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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fulnessofNGALamongInpatients

withAcuteKidneyInjury

Lee,Seul-Bi

Advisor:Prof.HanMiAh.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Purpose: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relationshipbetween

NGAL andkidneyinjuryindexandseverityamonginpatientswithacutekidney

injury.

Methods: The relationship between NGAL and BUN and creatinine was

confirmedby thecorrelation analysis,and themultipleregression analysiswas

conductedforcreatininewithNGALasanindependentvariable.Usingthestandard

ofdividingacutekidneyinjuryintothreestages,thesubjectswithacreatinine

levelofgreaterthan4ortakingdialysiswereexaminedbythechi-squaretest

andt-test.

Results:Thesubjectswereatotalof40andtheirmeanagewas64.2±14.8.

Maleswere25(62.5%)andfemaleswere15(37.5%).MeanNGALwas895.2±419.4

and mean creatinine was 6.0±3.9, indicating a high level. Creatinine was

significantlyincreasedwithNGAL(r=0.351;p=0.027).Withcorrectedageandsex,

the relationship between NGAL and creatinine was examin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As a result,creatinin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NGAL(B=0.003,SE=0.001,p=0.022).

-v--iv-



Whenthecasewithacreatininelevelofgreaterthan4ortakingdialysiswere

definedasStage3,NGALwasnotdifferentaccordingtothepresenceofStage3.

Conclusion:Inconclusion,theanalysisoftherelationshipbetweenNGAL and

othervariables among some patients with acute kidney injury suggested that

NGALwascorrelatedwithcreatininebutwasnotcorrelatedwithseverity(dialysis

oracreatininelevelofgreaterthan4).Furtherlarge-scaleresearchshouldbe

conductedtoreplicatetheresultsof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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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성 신손상(Acutekidneyinjury,AKI)은 신기능의 격한 하로 더 이상 체액,

해질 등의 평형을 유지할 수 없고 단백 사산물의 배설의 지장을 래하는 상태이다

(Brenner,1996;McGraw,1998).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이

에 드는 비용 한 매우 큰 편인 성 신손상은 허 성 손상,신독성 약제 외에도 신

질환, 성사구체신염,결체조직 질환에서의 신장침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

생할 수 있으며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법 후가 다양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신장의 비가역성 손상을 막고 신기능을 보존하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Kim,

2012).최근 성 신손상은 주로 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에서 패 증 등으로 야기된

다장기 부 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 환자의 사망률은 동물모델을 이용한 성 신손상

의 병태생리기 에 한 이해,지속 신 체 요법 등 지지 치료법의 기술 발달에

도 불구하고 50%이상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XueJetal.,2006).

성 신손상의 증도는 AcuteKidneyInjuryNetwork(AKIN)를 기 으로 1기는

청크 아티닌 기 치의 1.5-1.9이상 증가한 경우,AKIN 2기는 청크 아티닌이 기

치의 2.0-2.9이상 증가 한 경우,AKIN3기는 크 아티닌이 3배 이상 증가하거나 기

치 청크 아티닌이 4.0mg/dL이상 증가한 경우,신 체요법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를 3기라 한다.같은 AKI환자라도 단계에 따라 후가 달라지는데,3기의 경우 신기

능이 히 떨어지는 단계로 신 체요법이 실히 요구된다.일반 으로 수분과다,고

칼륨 증, 사성산증,요독증상 등이 있으면 신 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그러나 신

체요법 시행시기에 한 명확한 기 은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 시작하면 사망

률을 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다(Piccinnietal.,2006).

성 신손상은 청 크 아티닌 수치의 상승으로 진단하는 것이 통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 성 신손상에서 증도의 신손상이 일어나기 이거나 성 신손

상의 기에서는 그 정도를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Joetal.,2012).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생체 지표로 장에서 NGAL(Neutrophil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와 cystatinC가 있고,요는 NGAL,IL-18,KIM-1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새

로운 지표들 NGAL은 성 신손상의 후지표로 이은 등은 신기능 측 표지자

로서의 NGAL이 유용하다고 보고 하 고(Lee,2011),2009년 신시내티소아병원 의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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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연구 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장기능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

리는지를 미리 측하게 하는 인자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Grandeetal.,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신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NGAL과 신손상의 지

표 증도와의 련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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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연구방법

1.연구 상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C 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퇴원 시 진단명이

성 신손상이면서 NGAL측정치가 포함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연구 상 인원은 40

명으로 하 다.

2.조사변수

환자의 일반 특성으로는 성별,연령을 조사하 고 생화학 검사지표로는 Blood

urea nigrogen(BUN),Creatinine,Natrium(Na),Potassium(K),Glucose,Albumin,

Bilirubin,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Hemoglobin(Hb),Whitebloodcell(WBC),Platelet을 조사하 다.NGAL의 검사장비로

는 면역형 법을 이용한 Triage®MetroNGALTest(2011년)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입

원 시 1회 측정하여 검사하 다.

신손상의 후지표로 AKI3기를 기 으로 사용하 다(Piccinnietal.,2006).AKIN

진단기 에 따르면 1기는 청크 아티닌 기 치의 1.5-1.9이상 증가한 경우,2기는

청크 아티닌 기 치의 2.0-2.9이상 증가 한 경우,3기는 크 아티닌이 3배 이상 증가

하거나 기 치의 청크 아티닌이 4.0mg/dL이상 증가한 경우,신 체요법을 받기 시

작하는 경우이다.본 연구에서는 기 치 Creatinine을 조사하지 못해 한번 측정하여

Creatinine이 4이상이거나 신 체 요법을 받는 경우를 3기로 분류하 다.

3.통계 분석

자료분석은 데이터는 SAS 로그램을 이용하 고,통계 유의 수 은 P값 0.05를

기 으로 단하 다.상 분석으로 생화학 검사들과 NGAL의 두 변수와의 련성

으로 확인해보고,NGAL을 독립변수로 하여 Creatinine에 한 다 회귀분석을 하

다. 성 신손상을 AKIN 3기로 나 는 기 을 사용하여 Creatinine4이상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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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한 경우,3기 여부를 카이제곱 검정과 t-test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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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Total 40 100.0

Male 25 62.5

Female 15 37.5

Age(year,mean±SD) 64.2 13.8

<60 15.0 37.5

>60 25.0 62.5

III.연구결과

1.연구 상자의 특성

총 40명의 연구 상자 남자가 25명(62.5%)이었고,여자가 15명(37.5%)이었고,연

령 는 60세 미만이 15명(37.5%)이었으며,60세 이상이 25명(62.5%)이었다(Table1).

Table1.Thecharacteristicsofthestudy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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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NGAL(ng/mL) 895.2 419.4

BUN(mg/dL) 70.7 39.5

Creatinine(mg/dL) 6.0 3.9

Na(mEq/L) 136.0 5.5

K(mEq/L) 4.5 1.1

Glucose(mg/dL) 200.5 188.6

Albumin(g/dL) 3.2 0.7

Bilirubin(mg/dL) 1.0 1.2

AST(U/L) 177.6 629.6

ALT(U/L) 120.4 504.0

Hemoglobin(g/dL) 10.9 2.9

WBC(10³ul) 12.8 7.6

Platelet(10³ul) 250.7 141.9

임상 액검사에서 NGAL은 895.2±419.4ng/mL이고, BUN은 70.7±39.5mg/dL,

Creatinine6.0±3.9mg/dL,Glucose200.5±188.6mg/dL,AST와 ALT는 각각 177.6±629.6

U/L와 120.4±504.0U/L이었다(Table2).

Table2.Clinicalbloodtestindicators

abbreviation;NGAL,Neutrophilgelatinaseassociatedlipoc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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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L p-value

Age(year) -0.110 0.501

BUN(mg/dL) 0.284 0.076

Creatinine(mg/dL) 0.351 0.027

Na(mEq/L) -0.133 0.414

K (mEq/L) 0.143 0.380

Glucose(mg/dL) -0.182 0.260

Albumin(g/dL) 0.057 0.725

Bilirubin(mg/dL) 0.167 0.302

AST(U/L) -0.129 0.428

ALT(U/L) -0.166 0.307

Hemoglobin(g/dL) -0.021 0.895

WBC(10³ul) -0.029 0.860

Platelet(10³ul) 0.112 0.491

2.임상 액검사와 NGAL과의 상 계

임상 액검사와 NGAL과의 상 계에서 NGAL이 증가할수록 Creatinine이 유의하

게 증가하 다(r=0.351;p=0.027).연령의 상 계수는–0.110이었고,p-value0.501로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UN의 상 계수는 0.284이었고,p-value0.076로 유의하지

않았으며,그 밖의 다른 액검사들 한 유의하지 않았다(Table3;Figure1).

Table3.CorrelationcoefficientsbetweenbloodtestsandNGAL

abbreviation;NGAL,Neutrophilgelatinaseassociatedlipoc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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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CorrelationbetweenCreatinineandNGAL(r-=0.351,p-value=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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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P

NGAL(ng/mL) 0.003 0.001 0.022

Age(year) -0.082 0.042 0.060

Sex(/female) -0.183 1.217 0.882

Adj R²=0.166,F=3.52(P=0.025)

3.NGAL과 Creatinine과의 련성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상태에서 다 회귀분석을 통해 NGAL과 Creatinine과의

련성을 살펴본 결과,NGAL이 증가할 때 Creatinine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B=0.003,

SE=0.001,p=0.022).

Table4.MultipleregressionanalysisbetweenNGALandCreatinine

abbreviation;NGAL,Neutrophilgelatinaseassociatedlipoc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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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 기 에 따른 결과 비교

Creatinine이 4미만인 군은 16명으로 남성은 9(36.0%)명 이었고,여성은 7(46.7%)명

이었다.Creatinine이 4이상인 군은 24명으로 남성은 16(64.0%)명 이었고,여성은

8(53.3%)명 이었다. 한 Creatinine이 4미만인 군은 16명으로 60세 미만의 수는

5(27.8%)명이었고,60세 이상의 수는 11(50.0%)명 이었다.Creatinine이 4이상인 군은

24명으로 60세 미만의 수는 13(72.2%)명이었고,60세 이상의 수는 11(50.0%)명 이었다.

Creatinine의 증가 여부에 따라 검사를 비교하여 본 결과,BUN은 Creatinine이 4미만

일 경우 48.3±20.8mg/dL이었고,Creatinine이 4이상 인 경우 85.6±42.2mg/dL로 유의

하게 높았다(p=0.002).성별과 연령,NGAL등 그 밖의 액검사와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5).Creatinine4미만인 군의 NGAL평균은 753ng/mL이었으

며,Creatinine이 4이상인 군의 NGAL의 평균은 989ng/mL 다.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080;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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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ine
p-value

<4.0(N=16) ≥4.0(N=24)

Sex Female 7(46.7) 8(53.3)

0.505

Male 9(36.0) 16(64.0)

Age(year) <60 5(27.8) 13(72.2)

0.153

>60 11(50.0) 11(50.0)

NGAL(ng/mL) 753.2±474.8 989.9±357.6 0.080

BUN(mg/dL) 48.3±20.8 85.6±42.2 0.002

Na(mEq/L) 135.5±4.7 136.3±6.1 0.644

K (mEq/L) 4.1±1.0 4.7±1.1 0.080

Glucose(mg/dL) 150.8±112.1 233.6±222.0 0.008

Albumin(g/dL) 3.0±0.6 3.3±0.7 0.161

Bilirubin(mg/dL) 1.1±0.9 1.0±1.4 0.885

AST(U/L) 83.9±159.1 240.1±803.4 0.449

ALT(U/L) 36.5±44.1 176.4±649.1 0.397

Hemoglobin(g/dL) 11.7±2.5 10.3±3.1 0.168

WBC(10³ul) 13.4±10.4 12.4±5.2 0.673

Platelet(10³ul) 255.8±187.7 247.3±10.5 0.855

Table5.GeneralandclinicalcharacteristicsaccordingtotheCreatininelevel

(unit:N(%)ormean±SD)

abbreviation;NGAL,Neutrophilgelatinaseassociatedlipoc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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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MeansofNGALaccordingtothecreatinine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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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시행을 안 한 환자 여성의 수는 7명 (46.7%)이었고,남성은 16명 (64.0%)

이었다.투석을 시행한 환자 여성의 수는 8명 (53.3%)이었고,남성은 9명 (36.0%)

이었다.투석 시행을 안 한 환자 60세 미만의 수는 11명 (61.1%)이었고,60세 이상

은 12명 (54.6%)이었다.투석을 시행한 환자 60세 미만의 수는 7명 (38.9%)이었

고,60세 이상의 수는 10명 (45.5%)이었다.투석 시행 여부에 따라 검사를 비교하여

본 결과,성별,연령,NGAL등 그 밖의 액검사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6).투석을 했을 때 환자들의 NGAL평균은 964ng/mL이었으며,투석을 안

했을 때 환자들의 NGAL 평균은 801ng/mL로,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228;Fig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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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nal

replacementtherapy

(N=23)

Renalreplacement

therapy

(N=17)

p-value

Sex Female 7(46.7) 8(53.3)
0.283

Male 16(64.0) 9(36.0)

Age <60 11(61.1) 7(38.9)
0.676

>60 12(54.6) 10(45.5)

NGAL(ng/mL) 964.5±408.6 801.5±427.8 0.228

BUN(mg/dL) 71.4±39.2 69.87±41.1 0.907

Na(mEq/L) 135.9±6.0 136.1±4.9 0.909

K (mEq/L) 4.6±1.0 4.3±1.1 0.304

Glucose(mg/dL) 166.8±113.9 246.0±255.0 0.192

Albumin(g/dL) 3.3±0.6 3.1±0.8 0.278

Bilirubin(mg/dL) 1.1±1.4 0.9±0.9 0.551

AST(U/L) 91.8±186.1 293.8±945.4 0.322

ALT(U/L) 36.0±50.2 234.7±769.2 0.222

Hemoglobin(g/dL) 10.8±2.9 11.0±3.0 0.855

WBC(10³ul) 12.2±9.0 13.5±5.5 0.600

Platelet(10³ul) 261.9±157.6 235.6±120.3 0.570

Table 6.Generaland clinical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atus ofrenal

replacementtherapy

(unit:N(%)ormean±SD)

abbreviation;NGAL,Neutrophilgelatinaseassociatedlipoc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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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MeansofNGALaccordingtothestatusofrenalreplacement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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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가 아닌 군의 여성의 수는 4(26.7%)명 이었고 남성의 수는 4(16.0%)명이었다.3

기인 군의 여성의 수는 11(73.3%)명 이었고,남성의 수는 21(84.0%)명 이었다. 3기가

아닌 군의 60세 미만의 수는 2(11.1%)명 이었으며,60세 이상은 6(27.3%)명 이었다.3

기인 군의 60세 미만의 수는 13(88.9%)명 이었으며,60세 이상은 16(72.7%)명 이었다.

3기 기 에 따라 검사를 비교하여 본 결과,성별과 연령,NGAL등 그 밖의 액검사

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7).3기 기 이 아닌 군의 NGAL평균

은 797ng/mL이었으며,3기 군의 NGAL평균은 919ng/mL로,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466;Figu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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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3
p-value

No Yes

Sex Female 4±26.7 11±73.3

0.414

Male 4±16.0 21±84.0

Age(year) <60 2±11.1 13±88.9

0.203

>60 6±27.3 16±72.7

NGAL(ng/mL) 797.1±475.4 919.7±408.9 0.466

BUN(mg/dL) 51.5±19.3 75.5±41.9 0.124

Na(mEq/L) 136.1±4.5 136.0±5.8 0.943

K (mEq/L) 3.9±0.7 4.6±1.2 0.098

Glucose(mg/dL) 123.4±49.2 219.8±205.7 0.200

Albumin(g/dL) 2.9±0.5 3.3±0.7 0.173

Bilirubin(mg/dL) 1.0±1.1 1.0±1.3 0.953

AST(U/L) 47.8±47.7 210.1±702.0 0.521

ALT(U/L) 33.0±44.5 142.3±562.7 0.590

Hemoglobin(g/dL) 11.3±2.4 10.8±3.1 0.672

WBC(10³ul) 14.1±7.0 12.5±7.8 0.602

Platelet(10³ul) 247.1±146.7 251.6±143.0 0.937

Table7.GeneralandclinicalcharacteristicsaccordingtotheStage3

(unit:N(%)ormean±SD)

abbreviation;NGAL,Neutrophilgelatinaseassociatedlipoc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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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MeansofNGALaccordingtotheSt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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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찰

본 연구에서는 NGAL검사법이 일부 성 신손상 환자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보

았다.NGAL은 Creatinine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으나,NGAL과 신손상의

증도와는 련성이 없었다.

NGAL은 성 신손상일 때 증가하는 물질로 성구에서 발견되는 25kDa의 단백질

로서 허 성 손상 후에 신장의 근 ,원 세뇨 에서 발 이 증가되며 장 소변

에서 발견된다(Mishraetal.,2003).NGAL은 정상 으로 매우 낮은 수 으로 유지되

나,신장이 손상되는 경우 신장 세뇨 세포에서 활성화 되어 세포 생존 증식을 조

하는데 심 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Prasadetal.,2008).

2007년 MarkM 등은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NGAL의 유용성을 평가하

는데,NGAL이 증가하는 경우 Glomerularfiltration rate(GFR)과 상 계가 있어

NGAL이 만성 신질환에 유용하다고 보고하 다(MarkM etal.,2007). 한 2007년

Russel등은 NGAL이 조 제로 인한 신증의 강력한 독립 측 인자로 유용하다고 보

고하 다(Hirschetal.,2007).

NGAL은 민감하게 발 되기 때문에 성 신손상의 발병시 이나 지속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한 발 양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향후 성 신손상의 원인뿐만 아니라 분

류에도 도움을 수 있는 수 까지 발 하고 있는 추세이다(Prasadetal.,2009).

NGAL의 정상치는 0-153ng/mL로 보고되고 있는데,본 연구에서 성 신손상 환자

들의 NGAL평균치는 895.2ng/ml로 매우 높았다.Bagshaw 등의 연구에서는 패 증

AKI환자와 비 패 증 AKI환자를 비교하여 NGAL을 측정한 결과 평균 293와 166

ng/ml이었다(Bagshaw etal.,2009).PrabhuA 등의 연구에서는 심폐 우회 수술과

목 상 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성 신장 손상의 측 바이오 마커로

NGAL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NGAL의 평균치는 353.0±49.3,199.8±23.3ng/mL이었다

(PrabhuA etal.,2010). 한 Tuladhar등의 연구에서는 NGAL이 심장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성 신장 손상을 측하는 바이어마커로서의 유용성을 보고하 는데

이 AKI로 발 한 환자의 수치는 214±16.7ng/mL 고,아닌 환자는 149.5±13.5

ng/mL 다.두시간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 AKI로의 환자의 수치는 476.1±41.1ng/mL,

아닌 환자는 278.4±22ng/mL 이었다(Tuladharetal.,2009).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NGAL의 수치가 본 연구에서는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노



- 20 -

인에게서 prostaglandin의 합성이 억제되어 신 허 이 쉽게 발생하여 높다고 보고되었

는데(Schrieretal.,1988),본 연구의 상자의 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이었기 때문

으로 단된다. 한 기존의 연구에서 AKI의 선행질환의 종류,측정시기에 따라

NGAL의 측정치가 달라진다고 보고되어(Kim,2012)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단된다.향후 상자의 연령,기 질환,내원 후 NGAL의 측정시 등을 고려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NGAL의 증가와 성 신손상 발생에서 Creatinine과의 련성을 알기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2007년 Hanna등의 연구에서 NGAL과 Creatinine이 통계 으로 유

의 한 양의 상 계를 보여 NGAL이 성 신손상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다

(Hannaetal.,2007).서 기 등의 연구에서는 신손상 지표로서 NGAL의 유용성을 알

아보고자 수술 후에 측정한 NGAL과 연속 인 청 크 아티닌 eGFR간에는 상

성이 찰되어 신손상 변화 지표로서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Seo,2013).본 연

구에서도 NGAL이 높을수록 Creatinine의 수치도 높아져 NGAL과 Creatinine이 유의

한 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 Creatinine과 BUN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Lymanetal,1986).본 연구에서는 NGAL과 BUN이 련성이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

구와 일치하지 않은 연구로 NM EIRaggal등의 연구에서는 NGAL과 Creatinine

BUN이 양의 상 계로 성 신손상을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Raggalet

al.,2013).본 연구에서는 경계역 수 에서의 유의성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에 비해 상 으로 연구 상자의 수가 어서인 과 Creatinine보다는

BUN이 민감도가 낮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단된다(Finco,1976).향후

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 신손상 후지표로서 Creatinine이 4이상일 때와 투석여부와의 련성을 보았

다.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증가여부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Hilde등은 RRT가 실질 으로 장 NGAL농도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 NGAL이 증 환자에서 신장 손상이나 신장 기능 회복을 한 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Hildeetal.,2010).반면,기존의 NGAL과 증

도와 차이가 있는 연구로는 AnjaHaase등의 연구에서는 Creatinine농도증가로 분류

된 표 성 신손상의 증도 Risk,Injury,Failure,Loss,Endstagerenaldisease

(RIFLE),AcuteKidney Injury Network(AKIN)에서 그 증이 심할수록 NGAL의

AreaUndertheCurve(AUC)-ReceiverOperatingCharacteristic(ROC)값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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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존의 확진법을 투석여부로 봤을 때 NGAL이 증가함에 따라 투석에 한 AUC

가 증가하여,NGAL의 증가와 성 신손상의 증도와 높은 상 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Anjaetal.,2009). 한 Philipp은 환자실에서 투석에 의존하는 AKI환자

NGAL의 측 가치를 평가한 결과,NGAL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어,투석에

의존하는 AKI환자에서 28일 사망률의 독립 인 측 인자로서의 NGAL이 유용한 지

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Philippetal.,2010).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연속

으로 측정했을 때 NGAL의 민감도나 특이도가 올라갔고,AKI환자라도 1회 측정한

것과 연속 으로 측정했을 때 진단의 정확도나 후지표가 달라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Schilcher,2011).본 연구에서는 기 치 크 아티닌이 없어 NGAL을 한번 측정한

과 환자군 만을 상으로 연구를 한 을 감안해 볼 때 한번이 아닌 연속 인 검사로

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조군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KI로 진단되면,원인을 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크게 신 성,신성 신후성에 따라 후나 경과가 달라지는데

(Kim,2012),NGAL검사의 유용성을 정확히 측하려면 기 질환 다른 수많은 인

자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과 불충분한 데이터 수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변수가 작용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NGAL과

Creatinine간에는 상 성이 찰되어 신손상 변화 지표로서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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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 결론

본 연구는 성 신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NGAL과 신손상의 지표

증도와의 련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상 분석으로 BUN,Creatinine과 NGAL각각의 두 변수와의 련성으로 확인해보

고,NGAL을 독립변수로 하여 Creatinine에 한 다 회귀분석을 하 다. 성 신손

상을 3단계로 나 는 기 을 사용하여 Creatinine4이상 이거나 투석을 한 경우를 카

이제곱 검정과 t-test를 하 다.

상자는 총 40명,평균연령 64.2±14.8세로 남자가 25명(62.5%)이었고,여자가 15명

(37.5%)이었다.NGAL의 평균은 895.2±419.4이고,Creatinine6.0±3.9로 높았다.NGAL

이 증가할수록 Creatinine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r=0.351;p=0.027).연령과 성별을 보

정한 상태에서 다 회귀분석을 통해 NGAL과 Creatinine과의 련성을 살펴본 결과,

NGAL이 증가할 때 Creatinine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B=0.003,SE=0.001,p=0.022).

Creatinine이 4이상이거나 투석을 한 경우를 3기로 정했을 때,3기 여부에 따른 NGAL

은 차이가 없었다.

결론 으로 일부 성 신손상 환자를 상으로 NGAL과 다른 기타변수들과의 련

성을 보니 Creatinine과는 상 성을 보 으나,NGAL과 증도(투석여부,Creatinine4

이상일 때)와는 련성이 없었다.향후 규모의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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