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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IgA 신병증에 이환된 소아군과 성인군의 임상비교

  IgA 신병증은 사구체 질환중 가장 흔한 원발성 질환이며, 임상적으로 고연령, 고

혈압, 단백뇨, 신기능의 저하, 조직학적으로 사구체 경화와 반월체 형성의 빈도, 

간질 섬유화 및 혈관의 침습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소아기에 진단받은 경

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 IgA 신병증 환자의 장기추

적을 통한 결과와 신생존에 관한 예후인자를 성인과 비교하여 소아기에 진단받은 

환자의 임상양상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대상은 198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23년 6개월간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

서 신생검을 통해 병리소견상 IgA 신병증을 진단받은 환자 337명으로 하 고 15세 

미만과 이상으로 각각 소아군 (n=161)과 성인군(n=176)으로 나누어 임상증상, 검사

소견, 치료, 신생존 기간과 말기신부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비교, 분석하

다.

진단당시의 24시간 소변의 단백량, 혈압, 조직소견, 크레아티닌 청소율, 신생존 기

간은 소아가 성인에 비해 양호하 고 소아군이 성인군에 비해 신생존 기간이 길었

다. 육안적 혈뇨 혹은 신증범위의 단백뇨 동반시 두 군에서 조직소견은 불량하 으

며, 육안적 혈뇨 동반시에는 성인군의 신생존 기간이 혈뇨가 없는 군에 비해 짧았

고, 신증범위의 단백뇨 동반시 두 군 모두에서 신증범위의 단백뇨가 없는 군에 비

해 신생존 기간이 감소했다. Steroid 투여여부는 두 군에서 신생존 기간에 향을 

주지 않았으나, ACE 길항제의 투여는 성인군에서 비투여군에 비해 신생존 기간이 

증가하 다.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인자는 소아군에서 신기능의 저하, 고연령, 나

쁜 조직소견 순이었고, 성인군은 신기능의 저하, 나쁜 조직소견 순이었다. 

집단 뇨검사가 보편화된 이후, 소아군이 성인군보다 낮은 병기의 단계에서 조기진

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인 뇨검사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추적관찰이 뒷받

침되면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의 지체 또는 신기능의 유지에 도움을 주리라 사료된

다. 

핵심되는 말: IgA 신병증, 말기신부전, 신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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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 A 신병증에 이환된 소아군과 성인군의 임상비교

                                                   < 지도교수 이재승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동 우 

                        I.  서 론

 

   IgA 신병증은 1969년 Berger에 의해 처음 발표된
1)
 이후 현재 사구체 질환중 가

장 흔한 원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
. 이 질환은 임상적으로 육안적 혈뇨나 단백

뇨의 동반과 함께 조직학적 소견상 사구체 간질세포의 증식과 기질의 비후가 보이

고 면역형광염색 검사상 주로 IgA 의 침착을 보이는 사구체 간질증식형 질환이다
3)
. 

IgA 신병증에 이환된 환자의 약 15-20%가 10년이내에 말기신부전으로 이행되고

4-5)
, 발병 20년 안에는 30-35%의 환자가 말기신부전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 현재까지 임상적으로는 고연령과 고혈압, 단백뇨, 신기능의 저하가 진단당시

에 동반 되었을 때 예후가 더욱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3-5)
, 조직학적으로는 사

구체 경화와 반월체 형성의 빈도, 간질 섬유화 및 혈관의 침습등이 위험인자로 작

용한다
6-7)
고 알려진

 
반면, 현미경적 혹은 육안적 혈뇨만 발현된 경우에는 비교적 예

후가 좋다는 보고도 있다
8)
.

소아의 경우 학교에서의 집단뇨검사가 실시된 이후 혈뇨 또는 단백뇨가 있는 환아

에 대한 조기 진단이 용이해 졌으나, 현재까지의 IgA 신병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에 국한되어 소아에서의 임상증상, 신생존과 이에 향에 미치는 인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저자는 23년 6개월 동안의 신생검을 통해 IgA 신병

증이 확진된 환자 337명을 소아군과 성인군으로 분류하고 비교하여 소아와 성인에

서의 임상증상, 검사소견, 치료, 신생존 기간과 말기신부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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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8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23년 6개월간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

생검을 통해 병리소견상 IgA 신병증을 진단받은 환자중 Henoch-Schönlein 자반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만성간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337명을 대상으로 하여 후

향적으로 조사하 다.

2. 방 법

가. 진단당시 소아군과 성인군의 분포, 임상증상, 검사소견과 신생존 기간

  대상환자를 진단 당시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161명을 소아군
9)
으로, 15세 이상인 

176명을 성인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진단나이와 성별, 진단이후의 추적기간, 진단당

시 육안적 혈뇨의 발현여부, 신증범위의 단백뇨 여부, 고혈압 여부, 조직소견, IgA, 

C3, 24시간 요단백량,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 CrCl), 말기신부전으

로의 이행수와 소아군과 성인군의 신생존 기간을 비교하 다.

연령에 따른 혈압의 백분위수
10)
를 적용하여 95 백분위수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

고 이에 따라 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으로 세분화 하 으며, IgA 신병증의 조직소

견은 Haas등에 의한 조직학적 분류
11)
에 따라 국소경화나 반월체의 형성없이 사구체

내 간질의 세포도 증가만 있는 경우를 subclass I,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와 함께 

사구체 간질의 세포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반월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subclass 

II, 50% 이하의 사구체에서 간질에 국한된 세포도 증가가 관찰되거나 비후한 모세

혈관내 조직에 의해 사구체 모세혈관의 폐색이 있으며 반월체 형성이 되어 있는 소

견은subclass III, 50%를 넘는 사구체에서 세포도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은 subclass 

IV, 50%를 넘는 사구체의 광범위한 경화 또는 40% 이상의 세뇨관의 위축이나 

PAS 염색에 의해 피질의 소실이 보이는 소견은 subclass V로 분류하 고, 신증범

위의 단백뇨는 소아의 경우는 24시간 소변에서 40mg/m
2
/hr 이상

12)
을, 성인은 체표

면적 1.73m
2 
당 24시간동안 3.5g 이상의 요단백이 검출될 때

13)
로 정의하 으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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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나 신이식등의 신대체요법을 시행받거나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5 ml/min 이하

로 감소된 경우를 말기신부전
12)
으로 정의하 다. 

나. 소아군과 성인군의 육안적 혈뇨 동반 여부에 따른 신기능과 신생존기간

  소아군과 성인군을 육안적 혈뇨의 동반여부에 따라 나누어 각 군간의 신증 범위

의 단백뇨 동반여부와 크레아티닌 청소율,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 환자수, 육안적 

혈뇨의 동반여부에 따른 신생존기간을 비교하 다.

다. 소아군과 성인군의 신증범위 단백뇨 여부에 따른 신기능과 신생존기간

  소아군과 성인군을 신증범위의 단백뇨 유무에 따라 나누어 각 군간의 크레아티닌 

청소율,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 환자수, 신증범위 단백뇨의 동반여부에 따른 신생존

기간을 비교하 다.

라. 소아군과 성인군의 steroid 치료여부에 따른 신생존기간

  치료약제중 4주 이상의 기간동안 60mg/m
2
 이상 또는 1mg/kg의 prednisolone 경

구투여를 받았거나 30mg/kg (최대 1g) methylprednisolone 충격요법을 시행한
14-5)
 

steroid 치료군과 비치료군에 따라 소아군과 성인군 내에서 신생존기간의 변화가 있

는지 비교하 다.

마. 소아군과 성인군의 ACE 길항제 치료여부에 따른 신생존기간

  치료약제중 6개월 이상 ACE 길항제
16)
의 투여여부에 따라 소아군과 성인군 내에

서 신생존기간의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 다.

바. 소아군과 성인군의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 기여요인

  두 군간 IgA 신병증 환자중 말기신부전으로 이환에 기여하는 요인을 일변량 분

석, 다변량 분석을 통해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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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SPSS 10.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linois)로 나이, 추적기간, 체표지

수당 24시간 총 단백량,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청 IgA, C3, 등의 연속형 변수는 

independent t-test를, 성별과 육안적 혈뇨 및 신증범위의 단백, 고혈압 여부는  

chi-sqaure test, 신기능 생존기간의 비교는 Kaplan-Meier method와 log rank를, 말

기신부전 이환에 기여한 요인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각 일변량 

및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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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결 과

1. 진단당시 소아군과 성인군의 분포, 임상증상, 검사소견과 신생존 기간

 

  진단 당시의 나이는 소아군은 9.52±2.98세(평균±표준편차) (범위; 2~14 9/12), 성

인군은 32.55±11.90세 (범위; 15~77) 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소아군(남자 109명, 여자 

52명), 성인군 (남자 88명, 여자 88명) 으로  성인군에 비해 소아군에서 남자가 더 

많았다 (P=0.001). 두 군의 추적기간은 각각 4.32±3.18년 (범위; 3/12~16), 3.60±3.39

년 (범위; 1/12~23)으로 차이가 없었다 (P>0.05). 

진단당시 육안적 혈뇨를 보인 경우는 소아군 48.4%, 성인군 65.9% 로 성인군에서 

많았고 (P=0.001), 체표지수당 산출한 24시간 총 뇨단백량은 각각 872.76±1389.91 

mg/m
2
/24hr (n=155), 1072.91±1230.72 mg/m

2
/24hr (n=150)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P=0.019), 신증범위의 요단백을 보인 경우는 소아군 28.0% , 성인군 20.0% 로서 소

아군에서 많았다 (P=0.001).

소아군에서 진단당시 고혈압을 보인 경우는 5례로써, 소아군의 3.1% 으며, 정상혈

압을 보인 경우는 156례로써 소아군의 96.9%이었고, 성인에서는 진단당시 고혈압을 

보인 경우가 19례로 성인군의 10.9%이었고, 정상혈압을 보인 경우는 155례, 성인군

의 89.1% 로 소아군에 비해 성인군에서 진단당시 고혈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p=0.006).  

신생검 결과 IgA 신병증의 조직소견은 소아군에서는 subclass I 43명 (26,7%), II 

28명 (17.4%), III 51명(31.7%), IV 38명(23.6%), V 1명(0.6%) 이었고, 성인군에서는 

subclass I 27명 (15.3%), II 31명(17.0%), III 58명 (33.0%), IV 52명 (29.5%), V 9명

(5.1%)로 subclass I, II 보다 subclass III 이상의 조직소견의 진단이 성인군에서 소

아군에 비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02). 

혈청 IgA는 238.81±148.31 mg/dL (n=151), 334.26±139.95 mg/dL (n=141)로 차이를 

보 으나, C3는 89.39±24.43 mg/dL (n=155), 87.21 ±25.39 mg/dL (n=154)로 차이가 

없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는 소아군 101.39±63.53 ml/min, 성인군 71.27±32.66 

ml/min 으로 성인군에서 감소되어 있었다 (P<0.001) (표1).

말기신부전으로 이행한 경우는 소아군 7명, 성인군 29명이었으며, 진단부터 병의 경

과에 대한 추적이 지속되어 신생존  분석이 가능했던 소아군 43명과 성인군 45명에 

대한 신 누적생존률은 소아군은 5년 신 누적생존률 96.2%, 10년 88.5%, 15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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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성인군은 5년 신 누적생존률 86.7%, 10년 63.5%, 15년 36.3%로 소아군이 

성인군에 비해 신 누적생존률이 높았으며, (P=0.006), IgA 신병증의 소아와 성인의 

평균 신생존 기간은 각각 14.2년 (95% C.I. 12.4~15.9), 11.2년 (95% C.I. 9.0~13.4)으

로 소아군이 성인군보다 신생존기간이 길었다 (P=0.006)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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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단당시 소아군과 성인군의 분포, 임상증상과 검사소견 

 Values are mean±SD, CrCl; creatinine clearance

    소아군 (n=161)     성인군 (n=176) P-value

진단나이 (yr) 9.52±2.98 32.55±11.90 <0.001

성별 (M:F) 109:52 1:1 0.001

추적기간 (yr) 4.32±3.18 3.60±3.39 NS

육안적 혈뇨 (%) 48.4% (78/161) 65.9% (116/176) 0.001

단백정량 (mg/m2/24hr) 872.76±1389.91 (n=155) 1072.91±1230.72(n=150) 0.019

신증범위 단백뇨(%) 28.0% (45/155) 20.0% (30/150) 0.001

혈압 0.006

   고혈압     3.1%  (5/161) 10.9%  (19/174)

   정 상 96.9% (156/161) 89.1%  (155/174)

조직소견 0.017

   subclass  I 26.7% (43/161) 15.3% (27/176)  

             II 17.4% (28/161) 17.0% (30/176)

             III 31.7% (51/161) 33.0% (58/176)

             IV 23.6% (38/161) 29.5% (52/176)

             V  0.6%  (1/161)  5.1%  (9/176)

IgA (mg/dL) 238.81±148.31(n=151) 334.26±139.95(n=141) <0.001

C3  (mg/dL) 89.39±24.43 (n=155) 87.21±25.39 (n=154) NS

CrCl (min/ml) 101.39±63.53 (n=154) 71.27±32.66(n=1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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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소아군과 성인군의 신 누적생존률

No. of observation     1yr   5yr 10yr 15yr 20yr

    소아군     43   33  13  2  0

    성인군     45   38  33  4  1

누  

적

생

존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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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군과 성인군의 육안적 혈뇨 동반 여부에 따른 신기능과 신생존기간

  소아군과 성인군에서 육안적 혈뇨의 동반이 있었던 경우의 조직소견이 육안적 혈

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의 소견보다 심했고 (소아 P<0.001, 성인 P<0.001), 소아군

에서는 육안적 혈뇨가 있으면서 신증범위의 단백뇨를 보인 경우가 38.2% (29/76)으

로 신증범위의 단백뇨만 동반한 경우 20.0% (16/79)에 비해 많았으며 (P=0.011), 성

인군은 차이가 없었다(P>0.05).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소아군은 육안적 혈뇨를 보인군과 보이지 않은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성인군은 각각 65.96±35.33 ml/min, 80.32±25.40 ml/min으로 육안

적 혈뇨가 보이는 경우의 신기능 감소가 있었다(P=0.031).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은 소아군에서는 육안적 혈뇨의 유무와 관계가 없었으나, 성

인군에서는 육안적 혈뇨를 보인군에서 21.6% (25/116)으로 육안적 혈뇨가 없는 군

의 6.7% (4/60)와 차이가 있었다(P=0.012) (표 2).

진단당시부터 병의 경과에 대한 추적이 지속되어 신생존 분석이 가능했던 대상 중 

소아에서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 경우(n=21)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n=22)의 신생존 

기간은 각각  15.1년(95% C.I. 14.2~16.1), 12.9년(95% C.I. 10.8~15.0) 으로 차이가 없

었으며 (P>0.05), 성인군은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 경우(n=29)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

(n=16)의 신생존 기간은 각각 10.2년(95% C.I. 7.8~12.7), 12.7년(95% C.I. 9.2~16.8)으

로 육안적 혈뇨를 보인 경우 유의한 신생존 기간의 감소가 있었다(P=0.0096)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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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아군과 성인군의 육안적 혈뇨 동반여부에 따른 조직소견, 단백뇨 

발현, 신기능, 말기신부전 비교

 Values are mean±SD, CrCl; creatinine clearance,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소아군          성인군

       육안적 혈뇨동반여부     육안적 혈뇨동반여부

        유      

        (n=78)

      무      

       (n=83)
  P

     유   

   (n=116)

     무      

    (n=60)
  P

조직소견    <0.001 <0.001

  subclass I 1.3% (1) 50.1% (42) 5.2%(6) 35.0% (21)

           II 7.7% (6) 26.5% (22) 9.5%(11) 31.7%(19)

           III 44.9% (35) 19.3% (16) 37.9%(44) 23.3%(14)

           IV 44.9% (35)  3.6% (3) 39.7%(46) 10.0% (6)

           V 1.3% (1)  0.0% (0) 7.8%(9) 0.0% (0)

신증범위 단백뇨 38.2%(29/76) 20.2%(16/79) 0.011 18.9%(18/95) 26.7%(16/60)  NS

CrCl (min/ml)
99.33±29.38

(n=75)

103.36±84.20

(n=79)
 NS

65.96±35.33

(n=75)

80.32±25.40

(n=44)
0.031

ESRD 5.1% (4) 3.6% (3)  NS 21.6% (25) 6.7% (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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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적 혈뇨 비동반군(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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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아군과 성인군의 육안적 혈뇨 동반여부에 따른 신생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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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군과 성인군의 신증범위 단백뇨 여부에 따른 신기능과 신생존기간

  소아군과 성인군에서 신증범위의 단백뇨를 동반한 경우의 조직소견이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의 소견보다 심했고(P=0.001), 성인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P>0.05).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소아군과 성인군 모두에서 신증범위의 단백뇨를 보인군과 보

이지 않은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은 소아군에서는 신증범위의 단백뇨를 보인 경우와 보이지 

않은 경우 각각 11.1%와 1.8%로 차이가 있었고(P=0.011), 성인군 역시 각각 7.7%, 

1.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3). 

진단당시부터 병의 경과에 대한 추적이 지속되어 신생존 분석이 가능했던 대상 중  

소아에서 신증범위의 단백뇨를 동반한 경우(n=12)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n=29)의 

신생존 기간은 각각 11.5년(95% C.I. 8.8~14.1), 15.7년(95% C.I. 15.2~16.1)으로 차이

가 있었으며(P=0.021), 성인은 신증범위의 단백뇨를 동반한 경우(n=9)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n=32)의 신생존기간은 각각 7.2년(95% C.I. 5.0~9.4), 13.2년(95% C.I. 

9.8~16.6)으로 신증범위의 단백뇨를 동반한 경우 유의한 신생존 기간의 감소가 있었

다 (P=0.0033)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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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아군과 성인군의 신증범위 단백뇨 동반여부에 따른 조직소견, 신기

능, 말기신부전 비교

Values are mean±SD, CrCl; creatinine clearance,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소아군             성인군

      신증범위 단백뇨 동반여부   신증범위 단백뇨 동반여부

        유      

        (n=45)

      무       

      (n=110)
  P

     유   

   (n=30)

     무     

   (n=120)
  P

조직소견    0.001  NS

  Subclass I  6.7%  (3) 34.5% (38) 16.7% (5) 16.0%(19)

           II 15.6%  (7) 18.2% (20) 13.3% (4) 20.2%(24)

           III 35.6% (16) 30.0% (33) 20.0% (6) 32.8%(39)

           IV 42.2% (19) 16.4% (18) 43.3%(13) 25.8%(31)

           V  0.0%  (0)  0.9%  (1) 6.7%  (2) 5.9%  (7)

CrCl (min/ml)
91.94±33.94

(n=45)

105.30±72.08

(n=109)
 NS

64.85±27.45

(n=27)

73.86±33.43

(n=44)
 NS

ESRD 11.1% (5) 1.8% (2) 0.011 7.7% (10) 1.3%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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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아군과 성인군의 신증 범위 단백뇨 동반여부에 따른 신생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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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아군과 성인군의 steroid 치료여부에 따른 신생존기간

  진단당시부터 병의 경과에 대한 추적이 지속되어 신생존 분석이 가능했던 대상 

중 소아군에서 steroid를 투약받은 경우(n=40)와 받지 않은 경우(n=3)의 신생존 기

간은 각각 12.1년(95% C.I. 9.5~14.7), 15.6년(95% C.I. 14.7~16.4) 으로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으며(P>0.05), 성인군은 steroid를 투약받은 경우(n=6)와 받지 않은 경우

(n=39) 각각 5.1년(95% C.I. 4.0~6.2), 11.6년(95% C.I. 9.2~13.9)으로 역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05)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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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아군과 성인군의 steroid  투약여부에 따른 신생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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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아군과 성인군의 ACE 길항제 치료여부에 따른 신생존기간

  진단당시부터 병의 경과에 대한 추적이 지속되어 신생존 분석이 가능했던 대상 

중 소아군에서 ACE 길항제를 투약받은 경우(n=26)와 받지 않은 경우(n=17)의 신생

존 기간은 각각  12.2년 (95% C.I. 9.5~14.9), 14.9년 (95% C.I. 13.7~16.1)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P>0.05), 성인군은 ACE 길항제를 투약받은 경우(n=22)와 받지 않은 경

우(n=23) 각각 13.5년 (95% C.I. 6.8~20.1), 10.2년 (95% C.I. 8.2~12.1)으로 ACE 길

항제를 쓴 경우 유의하게 신생존 기간이 길었다(P=0.020)(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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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아군과 성인군의 ACE 길항제 투약여부에 따른 신생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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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아군과 성인군의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 기여요인

  IgA 신병증 환자가 말기신부전으로 이행하는 요인은 일변량 회귀분석(Univariate 

analysis)에 의해 두 군간의 비교를 시행한 결과, 소아군은 고연령일수록(OR 0.68, 

95% C.I. 0.48~0.96), 진단당시 신증범위의 단백뇨가 있을때(OR 6.75, 95% C.I. 

1.26~36.20), 고혈압(OR 20.13, 95% C.I. 2.73~148.57), 조직소견이 나쁠수록(OR 0.19, 

95% C.I. 0.048~0.78),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낮을수록(OR 1.04, 95% C.I. 

1.002~1.071) 의미가 있었고, 성인군은 육안적 혈뇨가 있거나(OR 3.85, 95% C.I. 

1.27~11.63), 신증범위의 단백뇨(OR 3.50, 95% C.I 1.38~8.89), 고혈압(OR 2.69, 95% 

C.I. 0.93~7.79), 나쁜 조직소견(OR 0.34, 95% C.I. 0.20~0.56)이 의미있는 인자이었다 

(표 4).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아군은 고연령(OR 0.71, 95% C.I. 0.50~1.01), 저

조한 크레아티닌 청소율(OR 1.04, 95% C.I. 1.002~1.071), 나쁜 조직소견(OR 0.19, 

95% C.I. 0.048~0.78)순으로 각 요인이 상호작용시 이행 위험인자이었고, 성인군은 

저조한 크레아티닌 청소율(OR 1.03, 95% C.I 1.007~1.045)과 나쁜 조직소견(OR 

0.53, 95% C.I. 0.31~0.90) 순으로 위험인자 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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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말기신부전 이행요인의 일변량 회귀분석 

 Values are expressed by odds ratio (OR), *; P<0.05, CrCl; creatinine clearance,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소아군(n=161)         성인군(n=176)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나이 0.68 0.48~0.96 0.03
*

1.00 0.96~1.03 0.75

성별 5.03 0.00~4.69 0.82 1.28 0.58~2.85 0.54

육안혈뇨 1.44 0.31~6.66 0.64 3.85 1.27~11.63 0.017*

신증범위 단백뇨 6.75 1.26~36.20 0.03
*

3.50 1.38~8.89 0.008
*

혈압 20.13 2.73~148.57 0.003
*
2.69 0.93~7.79 0.068

조직소견 0.16 0.04~0.66 0.01
*

0.34 0.20~0.56 <0.001
*

IgA 1.003 1.00~1.01 0.49 1.00 0.99~1.02 0.43

C3 0.99 0.97~1.02 0.70 1.02 0.99~1.04 0.65

CrCl 1.04 1.004~1.07 0.03* 1.03 1.02~1.05 <0.001*

steroid 투여 2.76 0.32~23.55 0.35 1.16 0.24~5.70 0.86

ACE 길항제투여 1.05 0.23~4.88 0.95 5.83 2.22~15.25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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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말기신부전 이행요인의 다변량 회귀분석 

Values are expressed by odds ratio (OR), *; P<0.05, CrCl; creatinine clearance

         소아군(n=161)         성인군(n=176)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나이 0.71 0.50~1.01   0.045*    -      -     -

육안혈뇨   -      -     -   1.22 0.31~0.75    0.77

혈압 10.28 0.59~178.12   0.11    -      -     - 

신증범위 단백뇨 5.08 0.57~45.27   0.15   0.94 0.72~1.22    0.64

CrCl 1.04 1.002~1.071   0.04*   1.03 1.007~1.045    0.007*

조직소견 0.19 0.048~0.78   0.021*   0.53 0.31~0.9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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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고 찰

  IgA 신병증은 대부분의 경우 진행성 질환
3-5,17)

이며, 이에 따라 질환의 진행을 예

측하거나 악화시키는 임상적, 검사상, 조직학적 요인에 대한 많은 보고가 발표되었

다
3-7, 17-24)

. 이러한 노력은 이 질환의 병태생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에 따라 환자의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을 늦추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료와 추적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육안적 혈뇨의 발현은 성인군에서 빈발하 으나, Utsunomiya 등
25)
은
 

38명의 소아군에 대한 조사에서 취학전 아동의 육안적 혈뇨의 발현이 많았다고 보

고하 다. 이에 대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집단뇨 검사 실시 이후 현미경적 

혈뇨에 대한 조기검사 및 IgA 신병증의 조기진단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보여지는

데, 이러한 집단검사가 정착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이 기간동안의 본 연구 환아수가 

101명으로 전체 대상기간 23년에 대한 환아중의 63%를 차지했듯이 현미경적 혈뇨

나 단백뇨의 검출을 보이는 소아에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 신생검을 통한 검사를 시

행하여 진단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보고 되었다
26)
. 

두 군의 비교에서 차이가 있는 체표면적당 24시간 소변의 단백량, 혈압, 조직소견, 

크레아티닌 청소율, 신생존기간 등은 진단당시 성인의 IgA 신병증이 진행단계에 있

어 신기능의 저하가 동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한편으로는 시간단축비뚤림 

(lead time bias)에 의해 신장 전문가에게 의뢰된 시간이 늦어졌거나 말기신부전으

로의 이행속도가 빠른 단계의 시점에 신병증을 검사하게 되는 다양한 변수를 내포

하고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27)
.

신증범위의 단백뇨는 소아에서 많았는데, 전반적인 단위 체표면적당 단백뇨의 양은 

성인군이 많지만, 신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소아가 성인보다 많은 이유로
14)
 통계

적 유의성을 보 다. 

Colin등
27)
에 의하면 Helsinki의 성인군에 대한 10년 신생존률은 93.3%인데 비해 

Toronto의 동일기간 성인군에 대한 수치는 61.4%로 차이가 현격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 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단축

비뚤림의 가능성도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에

서는 10년 신생존률이 68.8%로 통상적으로 보고된 바 보다 다소 감소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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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소아는 다른 보고와 큰 차이없는 88.5%의 10년 신생존률을 보 고

29-30)
,
 
이 결과

는 성인군보다 높았다.

진단당시 반복성 육안적 혈뇨가 없는 경우가 불량한 예후의 지표
31-33)
로 알려져 있

으나, 이등
34)
은 불량한 예후 인자가 아님을 발표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아군과 

성인군 모두에서 육안적 혈뇨가 있는 경우에 조직소견은 나쁜 경향을 보 고, 특히 

성인군의 경우 신기능의 저하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생존 

기간의 감소가 보 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으로 향후 육안적 혈뇨의 재

발횟수와 기간, 혈압, 상기도 감염의 여부등의 임상증상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또한 신증 범위의 단백뇨 동반시 조직소견은 소아군에서 나쁜 경향을 보 고, 소

아군과 성인군 모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 사례의 증가, 신생존 기간의 감소를 

보 다.

 IgA 신병증에서의 steroid투여는 항염증효과와 면역억제력으로 인해 많은 논의가 

되어 왔는데, 투여 후 6개월에 이르러 환자의 50%에서 단백뇨가 감소하고 5년후 

혈청 크레아티닌의 상승 억제 효과를 언급한  Pozzi 
14)
등의 보고와 사구체 

간질내의 세포도를 줄이고 이에 따라서 요단백의 감소를 분석한 Kuriki
35) 
등에 

따라 steroid 투여로 신생존의 기간 연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소아 대상군에서 조직소견이 나쁜 

경우에 투여가 많고, 양호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약제 없이 추적관찰 한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 소아군중 말기신부전으로 이행한 사례가 7건에 불과하여 steroid 

투여 여부에 따른 유의성을 도출해 내기가 힘들었으며, 성인군의 경우는 반대로 

steroid를 투여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 역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giotensin-converting enzyme(ACE) 길항제는 단백뇨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
15,36-38)

는 많이 있었지만 신생존률에 대한 효과는 확립되지 못한 상태 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요단백 배출의 감소로 신생존률의 향상에 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고
16)
, 본 연구에서는 성인에서 ACE 길항제를 투여한 군에서 

신생존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ACE 길항제나 renn-angiotensin system 

에 대한 차단제는 angiotensin gene(AGT)의 genotype 중 AGTA(-20) 와 M235T에 

향을 받아 신생존률 향상과 함께 혈압조절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
39)
가 

있어, 소아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군과 성인군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일변량 회귀분석상 소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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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진단당시 고연령, 신증범위의 단백뇨가 있는 경우, 고혈압, 나쁜 조직소견, 

신기능의 저하가 있을 때 임상적 예후가 불량하 으며, 성인군은 육안적 혈뇨가 있

을 때, 신증범위의 단백뇨가 있을 때, 고혈압과 나쁜 조직소견, 신기능의 저하가 있

을 때 예후가 불량하 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상 소아군은 신기능의 저하와 고연령, 나쁜 조직소견의 순으

로, 성인군은 신기능의 저하, 나쁜 조직소견 순으로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에 기여

하는 인자로 분류되었다. 

비록, 성별
40)
이나 연령

41)
은 현재까지 IgA 신병증의 임상적 예후에 뚜렷한 위험인자

로는 논란이 있으나, 학령기 전후에 뇨검사상 현미경적 혈뇨 혹은 단백뇨의 소견이 

있을 시, 보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Radford등
41)
은 연령에 관계없이 고혈압이나 높은병기, 지속적인 현미경적 혈뇨, 24

시간동안 1g 이상의 단백뇨 검출시, 진단시 신기능의 저하등이 나쁜 예후의 예측인

자임을 보고하 고, 채등 
42)
 은 1.5mg/dL 이상의 혈청 크레아티닌, 2.0 g/d 이상의 

단백뇨 및 고혈압이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인자임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혈압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의무기록지의 후향적인 검토에 의존되었고 

연령별로 다른 표준치에 대해 보정작업이 원할치 않았으며, 소아군과 성인군 모두

에서 신증범위의 단백뇨는 일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의미를 보이고 다변량분석에서는 

의미를 보이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진단당시 신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대

상환자에 있어서의 평균 뇨단백의 정량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IgA 신병증의 진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신기능의 저하와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하리라 보여진다. Lukasz등
43)
은 단백뇨가 고혈압보다 2배 정도 

더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 고, Andreoli등
44)
은
 
소아군에서 고혈압과 급성 신부전

이 가역적인 경과를 취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에 따라 소아에서의 단백뇨 추적관

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와 함께 소아의 고혈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 IgA 신병증의 치료목적은 신기능의 유지 혹은 말기신부전으로의 이

행을 최대한 늦추는데 있으므로 주기적인 평가가 요구되며, 24시간 소변검사가 여

의치 않을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과 체중을 이용한 Cockcroft-Gault 방정식
45)
으로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추적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생검에 의한 진단시점에서 성

인의 병기별 분포는 소아군에 비해 subclass III 이상의 조직소견에 편중되어 있었

는데, 사구체 모세혈관의 증식 및 미만성 사구체 간질세포의 증식은 잘 알려진 신

기능 감소의 위험요소
8,22-23)

이고, Lee등
19)
 및 Hass

11)
 분류상 더 심한 형태학적 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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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를 보이는 subclass IV, V 의 경우 불량한 예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

다
17)
. 

본 연구에서 언급하 듯이 소아군이 성인군보다 조직소견이 양호한 단계에서 조기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인 뇨검사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추적관찰이 뒷

받침되면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의 지체 또는 신기능의 유지에 도움을 주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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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 론 

  23년 6개월간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생검을 통해 병리소견상 IgA 신

병증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군과 성인군으로 나누어 임상증상, 검사소견, 

치료, 신생존 기간과 말기신부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비교, 분석하 다. 

임상증상과 검사소견, 신생존 기간 모두 소아군이 성인군에 비해 양호하 으며, 

ACE 길항제 투여에 대해 성인군에서 신생존 기간의 증가가 있었다.

소아군에서는 신기능의 저하, 고연령, 나쁜 조직소견 순이었고, 성인군은 신기능의 

저하, 나쁜 조직소견 순이었다.

집단 뇨검사가 보편화된 이후, 소아군이 성인군보다 낮은 병기의 단계에서 조기진

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인 뇨검사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추적관찰이 뒷받

침되면 말기신부전으로의 이행의 지체 또는 신기능의 유지에 도움을 주리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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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Comparisons of Chiildren and Adult Patients 

with IgA Nephropathy

                                                        Dong Woo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 Seung Lee)

 

  IgA nephropathy is the most common primary glomerular disease, with clinical risks 

factors comprising of age, presence of hypertension, proteinuria, the degree of renal 

functional deterioration. Pathological risk factors includes the degree of 

glomerulosclerosis, frequency of crescent formation, interstitial fibrosis and 

vascular invasion. However, studies concerning the IgA nephropathy in early childhood 

have been rare so far. So, we have conducted a retrograde analysis of pediatric 

patients diagnosed with IgA nephropathy, and aimed to aid the evaluation of future 

patients' clinical prognosis through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viability of 

renal function and the final outcome of the subjects after long-term follow-up, and 

comparing these prognostic factors with known adult variables.

We have selected 337 patients with IgA nephropathy proven pathologically through 

renal biopsy, who visited the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from January 1980 

to June 2003, and divided them into adult group of subjects older than 15 years 

(n=176) and child group of subjects less than 15 years (n=161).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clinical symptoms, test results, treatment, duration of survival and 

ultimate incidence of ESRD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respect to amount of protein in 24hr urine collection, blood pressure, 

pathological findings, CrCl, and duration of renal viability, pediatric group 

exhibited better outcomes compared to their adult counterparts. When overt hematuria 

or nephrotic range proteinuria was present, pathological findings were unfavorable in 

both groups. When overt hematuria was present, renal survival was lower in adult 

group compared to other non-hematuric groups, while the presence of proteinuria meant 

dismal results for both adult and pediatric groups. Administration of steroid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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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 the duration of renal survival, but ACE inhibitors showed improved renal 

survival in adult groups when used, compared to those not used. 

Risk factors in children for transition to ESRD were impairment of renal function, 

older age and poor pathological subclass in order. Otherwise in adults, risk factors 

for ESRD were impairment of renal functionand poor pathological subclass in written 

order.

Since detection of disease during its earlier pathological stage is more common in 

children, we believe that regular urinalysis and concurrent systematic follow-up is 

needed to delay the transition to ESRD and maintain their renal function as long as 

possible.

Key words : IgA nephropathy, End stage renal disease, Renal survi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