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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Gates 방법을 보완한 사구체 여과율 측정 

 

Gates 방법은 감마 카메라와 Tc99m-DTPA를 이용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감마 

카메라 제조 업체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보고에서 Gates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고 언급되었으며, 이식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제한 

점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의 배쪽과 등쪽에서 동시에 

감마 카운트를 얻어서, 신장이 위치한 깊이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modified Gates 방법을 제안하였다.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정위 신장을 가진 30명과 이식 신장을 가진 

30명, 총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Gates 방법과 modified Gates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였다. 같은 환자에서 다음 날 

시행한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최적 기준으로 하여, Gates 방법과 modified Gates 

방법을 회귀 분석하였다. 각각의 상관 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두 상관 계수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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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쌍체 비교(paired t-test)에서는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과 modified Gates 방법은 

차이가 없었으나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과 Gates 방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핵심 되는 말: 사구체 여과율, Gates 방법, Tc99m-D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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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s 방법을 보완한 사구체 여과율 측정 

 

<지도교수 이종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현석 

 

I. 서론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이다. 만성 신부전 환자, 신장 이식 공여자 혹은 수여자에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것은 환자의 경과 관찰과 치료 

결정에 필요하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1982년 Gates는 

Tc99m-DTPA와 감마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1 Gates 방법은 혈액이나 

소변 채취 없이 단시간에 비교적 정확한 사구체 여과율 측정이 

가능한 검사이며, 양측 신장의 분할 여과율(split GRF)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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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이다.2 이 방법의 이론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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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CRK는 우측 신장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LK는 

좌측 신장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RBkg는 우측 신장 배경의 

감마 카운트, CLBkg는 좌측 신장 배경의 감마 카운트, Cpreinjection는 

Tc99m-DTPA 주입 전 주사기 감마 카운트, Cpostinjection는 Tc99m-

DTPA 주입 후 주사기 감마 카운트이다. u는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로서 0.153이다. x는 예측한 신장 중심과 등쪽 피부까지의 

수직 거리로서, Tonnesen 공식에서 Right kidney depth (Cm) = 

13.3 * weight (Kg)/height (Cm) + 0.7, Left kidney depth (Cm) 

= 13.2 * weight (Kg)/height (Cm) + 0.7로 나타낼 수 있다. 

Gates 방법이 비교적 정확하고, 다수의 감마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였지만, Gates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첫째, 신장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에서 검출 

감마선의 감쇄(attenuation)가 일어나며, 감쇄 보정 (attenuation 

correction)을 위하여 신장의 깊이를 예측하는 공식을 이용하게 

되어있다. Gate는 신장의 깊이 예측 공식으로 Tonnesen 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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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했는데 이 공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보고들이 있다.3,4,5,6,7       

둘째, Gates 방법은 정위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골반에 위치한 이식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예측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4 그림 1.과 

그림 2.을 참고하면 이식 신장은 정위 신장과 비교하여 골반 강 

내 다른 깊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기 기술한 Gates 방법의 두 가지 제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modified Gates 방법을 제안하고 정확성과 

유용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림 1. 정위 신장의 중심을 포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정상 

위치의 우측 신장과 좌측 신장이 후복막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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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식 신장의 중심을 포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골반강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식 신장은 정위 신장에 비하여 

배쪽 피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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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Modified Gates 방법 제안 

 

Gates 방법의 문제점은 신장 깊이를 예측하는 Tonnesen 

공식의 부정확성과 이식 신장과 같이 정 위치가 아닌 신장에서 

발생한다. 신장의 감마 카운트를 피검자의 앞과 뒤에서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상기 기술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3. 배쪽과 등쪽 피부로부터의 신장 깊이. 우측 신장 

중심에서 배쪽 피부까지 거리는 DARK(위쪽 흰 양화살표), 우측 

신장 중심에서 등쪽 피부까지 거리는 DPRK(아래쪽 흰 

양화살표), 신장의 중심이 위치한 단면에서의 배쪽 피부에서 

등쪽 피부까지의 거리는 D(검은 양화살표)로 표시하였다. 

DPDPDPDPRKRKRKRK        

DADADADARRRRKKKK    

 

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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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의 그림에서 D = DARK + DPRK 이다. D값은 신장의 

중심이 위치한 단면에서의 배쪽 피부에서 등쪽 피부까지의 

거리이며 누워 있는 환자에서 이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3.) 

또한 XRK를 우측 신장의 고유 감마 카운트라고 가정하면, 

배쪽에서 감마 카운트를 얻은 값과 등쪽에서 감마 카운트를 

얻은 값은 같고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RKuDA

RBkgRK

e

CACA

RKX −

−=  

RKuDP

RBkgRK

e

CPCP

RKX −

−=  

위의 식에서, CARK는 우측 신장 배쪽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ARBkg는 우측 신장 배쪽의 배경 감마 카운트, CPRK는 우측 

신장 등쪽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PRBkg는 우측 신장 등쪽의 

배경 감마 카운트, u는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로서 0.153이다. 

위 식의 좌변과 우변을 각각 곱하면 

RKuDP

RBkgRK

RKuDA

RBkgRK

e

CPCP

e

CACA

RKX −−

−−= *][ 2
으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

)(*)(2][
RKuDPRK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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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KDPRKDAu

RBkgRKRBkgRK

e

CPCPCACA

RKX +−

−−=  

uD

RBkgRKRBkgRK

e

CPCPCACA

RKX −

−−= )(*)(
의 식이 성립된다. 

이 때 CARK, CARBkg, CPRK, CPRBkg, D는 측정이 가능하고 u값은 

0.153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XRK, 즉 우측 신장의 고유 감마 

카운트를 측정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좌측 신장의 고유 감마 

카운트 XLK 값도 아래 식에서 측정할 수 있다. 

uD

LBkgLKLBkgLK

e

CPCPCACA

LKX −

−−= )(*)(
 

수학적으로 얻은 XRK , XLK를 Gates 방법 공식에 대신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BA
CC

XX
GFR

ionpostinjectonpreinjecti

LKRK −












−
+= 100*  

또한 사구체 여과율 측정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진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으로 구한 사구체 

여과율과 XRK , XLK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하면 A값과 B값을 

정할 수 있다. 

 

2. 실험대상 

 

2004년 4월에서 2005년 3월까지 사구체 여과율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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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36명, 여자 

24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0.4 ± 11.26세였다. 임상 진단은 

신장 공여 예정자 27명, 당뇨성 신병증 1명, 만성 신부전 2명을 

포함하여 정위 신장을 가진 환자가 30명, 이식 신장을 가진 

환자 30명이었다. 60명의 환자에서 하루 간격으로 Tc99m-DTPA 

renogram,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였으며, Gates 방법과 modified Gates 방법의 비교를 

위하여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최적 기준(gold standard)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신장의 중심이 위치한 단면에서의 복부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신장 공여 예정자 27명에서는 

수술 전 시행하는 컴퓨터 단층 혈관 조영술 (CT angiography) 

자료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조영제 없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Tc99m-DTPA renogram과 컴퓨터 단층 촬영의 기간 차이는 

평균 42.52 ± 34.25일 이었다. 

 

3. 사구체 여과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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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포함된 60명의 환자에서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 Gates 방법, modified Gates 방법,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 

 

피검자의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전처치로 hydration을 

위하여 검사 30분전 피검자에게 물 500ml를 마시게 하였다. 

준비한 1mCi의 Tc99m-DTPA를 saline을 섞어서 총 5ml로 

희석하여, 이중 4ml를 피검자의 말초 정맥에 주사하고, 나머지 

1ml를 standard source로 분리해 놓았다. Tc99m-DTPA주입 후 

60분과 180분 후에 피검자의 혈액 4ml를 채취하여 원심 

분리기로 혈장을 분리한 후 Well counter(Scintima, 세영, 서울, 

한국)로 standard source와 1시간, 3시간 분리 혈장에서 1분간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구하였다. 

즉, 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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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GFR은 사구체 여과율이며, D는 Tc99m-DTPA 

dose (count/min), P1은 plasma activity at time T1 (count/min), 

P2는 plasma activity at time T2 (count/min), T1는 60분, T2는 

180분으로 정의한다. 

 

나. Gates 방법 

 

감마 카메라는 Vertex Epic(ADAC, Milpitas, CA, USA)를 

사용 하였으며, 조준기(collimator)는 low-energy parallel hole 

VXHR을 이용하였다. 

피검자의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전처치로 hydration을 

위하여 검사 30분전 피검자에게 물 500ml를 마시게 하였다. 

준비한 3mCi의 Tc99m-DTPA를 함유한 주사기를 테이블 높이 

30cm에서 1분간 감마 카운트를 측정한 후, 피검자를 검사 

테이블에 앙와위로 눕히고 피검자의 말초 정맥에 3mCi의 

Tc99m-DTPA를 주사하였다. 피검자의 등쪽에서 처음 1분 

동안은 1초 간격으로 60개의 이미지를 얻고 그 후 5분 동안은 

10초 간격으로 30개의 이미지를 얻었다. 주입하고 남은 Tc99m-

DTPA 주사기를 테이블 높이 30cm에서 1분간 감마 카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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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주사 후 2-3분간 얻은 영상을 합산하여, 신장과 그 

하연에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을 그리고 각각 신장과 

배경에서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였다. 위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아래의 Gates 방법 공식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구하였다. 

)82519.6()81270.9](1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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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CRK는 우측 신장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LK는 

좌측 신장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RBkg는 우측 신장의 배경 

감마 카운트, CLBkg는 좌측 신장의 배경 감마 카운트, Cpreinjection은 

Tc99m-DTPA 주입 전 주사기 카운트, Cpostinjection은 Tc99m-

DTPA 주입 후 주사기 카운트이다. u는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로서, 0.153이며, x는 Tonnesen 공식으로 예측한 신장 

중심과 등쪽 피부까지의 수직 거리이다. 

 

다. Modified Gates 방법 

 

Gates 방법과 동일 기종의 감마 카메라와 조준기를 

사용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검자의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전처치로 hydration을 



 14 

위하여 검사 30분전 피검자에게 물 500ml를 마시게 하였다. 

준비한 3mCi의 Tc99m-DTPA를 함유한 주사기를 테이블 높이 

30cm에서 1분간 감마 카운트를 측정한 후, 피검자를 검사 

테이블에 앙와위로 눕히고 피검자의 말초 정맥에 3mCi의 

Tc99m-DTPA를 주사하였다. 피검자의 배쪽과 등쪽에서 동시에 

처음 1분 동안은 1초 간격으로 60개의 이미지를 얻고 그 후 

5분 동안은 10초 간격으로 30개의 이미지를 얻었다. 주입하고 

남은 Tc99m-DTPA 주사기를 테이블 높이 30cm에서 1분간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였다. 주사 후 2-3분간 얻은 영상을 합산하여, 

신장과 그 하연에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을 그리고 각각 

신장과 배경에서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였다. 이 때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우측 신장의 고유 감마 카운트 XRK와 좌측 

신장의 고유 감마 카운트 XLK를 각각 측정하였다. 

uD
RBkgRKRBkgRK

e

CPCPCACA

RKX −

−−= )(*)(
 

uD
LBkgLKLBkgLK

e

CPCPCACA

LK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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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ARK는 우측 신장 배쪽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ARBkg는 우측 신장 배쪽의 배경 감마 카운트, CPRK는 우측 

신장 등쪽에서 얻은 감마 카운트, CPRBkg는 우측 신장 등쪽의 

배경 감마 카운트, D는 배쪽 피부에서 등쪽 피부까지 거리, 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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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 0.153이다. 

60명의 환자에서 얻은 XRK, XLK 값과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으로 구한 사구체 여과율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을 수 있었다. 

)09714.37()88731.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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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 

 

환자의 말초 혈액을 채취하여 혈장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하고, 24시간 소변을 채집하여 소변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하였다.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수치를 혈장 크레아티닌 

수치로 나누어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였다. 

 

4. 영상 분석 

 

ImageJ ○R  (downloadable application,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8는 NIH에서 개발한 무료 소프트웨어로 원하는 

부분에 관심 영역을 그리면 영역 내 화적소(pixel)의 개수와 

정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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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과 배경 각각 관심 영역을 그리고 이로부터 감마 카운트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4. ImageJ ○R 의 관심 영역 설정 화면. Gates 방법과 

modified Gates 방법에서 얻은 영상에서 필요한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을 주사기, 신장, 배경에 설정하고 

감마 카운트(count/minute)를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및 통계 

 

 위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modified Gates 방법, Gates 

방법,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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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을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하여 회귀식을 도출하고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와 표준 오차(standard error)를 

구하였다. 

 

나. Gates 방법과 modified Gate 방법의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비교하여 상관 계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최적 표준으로 하여 Gates 방법과 modified Gates 방법에서 

얻은 사구체 여과율 값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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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60명의 환자에서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 Gates 

방법, modified Gates 방법,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으로 각각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였다. 

Modified Gates 방법은 배경 감마 카운트를 교정한 신장의 

고유 감마 카운트와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으로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을 선형 회귀하여 유도하였으며, 이 때 

얻은 선형 회귀식의 상관 계수는 0.82, 표준 오차는 

16.54였으며 상관 계수의 p값은 0.05미만이었으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최적 표준으로 이용하였으며, 60명의 환자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측정한 값은 다음과 같다. (표 1.)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의 평균은 

modified Gates 방법은 86.02 ± 23.33 ml/min,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은 81.57 ± 34.64 ml/min, 

Gates 방법은 54.56 ± 40.91 ml/min로 측정 되었다. 또한 

30명의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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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Gates 방법은 68.15 ± 10.85 ml/min,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은 59.57 ± 22.27 ml/min, 

Gates 방법은 19.08 ± 12.47 ml/min로 측정 되었다.  

표 1. Modified Gates 방법,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 

Gates 방법으로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 (ml/minute). Patient 

number 1-30은 정위 신장, 31-60은 이식 신장을 가진 환자 

Patient 

Number 

Modified 

Gates 

24 hr 

urine 
Gates 

Patient 

Number 

Modified 

Gates 

24 hr 

urine 
Gates 

1 96.09 68.79 87.50 31 51.50 47.77 10.70 

2 111.67 130.39 100.46 32 59.22 50.36 14.66 

3 103.68 95.69 96.39 33 68.47 60.98 19.70 

4 133.19 75.62 129.58 34 59.39 2.93 13.33 

5 86.57 55.00 60.95 35 61.40 33.83 16.51 

6 110.31 108.99 77.60 36 61.45 53.00 14.24 

7 121.39 121.15 136.47 37 72.32 45.55 26.34 

8 114.78 44.08 75.78 38 73.47 44.15 17.11 

9 135.55 112.57 129.19 39 73.30 63.29 26.01 

10 114.75 155.54 79.45 40 64.84 41.49 16.47 

11 123.91 123.74 119.07 41 63.22 51.73 7.17 

12 137.18 100.03 141.81 42 66.74 37.59 21.55 

13 118.34 129.00 100.33 43 71.32 39.86 11.50 

14 112.37 164.30 103.05 44 59.43 57.12 13.30 

15 129.11 155.03 133.09 45 63.75 31.84 11.20 

16 103.39 88.68 82.26 46 61.65 78.77 22.46 

17 98.44 94.99 102.63 47 63.52 71.76 9.55 

18 81.68 84.37 61.01 48 95.29 62.15 66.84 

19 88.55 95.68 71.01 49 71.70 99.57 16.57 

20 89.17 56.90 67.58 50 65.48 108.59 11.38 

21 114.66 99.53 87.53 51 75.80 97.58 25.39 

22 96.31 136.77 77.38 52 49.48 63.05 5.88 

23 83.82 133.89 81.49 53 95.40 77.76 46.44 

24 90.07 99.94 64.69 54 66.79 70.89 18.20 

25 109.06 132.72 99.09 55 57.74 60.76 8.30 

26 84.23 95.10 75.84 56 66.13 59.38 13.23 

27 83.72 110.86 78.26 57 87.17 43.51 31.56 

28 86.70 84.37 71.58 58 63.32 70.00 7.91 

29 70.48 91.51 43.03 59 74.01 75.99 19.76 

30 87.81 61.98 67.03 60 81.16 85.71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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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의 회귀 분석 

 

 60명의 환자에서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회귀 분석하였을 때 상관 

계수는 0.68이었으며, 표준 오차는 25.52였다.(표 2.) 상관 계수 

0.68은 p값이 0.05미만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값이었다. 

 

표 2.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의 회귀 분석 통계량 

회귀분석 통계량 

상관 계수 0.68 

결정 계수 0.47 

표준 오차 25.52 

관측수 60.00 

 

아래의 산점도와 추세선에서 추세선의 기울기는 0.58이었고, 

Y절편은 50.00이었다. Gates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낮은 

사구체 여과율 영역에서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에 비하여 사구체 여과율이 과소 평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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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ates 방법으로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의 산점도와 

추세선 (단위:ml/minute) 

 

2. Modified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의 회귀 분석 

 

60명의 환자에서 modified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을 회귀 분석하였을 때 상관 

계수는 0.65이었으며, 표준 오차는 26.62였다.(표 3.) 상관 계수 

0.65는 p값이 0.05미만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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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odified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의 회귀 분석 통계량 

회귀분석 통계량 

상관계수 0.65 

결정계수 0.42 

표준 오차 26.62 

관측수 60.00 

 

아래의 산점도와 추세선에서 추세선의 기울기는 0.96이었고, 

Y절편은 -1.16이었다. 추세선을 중심으로 산점도의 분포가 

방향성 없이 흩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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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odified Gates 방법으로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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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도와 추세선 (단위:ml/minute) 

 

3.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의 비교 

 

회귀 분석 결과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의 상관 

계수는 각각 0.68와 0.65로 측정되었으며, 두 상관 계수는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값이었다. 두 상관 계수의 

차이를 
 difference oferror  standard

Fisher Z difference=z 로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z= 0.34(<1.96)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두 상관 계수는 차이가 

없었다. 

Modified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의 차에 대하여 One-sample 

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두 검사로 얻은 사구체 여과율을 쌍체 분석 할 수 

있었다. 쌍체 분석 결과 p=0.197로 두 검사는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같은 방법으로 Gates 방법과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의 차에 대하여도 One-sample 

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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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두 검사로 얻은 사구체 여과율을 쌍체 분석 할 수 

있었다. 쌍체 분석 결과 p<0.05로 두 검사는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은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최적 기준으로 

회귀 분석했을 때 각각  유의한 상관 계수를 보였으며 두 상관 

계수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modified Gates 

방법이 기존의 Gates 방법보다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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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Tc99m-DTPA는 사구체 여과를 통해 배설되는 방사성 

의약품으로써, 혈장 단백질과의 결합률은 5%-10%로 낮고, 신장 

적출이 20~30%로 높으며, 신장 이행 시간은 3분 정도로 짧고, 

신 피질 저류(renal cortical retention)는 5%이하로 낮아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기에 좋은 방사성 의약품이다.9 

1970년대에 Tc99m-DTPA가 핵의학 영역에서 사용된 이래로 

1982년 Gates는 감마카메라와 Tc99m-DTPA를 이용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Gates 방법을 개발하였다. Gates 

방법은 채혈이 필요 없는 간편한 방법으로 분할 신장 기능(split 

renal function)을 얻을 수 있는 검사이면서 시간에 따라 신장 

실질, 집합관, 요관, 방광으로 배설되는 과정을 순차적 영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요관 이하 요 배설 기능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Gates는 1982년에 51명의 환자에서 Tc99m-

DTPA를 주입하고 얻은 신장의 감마 카운트와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비교하여 아래의 

선형 회귀 식을 발표하였다.1  

bXaY +=  



 26 

여기서, a는 -6.82519, b는 9.8127, X는 percent renal uptake, 

Y는 사구체 여과율이다. 

Gates 방법은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 혹은 제한 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신장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 때문에 검출 

감마선의 감쇄(attenuation)가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Gates 방법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Tonnesen이 제안한 공식을 이용하였다. Right kidney 

depth (Cm)=13.3* weight (Kg)/height (Cm) + 0.7, Left kidney 

depth (Cm)=13.2* weight (Kg)/height (Cm) + 0.7을 이용하여 

우측, 좌측 신장의 깊이를 추정하고,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 

u=0.153를 이용하여 검출 감마선의 감쇄를 보정하였다.10 

그러나, 이후 Gates 방법에서 사용한 Tonnesen 공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다수의 보고들이 있었다.3,4,5,6,7 Talyor 등은 

Tonnesen 공식에서는 피검자가 앉은 상태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비스듬한 평면에서 측정한 깊이를 이용하였는데, 이 

값은 등에서 신장 중심까지의 수직 거리와 다르고, 피검자가 

검사를 위해 감마 카메라 테이블에 누웠을 때, 신장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그는 201명의 

피검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고 신장 중심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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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에서 신장 중심과 등쪽 피부까지의 수직 거리를 측정하였고, 

다중 선형 회귀를 통하여 Right kidney depth (mm)=153.1 * 

weight (Kg)/height (Cm) + 0.22 age + 0.77, Left kidney depth 

(mm)=161.7 * weight (Kg)/height (Cm) + 0.27 age – 9.4, 을 

얻었고 Tonnesen 공식보다 우월하다고 보고하였다.6 Steinmetz 

등은 Tc99m-DTPA 주입 후 감마 카메라로 얻은 측면 영상에서 

등쪽 피부에서 신장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Tonnesen공식 

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4 그 외에도 소아에서는 

Tonnesen공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었다.11,12,13,14 둘째, Gates 방법은 정위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소성 신장이나 

골반에 위치한 이식 신장의 깊이를 예측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4 그림 1.과 그림 2.을 참고하면 이식 신장은 정위 신장과 

비교하여 골반 강의 다른 깊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감마 카메라에는 이소성 신장이나 

이식 신장을 위한 별도의 깊이 예측 공식이 없기 때문에 정 

위치의 신장과 같은 방법으로 깊이를 예측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장이 위치한 깊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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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공식이 필요가 없는, 그리하여 정위 신장이든 이식 

신장이든지 신장이 위치한 깊이에 상관 없이 보다 정확한 

사구체 여과율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 역시 Gates방법과 마찬가지로 최적 표준에 선형 회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을 

이용하였다. Tc99m-DTPA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구체 여과율 

측정 방법 중에서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은 two-

compartment model에 선적합 시켜서 얻은 가장 정확한 사구체 

여과율 측정 방법이라는 보고가 있다.3 또한 Russell의 two-

sample plasma 방법은 one-sample plasma 방법보다 정확하며, 

연구 목적이나 정확성이 요구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5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의 비교는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을 최적 기준으로 

하였는데, Russell의 two-sample plasma 방법이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 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modified Gates 방법에서 선형 회귀식 유도에 

쓰였기 때문에 Gates 방법과의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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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Gates 방법과 기존의 Gates 방법은 60명의 

환자에서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계수를 

보여주었으며(p<0.05), 두 상관 계수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체 60명의 환자에서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을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과 각각 쌍체 비교하였을 때는 Modified Gates 방법은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과 

차이가 없었던 반면, Gates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Gates 방법에서 30명의 이식 신장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과소 

측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식 신장은 골반강 내에 

위치하며, 등쪽보다는 배쪽 피부에서의 신장 깊이 값이 작으므로 

Tonnesen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사구체 여과율이 측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 을 

참고하면 이식 신장은 골반강 내에서 뒤쪽으로 골반뼈(pelvic 

bone)와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Gates 방법으로 

등쪽에서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면, 골반뼈에 의한 감쇄가 연부 

조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며, 감쇄 보정에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 0.153을 적용하면 사구체 여과율을 과소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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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Gates 방법도 이식 신장의 등쪽에서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Gates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구체 

여과율의 과소 평가가 일어나지만, 앞쪽에서도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므로 Gates 방법보다는 골반뼈에 의한 감쇄 영향이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이식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Gates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는데, 30명의 이식 신장에서 modified Gates 방법과 Gates 

방법을 최적 기준인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방법과 쌍체 비교하였을 때는 두 방법 모두 최적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각각 p<0.05) 아쉬운 점은 

modified Gates 방법에서 p=0.043으로 나왔는데,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와는 다른 골반뼈에 의한 감쇄 계수를 반영하거나 

다양한 사구체 여과율을 가진 환자가 더 포함된다면 p=0.05에서 

최적 기준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상 분석에서는 Modified Gates 방법이나 Gates 방법에서 

수동으로 관심 영역을 그려서 감마 카운트를 측정하였는데, 

관찰자간 합의와 재현성 측면에서는 제한 점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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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자동화된 관심 영역 표시 방법이 개발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신장 중심이 위치한 단면에서 

배쪽 피부에서 등쪽피부까지의 거리는 60명의 환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다. 임상에 적용할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대신 이학적으로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Tonnesen 

공식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modified Gates 방법이 정위 신장과 이식 신장 

나아가서는 이소 신장에서 신장의 깊이를 예측하는 공식 없이 

이학적 측정을 통하여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이식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에 대하여 더 큰 환자 그룹에 대한 

연구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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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modified Gates 방법은 신장이 위치한 

깊이를 예측하는 공식 없이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신뢰할 

만한 검사법이며, 정위 신장과 이식 신장에서 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제거율을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과 비교했을 때 

통계학 적으로 차이가 없는 검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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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tion of GFR using modified Gates method 

 

Hyun Seok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Doo Lee) 

 

Gates method is well known scintigraphic method to 

estimate glomerular filtration rate using Tc99m-DTPA. This 

method has been world-widely used by diverse gamma 

camera manufacturers. However, there are lots of reports 

that Gates method is not reliable for determination of 

glomerular filtration rate. Tonnesen formula to estimate renal 

depth used in Gates method can be the erroneous factor. 

Furthermore, Gates method cannot be applied to graft or 

ectopic kidneys because it was proposed by only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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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51 native kidneys. In this article, we suggested modified 

Gates method which uses geometric mean of anterior and 

posterior renogram and does not need any formula for 

estimation of renal depth. We performed Gates method and 

modified Gates method to consequent 60 patients between 

April 2004 and March 2005. 30 patients with native kidneys 

and 30 patients with graft kidney were enrolled in this study. 

24 hour creatinine clearance method was done the next day 

as a gold standard of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correlation 

analysis, Gates method and modified Gates method showed 

reliable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paired t-test, GFR by modified 

Gates method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24 hour 

creatinine clearance method, but GFR by Gates method was 

different from that of 24 hour creatinine clearance method. 

 

                                                            

Key words: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Gates method, 

Tc99m-D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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