직접적인 독성 작용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최원 등, 2008). 병리학적으로는 근위세뇨관의 상피세포의 공포형성, 괴사,
염증세포의 침윤과 부종, 신간질 혈관의 충혈 등이 관찰되고 있다(Barrett 등,
1994; Persson 등, 2005).
조영제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은 다른 신독성 약제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발생하며

혈관조영제로

인한

신부전은 경미하고,

가역적이며 핍뇨가

없는

단기간의 신부전이 전형적인 형태로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24 시간 이내에
상승하기 시작하여 2-4 일 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7-10 일 후에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핍뇨가 동반되면 비가역적인 신부전으로 될 수 있고 신기능의 회복도
부분적이므로(Mudge 등, 1980) 이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입원기간의 연장,
투석치료의 필요, 사망률의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Rihal 등, 2002; Levy 등, 1996).
본 연구에서 신손상을 입은 13 명은 모두 핍뇨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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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없이

신기능이

회복되어

조영제

단독으로

영구적인

신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조영제에 의한 신독성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강조되며 최근 조영제에 의한
급성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보고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조영제 투여 전 충분한 수액요법이나(Heyman 등, 1989; Teruel 등, 1989) 비이온성
저삼투압성 요오드 조영제의 선택(Rudnick 등, 1995; Barrette 등, 1993) 등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활용되고 있다. 2000 년에 N-acetylcysteine 의 예방적 투여가
저장성 삼투압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Tepel 등,
2000) 이후 시행된 여러 임상연구 및 메타분석에서 일부는 유의한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대부분은 효과가 없다(Fishbane 등, 2007)고 보고하여 유용성이
명확치 않으며, 아스코르브산에 대한 다기관, 이중맹검, 대조군 임상시험에서
아스코르브산을 시술 전날 3g 한차례, 시술 후 2g 두차례 복용하였을 때 조영제
신독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어(Spargias 등, 2004) 이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고위험군에서 신독성이 있는 요오드
조영제 대신 자기공명영상에 주로 이용되는 gadolinium 을 사용하여 신기능의
악화 없이 성공적으로 동맥조영술과 중재시술을 시행한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나(홍숙희 등, 2003; Kaufman 등, 1996) 요오드 조영제와 동일한 X-ray 감약을
제공하지 못해 혈관조영에 제약이 있으며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량이

요오드와 유사한 X-ray 감약를

필요하여(Thomsen

등,

2002)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요오드 조영제를 대체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3 차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에서 경험하는
조영제 신독성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향적 연구로
입원환자 1833 명 중 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의해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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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835 명 외에 혈액검사 부적절로 인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환자 수가
834 명으로 많은 것이 문제점이 되겠다. 또한 조영제에 노출된 후 추적관찰한
혈청 크레아티닌의 시간이 일정치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고, 신손상의 시점을
추정함에 있어 일차방정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여 실제 시점과는 차이가 있겠으며,
대상 환자에게 투여된 수액의 양이나 환자의 탈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신장 기능에 미치는 조영제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는 추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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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환자의 9.38%에서 평균 14 시간 후
신손상이 나타나 알려진 것보다도 빠른 경과를 보였으며 모두 별다른 치료 없이
신기능이 회복되었다. 조영제 신손상의 효과적인 치료는 알려진 바 없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대부분은 일시적인 신기능 저하를 나타내고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신손상을 우려하여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조영제를

사용한

방법을

지연하거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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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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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cute Kidney Injury in In-patients undergoing Enhanced CT

Eun-Jung J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eungsoo Kim)

Background: With the increasing use of contrast enhanced computerized tomography in
diagnosis and the appearance of low-osmolar, nonionic contrast in the late 1980s, the
incidence of contrast-induced acute kidney injury seemed to be chang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cidence of acute kidney injury induced by contrast in in-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studied the development of AKI in 128 inpatients undergoing enhanced CT. Baseline renal function was assessed by MDRD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equation. AKI was defined as a decrease in GFR of at 25%
within 48 hours after contrast exposure.
Results: Age (mean ± SD ) was 57 ± 17 years. 43 (34%) were women. GFR was 72 ± 27
ml/min/1.73m2. AKI developed in 12 of 128 patients(9.38%), 14.33±7.91hours after the
enhanced CT. This 12 patients recovered their renal functions without dialysis.
Conclusion: We should check the serum creatinine in patients undergoing enhanced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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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24hours to assess AKI. AKI induced by contrast seldom caused irreversible renal
injury for inself, so it’s important to control other factors which may affect the renal function.
And we need not stop or delay taking the enhanced computerized tomography because of
concern about 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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