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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임상 양상 

 

목적: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인 환자에서 발생한 신질

환의 경우 당뇨병성 신병증의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신조직 검

사로 확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외국의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의 9~66%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되는 것으

로 보고되는데, 단백뇨와 혈뇨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당뇨

병의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 신부전증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비당뇨병성 신질

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수의 외국 보

고에 비해 국내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의 비당뇨병성 신질환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당뇨병 환자

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임상 양상과 이의 예측 인자

를 알아보기 위해 당뇨병 환자 중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4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신조직 검사를 시행받은 20

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당뇨병 유병 기

간, 혈압, 혈청생화학 검사, 24시간 뇨단백과 뇨알부민 배설량, 

혈뇨의 유무,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신경병증의 유무, 그리고 신

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는 총 56명으로, 평균 연령은 54.0±2.1세, 남녀 

비는 1.2:1이었고, 평균 당뇨 유병 기간은 6.7±1.1년이었다. 신

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로 혈뇨의 동반이 14명 (25.0%)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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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고,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의 돌연한 발생 13명 

(23.2%), 신부전증이나 단백뇨를 동반하면서 당뇨병 유병 기간

이 10년 미만인 경우 13명 (23.2%), 급격한 신기능의 악화 10

명 (17.9%), 그리고 신부전증이나 단백뇨를 동반하면서 당뇨병

성 망막병증이 없었던 경우가 5명 (8.9%)이었다. 신조직의 병리

학적 소견으로는 당뇨병성 신병증이 20명 (35.7%)으로 가장 많

았고, 비당뇨병성 신질환 중에서는 막성 사구체신염 

(membranous nephropathy)이 9명 (16.1%), 미세변화 질환 

(minimal change disease) 6명 (10.7%),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5명 (8.9%), IgA 

신병증 4명 (7.1%), 만성 간질성신염 4명 (7.1%)의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2명 (3.6%), 경도의 이상 소견 (minor 

change) 2명 (3.6%), 그리고 메산지움 증식성 사구체신염 

(mesangi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이 1명 (1.8%)이었

다. 당뇨병성 신병증과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3명 (5.4%)이었는데, 비당뇨병성 신질환으로는 IgA 신병

증,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신병증 

(HCV-associated nephropathy)이 각각 1명이었다. 대상 환자를 

당뇨병성 신병증군 (20명, DN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 (36명, 

당뇨병성 신병증과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던 경

우 포함, NDRD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군간에 연령, 성별, 

혈압, 혈청 크레아티닌, 총 단백, 알부민, 총 콜레스테롤, 당화혈

색소, 24시간 뇨단백과 뇨알부민 배설량,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

병증의 유무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뇨병의 유

병 기간은 NDRD군이 4.5±0.9년으로 DN군의 10.3±1.3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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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의있게 짧았다. 또한, 혈뇨를 동반한 환자는 NDRD군에서 

26명 (72.2%)으로 DN군의 4명 (20.0%)에 비해 의의있게 많았

던 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환자 비율은 NDRD군에서 

53.8% (7/13)로 DN군의 93.3% (14/15)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결론: 신질환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짧거나, 혈뇨가 동반되거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당뇨병성 신병증, 비당뇨병성 신질환, 신조직 검사 

 

 
 

 

 

 

 

 

 

 

 

 

 

 

 

 

 

 

 

 

 

 

 

 



 11

당뇨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임상 양상 

 

 

<지도교수  강 신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승 철 

 
 

I. 서론 

 

당뇨병성 신병증은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40%에서 발생하게 되며, 당뇨병의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말기 신부전증에 이르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다1.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인 환자에서 동반된 신질

환의 경우 당뇨병성 신병증의 가능성이 높아 신조직 검사가 

진단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병증

과 같은 미세혈관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신조직 검사 

없이도 당뇨병성 신병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부검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빈

도가 극히 낮았으나2, 외국의 후향적인 연구 결과상 당뇨병 환

자의 9~66%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비당뇨병성 신질환

이 동반되며, 당뇨병 환자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나이 들어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3, 당뇨병성 망막

병증이나 신경병증이 없는 경우3,4, 그리고 다른 전신적인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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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3,4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당뇨병 환자에

서 단백뇨와 혈뇨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5,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3, 그리고 신부전증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6

에도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동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수의 외국 보고에 비해 국내에서는 당뇨병 환

자에서의 비당뇨병성 신질환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당뇨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

환의 임상 양상과 당뇨병성 신병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신조직 검사를 시행받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

적 특성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병증과 구별되는 비당뇨병성 신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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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 대상 환자 

1994 년 1 월부터 2003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질환으로 신조직 검사를 시행받은 

20 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제외 기준 

 

1)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해 유발된 당뇨병 환자 

2)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된 환자  

3) 신이식 환자 

4) 신종괴의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신조직 검사를 시행받은 

환자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대상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

하여 과거력과 증상 및 징후를 조사하였으며 혈청생화학 검사, 

뇨검사, 그리고 신조직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당뇨병은 환자의 과거력을 포함하여 입원 기간 동안 공복

시 혈당 126 mg/dL 이상으로 2회 이상 측정된 경우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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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환자에서 연령, 성별, 당뇨병의 유병 기간, 혈압, 당뇨

병성 망막병증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동반 여부를 조사하

였으며, 신조직 검사 시행 전후로 혈중 요소질소, 혈청 크레

아티닌, 총 단백, 알부민, 총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혈뇨 

유무, 24시간 뇨단백 및 뇨알부민 배설량, 그리고 크레아티

닌 청소율을 확인하였다. 

 

다.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는 24시간 뇨단백 배설량이 3.5g 

이상인 경우로, 그리고 현미경적 혈뇨는 고배율 시야하에서 

3개 이상의 적혈구가 관찰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라. 대상 환자에서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마. 대상 환자는 초음파 유도하에 경피적 신조직 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복와위로 상태에서 신장 부위의 피부를 소독한 후 

초음파로 생검 위치를 정하였다. 2% lidocaine으로 국소마취

를 시행한 후 생검침 삽입 부위를 작게 절개하고, 초음파 유

도하에 생검침을 좌측 신장 하부의 피질에 도달하게 한 후 

16G gun biopsy needle을 사용하여 조직을 채취하였다. 최

종 병리학적 진단을 위하여 광학 현미경, 면역형광 현미경, 

그리고 전자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바. 대상 환자를 신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당뇨병성 신병증군 

(DN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 (NDRD군)으로 분류하여 양

군 사이의 임상적 특성과 검사실 소견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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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모든 기술적 자료 (descriptive data)는 평균±표준오차 또는 

백분율 (%)로 나타내었고, DN군과 NDRD군 사이의 비교는 

Mann-Whitney U-test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PSS Window release Ver. 11.0 

Packag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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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검사실 소견 

 

본 연구 기간 동안 신조직 검사를 시행받은 당뇨병 환자는 총 

87명이었으며, 이 중 제외 기준에 해당한 31명을 제외한 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0명, 여자가 2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0±2.1세이었고, 평균 수축기 혈압은 132.9±2.8 

mmHg, 그리고 평균 이완기 혈압은 82.7±1.6 mmHg이었다. 평

균 당뇨병 유병 기간은 6.7±1.1년이었고, 24시간 뇨단백 배설량

과 뇨알부민 배설량은 각각 4.7±1.4, 2.7±1.6 g이었다. 평균 혈

청 총 단백은 5.5±0.2 g/dL, 알부민 2.3±0.7 g/dL, 총 콜레스테

롤 304.9±24.1 mg/dL, 혈중 요소질소 27.5±16.0 mg/dL, 크레

아티닌 2.1±1.1 mg/dL, 당화혈색소 8.7±0.6%, 그리고 크레아티

닌 청소율은 49.9±5.4 mL/min이었다 (Table 1).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findings of patients 

 

Characteristics Patients (N=56) 

Age (years) 54.0 ± 2.1 

Sex (M:F) 30:26 (1.2:1) 

DM duration (years)   6.7 ± 1.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2.9  ± 2.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2.7  ± 1.6 

Blood urea nitrogen (mg/dL)               27.5   ± 16.0 

Creatinine (mg/dL)                  2.1  ± 1.1 

Total protein (g/dL)  5.5 ± 0.2 

Albumin (g/dL)  2.3 ± 0.7 

Total cholesterol (mg/dL)   304.9  ±  24.1 

HbA1c (%)  8.7 ± 0.6 

24hr urinary protein excretion (g)  4.7 ± 1.4 

24hr urinary albumin excretion (g)  2.7 ± 1.6 

Creatinine clearance (mL/min)                 49.9  ±   5.4 

 

Data are mean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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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  

 

신조직 검사는 1) 급속한 신기능의 악화, 2) 갑자기 발생한 신

증후군 범위의 단백뇨, 3) 지속적인 현미경적 혈뇨나 육안적 혈

뇨 4) 신부전증이나 단백뇨를 동반하면서 당뇨병 유병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5) 신부전증이나 단백뇨를 동반하면서 당뇨병

성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 6) 기타 등의 이유로 시행되었다. 지속

적인 혈뇨가 14명 (25.0%)으로 가장 많은 신조직 검사의 적응증

이었으며, 갑자기 발생한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가 13명 

(23.2%), 비교적 짧은 당뇨병 유병 기간이 13명 (23.2%), 급속

한 신기능의 악화가 10명 (17.9%),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부재가 

5명 (8.9%), 그리고 기타가 1명 (1.8%)이었다 (Table 2). 

 

Table 2. Reasons for renal biopsy  

 
Reasons     Patients (%) 

Persistent hematuria   14 (25.0) 

Sudden onset of nephrotic-range proteinuria   13 (23.2) 

Proteinuria and/or renal failure with DM duration 

< 10 years 

  13 (23.2) 

Rapid deterioration of renal function   10 (17.9) 

Proteinuria and/or renal failure without  

DM retinopathy 

             5 (8.9) 

Other    1 (1.8) 

Total    5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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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조직 검사 결과 

 

대상 환자 56명의 신조직 검사 결과상 당뇨병성 신병증이 20

명 (35.7%),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36명 (64.3%)이었다. 비당뇨

병성 신질환으로는 막성 사구체신염 (membranous 

nephropathy)이 9명 (1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세변화 질환

(minimal change disease) 6명 (10.7%),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5명 (8.9%), IgA 

신병증 4명 (7.1%), 만성 간질성신염 4명 (7.1%)의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2명 (3.6%), 경도의 이상 소견 (minor 

change) 2명 (3.6%), 그리고 메산지움 증식성 사구체신염 

(mesangi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이 1명 (1.8%)이었

다. 당뇨병성 신병증과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던 

경우가 3명 (5.4%)이었는데, 비당뇨병성 신질환으로는 IgA 신병

증,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신병증 (HCV-associated nephropathy)이 각각 1명이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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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renal biopsy 
 

Pathologic diagnosis       Patients (%) 

DM nephropathy 20 (35.7) 

Non-diabetic renal disease 36 (64.3) 

Membranous nephropathy    9 (16.1) 

Minimal change disease         6 (10.7)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5 (8.9) 

IgA nephropathy        4 (7.1) 

Chronic interstitial nephritis        4 (7.1)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2 (3.6) 

Minor change        2 (3.6) 

Mesangi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1 (1.8) 

DM nephropathy + Other*        3 (5.4) 

Total  56 (100) 

 
*Other: IgA nephropathy, membranoproliferative GN, HCV-associated  

nephropathy 

  

4. 당뇨병성 신병증군와 비당뇨병성 신질환군의 임상적  

특성과 검사실 소견 

 

대상 환자 56명을 조직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당뇨병성 신병증

군 (DN, N=20)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 (당뇨병성 신병증과 비당

뇨병성 신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던 경우 포함, NDRD, N=36)

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군간에 연령, 성별, 수축기 및 이완

기 혈압, 혈중 요소질소, 혈청 크레아티닌, 총 단백, 알부민, 총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24시간 뇨단백 및 뇨알부민 배설량, 그

리고 크레아티닌 청소율 등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당뇨병 유병 기간은 NDRD군에서 4.5±0.9년으로 DN군

의 10.3±1.3년에 비해 의의있게 짧았다 (p<0.05)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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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findings between DN and NDRD groups 
 

 DN (N=20) NDRD (N=36) p 

Age (years) 50.7 ± 2.4  55.8 ± 1.8 NS 

Sex (M/F) 12/8 19/17 NS 

DM duration (years) 10.3 ± 1.3   4.5 ± 0.9 0.002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3.0 ± 3.6    132.8 ± 2.7 NS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4.0 ± 2.2  82.0 ± 1.8 NS 

Blood urea nitrogen  

(mg/dL) 

31.8 ± 3.8      25.1 ± 2.8 NS 

Creatinine (mg/dL)   2.6 ± 0.6    1.8 ± 0.3 NS 

Total protein (g/dL)   5.5 ± 0.2    5.5 ± 0.2 NS 

Albumin (g/dL)   2.8 ± 0.1    2.9 ± 0.1 NS 

Total cholesterol 

 (mg/dL) 

 291.1 ± 26.7    312.6 ± 22.4 NS 

HbA1c (%)   9.0 ± 0.7   8.5 ± 0.5 NS 

24hr urinary  

protein excretion (g) 

 5.2 ±1.8   4.4 ± 2.3 NS 

24hr urinary  

albumin excretion (g) 

 3.3 ±1.3   2.4 ± 1.9 NS 

Creatine clearance   

(ml/min) 

43.0 ± 5.5     53.7 ± 5.4 NS 

 
Data are mean ± SEM 

NS : Not significant 

 

 

5. 당뇨병성 신병증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유병율 

 

56명의 대상 환자 중 28명 (DN군 15명, NDRD군 13명)이 당

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받았다. 안저 검사상 당뇨병

성 망막병증이 확인된 환자는 DN군에서 14명 (93.3%), NDRD

군에서 7명 (53.8%)으로, DN군에서 NDRD군에 비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환자가 의의있게 많았다 (p<0.05)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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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valence of DM retinopathy in DN and NDRD groups  

DM retinopathy DN (%)       NDRD (%) 

 (-)               1 (6.7) 6 (46.2) 

 (+)   14 (93.3) 7 (53.8) 

Total 15 (100)             13 (100) 

 *p<0.05 

 

6. 당뇨병성 신병증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병율 

 

56명의 대상 환자 중 18명 (DN군 10명, NDRD군 8명)이 당

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받았다. 신경전도 검사상 신

경병증이 확인된 환자는 DN군에서 8명 (80.0%), NDRD군에서 

5명 (62.5%)으로, 양군 사이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병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6). 

 

Table 6. Prevalence of DM neuropathy in DN and NDRD groups 

DM neuropathy     DN (%) NDRD (%) 

 (-)    2 (20.0) 3 (37.5) 

 (+)    8 (80.0) 5 (62.5) 

Total              10  (100) 8  (100) 

*p>0.05 

 

7. 당뇨병성 신병증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에서 혈뇨의  

유병율 

 

DN군 20명 중 4명 (20.0%), 그리고 NDRD군 36명 중 26명 

(72.2%)에서 지속적인 혈뇨를 동반하여, NDRD군에서 DN군에 

비해 혈뇨를 동반한 환자가 의의있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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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valence of hematuria in DN and NDRD groups 

Hematuria    DN (%) NDRD (%) 

(-)    16 (80.0)  10 (27.8) 

(+)    4 (20.0)  26 (72.2) 

Total              20  (100)  36 (100) 

*p=0.01 

 

8. 신조직 검사 시행 이유에 따른 조직병리학적 소견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에 따른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분석

하였다. 지속적인 혈뇨, 비교적 짧은 당뇨병 유병 기간, 급속한 

신기능의 악화,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었던 경우에 비당

뇨병성 신질환이 더 많았다 (Table 8). 

 

Table 8. Pathologic diagnosis according to the reasons for renal 

biopsy 

Reasons   DN (%) NDRD (%) 

Persistent hematuria 5 (35.7)  9 (64.3) 

Sudden onset of nephrotic-range proteinuria 7 (53.8)  6 (46.2) 

Proteinuria and/or renal failure and  

DM duration <10 years 

4 (30.8)  9 (69.2) 

Rapid deterioration of renal function 3 (30.0)  7 (70.0) 

Proteinuria and/or renal failure without  

DM retinopathy 

0 5 (100) 

Other 1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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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인 환자에서 동반된 신질환은 

대부분이 당뇨병성 신병증일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

근에 당뇨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에 대한 빈도와 

그 스펙트럼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당뇨병 환

자에서 많게는 66% (평균 25%)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

되었으며 이들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상 막성 사구체신염, IgA 신

병증, 감염 후 사구체신염, 그리고 미세변화 질환 등이 주된 병

변이었다4,7,8-12. 이러한 다수의 외국 보고에 비해 국내에서는 당

뇨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등13은 22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신조직 검사 결과

를 분석한 결과, 14명 (64%)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되었

으며, 질환별로는 IgA 신병증이 42.9%로 가장 많았고, 막성 사

구체신염 21.4%, 미세변화 질환 21.4%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신조직 검사를 시행받은 당뇨병 환자 56명 중 36

명 (64.3%)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되어 이 등13의 결과

와 유사한 유병율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당뇨병성 신

질환의 조직병리 소견상 막성 사구체신염이 9명 (16.1%)으로 가

장 많았으며, 미세변화 질환 6명 (10.7%),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5명 (8.9%), 그리고 IgA 신병증 4명 (7.1%)의 순이었다. 

이는 당뇨병이 없는 성인 신증후군 환자나 무증상 혈뇨 환자에

서 주로 동반되는 사구체 질환의 스펙트럼과 거의 유사한 결과

이다. 다만, 이 등13의 보고에서는 비당뇨병성 신질환으로 IgA 신

병증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막성 사구체신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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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나 기준

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를 보면, 당뇨

병 환자에서 혈뇨가 동반된 경우나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또는 급속히 진행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부전증이 동반된 경우에 신조직 검사가 시행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경우 외에도 당뇨병 유병 기간이 10년 미

만으로 비교적 짧으면서 단백뇨나 경도의 신부전증이 동반된 경

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간질성신염으로 진단된 비당뇨병성 신

질환이 4명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비당뇨병성 신질환 

중 막성 사구체신염이나 미세변화 질환이 많은데, 이 경우 당뇨

병성 신병증과는 달리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성 신병증이 동반된 제 1형 당뇨

병 환자의 90%에서, 그리고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40~75%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9,14,15,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16,17. Parving 등9은 미세알부민뇨가 동반

된 35명의 당뇨병 환자에서 시행한 신조직 검사상 당뇨병성 신

병증으로 진단된 27명 중 15명에서 (55.6%)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 동반되었으며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된 8명 모두에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의 이 등13

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었던 9명의 당뇨병 환자 중 7명 

(77.8%)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받은 환자 28명 

중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었던 7명의 환자 중 1명 (14.3%)

에서만 당뇨병성 신병증이 동반되었으며,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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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되었던 21명의 환자 중에서는 14명 (66.7%)에서 당뇨병성 

신병증이 동반되어 국내외의 연구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당뇨병성 신병

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Kveder 등17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으면서 단백뇨가 

동반된 당뇨병 환자 76명에서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형

적인 당뇨병성 신병증이 22.4%, 비당뇨병성 신질환 48.7%, 그리

고 당뇨병성 신병증과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27.6%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대상 환자 중 전형적인 신증

후군 환자 18명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5명에서만 당뇨병성 신병

증이 동반되었으며, 9명의 환자에서는 당뇨병성 신병증과 비당뇨

병성 신질환이 동시에, 나머지 4명의 환자에서는 비당뇨병성 신

질환만이 동반되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서 신증후군이 동반된 경우 신조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ak 등21은 당뇨

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경우 신증후군 범위 

이하의  단백뇨가 동반된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Amoah 등3

은 제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뇨의 부재가 비당뇨병성 신질환

의 예측 인자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

뇨가 갑자기 발생된 환자 13명에서 시행한 신조직 검사 소견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성 신병증과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빈도에 차

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신증후군 범위의 단

백뇨를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예측 인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

료되나, 대상 환자 수가 적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뇨병성 신병증의 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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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mL/min/month 정도의 속도로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며22,23, 이보다 더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비당뇨병성 신질환

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6. 실제로 

Venkateswara 등24은 막성 사구체신염과 병합된 당뇨병성 신병

증에서 신기능이 급속히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신기능의 급속한 악화로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경우 비당뇨

병성 신질환의 빈도가 더 높아 외국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전형적인 당뇨병성 사구체경화증에서 많게는 35%에서 혈뇨가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5. Mak 등21은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의 29%에서 혈뇨가 동반되었지만, 지속적인 혈뇨가 비당뇨

병성 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이 IgA 

신병증이었다고 하였다. 혈뇨와 비당뇨병성 신질환 사이의 연관

성은 이미 Kasinath 등5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또한, 

Hommel 등26은 혈뇨가 동반된 당뇨병 환자 13명에서 신조직 검

사를 시행한 결과 13명 모두에서 당뇨병성 신병증이 동반되어 

있었으나 9명의 환자에서는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혈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의 

86.7% (26/30)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당뇨병 환자에서 혈뇨가 지속

되는 경우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동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당뇨병성 신병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3,9,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19,20,21도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 본 연

구에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무가 당뇨병성 신병증의 예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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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에 대한 검사를 시행받은 환자가 13명으로 너무 적어 향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 유병 기간이 비교적 짧

거나, 지속적인 혈뇨가 동반되거나,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병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적극적인 신조직 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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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당뇨병성 신병증은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40%에서 발생하게 되며, 당뇨병의 중요한 합병증일 뿐만 아니라 

말기 신부전증에 이르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다. 그러나 당뇨

병 환자의 9~66%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당뇨병성 신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인

자에 대한 외국의 연구 보고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당뇨병 환

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임상 양상과 당뇨병성 신병

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신조직 검사를 시행받은 당뇨병 환

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 환자는 5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0±2.1세, 남녀 비

는 1.2:1이었다. 

2.  대상 환자 56명의 신조직 소견상 당뇨병성 신병증이 20명 

(35.7%),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36명 (64.3%)이었다. 

3.  비당뇨병성 신질환으로는 막성 사구체신염이 9명(1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세변화 질환,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그리고 IgA 신병증의 순이었다. 

4. 대상 환자를 당뇨병성 신병증군 (20명, DN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 (36명, NDRD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군 간에 

연령, 성별, 혈압, 혈청 크레아티닌, 총 단백, 알부민, 총 콜레스

테롤, 당화혈색소, 그리고 24시간 뇨단백과 뇨알부민 배설량에

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나, 당뇨병 유병 기간은 NDRD군에

서 4.5±0.9년으로 DN군의 10.3±1.3년에 비해 의의있게 짧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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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지속적인 혈뇨는 DN군 20명 중 4명 (20.0%), 그리고 NDRD

군 36명 중 26명 (72.2%)에서 동반되어, DN군에 비해 NDRD

군에서 혈뇨를 동반한 환자가 의의있게 많았다. 

6.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환자 비율은 NDRD군에서 

53.8% (7/13)로 DN군의 93.3% (14/15)에 비해 유의하게 낮

았다. 

7. DN군과 NDRD군 사이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병율에는 의

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 유병 기간이 비교적 짧

거나, 지속적인 혈뇨가 동반되거나,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병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적극적인 신조직 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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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characteristics of non-diabetic renal disease 

in diabetic patients 

 

Seung Chu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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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hin-Wook Kang) 

 

Objective : Retrospective studies have revealed that 

non-diabetic renal diseases are accompanied in 9~66% of 

diabetic patients and some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are 

known as predictors of these non-diabetic renal disease ; 

presence of microscopic hematuria, short duration of DM, 

rapid deterioration of renal function, and absence of diabetic 

retinopathy.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clinical and pathologic findings of non-diabetic renal 

disease in diabetic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linical, laboratory, and pathologic features of 

non-diabetic renal disease and to clarify the factors that 

could predict non-diabetic renal disease in diabetic patients. 

Methods : The medical records of diabetic patients who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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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20 years old and underwent renal biopsy between 

January, 1994 and December, 2003,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who had steroid-induced DM, those who 

had renal mass or systemic disease such a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nd those who received renal allograft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findings, and pathologic diagnosis of renal biopsy 

were analyzed and a comparison between diabetic 

nephropathy (DN) and non-diabetic renal disease (NDRD) 

groups was also made.  

Results : A total of 56 patients were enrolled.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54.0±2.1 years with a sex ratio of 1.2:1. 

Persistent hematuria (25.0%) was the leading reason for renal 

biopsy in diabetic patients, followed by sudden onset of 

nephrotic-range proteinuria (23.2%), short duration (<10 

years) of DM (23.2%), rapid deterioration of renal function 

(17.9%), and absence of diabetic retinopathy (8.9%). Renal 

biopsy revealed DN in 20 patients (35.7%), NDRD in 33 

patients (58.9%), and NDRD with concomitant DN in 3 

patients (5.4%). The most common NDRD was membranous 

nephropathy, accompanied in 9 patients (16.1%), followed by 

minimal change disease (10.7%),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8.9%), IgA nephropathy (7.1%), and 

chronic interstitial nephritis (7.1%).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N (20 patients) and NDRD (33 NDRD 

patients + 3 patients with NDRD and DN) group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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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laboratory, and pathologic finding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Compared to DN group, NDRD group 

had significantly shorter duration of DM, more patients with 

hematuria, and less patients with DM retinopathy. In contras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age, sex, blood pressure, blood 

urea nitrogen, serum creatinine, albumin,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24hr urinary protein and albumin excretion, creatinine 

clearance, and proportion of patients with DM neuropathy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uration of DM, the presence of hematuria, and the presence 

of retinopathy between DN and NDRD groups. Therefore, we 

must consider NDRD in DM patients with short duration of 

DM, hematuria or without retin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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