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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의 유용성 

 

산모의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전향적인 연구 방법으로 1994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분만을 한 1,924명의 산

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신 2/3분기 후반 및 3/3분기에 무작위 시간대에 일회 채

취한 소변 검체에서 요 칼슘과 요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여,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

의 임계값을 정하여 자간전증 산모군과 정상 산모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요 칼슘은 정상 산모군(15.2mg/dl±14.7)보다 자간전증 산모군(11.0mg/dl±10.9)

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으나 위험도(Odds ratio)가 

0.962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요 크레아티닌은 정상 산모군과 자간전증 

산모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는 정상 산모군

(0.235±0.524)과 자간전증 산모군(0.156±0.126)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0.1이하인 경우에 자간전증 발생율이 의미있게 증

가하지 않았다. 산모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자간전증 산모군에서 증

가해 있고 이완기 혈압이 80mmHg이상인 경우에 자간전증 발생이 의미있게 증가

한다.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는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유용하지 않다. 

 

핵심되는 말 : 자간전증,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 예측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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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의 유용성 

지도교수 서 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상 은 

 

Ⅰ. 서 론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중 가장 흔한 내과 질환으로서 출혈과 더불어 산모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인다. 산모와 신생아의 사

망률과 이환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자간전증의 발생 기전, 예

측 방법 및 예방법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고혈압의 발생이 주로 자간전증 발생의 첫 신호로 나타난다. 하지만 임신성 고혈

압 환자의 10%정도에서만 자간전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의 상승만으로 자간전

증의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임상적으로 유용한 자간전증의 예측 인자를 알아

내기 위해 자간전증의 병태 생리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 

 Grunewald는 자간전증 산모의 신기능, 혈관 기능, 혈액 응고와 혈소판에 작용하

는 여러가지 물질들에 관한 고찰을 통해 요 칼슘 배설의 감소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만, 임상적으로 자간전증의 예측 인자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1 Stamilio등은 후

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평균 혈압, 자간전증의 과거력, 초산, 혈중 에스트로젠

의 농도와 융모 성선 자극 호르몬과 알파 태아 단백의 농도를 같이 조합하여 자간

전증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하였다.2 이에 비

해 Masse 등은 임신 2/3분기의 평균 혈압과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소변 검사를 같

이 사용하여 자간전증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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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전증에서 칼슘 대사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자간전증의 병태 생리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고 세포의 칼슘 의존성 

ATPase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저칼슘뇨가 나타난다.4,5  

 저칼슘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칼슘 섭취의 결핍, 태아의 칼슘 섭취의 증가, 또는 

신장 기능의 부전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칼슘을 섭취를 하면 자간전증

이 예방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6,7 또한 자간전증 산모의 태아

는 정상 혈압인 산모의 태아에 비해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태아가 섭취하는 

칼슘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태아의 칼슘 섭취에 의해서 저칼슘

뇨가 발생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간전증 산모에서 저칼슘뇨는 신장 기능이 영향을 받아 신장 원위 

세뇨관에서 부갑상선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칼슘의 재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

난다. 부갑상선 호르몬과 cAMP가 자간전증 산모에서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혈중 내 칼슘 농도는 정상 혈압인 산모와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8 

따라서 자간전증에서 저칼슘뇨가 나타나는 것은 신세뇨관의 기능 부전이 발생한 이

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임신 2/3분기에 24시간 요 칼슘양은 비임신시에 비해 정상 산모와 단백뇨가 없는 

임신성 고혈압 산모에서는 증가하고 자간전증 산모에서는 감소한다. 이를 이용하여 

자간전증의 예측 인자 또는 다른 형태의 임신성 고혈압의 감별 인자로서의 요 칼슘

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5,,9,10,11,12.13  

 Huikenshoven과 Zuijderhoudt는 41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측정한 24시간 요 칼슘

양이 늦은 아침에 일회 채취한 소변의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와 비례 관계라고 하

였다. 그러나 실제로 산전 진찰을 받는 산모를 대상으로 무작위 시간대에 소변 검

사를 일회 시행하여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자간전증을 예측하는 인자로서 사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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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각의 연구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비교적 적은 연구 대상

의 크기, 연구 대상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 자간전증 유병율의 차이, 민족성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향적인 연구 방법으로, 1,924

명의 혈압이 정상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2/3분기 후반 및 3/3분기에 무작위 시간

대에 소변을 일회 채취하여 측정한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

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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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4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분만을 한 1,92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

신 26주 이전에 산전 진찰을 시행한 산모는 26주에서 32주 사이에 소변을 일회 채

취하여 요 칼슘과 요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였고, 32주 이후에 내원한 산모는 첫 산

전 진찰을 받을 때 시행하였다. 34주 이후에 산전 진찰을 시작한 산모는 제외하였

다.  

 당뇨, 신장 질환,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산모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초산 및 경산 산모와 다태아 임신은 포함하였다. 임신 26주 이후에 소변 검

사를 시행한 산모들 중에서 임신 2/3분기에 태아 기형, 조기 양막 파수, 조기 진통 

등에 의해 임신 중절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분만을 위해 본원에 입원한 산모는 분만 시나 분만 후에 자간전증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였고, 자간전증은 Working Group(2000)의 분류에 따라서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고 요 검사에서 요단백이 1+ 이상 검출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 검체 및 자료 수집 

 산전 진찰을 위해 내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문진을 하여 산모의 나이, 산과력, 내과

적 병력을 기록하였고 산전 진찰 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단태아 또는 다태아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 주수를 교정하여 분만 주수를 기록하였다.  

 임신 26주에서 34주 사이에 내원하였을 때 금식 상태나 시간대에 상관없이 소변 

검사를 하였다. 검체를 임상 병리과로 보내서 자동 분석기 Hitachi 747(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요 칼슘과 요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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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시 수은 혈압계와 청진기를 사용하여 수축기 혈압은 Korotkoff Ⅰ기, 이완기 

혈압은 Korotkoff Ⅴ기로 혈압을 측정하였다.  

 분만을 위해 입원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산모의 혈압을 측정하고, 중간 소변을 채

취하여 진단 검사 의학과로 보내어 요 분석기 Uriscan-pro plus(Yeongdong,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요단백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3. 통계 분석 

 각 군의 임상적 특성(분만 시 산모 나이, 소변 검사를 시행한 임신 주수, 분만 주

수, 초산)과 분만시 태아 체중을 비교하기 위해 SAS 통계 프로그램으로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고 p 값이 0.05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다.  

 임신 2/3분기 후반 및 3/3분기에 측정한 산모 혈압 중에서 이완기 혈압이 

80mmHg이상인 경우에 자간전증 발생이 증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다태아 임신, 요 칼슘과 요 크레아티닌이 자간전증의 위험 인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고 p 값이 0.05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다고 하였다.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두 군간의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의 임계값을 0.1 로 정하여 자간전증 발생의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자간전증의 발생이 

증가하는 임계값을 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도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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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임신 2/3분기 후반 및 3/3분기에 혈압이 정상이었던 1,924명의 산모 중 38명에서 

분만 시와 분만 후에 자간전증이 발생하였다. 두 군간의 소변 검사를 시행한 주수

와 초산 및 경산의 구성 비율의 차이는 없었고, 산모 나이는 자간전증 산모군(31.3

세±4.5)이 정상 산모군(29.6세±3.6)에 비해 많았다.(p;0.0256) 분만 주수는 자간전

증 산모군(36.9주±2.6)이 정상 산모군(38.8주±8.0)에 비해 적었고(p;0.0001) 분만 

시 태아 체중도 자간전증 산모군(2730gm±754)이 정상 산모군(3217gm±421)보다 

적었다.(p;0.0010) (표 1.) 

요 칼슘은 정상 산모군(15.2mg/dl±14.7)보다 자간전증 산모군(11.0mg/dl±10.9)

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여(p;0.0248),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으나 위험도

(Odds ratio)가 0.962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요 크레아티닌은 정상 산

모군과 자간전증 산모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표 2.)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는 정상 산모군(0.235±0.524)과 자간전증 산모군

(0.156±0.126)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

가 0.1이하인 경우에 자간전증 발생율이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다.(표 3.) 자간전

증의 발생이 증가하는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의 임계값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으나, 두 군간의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는 차이가 없었고

(p;0.8314) ROC 도표를 이용하여 임계값을 정할 수 없었다. 

내원시 측정한 산모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자간전증 산모군에서 

증가해 있다. 이완기 혈압이 80mmHg이상인 경우에 자간전증 발생이 의미있게 증

가하였다. (p<0.0001)(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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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 인구의 임상적 특성 

 정상 산모군 

(n=1,886) 

자간전증 산모군 

(n=38) 

p 값 

산모 나이(년) 29.6±3.6 31.3±4.5 0.0256 

소변 검사시 임신 주수(주) 29.4±2.5 29.9±2.5 0.2429 

분만 주수(주) 38.8±8.0 36.9±2.6 0.0001 

분만시 태아 체중(gm) 3217.8±421.1 2730.6±753.7 0.0010 

초산(%) 1081(57.3) 20(52.6) 0.5633 

다태아(%) 30(1.6) 6(15.8) <0.0001 

 

 

표2.  정상 산모군과 자간전증 산모군의 내원시 시행한 검사 결과의 비교 

 정상 산모군 

(n=1,886) 

자간전증 산모군 

(n=38) 

p 값 

요 칼슘(mg/dl) 15.2±14.7 11.0±10.9 0.0248 

요 크레아티닌(mg/dl) 83.2±52.8 77.2±48.3 0.4929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 0.235±0.524 0.156±0.126 0.8016 

내원시 평균 수축기 혈압 

(mmHg) 

108.7±26.5 116.2±13.6 0.0022 

내원시 평균 이완기 혈압 

(mmHg) 

66.3±8.9 74.1±10.3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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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에 따른 자간전증 발생율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 자간전증 발생율 

0.1 이하 3% 

0.1 초과 1.67% 

P 값 : 0.1083 

 

 

 

 

 

 

표 4. 내원시 측정한 이완기 혈압에 따른 자간전증 발생율 

이완기 혈압 자간전증 발생율 

80mmHg 이상 6% 

80mmHg 미만 1.40% 

P 값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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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자간전증 산모에서 저칼슘뇨가 나타난다. 하지만 혈중 칼슘 농도는 낮아지지 않고 

부갑상선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신세뇨관의 기능 부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5,8 이러한 병태 생리를 이용하여 24시간 채취한 요 칼슘양과 비례 관계

인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를 알

아보려는 연구들이 많았다.11 

 Izumi등이 12주 이전의 산모 1,147명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임신 12

주 이후에 자간전증이나 단백뇨가 나타나는 산모에서 요 칼슘-크레아티닌의 비가 

의미있게 감소하지만 민감도가 46%, 특이도가 71%로 낮아서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다.14 

 Saudan 등은 81명의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후반부에 자간

전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 임신 20주 이후에 측정한 요 칼슘-크레

아티닌 비가 자간전증이 발생한 산모에서 임상적으로 자간전증이 나타나기 전에 감

소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의 임계값을 0.1로 잡았을 때 민감

도가 68%이고 특이도는 70%정도 밖에 보이지 않아서 예측 인자로  사용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고 하였다.15  

 Rodriguez등은 24-34주의 혈압이 정상인 88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요 칼슘-크레

아티닌 비와 미세 알부민뇨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여,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감

소하고 미세 알부민뇨가 나타나면 임상적으로 자간전증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16  

 Kazerooni와 Nejadi는 102명의 정상 혈압인 20-24주의 산모를 대상으로 자간전

증 산모는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의미있게 감소하고 임계값을 0.229로 잡으면 

민감도 75%, 특이도 77.7%, 양성 예측도 20.7%, 음성 예측도 97%로 자간전증의 

예측 인자로서 임상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하였다.17 

 이에 비하여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자간전증 산모에서 정상 산모 및 임신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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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산모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13,15,18,19 Baker와 Hackett는 500명의 초산만을 대상으로 임신 

19주에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자간전증 산모에서 정상 

산모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20  

 저칼슘뇨를 보이는 것은 자간전증에서 보이는 특징으로서 임신성 고혈압과 감별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전 진찰동안 소변 검사를 통해 자간전

증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였고, 금식 상태나 일정한 시간대와 상

관없이 소변 검사를 하였다. 또한 자간전증 산모군과 정상 산모군 사이에 초산과 

경산의 분포 정도에 차이는 없었고, 초산과 경산인 산모를 모두 포함시켜 선별 검

사로서 유용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임신 중에는 비임신시에 비해 신혈류량이 증가하고 신사구체여과율이 증가하지만 

자간전증이 발생하여 신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비임신시보다도 신혈류

량 및 신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한다. 하지만, 자간전증 산모에서 보이는 저칼슘뇨는 

신세뇨관의 기능 이상으로 재흡수가 증가하여 나타나며 혈중 칼슘 농도와 부갑상선 

호르몬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요 칼슘양은 임신 중에는 비임신시에 비해 증

가하고 자간전증이 발생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많은 연구들에서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의 값을 ROC도표를 이용하여 임

계값을 0.1, 0.229 등으로 정했다.16,18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다른 연구에서 사용했

던 임계값을 응용하여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0.1 일때 각 값에서 자간전증 발생

이 증가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자간전증의 발생이 의미있는 임계값을 보이지 않아

서 두 군간의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ROC 도표

를 이용하였으나 의미있는 임계값을 정할 수 없었다. 

자간전증 산모에서 일회 무작위 시간대에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에 24시간 요 단백량을 측정해야 하는 것처럼, 무작위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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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소변 검사의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24시간 요 칼슘양을 대표하지 못하

여 두 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산모는 시간대에 따라서 신혈류량과 신사구체여과율이 변하게 된다. 특히 산모의 

자세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 옆으로 누운 자세, 똑바로 누운 자세,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누워있다가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는지 등도 

신혈류량과 신사구체여과율에 영향을 준다. 정상 산모인 경우에 요 칼슘양은 신혈

류량 및 신사구체여과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한 시간 및 산모의 상

태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포함된 산모들의 음식을 통한 칼슘의 섭취량, 영양 상태, 

혈중 칼슘 농도의 차이가 확인되지 못했다. 임신 3/3분기에 조기 진통이 있거나 자

간전증이 있던 산모에게 자궁 수축 억제제로서 ritodrine이나 마그네슘을 사용한 산

모들도 모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약제가 요 칼슘 배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경산을 많은 비율로 포함한 연구들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

다.19 연구 대상의 초산 및 경산의 구성 비율에도 차이가 없었고 산전 검사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에서 경산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자간전증의 

발생이 적은 경산이 정상 산모군과 자간전증 산모군에서 각각 42.7%와 47.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산전 진찰동안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자간전증 산모군에서 이완기 혈

압과 수축기 혈압이 모두 증가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혈압의 증가는 자간전

증의 첫 신호로서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완기 혈압이 80mmHg이상인 

경우 자간전증의 발생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산전 관리동안 이완기 혈압이 

80mmHg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간전증이 발생에 대비하여 좀더 세심한 관찰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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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무작위 시간대에 시행한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는 자간전증 예측 인자

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 하지만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24시간 요 칼슘양을 

대표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 조건을 만들어서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유용성이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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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자간전증 예측 인자로서 유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신 

2/3분기 후반 및 3/3분기에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요 칼슘과 요 크레아티닌을 측정

하였다.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0.1 일때 자간전증 발생율의 증가가 의미있게 나

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로 자간전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요 칼슘-크레아티닌 비가 24시간 요 칼슘양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추

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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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value of urinary calcium-creatinine ratio as a predictor of 

preeclam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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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assessed the clinical value of urinary calcium-creatinine ratio as 

a predictor of preeclampsia. 

 1,924 pregnant women taking antenatal care at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were investigated in a prospective 

study from March 1994 to September 2000. Urinary calcium and urinary 

creatinine were measured at late second and the third trimester. 

Urinary calcium was decreased in preeclampsia group(11.0mg/dl±10.9) 

than normotensive group(15.2mg/dl±14.7) and the odds ratio didn’t have 

statistical meaning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rinary creatinine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group of preeclampsia and normotensive pregnant. 

Urinary calcium-creatinine ra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 of normotenisve(0.235±0.524) and preeclampsia(0.156±0.126). 

The occurrence of preeclampsia was not affected by the urinary calcium-

creatinine ratio of less than 0.1.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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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in preeclampsia. If the diastolic pressure was above 80mmHg, the 

occurrence of preeclampsia was increased significantly. 

 Urinary calcium-creatinine ratio was not useful as a predictor of 

preeclampsia 

 

Key words : preeclampsia, urinary calcium-creatinine ratio, predi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