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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신장 조직검사
시행 여부의 결정을 위한 요중 βigig-h3의 유용성

혈뇨는 소변 검사상 흔히 발견되는 이상 소견으로 그 원인
은 매우 다양하다. 혈뇨 환자에서 사구체신염의 진단을 위해
서는 신장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나, 검사의 합병증 등으로 인
하여 모든 혈뇨 환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를 대상
으로 사구체 질환이나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중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와 TGF-β-inducible gene-h3 (βig-h3)을 측정하여
신장 조직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인자로써의 임상적 유
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사구체 질환인 IgA 신병증 환자군 (IgA군)과 조직
검사상 정상 또는 미세한 변화를 보인 환자군 (NM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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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임상적 특성, 혈액 검사, 혈청 생화학적 검사, 그리고
요중 TGF-β와 βig-h3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는 총 77명으로 IgA군 37명, NM군 40명이었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IgA군 28.1 ± 9.7세, NM군 27.5
± 9.9세이었으며, 남녀비는 각각 0.95:1, 1.22:1로 양군 사이
에 연령과 성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혈액 검사상 혈색소는 IgA군, NM군에서 각각 13.4 ± 1.6
g/dL, 13.7 ± 1.5 g/dL로 양군 사이에 유사하였으며, 혈청
생화학 검사상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요중 TGF-β/Cr 비는 IgA군에서 14.8 ± 2.1 pg/mg, NM군
에서 13.7 ± 5.1 pg/mg으로 양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요중 βig-h3/Cr 비는 IgA군에서 6.63 ± 2.6
ng/mg로 NM군의 4.46 ± 2.6 ng/mg에 비하여 의의있게 높
았다 (p<0.05). 요중 βig-h3/Cr 비가 4.5일 때 IgA 신병증
진단에 대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 면적
은 0.79 (p<0.05, 95% confidence interval 0.69-0.89)로 가
장 컸으며,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5.0% 와 77.8%로, β
ig-h3/Cr 비가 IgA 신병증 진단에 유용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요중 βigh3의 배설이 증가된 경우 사구체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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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으므로 신장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신장 조직검사, TGF-β,
βig-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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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신장 조직검사
시행 여부의 결정을 위한 요중 βigig-h3의
h3의 유용성

<지도교수 강 신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문 성 진

I. 서 론
소변 검사는 신장 및 요로계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
행하는 기본적인 검사로, 혈뇨는 단백뇨와 더불어 흔히 발견되는
이상 소견이다. 혈뇨의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
검진을 시행받는 일반인의 약 4~13%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 혈뇨의 원인으로는 사구체신염, 간질성 신염, 혈관계 질환,
낭종성 신질환, 신결석, 혈액응고 장애, 요로 감염, 외상, 종양 등
거의 대부분의 요로계 질환을 포함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3. 따라
서 혈뇨를 동반한 환자에서 혈뇨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각종 비뇨
기과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러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구체 질환의 감별을 위한
신장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사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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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에서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각종
검사를 통하여 사구체신염을 시사하는 소견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 왔다.
현재까지는 혈뇨와 함께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와 이형
적혈구나 적혈구 원주가 보이는 경우에 사구체신염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형 적혈구의 경우 관찰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며, 적혈구 원주는 비교적 심한 경우에만 보일 수 있다는 제한
점이 있다4, 5. 따라서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 고립성 현미경
적 혈뇨 환자에서 사구체신염을 감별하기 위한 확고한 검사실 소
견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신
장조직검사를 시행받은 환자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구체신염
인 IgA 신병증 환자와 조직 검사상 정상 또는 미세한 변화를 보
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임상적 특성, 혈액검사,
그리고 혈청 생화학 검사를 비교하였다. 또한 사구체신염 환자에
서 요중 배설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어 있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와

TGF-β에

의하여

유도되는

TGF-β-

inducible gene-h3 (βig-h3)의 소변내 농도를 측정하여 이들이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신장 조직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
하는 데에 유용한 인자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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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증상의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를 주
소로 내원하여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는 단백뇨가 없으면서 현미경하 고배율 시야
에서 3개 이상의 적혈구가 관찰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환자들은 경
정맥 요로 조영술, 복부 초음파 검사, 그리고 요세포 검사 등을 시
행하여 비뇨기과적 질환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다. 당뇨 또는 고혈압이 동반되었던 환자, 육안적 혈뇨의 과거
력이 있었던 환자,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
용체 차단제,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하였던 환자는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2. 방법
가. 신장 조직검사
대상 환자에서 신장 조직검사는 초음파 유도 하에서 시행하였다.
환자를 복와위로 누이고 신장 조직검사 전에 신장 부위의 피부를
소독한 후 초음파로 생검 위치를 정하였다. 그 후 생검침이 들어갈
부위를 작게 절개하고 초음파 유도 하에서 16G 생검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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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좌측 신장 하부에서 신피질 조직을 채취하였다. 전 예에서 최종
병리학적 진단을 위하여 광학현미경, 면역 형광 현미경, 그리고 전
자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연구 방법
대상 환자 중 신장 조직검사상 국내에서 가장 흔한 사구체신염
인 IgA 신병증으로 진단된 환자 (IgA군)와 정상 또는 미세한 변화
소견을 보인 환자 (NM군) 사이의 임상적 특성과 검사실 소견을
비교하였다.
임상적 소견으로는 연령, 성별 등을 조사하였으며, 검사실 소견에
는 혈색소, 혈중 요소 질소, 크레아티닌, 총 단백, 알부민, 총 콜레
스테롤, IgG, IgA, IgM, C3, C4, 그리고 HBs Ag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신장 조직검사 당일에 채취한 소변을 이용하여 측정한 요중
TGF-β, βig-h3 농도도 분석하였다.

다. 요중 TGFTGF-β 및 βig-h3에
h3에 대한 ELISA 검사
조직검사 당일 소변 50 mL을 채취하여 1,200 Χ g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20℃에 저장한 후 나중에 한꺼번에 검사하
였다. 요 검체를 해동한 후 제작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검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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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중 TGF-β 측정은 Quantikine kit (R&D Systems, Mi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TGF-β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료를 상온에서 1.0 N HCl로 1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1.2 N
NaOH/0.5 mol/L HEPES로 중성화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요중 βig-h3 농도는 indirect competitive ELISA (Regen Biotech,
Seoul, Korea)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0 μL의 요검체를
1:100으로 희석한 anti-human βig-h3 항체가 있는 플레이트에서
37℃로 90분간 incubation 하였다. 이후 βig-h3가 코팅되어 있는
플레이트로 옮긴 후 다시 상온에서 30분간 incubation 하였다. 플
레이트를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 후 anti-rabbit IgG Ab로 상온에
서 90분간 incubation 하였으며, 5회 재세척한 후 100 μL의
substrate 용액으로 상온의 암실에서 30분간 incubation 하였다.
이후 1.6 N sulfuric acid 100 μL로 반응을 멈춘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요중 TGF-β와 βig-h3 농도는 소변 농축 정도에 따른 변화를 감
안하여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로 보정하였다.

3. 통계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프로그램 SP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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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기술적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 및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비연속 변수의 비교에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으며, 연속 변수의 비교는 Stu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gA 신병증의
진단을 위한 요중 βig-h3/Cr 비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
중

βig-h3/Cr

값을 0.5 단위로

나누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를 산출하여 가장 적절한 민감도와 특
이도를 가진 요중 βig-h3/Cr 비를 결정하였다. p 값이 0.05 미만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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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병리학적 소견
대상 환자는 총 77명으로 남자 40명, 여자 3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8 ± 9.8 (16-52)세이었다. 대상 환자를 조직 검사 결과
에 따라 IgA군과 NM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IgA군은 37명,
NM군은 40명이었다. IgA군 환자는 Haas 분류에 따른 subclass I,
II, III, IV, V는 각각 10 (27.0%), 8 (21.6%), 12 (32.4%), 7 (18.9%),
0 (0.0%)명 이었으며, NM 군은 정상 소견 11명 (27.5%), 미세 변
화 소견 29명 (72.5%)이었다 (Table 1).
평균 연령은 IgA군 28.1 ± 9.7세, NM군 27.5 ± 9.9세이었으며,
남녀비는 IgA군과 NM군에서 각각 0.95:1, 1.22:1로 양군 사이에
연령과 성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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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ge (years)

27.8±
±9.8

Sex (M:F)

40 : 37

IgA군
군 (Subclass)

(16 – 52)

37

I

10 (27.0%)

II

8 (21.6%)

III

12 (32.4%)

IV

7 (18.9%)

V

0 (0.0%)

NM군
군

40

Normal

11 (27.5%)

Minor change

29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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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환자의 검사실 소견
혈액 검사상 혈색소는 IgA군 13.4 ± 1.6 g/dL, NM군 13.7 ±
1.5 g/dL로, 두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혈청 크레아티
닌 농도는 양군 모두에서 0.8 ± 0.2 mg/dL로 동일하였으며,
Modification Diet in Renal Disease (MDRD) 공식에 의하여 산출
한 사구체 여과율은 IgA군 101 ± 19 ml/min/1.73m2, NM군 104
± 21 ml/min/1.73m2로 두 군 사이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IgA군에서 혈청 IgA 농도는 270 ± 80 mg/dL로, NM군의 214 ±
84 mg/dL에 비하여 높았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또한, 양군
사이에 혈청 IgG, IgM, 그리고 C3, C4의 농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요중 TGF-β/Cr 비는 IgA군과 NM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IgA군; 14.8±2.1 vs. NM군; 13.7±5.1
pg/mg, p>0.1), 요중 βig-h3/Cr 비는 IgA군에서 6.63±2.6 ng/mg
으로,

NM군의

4.46±2.6

ng/mg에

비하여

의의있게

높았다

(p<0.05) (Table 3, Figure 1).
요중 βig-h3/Cr 비가 4.5일 때 IgA 신병증 진단에 대한 ROC
curve의 면적은 0.79 (p<0.05, 95% confidence interval 0.690.89)로 가장 컸으며, 이 때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5.0%와
77.8%로, βig-h3/Cr 비가 IgA 신병증 진단의 유용한 변수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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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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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Laboratory Findings
IgA군
군

NM군
군

p-value

Hemoglobin (g/dL)

13.4 ± 1.6

13.7 ± 1.5

NS*

Protein (g/dL)

7.1 ± 0.4

7.2 ± 0.4

NS

Albumin (g/dL)

4.2 ± 0.3

4.5 ± 0.3

NS

BUN (mg/dL)

12.6 ± 3.7

12.5 ± 3.0

NS

Creatinine (mg/dL)

0.8 ± 0.2

0.8 ± 0.2

NS

101 ± 19

104 ± 21

NS

IgG (mg/dL)

1290 ± 231

1177 ± 316

NS

IgA (mg/dL)

270 ± 80

214 ± 84

NS

IgM (mg/dL)

113 ± 46

105 ± 33

NS

C3 (mg/dL)

101.0 ± 25.8

92.9 ± 16.2

NS

C4 (mg/dL)

22.7 ± 7.7

16.9 ± 5.1

NS

HBs Ag (+)

2 (5%)

0 (0%)

NS

MDRD GFR†
(ml/min/1.73m2)

†

Modification Diet in Renal Disease Glomerular Filtration Rate; 186 x

Cr -1.154 x Age -0.203 x 1.210 if black x 0.742 if female
*

NS: not significant

14

Table 3. Comparison of Urinary TGF-β
β/Cr and βig-h3/Cr
IgA군
군

NM군
군

TGF-β
β/Cr (pg/mg)

14.8 ± 2.1

13.7 ± 5.1

βig-h3/Cr (ng/mg)

6.63 ± 2.6†

4.12 ± 2.6

†

p<0.05 vs. NM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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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Urinary βig-h3/Cr Ratio in the Two Groups

16

Figure 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for Urinary
βig-h3/Cr

A cut-off βig-h3/Cr value 4.5 has a sensitivity of 85.0% and a specificity of
77.8%. The area under the curve was 0.79 (p<0.05, 95% confidence interval
0.6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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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는 소변 검사상 흔히 발견되는 소견으로,
실제 임상에서는 혈뇨의 발생 부위를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뇨의 발생 부위는 신장에서 요도까지 전 신장–요
로계를 포함하는데, 이중 방광이 30% 내외로 가장 많고, 하부 요
로감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혈뇨는 상부 요로계에서 발생한다고
한다6.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제반
검사를 어디까지 해야 할 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Grossfeld
등7, 8은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진단을 위한 비뇨기과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흡연의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40세 이
상, 이상 배뇨 증상, 육안적 혈뇨의 병력, 화학 물질이나 방사성 물
질에 노출된 병력, 이전에 비뇨기과적 병력이 있는 환자를 고위험
환자로 분류하여, 고위험 환자의 경우 상부 요로계 영상 진단, 세
포병리학 검사 및 방광경 검사 등의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검
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하였다.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의 신장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종종 있어 왔다.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국
내의 보고 및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보고에서는 IgA 신병증이 가
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나타났다. 비록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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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Yamagata 등9은 중등도의 단
백뇨와 함께 무증상의 혈뇨를 동반한 1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
장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103명(68.2%)의 환자에서 IgA 신병증
으로 진단되었다고 하였으며, 박 등10은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환자 17명 중 11명 (64.7%)에서 IgA 신
병증으로 진단되었다고 하였다. 김 등11도 55명의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장 조직검사상 38명 (69.1%)에서
비정상적인 신조직 소견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IgA 신병증이 24
명 (43.6%)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IgA 신병증은 1968년
Berger와 Hingalis가 재발성 혈뇨 환자의 신생검상 메산지움내에
현저한 IgA의 침착을 보고한 이래12,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으나 동양에서는 가장 흔한 사구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3. 1970
년대에는 예후가 좋은 양성 질환으로 생각되었으나, 장기 추적관찰
연구들에 의하면 진단 후 10년이 경과되면 약 20% 내외의 환자에
서 신부전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IgA 신병증과는
대조적으로 비박형 사구체 기저막 질환이나 사구체 내에 미세한
변화만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감별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위험 부담이 있는 신장 조직검사를
사구체신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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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신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5, IgA 신병증 환
자에서 혈청 IgA 농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16, 17, 많은
연구에서는 혈청 IgA 농도가 IgA 신병증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
는 것으로 되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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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IgA의 양적인 이상보다는 IgA

분자의 gylcosylation 이상이 IgA 신병증의 병인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혈청 IgA 농도가 IgA군과 NM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혈청 IgA 농도만으로 양군을 감
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TGF-β는 세포외 기질의 합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포외
기질 단백의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생성을 억제시킴으로써 신장
을 포함한 각종 조직에서의 섬유화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싸이토
카인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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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국내외 보고를 통하여 당뇨병성 신병증, 루푸

스 신염, IgA 신병증 등의 각종 사구체 질환에서 TGF-β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26, 일부 질환에서는 사구체
내 TGF-β의 발현 정도가 세포외 기질의 축적 정도뿐만 아니라
24시간 요 단백 배설량,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사구체경화증 진행
에 따른 세포 사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30. 최근에는 신조직 내의 TGF-β 이외에도 요중 TGF-β가
각종 신병증의 진단 및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Murakami 등31은 다양한 사구체 질환에서 요중 TGF-β 배설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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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간질성 섬유화나 메산지움 내 세포외
기질의 축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백뇨를 동반한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에서도 신세뇨관 손상과 연관되어 요중
TGF-β의 배설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23. 한편, IgA 신병증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박 등32의 연구에 의하면 대조군에 비하
여 IgA 신병증 환자군에서 요중 TGF-β/Cr 비가 유의하게 높았을
뿐 아니라 요중 TGF-β/Cr 비가 신병증 진행의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IgA
군과 NM군 사이에 TGF-β/Cr 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러
한 상반된 결과는 대상 IgA 신병증 환자군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백뇨를 동반한 IgA 신병증
환자들이 포함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요중 TGF-β/Cr 비와는 무관하게 사구체 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GF-β/Cr 비의 진단적 유용성이 경감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GF-β는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생리적으로 비활성 (inactive) 또
는

잠복

(latent)

상태로

분비된

다음,

N-terminal

latency

associated protein의 분할 과정을 거친 후 활성화된다33-35. 따라
서 TGF-β mRNA나 단백의 발현 증가가 TGF-β의 생물학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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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TGF-β의
활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현재까지
TGF-β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한 bioassay 방법으로는 밍크 폐 상
피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나 fibronectin 전사 형태를 관찰하는 방
법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방법들 조차도 hepatocyte growth
factor, retinoic acid, 그리고 1,25 dihydroxy vitamin D3와 같은
인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36

. 최근에는

TGF-β의 활성도 측정에 TGF-β에 의하여 유도되는 βig-h3라는
세포외 기질 단백이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 βig-h3는 68
kDa의 단백으로 사람의 선암세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유선 상
피세포, 섬유모세포, 유두 진피, 각막 상피세포, 혈관 등 다양한 세
포에서 생성되며, 세포의 증식, 유착 및 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39.

정상

신장에서는

사구체

근접부

장치

(juxtaglomerular apparatus)의 혈관과 근위 세뇨관의 pars recta
(S3 segment)에서 발현이 관찰되어지며37,

40

, 당뇨병성 신병증이나

싸이클로스포린 신독성에서 TGF-β의 활성도 증가와 더불어 βigh3 발현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37,

38, 41

. 요중 활성형 TGF-β

는 측정하기가 어려운데에 반하여 요중 βig-h3는 TGF-β의 활성
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서 측정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요중 βig-h3는 신장 내에서의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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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구체보다는 세
뇨관, 특히 근위 세뇨관의 손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42. 그러나 세뇨관-간질 질환이 아닌 사구체 질환에서도 요중 β
ig-h3의 배설이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단백뇨를 동
반한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에서 요중 βig-h3 배설이 증가되었으며,
요중 βig-h3와 요중 TGF-β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며42, 요중 βig-h3 농도가 루푸스 신염의 활성도를 반
영한다는 보고도 있다43. 한편, 대표적인 사구체 질환인 IgA 신병
증 환자에서 요중 βig-h3 배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극히 미미
한 실정이다. 홍 등44이 IgA 신병증을 포함한 다양한 신질환 중 메
산지움 증식이 동반된 경우에만 요중 βig-h3 배설이 증가되어 있
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최 등45은 IgA 신병증 환자에서
신조직 내 βig-h3 발현 정도가 사구체 경화나 간질 섬유화와는 관
련이 있었으나 요중 βig-h3 배설과 조직학적 진행 정도 사이에는
의의있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상 IgA군과
NM군 사이에 요중 TGF-β/Cr 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요
중 βig-h3/Cr 비는 NM군에 비하여 IgA군에서 의미있게 높았다.
이는 홍 등의 기존 결과와는 일치하는 소견이나, 본 연구에서의 요
중 βig-h3/Cr 비의 절대 값은 홍 등44이나 최 등45의 연구 결과에
비하여서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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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자의 선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의 연
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단백뇨를 동반한 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구체경화나 세뇨관–간질의 손상
이 심하였던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gA군에서 요중 βig-h3/Cr 비가 NM군에 비하여 높았던
것은 IgA 신병증에서 병변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도의 메산지움 세포 증식이나 메산지움 확장만으로도 요중 βigh3 배설이 증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βig-h3/Cr 비 4.5를 기준으로 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85.0%와 77.8%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증상의 고립성 현미
경적 혈뇨 환자에서 IgA 신병증을 포함한 사구체신염의 확진을 위
한 신장 조직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요중 βig-h3/Cr 비가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요중 βig-h3의 배설
이 증가된 경우 적극적인 신장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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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신장 조직검사 시행 여부를 결
정하는 데에 유용한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에서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입원하여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던 환자 중 IgA 신병증 환자군 (IgA군) 37명과 정상 또
는 미세한 변화를 보인 환자군 (NM군) 4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 혈액 검사, 혈청 생화학 검사, 그리고 요중 TGF-β와 βigh3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평균 연령은 IgA군 28.1 ± 9.7세, NM군 27.5 ± 9.9세이었
으며, 남녀비는 IgA군과 NM군에서 각각 0.95:1, 1.22:1로 양
군 사이에 연령과 성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2.

양군 사이에 혈색소, 크레아티닌, MDRD GFR, IgG, IgA, IgM,
C3, 그리고 C4 등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요중 TGF-β/Cr 비는 양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
이가 없었으나, 요중 βig-h3/Cr 비는 IgA군에서 NM군에 비
하여 의미있게 높았다 (6.63±2.6 vs. 4.46±2.6 ng/mg,
p<0.05).

4.

요중 βig-h3/Cr 비가 4.5일 때 IgA 신병증 진단에 대한
ROC curve의 면적은 0.79 (p<0.05,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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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0.89)로 가장 컸으며, 이 때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5.0%와 77.8%였다.
이상의 결과로, 요중 βig-h3/Cr 비는 고립성 현미경적 혈뇨 환
자에서 신장 조직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요중 βig-h3의 배설이 증가된 경우
적극적인 신장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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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fulness of urinary βig-h3
in differential diagnosis of isolated microscopic hematuria

Sung Jin Mo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hin-Wook Kang)

Microscopic hematuria is the most common abnormal finding on urinalysis
and more than 50% of microscopic hematuria, without gross abnormality on
urinary tract, is supposed to be associated with glomerulonephritis. To
diagnose glomerulonephritis, renal biopsy is necessary but cannot be
performed in all microscopic hematuria patient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lucidate the usefulness of urinary βig-h3 concentrations, which has been
used to access the biologic activity of TGF-β in the kidney, in patients with
isolated microscopic hematuria.
Seventy-seven patients, in whom renal biopsy was performed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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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ic hematuria without proteinuria, were enrolled.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gA group (patients with IgA nephropathy, N=37)
and NM group (patients with normal or minor change on renal biopsy,
N=40), an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finding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TGF-β and βig-h3 concentrations in
urine were determined by ELISA and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To establish the optimal cut-off value of βig-h3/creatinine (Cr) ratio
for the diagnosis of IgA nephropathy, 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was constructed and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calculate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77 isolated hematuria patient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and sex ratio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erum IgG, IgA, IgM, C3, and C4 levels between the
two groups. The urinary βig-h3/Cr ratio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gA
group compared to the NM group (6.63±2.6 vs. 4.46±2.6 ng/mg Cr, p<0.05),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rinary TGF-β/Cr ratio
between the two groups (14.8±2.1 vs. 13.7±5.1 pg/mg Cr, p>0.05). A cut-off
βig-h3/Cr ratio 4.5 has a sensitivity of 85.0% and a specificity of 77.8%.
The urinary βig-h3/Cr ratio was a good predictor for the diagnosis of IgA
nephropathy. Therefore, renal biopsy should be considered in isolated
microscopic hematuria patients with high urinary βig-h3/C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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