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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Incidence of Febrile Urinary Tract Infection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Congenital

Hydronephrosis and Hydronephrotic Patients Diagnosed

at First Febrile Urinary Tract Infection

Geun Jung Kim, M.D., Seonkyeong Rhie, M.D. and Jun Ho Le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HA University, CHA Bundang Medical Center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cidence of febrile urinary tract infec-

tion (UTI)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congenital hydronephrosis

(CH) and hydronephrotic patients first diagnosed with hydronephrosis during treatment of

febrile UTII.

Methods : In this study, 200 patients with congenital hydronephrosis were enrolled in group

1 and 252 patients first diagnosed with hydronephrosis during treatment of febrile UTI

were enrolled in group 2. We counted the episodes of UTI i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the presence of VUR, type of feeding, and clinical outcomes since

2000. And we compared those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and compared two groups

as well.

Results :The incidence of recurrent UTI was 10%, 0.028 per person-year in group 1 and

16.7%, 0.051 per person-year in group 2, respectively (P <0.05). Group 2 had more VUR

(3% vs. 27%, P <0.05) and higher incidence of UTI than group 1. The incidence of UTI

in patients with CH of Society of Fetal Urology (SFU) grade 4 or grade 4-5 VUR was

80% and 44.4%,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incidence of UTI

between BMF (breast milk feeding) and artificial milk feeding group in both groups (P 1=

0.274, P 2=0.4). The time of resolution of CH had no correlation with either number of

UTI episodes or the presence of VUR.

Conclusion : The overall incidence of UTI is low in patients with CH as well as patients

patients first diagnosed with hydronephrosis during treatment of febrile UTI except patients

with SFU grade 4 or grade 4-5 VUR. BMF has no protective effect against UTI. (J Korean

Soc Pediatr Nephrol 2010;14:18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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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선천성 수신증의 원인으로는 신우요관협착증과

방광요관역류 가 대(vesicoureteral reflux, VUR)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 신우요관협착증이 주원인이.

되며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한편2]. ,

등급이 높은 이 있는 경우는 예후가 나쁠 수 있VUR

는데 신장 초음파로 의 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 VUR

므로 선천성 수신증 환자에게서 원인 감별 검사 시,

배뇨성 방광요도 조 술(voiding cystourethro-

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가 그것이다graphy, VCUG) .

선천성 수신증은 태아 명당 한명의 발생100-500

빈도를 보일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원인 감별을[3],

위해서는 모두 의 대상이 되지만VCUG [4], VCUG

의 침습성과 경한 은 예후가 좋다는 점을 감안VUR

할 때 경미한 일측성 수신증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를 권하지 않고 있다VCUG [5, 한편 선천성 수6]. ,

신증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 논란이 많다[7, 흔히 발견되는 선천성 수신8].

증이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인자라는 확

실한 연구결과가 아직 없고 예방적 항생제 요법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

선천성 수신증은 일반적으로 산전 초음파로 발견

되며 이후 추적 관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마지[9].

막 산전초음파상에서 선천성 수신증이 경미하여 임

상의들에 의해 무시되었거나 추적관찰이 안된 경우,

수신증의 정도가 심해져 수신증으로 인한 증세가 유

발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가 많은데 그 중 많은 경우가 요로감염에 걸려 발견,

된다[10, 이들도 선천성 수신증에 해당되나11]. ,

아직까지는 산전 초음파에서 수신증이 없었던 환아

의 첫 발열성 요로감염 시 발견된 수신증과 임상 경

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12].

Má 등 은 모유가 요로감염의 억제력이 있rlid [13]

다고 하 고 등 은 미숙아에서 모유가 요, Levy [14]

로감염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에서 조사

기간 중 임상적 특징에 따라 얼마나 자주 요로감염이

발생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그리고 이. VUR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에서 요로감염 발생의 악화요

인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또한 모유수유가 선, ,

천성 수신증 환자들에게 요로감염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한편 첫 요로감염 진. ,

단 시 우연히 발견된 수신증 환자들과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을

서로 비교 관찰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었다 군.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 2000 1 1 2009 12 31

산전 초음파상 선천성 수신증으로 진단받고 생후, 1

개월 이내에 분당차병원에 내원하여 신장 초음파를

통하여 선천성 수신증으로 확진받은 명의 아200

들을 대상으로 하 다 군 는 같은 기간 본원에서. 2

첫 요로감염으로 진단 받은 환아들 명 중 신장1004

초음파상 수신증이 발견된 명을 대상으로 하252

다 군 의 평균 외래 추적 기간은 개월. 1 14.4 (1-90

개월 군 는 개월 개월 이 다 모든), 2 8.03 (1-108 ) .

대상 환자들의 부모와 전화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고,

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요로감염의 발생에 대한 전

화 설문을 시행하 고 동시에 그들의 의무기록을 조,

사하 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장초음파는 모두 한 명.

의 소아담당 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었으

며 최대전후신우직경 측정 최경증, (APD, <5 mm,

Key Words : Congenital hydronephrosis, Urinary tract infection, Vesicoureteral reflux,

Breast milk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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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중등도 중증5-10 mm, >10-14.9 mm, ≥

및 태아요로학회15 mm) [15] (Society for Fetal

의 진단 기준 등 두 가지에 근거Urology, SFU) [16]

하여 환아들의 수신증의 정도를 평가하 다 신장 초.

음파상 요관방광이행부협착 중복신 거대신 요관낭, , ,

종 요관게실 등 기타 요로기형이 있는 경우는 대상,

환자에서 제외하 다 신장초음파는 생후 일. 3-10

이내 생후 한 달 이후에 한 번씩 시행하 고 경미한, ,

수신증의 경우 개월 간격으로 중등도 이상의3-6 ,

수신증의 경우 개월 간격으로 시행하 다1-3 .

는 대상 모두에게 권유하 으나 충분한VCUG ,

상의 후 부모의 결정에 따랐으며 선천성 수신증 군,

에서는 생후 개월 이후에 시행하 다 방광요관역1 .

류 의 등급은(VUR) International Reflux Study

에서 제안한 체계를 따라 나누었다Committee [17].

요로감염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때로 정

의하 다 첫째 이상의 발열 둘째 고배율 현. , 38 , ,℃

미경하 소변 백혈구 수가 개 이상의 농뇨 셋째 소5 , ,

변 분석 검사상 단백뇨 질산염 백혈구 에스테라제, , ,

현미경적 혈뇨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이

면서 무균 채뇨백으로 시행한 소변 배양 검사에서 단

일 세균이 10
5

이상 배양된 경우 넷째 혈CFU/mL , ,

청 가 양성 다섯째 열C-reactive protein (CRP) , ,

나는 다른 원인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이다[18-20].

여섯째 위에 기술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

우에 99m Technetium-dimercaptosuccinic acid

신스캔에서 신피질 결손이 있는(99m Tc-DMSA)

경우이다 전화 설문상으로는 첫째 이상[21]. , 38℃

의 발열이 있었고 둘째 요로감염 진단 하에 입원하, ,

거나 또는 당시 소변 배양 검사상 양성이었다고,

대답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발열 당시 다른 열이 날, ,

만한 증세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모두 대답하는 경우

에만 요로감염으로 간주하 다[18-20].

본 연구는 다음을 관찰하 다 첫째 두 군에서 조. ,

사기간 중 발생한 전반적인 요로감염의 발생률 및 재

발률을 구하 고 둘째 두 군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 및 재발률을 구하고 비교하

으며 셋째 일반적인 특성 중 방광요관역류의 유, ,

무 넷째 모유 수유 출생 후 개월까지 모유를 주로, , ( 6

먹인 아로 정의함 여부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

률 및 재발률을 구하고 서로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군 에서 선천성 수신증의 자연 경과에 따른, 1

요로감염의 발생률을 관찰하 다 본 연구는 모든 대.

상 환아들에게 항생제 예방요법은 시행하지 않았으

며 수신증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 환자들에게,

이상의 고열이 발생시 감기 증세에 상관없이38℃

소변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유하 다.

통계적 분석은 SPSS (window versio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SPSS Chicago, IL, USA) ,

각 군의 일반적인 특징 및 두 군간의 요로감염의 발

생률과 재발률에는 및t-test Pearson s chi-’

를 사용하 고 각 군의 방광 요관 역류square test ,

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 및 두 군간의 요로감염의 발

생률 및 재발률에는 와Pearson s chi-square test’

군 에서 호전 시기에 따른 임상적인 경과ANOVA, 1

및 각 시기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에 대한 비교는

각각 와 를 사Pearson s chi-square test ANOVA’

용하 다. P 값이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0.05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두 군의 요로감염의 발생률 및 재발률1.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인 군 의 명 중 요로감1 200

염은 명 에서 발생하 으며 회 발생한 경20 (10%) , 2

우는 명 이 고 회 이상 재발한 경우는3 (1.5%) , 3

없었다 지난 년간 조사 기간 중 군 에서의 요로. 10 1

감염의 연간 발생 빈도(episodes per person-

는 다 한편 군 의 명중 요로years) 0.028 . , 2 252

감염은 명 에서 재발하 고 회 이상 재42 (16.7%) , 2

발한 경우는 명 이 고 회 이상 재발한9 (3.6%) , 3

경우는 명 이 다 군 에서 요로감염이 발3 (1.2%) . 1

생한 명 중 명 그리고 군 에서 재발한 명20 19 , 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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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명은 본원에서 진단되었다 지난 년간 조사38 . 10

기간 중 군 의 요로감염의 연간 재발 빈도는2 0.051

로 군 보다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통계적, 1 ,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두 군의 일반적 특성과 요로감염의 발생률2.

성별은 두 군 모두에서 남아가 많았으며(P <

두 군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요로감염의발생0.05),

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0.456,

P 선천성 수신증으로 진단 시 평균 연령2=0.645).

은 군 에서 개월 일 개월 이었으며 군1 0.65 (3 -1 ) , 2

에서 개월 일 개월 이 다 군 에서 요2.65 (3 -51 ) . 1

로감염이 발생된 명의 평균 연령은 개월이었으20 4

며 군 의 평균 연령 개월이 다, 2 2.65 (P 군<0.05).

에서 요로감염이 재발한 명의 평균 연령은2 42 13.8

개월 개월 이 다 두 군 각각에서 모두 수(2.5-93 ) .

신증의 편측성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0.876, P 2=0.508).

한편 군 에선 에 따른 수신증 등급이 높을수, 1 APD

록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P 군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0.002), 2

았다(P 이는 수신증의 등급이 높은 환자=0.287).

들은 요로감염에 걸려 발견되기보다는 산전초음파

에서 이미 발견될 확률이 높으며 그래서 선천성 수,

신증 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군에서.

등급 환자들의 요로감염 발생률은 각각SFU 4 75%,

로 등급 환자들 각각100% SFU 1-3 8.7%, 16.3

에 비해 뚜렷이 높았고% (P 두 군을 합칠<0.05),

경우 등급 환자들의 요로감염 발생률은SFU 4 80%

로 등급 환자들 에 비해 뚜렷이 높, SFU 1-3 13%

았다(P <0.05) (Table 1).

방광요관역류의 유무에 따른 요로감염의3.

발생률

군 의 명중 명에서 를 시행하 고1 200 84 VCUG ,

그 중 명 에서 이 관찰되었다 한편 군6 (7.1%) VUR . ,

의 명중 명에서 를 시행하 고 그2 252 218 VCUG ,

중 명 에서 이 관찰되었으며 군68 (31.2%) VUR , 2

에서 이 유의하게 많았다VUR (P 두 군 모<0.05).

두에서 이 있는 경우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유의VUR

하게 높았다(P1=0.003, P 년 동안2=0.005). 10

의 조사기간 중 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요로감염VUR

의 연간 발생 빈도는 군 과 군 각각에서 과1 2 0.21

이 으며 이 없는 환자들에서의 요로감염0.11 , VUR

의 연간 발생 빈도는 군 과 군 각각에서 과1 2 0.022

로 두 군 모두에서 이 있는 경우 요로감0.037 VUR

염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1<

0.05, P 2<0.05).

이 있으면서 남성인 경우 군 에서VUR 1 100%,

군 에서 로 높은 요로감염의 발생률을 보2 30.4%

으나 두 군 모두에서 유무에 따른 요로감염의, VUR

발생률에 있어서 성별간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

다(P1=0.852, P 두 군 모두에서 첫 요2=0.959).

로감염의 진단시기는 의 유무와 상관이 없었다VUR

(P 1=0.346, P 조사기간 년간 회2=0.890). 10 2

이상의 요로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군 에서 환1 VUR

자 중 명 음성 환자 중 명 이2 (33.3%), VUR 0 (0%)

고 군 에선 환자 중 명, 2 VUR 20 (29.4%), VUR

음성 환자 중 명 이 다 두 군 모두19 (12.7%) . VUR

환자에서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높았고 두 군간에는,

군 에서 군 에 비해 이 있는 경우 요로감염의2 1 VUR

발생률이 높았다(P 이는 군 에서 군 에<0.05). 2 1

비해 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설명된다VUR (P<

0.05).

본 연구에서는 의 등급 분류 시 양측성VUR VUR

일 경우 심한 쪽 등급을 따라 분류하 다 등급. VUR

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군 에서 유의한 차이2

가 있었다(P 이는 군 에서 군 에 비해=0.032). 2 1

고등급의 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설명된다VUR (P

군 에서 이 있는 경우<0.05). 2 VUR grade 1-2

환자에서는 요로감염의 재발이 없었고 전체VUR ,

재발의 가 환자에서 일어났90% grade 4-5 V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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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 둘로 나누었을 때 군. Grade 1-3 grade 4-5

과 군 각각에서 요로감염 재발률은1 2 25% vs.

로 환자들100%, 8% vs. 41.9% grade 4-5 VUR

의 재발률이 뚜렷이 높았다(P 편측성은 군<0.05).

에서 군 에 비해 일측성 이 유의하게 많았으1 2 VUR

나(P 두 군 모두에서 편측성에 따른<0.05), VUR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

0.083, P 군 에서 이 없는 경우에2=0.184). 1 VUR

서만 등급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유의하SFU

게 증가하 다(P 두 군 모두에서 요로감=0.032).

염의 발생률과 관련하여 유무와 수신증 편측성VUR

사이에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었다(P1=0.193, P 2

=0.762) (Table 2).

수유 형태와 요로감염의 발생률4.

군 에서 모유 수유 군과 분유 수유 군은 각각1 68,

명이었고 그 중 각각 명132 , 9 (13.2%), 11 (8.3%)

에서 요로감염이 발생하 다 군 에서는 모유 수유. 2

군과 분유 수유 군은 각각 명이었고 그 중75, 177 ,

각각 명 에서 요로감염이16 (21.3%), 26 (14.7%)

재발하 다 두 군 모두에서 모유 수유는 요로감염의.

발생률 또는 재발률에 있어서 분유 수유 군과 차이가

없었다(P 1=0.274, P 2=0.4) (Table 1).

Table 1. The Incidence of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in Both Groups

(%=incidence rate)

Group 1 (n=200) Group 2 (n=252)

P 1* P 2†

Sex

male

female

HN-APD (mm)
‡

<5

5-10

>10-14.9

15≥

HN-SFU§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HN-laterality
∥

unilateral

bilateral

Type of feeding¶

breast milk

artifical milk

157 (10.8%)

43 ( 7.0%)

56 ( 5.4%)

106 ( 7.5%)

25 (16.0%)

13 (38.5%)

140 ( 5.0%)

39 (21.0%)

17 (11.8%)

4 (75.0%)

143 ( 9.8%)

57 (10.5%)

68 (13.2%)

132 ( 8.3%)

0.456

0.002

0.000

0.876

0.274

191 (17.3%)

61 (14.8%)

87 (17.2%)

141 (17.0%)

19 ( 5.3%)

5 (40.0%)

232 (16.8%)

12 (16.7%)

7 ( 0.0%)

1 ( 100%)

207 (17.4%)

45 (13.3%)

75 (21.3%)

177 (14.7%)

0.645

0.287

0.094

0.508

0.400

Abbreviations : HN, hydronephrosis; APD, anterior posterior pelvic diameter; SFU, society for fetal
urology
Group 1: congenital hydronephrosis, Group 2: hydronephrotic patients detected at first diagnosis
of febrile UTI
*
P 1, †P 2: P value for UTI patients % according to each variable in each group

‡
P =0.017,

§
P <0.05,

∥
P <0.05,

¶
P =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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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ncidence of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 according to Vesicoureteral Reflux
in Both Groups

VCUG tested Group 1 (n=84) Group 2 (n=218)

VUR

(%=incidence rate)
positive (6) negative (78)

P 1
* positive (68) negative (150)

P 2
†

Sex

male

female

Age at 1st UTI (Mo)‡

1 episodes of UTI
§

2 episodes of UTI≥ ∥

VUR grade¶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VUR laterality
**

unilateral

bilateral

HN-SFU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1 ( 100%)

5 (40.0%)

6.0 (3-8)

3 (50.0%)

2 (33.3%)

3 (33.3%)

-

1 ( 0.0%)

1 ( 100%)

1 ( 100%)

4 (25.0%)

2 (100%)

5 (60.0%)

1 ( 0.0%)

-

-

62 (11.3%)

16 ( 6.3%)

5.64 (1-11)

8 (10.3%)

0 ( 0.0%)

43 ( 7.0%)

22 (18.2%)

12 ( 0.0%)

1 ( 100%)

0.852

0.346

0.003

0.343

0.083

0.032

6 (30.4%)

22 (27.3%)

4.5 ( 1-51)

68 (100%)

20 (29.4%)

8 ( 0.0%)

4 ( 0.0%)

13 (15.4%)

30 (46.7%)

13 (30.8%)

39 (23.0%)

29 (37.9%)

63 (30.2%)

5 ( 100%)

-

-

121 (13.2%)

29 (10.3%)

2.06 (10d-36)

150 (100%)

19 (12.7%)

140 ( 5.7%)

7 (14.3%)

2 ( 0.0%)

1 ( 100%)

0.959

0.890

0.005

0.687

0.032

0.184

0.652

Abbreviations : VCUG, voiding cystourethrography; Mo, months; UTI, urinary tract infection; VUR,
vesicoureteral reflux; HN, hydronephrosis
*
P 1,

†
P 2: P value for UTI patients % according to each variable in each group

‡P <0.05, §P <0.05, ∥P =0.178, ¶P <0.05, **P <0.05

Table 3. The Incidence of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 according to Clinical Outcomes in
Group 1 Patients

*

Clinical outcomes Resolution of HN No resolution

Yr-old

(%=incidence rate)
<1 1-2 >2 2≥ P value

Total patients

UTI episodes/p-y

VUR

positive

negative

57 ( 7.0%)

0.017

1 ( 0.0%)

24 (12.5%)

25 (16.0%)

0.079

1 ( 100%)

11 (18.2%)

19 (10.5%)

0.045

3 (25.0%)

10 (11.1%)

9 (22.2%)

0.04

1 ( 100%)

4 ( 0.0%)

0.501

0.442

0.243

Abbreviations : Yr, year; UTI, urinary tract infection; p-y, person-years; VUR, vesicoureteral
reflux
*
exclude (90) patients lost to follow-up before 2 year-old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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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수신증의 임상 경과와 요로감염의5.

발생률

선천성 수신증의 호전시기를 세 미만 세1 , 1-2 , 2

세 이상 그리고 세 이상까지 호전이 안된 경우 등, 2

네 군으로 나누어 요로감염의 발생률을 비교하 다.

군 의 명 중 세 이전에 선천성 수신증이 호전1 200 2

되지 않았으면서 세 이상까지 신장초음파를 추적, 2

시행하지 않은 명은 대상에서 제외하 다 선천성90 .

수신증의 호전 시기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각

각 네 군에서 세 미만은 세는 세1 7%, 1-2 16%, 2

이상은 세 이상 비호전군은 이었으10.5%, 2 22.2%

며 요로감염의 연간 발생 빈도는 각각 네 군에서,

로 서로 상관 관계는 없0.017, 0.079, 0.045, 0.04

었다(P 선천성 수신증의 호전시기와=0.442). VUR

의 유무간에 서로 상관 관계가 없었다(P=0.243)

(Table 3).

고 찰

등 은 산전초음파에서 수신증이 발견Coelho [22]

된 명의 선천성 수신증 환아들 중 명192 27 (14%)

에서 요로 감염이 발생하 고 의 발생률은 생후, UTI

년 이내에1 7.2 episodes per 1000 person-

이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등months . , Carmelo

은 달 이하의 소아에서 신장 초음파상 가[23] 2 APD

인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0-15 mm 223 UTI

의 발생률은 5.98 episodes per 1000 person-

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선 년 동안의months . 10

조사기간 동안 명의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에서200

요로감염의 연간 발생 빈도는 로 위에 언급한0.028

두 연구 결과보다도 더 낮았다 한편 본 연구에선 선. ,

천성 수신증 환자들의 요로감염의 평균 발생 연령은

개월 개월 이 는데 일반적으로 소아에서4 (1-11 ) ,

첫 요로감염을 진단 받는 평균 세 에 비해 선천1 [24]

성 수신증 환자들에서 어린 나이에 요로감염이 발생

하 으며 또한 수신증의 등급 와 분류 모, (APD SFU

두 이 높을수록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지만(P 1=0.002, 0.000), 10

년의 조사기간 중 회 이상의 요로감염이 재발하는2

경우는 명 으로 상당히 적었고 회 이상의3 (1.5%) , 3

재발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 ,

모든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에게 예방적 항생제 요법

을 시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의 요로감염 발생률이 낮아 선천성 수신증이

요로감염의 고위험 인자 라고 주장하기 힘든 것[25]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을 대.

상으로 년 기간 동안의 요로감염의 발생률에 대한10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인 군 의 비교1

대상이었던 군 의 입원 당시 평균 연령이 개월2 2.65

임을 감안하면 군 도 선천성 수신증으로 간주할 수, 2

있다 그들의 지난 년간 요로감염의 재발률은. 10

연간 재발 빈도는 로 등16.7%, 0.051 Coelho [22]

과 등 이 보고한 선천성 수신증 환자Carmelo [23]

들의 요로감염 발생률보다 낮은 결과이다 하지만. ,

본 연구에서 군 의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과 비교 시1

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세 가.

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요로감염에 걸리지,

않아 의료진에게 발견되지 않는 선천성 수신증 환자

들이 상당히 많음을 암시하며 그 중의 일부만이 요,

로감염에 걸려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는 요로감염의 재발인자로 선천성 수신증보다는 이

전 요로감염의 과거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군 에서 군 에 비하여 수신증 등급이 통계2 1

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APD P=0.017, SFU P <

일측성 수신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0.05),

음에도 불구하고(P 군 에서 요로<0.05 Table 1), 2

감염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은 선천성 수신

증 자체가 요로감염의 고위험 인자가 아님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며 군 에서 유의하게 이 많았기, 2 VUR

때문으로 추정된다(P <0.05, Table 2).

군 에 비해 유의하게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높은1



대한소아신장학회지 : 제14권 제2호 년2010

군 에서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2 VUR

는 것은 이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고위험 인자VUR

중 하나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다 하지만[25]. ,

현재 이 요로감염의 재발을 유발하는 고위험 인VUR

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본 연구에서도[26]. VUR

이 요로감염의 고위험 인자가 아니다라고 반증하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요로감염 발생시 나. ,

이가 유무에 상관없이 평균 개월 전후로VUR 5-6

비슷하 으며(P 군 에선 이 없는=0.346), 2 VUR

경우에 환자들보다 첫 요로감염의 발생시 나이VUR

가 유의하게 더 빨랐다(P 둘째 조사기간<0.05). ,

년간 두 번 이상 요로감염을 일으킨 경우가10 VUR

이 있는 환자들에서 높긴 하지만 전반적인 요로감염,

의 재발률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VUR

차이가 없었다(P 셋째 낮은 등급=0.178). , (grade

의 에서는 등급과 요로감염의 발생1-3) VUR VUR

률 사이에 아무 상관 관계가 없었으며(P=0.343),

넷째 두 군 모두에서 편측성과 요로감염의 발, VUR

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P 1=0.083, P 2=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0.184). , VUR grade 4-5

환자들은 년 조사기간 동안 에서 한 번 이상10 44%

의 요로감염이 발생하 으며 이 있는 수신증, VUR

환자들의 요로감염의 발생시 가 인87% grade 4-5

것으로 나타나 는 요로감염의 고, VUR grade 4-5

위험 인자로 판단된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환아들에게 이뤄지는 자

연스러운 수동면역의 공급이 요로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27]

행하 으나 결과는 분유수유 환아들과 비교하여 요,

로감염의 발생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365, Table 1).

추가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의미 있는 것들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군 의 수신증 등급의. 2

분포가 또는 분류 모두에서 군 에 비해APD SFU 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낮게나왔는데(APD P=0.017,

SFU P 이는 최경증 이거나 경증의 선천성<0.05),

수신증은 산전 초음파상에서 놓치기 쉽고 분만 후,

시행한 초음파에서 분류로 또는APD 3 mm 5 mm

이하는 정상으로 판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이는 가 군[28]. APD 5 mm vs. >5 mm≤

에서 그리고 군 에서 인데 비하여1 1:2.5, 2 1:1.90

가 군 에서 그리고SFU grade 1 vs. 2-4 1 2.3:1,

군 에서 로 분류 최경증 수신증의 분2 11.6:1 ADP

포가 뚜렷이 적은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군 의. 2

분류 그리고 에서의 요APD 5 mm SFU grade 1≤

로감염의 발생률이 각각 인 점을 고17.2%, 16.8%

려할 때 그들의 신장 예후가 좋다고 자신할 수는 없,

다 그러므로 임상의들은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의. ,

수신증 분류시 분류보다는 최경증 수신증을 더APD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분류를 따르는 것이 더SFU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선천성 수신증 등급을. APD

분류에 따라 미만과 이상 둘로 나누15 mm 15mm

었을 때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군 과 군 모두에서1 2

이상일 때 뚜렷이 높았다15 mm (8% vs. 38.5%,

16% vs. 40%) (P1=0.000, P 이는2=0.157).

등 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한편de Kort [5] . , SFU

과 둘로 나누었을 때 요로감염grade 1-3 grade 4

의 발생률은 군 과 군 모두에서 에 비1 2 grade 1-3

해 일 때 뚜렷이 높았다grade 4 (8.7% vs. 75%,

16.3% vs. 100%) (P1=0.000, P 2=0.025)

이는 고등급의 선천성 수신증은 요로감(Table 1).

염의 발생률이 높고 고등급의 을 동반할 수 있, VUR

음을 암시한다.

군 과 군 의 모든 환자들 명은1 2 VUR 74 VUR

등급에 상관없이 진단 당시 신장 초음파상 SFU

에 해당되었다 이는 최경미한 수신증도grade 1-2 .

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경미VUR .

한 일측성 수신증일 때 고등급의 이 있을 확률VUR

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 처음부터 를 시행하지VCUG

않는 경우가 많다[5, 대신 아무리 최경증의 선천6].

성 수신증 환자라도 첫 요로감염의 발생시에는 꼭

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VCUG [29].

본 연구는 몇 가지 단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군. ,

의 대조군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지 않아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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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편의(statistical

들로 인하여 연구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bias)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 수. ,

집 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자료 손실들이 있을 수

있어 연구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셋.

째 연구 방법에서 요로감염의 발생을 전화 설문상으,

로 확인하 으므로 본원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를 제,

외하면 긴 관찰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요로감염의

실제 발생률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

에서 두 군에 속하는 환자수의 차이가Table 2 VUR

커서 두 군간의 비교는 의미가 적다 다섯째 모유 수. ,

유 군의 정의를 개월로 제한하여 오직 모유 수유만6

을 한 군 과 그 결(exclusive breastfeeding) [30]

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후에 전향적. ,

이면서 비교 대조군 연구 형식을 갖춘 선천성 수신-

증에서 요로감염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군 를 포함한 선천성 수2

신증 환자들에서 예방적 항생제 요법 없이도 지난

년간의 요로감염의 발생률은 상당히 낮았다 저등10 .

급의 은 요로감염의 발생에 기여하지 않지만VUR ,

등급 및 인 경우는 요로감SFU 4 VUR grade 4-5

염의 발생률 및 재발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

유는 분유에 비해 요로감염의 발생률을 낮추지는 못

하 다 선천성 수신증이 늦게 호전되더라도. SFU

등급이 높지 않은 이상 요로감염의 발생률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최경증 수.

신증이라도 을 동반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VUR ,

임상의들이 신장초음파 판독 시 분류보다는APD

분류를 따르는 것이 선천성 수신증 환자들에서SFU

의 동반여부 및 요로감염의 발생 예측 측면에서VUR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 적:선천성 및 첫 발열성 요로감염으로 진단

시 발견된 수신증 환자들에서 임상적 특성에 따른 발

열성 요로감염의 발생률을 확인하고자 하 다.

방 법: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년2000 2009 10

간 선천성 수신증으로 진단 받은 명 군 과 첫200 ( 1)

발열성 요로감염으로 진단 시 발견된 신장 초음파상

수신증으로 진단받은 명 군 을 대상으로 하252 ( 2)

다 두 군에서 각각 임상적 특징 의 유무 수유. , VUR ,

방법 그리고 선천성 수신증의 임상 경과에 따른 요,

로감염의 발생 빈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

결과들을 분석하 고 두 군을 서로 비교하 다, .

결 과:군 과 군 에서 요로감염의 발생률 및 재1 2

발률은 각각 이며 요로감염의 연간 발10%, 16.7% ,

생 빈도 및 재발 빈(episodes per person-years)

도는 각각 다 군 에서 군 에 비해0.028, 0.051 . 2 1

이 많았고 요로감염VUR (3% vs. 27%, P<0.05),

의 발생률이 높았다 군 에서만 등급이 높을수. 2 VUR

록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높았다(P 군 에=0.032). 1

서 와 에서 요로감염SFU grade 4 VUR grade 4-5

의 발생률은 각각 다 두 군 모두에서80%, 44.4% .

모유 수유 환아들과 분유 수유 환아들 사이에 요로감

염의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다(P1=0.274, P 2=

선천성 수신증의 호전 시기0.4). (<1 vs. 1-2 vs.

>2 year-old vs. no resolution over 2 year-old)

에 따른 요로감염의 발생률과 의 유무는 유의한VUR

차이가 없었다.

결 론:선천성 수신증 및 첫 발열성 요로감염으로

진단 시 발견된 수신증 환아에서 또는SFU grade 4

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요로감염의 발생VUR 4-5

률은 낮았다 모유 수유는 급성 요로감염의 발생 예.

방에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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