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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cute kidney injury (AKI) is an abrupt loss of kidney function. Specifically, AKI occurring in intensive care units (ICU)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tality, morbidity, and length of hospital stay. Therefore, prevention and early treatment of AKI is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risk
factors and prognosis of AKI in the ICU and evaluated correlations between the use of nephrotoxic
drugs and the occurrence of AKI.

Methods : In this retrospective study, patients who were treated more than 48 hours in the medical
intensive care unit from March 2015 to June 2015, were included. Those who had received dialysis and
had chronic kidney disease (CKD) stage 5 upon admission were excluded. AKI was defined as an increase
in serum creatinine more than 150% from baseline, according to RIFLE (Risk, Injury, Failure, Loss of
kidney function and End-stage kidney disease) criteria.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AKI group and the non-AKI group. Risk factors were analyzed by comparing such factors as under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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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s and the use of nephrotoxic drugs in both groups.

Results : A total of 148 patient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KI
occurred in 69 patients (46.6%). The frequencies of sepsi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and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and the use of amphotericin B, colistin, vasopressors,
and diuretics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AKI group than in the non-AKI group (p

0.05). The

number of concomitant nephrotoxic drugs used by patients in the AKI group was greater than in the
non-AKI group. Significant effects of sepsis and colistin were confirm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20, p=0.005). Twenty-six patients in the AKI group recovered and the average recovery period
was 8.8 days.

Conclusions : AKI is a relatively common disease in ICU patients. Sepsis and use of colistin were shown
to be important risk factors of AKI.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active intervention by pharmacists is important for patients with these risk factors.

[Key words] ICU, AKI, Risk factor, Sepsis, COPD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 AKI)은 신기능

기존의 기저 질환과 신독성 약제의 신손상 유발에 대

의 급격한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

한 연구는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

한 질환이다.1) 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 비교적 흔히 관

고, 중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

찰되며, 환자의 기저 상태에 따라 발생률은 다양하지만

다. 따라서 국내 중환자 치료 효과와 예후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평균 30~40%에서 발생하는 것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2)

으로 알려져 있다. 중환자가 신손상을 동반하면 수분,

내과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신손상 발생

전해질 및 산-염기 불균형을 포함한 다장기 부전(mul-

군과 비발생군의 기저 질환과 병용 약제 파악을 통해

tiorgan dysfunction)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 신질환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 및 예후를 파악함으로써 중환

으로 진행하거나 급성 또는 만성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자 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손상을 최소화하고 치

수 있으며 재원일수 증가와 사망률의 증가로 환자의 예

료 효과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후에 치명적일 수 있다.1),3),4)

한다.

급성 신손상은 패혈증, 전신염증반응증후군과 같은
감염성 질환과 심부전, 간부전을 포함한 다장기 부전,

연구 방법

5)

그리고 혈장의 부피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일부 약제의 사용은 사구체 내 혈류의 변화, 산화 스트

본 연구에서는 RIFLE (risk, injury, failure, loss

레스 등으로 인한 신세뇨관 독성, 염증 반응으로 인한

and end-stage kidney disease) criteria에 따라 급

신장의 섬유화 등의 기전을 통해 신손상을 유발할 수

성 신손상을 정의하였다. RIFLE criteria란 급성 신손

6)

있다. 중환자실에서는 이러한 신독성 약제의 사용이

상 진단의 표준화를 위해 acute dialysis quality ini-

빈번하며7) 특히 신손상 발생률이 중환자에서 더 높게

tiative (ADQI)에서 제시한 것으로, glomerular fil-

보고되는데, 이는 중환자의 기저질환과 병용 약제의 영

tration rate (GFR)과 serum creatinine (Scr) 농도

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중환자 치료

변화를 바탕으로 급성 신손상의 정도에 따라 risk,

에 있어서 급성 신손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injury, failure 등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기능

하여 치료하기 위한 위험인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소실기간에 따라 loss와 end stage renal disease

- 316 -

안서현 : 중환자실 재원 중 발생한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 평가

Table 1 RIFLE criteria
GFR Criteria

Urine Output Criteria

Risk

Increase in serum creatinine × 1.5 or
GFR decrease 25%

Less than 0.5 ml/kg/h for more than 6
hours

Injury

Serum creatinine × 2 or
GFR decreased 50%

Less than 0.5 ml/kg per hour for more
than 12 hours

Failure

Serum creatinine × 3, or
serum creatinine 4 mg/dl ( 354 μ
mol/l)
with an acute rise 0.5 mg/dl ( 44 μ
mol/l)
or GFR decreased 75%

Less than 0.3 ml/kg/h for 24 hours or
anuria for 12 hours

Loss

Persistent acute renal failure=complete loss of kidney function >4 weeks

End-stage kidney disease ESRD

3 months

(ESRD)의 2개 성과지표로 나눈 것이다(Table 1).

제로는 이뇨제, vasopressors, vancomycin, colist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TMP/SMX), 조

1. 연구 대상

영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CEIs/ARBs),

201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서

NSAIDs, calcineurin Inhibitors (CNIs), antiviral

울성모병원 내과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 재원한 환자

agents의 투여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7) 이들 약제에

148명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대해서는 투여기간이나 용량에 관계없이 신손상 약제

record, EMR)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입실 이전부

를 병용 투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터 투석을 시행하였거나 만성 신질환(Chronic Kidney

급성 신손상은 앞에 언급한 RIFLE criteria에 따라

Disease) stage 5로 진단받은 환자 및 48시간 이내에

Scr이 기저상태보다 150%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로,

퇴실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신기능 회복은 Scr이 기저치의 15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보았다. 급성 신손상의 정도는 risk, injury,

2. 연구 방법

failure의 세 단계로, 장기적인 신손상은 loss와 ESRD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Table 1). Scr의 변화로 급성 신

대상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일반적인 인자인

손상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분류하였고, 급성 신손상

나이, 성별, 키, 체중을 조사하였고, APACHE Ⅱ score,

발생 후 4주 및 3개월 시점에 Scr을 평가하여 발생된

중환자실 재원 기간, 기저 Scr, 급성 신손상 발생 여부,

신손상이 가역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특히 급성 신

사망 여부 및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로 기저질환과 병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투석 여부, 회복 여부,

용투여 약제를 조사하였다. 신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

회복 기간, RIFLE 등급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험인자로는 고혈압, 패혈증, 당뇨병, 고형암, 혈액암,
급성호흡부전(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

3. 통계학적 분석

drome, ARDS),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간경화, 울혈

연구결과의 측정치 중 연속형 변수는 t-test로, 범주

성심질환(Congestive Heart Failure, CHF) 유무를

형 변수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각 인자에

조사하였다. 또한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대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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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s of patients in ICU (n=148)

에서 p value가 0.1 미만인 항목에 대해서 다변량 분석

Clinical factors

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자료의 분석은 SAS Enter-

Age (years)
Male / Female

prise Guide 4를 사용하였고, p value가 0.05 미만일

64.7±16.9
93 (62.8) / 55 (37.2)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62.9±9.5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IRB 심의를

Weight (kg)

59.4±12.2

받아 승인을 얻은 후 진행되었다.(연구번호 KC15RI

APACHE II score

14.9±6.5

SI10688)

ICU duration (day)

12.2±12.3

Height (cm)

Baseline Scr (mg/dl)

1.3 ±1.1

Mortality

59 (39.9)

1. 대상 환자군의 특성

Comorbidities
ARDS*
CHF�

연구결과

19 (12.8)

조사기간 동안 내과중환자실에 재원한 환자는 202명

5 (3.4)

COPD

17 (11.5)

이었으며, 이 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54명을 제외한

Diabetes mellitus

37 (25.0)

총 148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대상 환자의

Hematologic malignancy

22 (14.9)

특징은 Table 2와 같다. 평균 APACHE Ⅱ score는

Hypertension

62 (41.9)

14.9점이었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평균 12.2일이었

Liver cirrhosis

13 (8.8)

다.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패혈증이

Sepsis

42 (28.4)

두 번째로 많았다. 병용 약제로는 이뇨제를 사용한 환

Solid malignancy

37 (25.0)

자가 가장 많았고, vasopressors, vancomycin, col-

�

istin 순이었다.

Concomitant drugs
ACEIs/ARBs§

18 (12.2)

Aminoglycosides

8 (5.4)

Amphotericin B

10 (6.8)

Colistin

31 (21.0)

CNIs‖
Diuretics
Ganciclovir

5 (3.4)
116 (78.4)
2 (1.4)

NSAIDs¶

16 (10.8)

Radiocontrasts

22 (14.9)

TMP/SMX

29 (19.6)

Vancomycin

51 (34.5)

Vasopressors

89 (60.1)

Values are numbers (%)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2. 급성 신손상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위험인자 비교
총 148명의 환자 중에서 69명(46.6%)에서 급성 신손
상이 발생하였다. 급성 신손상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
연령이나 성별, 키, 체중, 중환자실 재원기간과 baseline Scr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급성 신손상 발생
군에서 APACHE Ⅱ score와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각 p=0.030, p 0.001). 기저질환 중 패혈증의 경우
급성 신손상 발생군에서 비발생군 보다 유의하게 많았
으며(p=0.008), 그 외 기저질환은 borderline에 해당
하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용 약제로서 colistin,
vasopressors, diuretics는 급성 신손상 발생군에서

means±standard deviation (SD) for continuous variables.

유의하게 많았으나, 그 외 다른 약제들은 두 군간 유의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병용된 신독성 약제의 개수는

�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ACEIs/ARBs; Angiotensin coverting enzyme inhibitor/Angiotensin

급성 신손상 발생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 0.001)
(Table 3).

receptor blocker
‖

CNIs; calcineurin inhibitor

¶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3. 급성 신손상 발생의 위험인자에 대한 다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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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arameters associated with nephrotoxicity
non-AKI (n=79)

AKI (n=69)

P-value

64.1±17.3

65.4±16.6

0.638

51 (54.8)

42 (45.2)

0.643

Height (cm)

163.6 ± 8.8

162.1 ± 10.2

0.346

Weight (kg)

60.0 ± 12.8

58.6 ± 11.5

0.486

Clinical factors
Age (years)
Gender (male sex)

APACHE II score

13.8 ± 6.5

16.1 ± 6.2

0.030*

ICU duration (days)

10.8 ± 10.2

13.8 ± 14.2

0.143

Baseline Scr (mg/dl)

1.4 ± 1.3

1.1 ± 0.7

0.126

Mortality

20 (33.9)

39 (66.1)

<0.001*

ARDS

6(31.6)

13(68.4)

0.048

CHF

2(40.0)

3(60.0)

0.547

COPD

5(29.4)

12(70.6)

0.043

Diabetes mellitus

21(56.8)

16(43.2)

0.635

Hematologic malignancy

10(45.5)

12(54.6)

0.421

Hypertension

32(51.6)

30(48.4)

0.715

Liver cirrhosis

8(61.5)

5(38.5)

0.539

Sepsis

15(35.7)

27(64.3)

0.008*

Solid malignancy

23(62.2)

14(37.8)

0.218

ACEIs/ARBs

7(38.9)

11(61.1)

0.194

Aminoglycosides

6(75.0)

2(25.0)

0.225

Amphotericin B

2(20.0)

8(80.0)

0.045

Colistin

7(22.6)

24(77.4)

<0.001*

CNIs

3(60.0)

2(40.0)

0.763

Diuretics

56(48.3)

60(51.7)

0.021*

Comorbidities, n (%)

Concomitant drugs, n (%)

Ganciclovir

0(0.0)

2(100.0)

-

NSAIDs

11(68.8)

5(31.3)

0.199

Radiocontrasts

11(50.0)

11(50.0)

0.730

TMP/SMX

13(44.8)

16(55.2)

0.305

Vancomycin

22(43.1)

29(56.9)

0.072

Vasopressors

41(46.1)

48(53.9)

0.030*

2.3±1.4

3.2±1.4

<0.001*

Numbers of nephrotoxic drugs

Values are numbers (%)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means ± standard deviation(SD) for continuous variable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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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AKI (n=148)
Adjust OR (95% CI)

P-value

ARDS

1.8 (0.5-6.6)

0.404

COPD

3.0 (0.9-10.9)

0.087

Sepsis

3.0 (1.2-7.6)

0.020*

Amphotericin B

2.6 (0.4-17.6)

0.343

Colistin

5.8 (1.7-19.4)

0.005*

Diuretics

2.0 (0.7-5.9)

0.231

Vancomycin

1.5 (0.5-4.2)

0.431

Vasopressors

0.6 (0.2-1.6)

0.295

1.0 (0.6-1.7)

0.923

Comorbidities

Concomitant drugs

Number of nephrotoxic drug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g. 1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of AKI patients (n=69)

급성 신손상에 영향을 주는 환자 개별적인 독립변수

상으로 예후를 평가한 결과, 이 중 26명(37.7%)이 신기

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단변량 분석에서 p 값이 0.1 미

능을 회복하였으며 평균 회복기간은 8.8일이었다. 급

만인 인자를 독립변수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신손상 발생 후 23명(33.3%)의 환자에서 투석이 시

급성 신손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기저질환 중 패혈

행되었으며 가장 악화되었을 당시의 RIFLE의 최고 단

증(OR=3.00, 95% CI 1.2-7.6, p=0.020), 병용 약제로

계는 Risk, Injury, Failure가 각각 23명(33.3%)으로

는 colistin (OR=5.8, 95% CI 1.7-19.4, p=0.005)에서

동등하게 나타났다(Fig. 1).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가 신손상의 회복에 미치는

유의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Table 4).

영향을 알아보고자 신손상 회복 여부에 따른 위험인자
4. 급성 신손상 발생군의 예후 평가

를 분석한 결과, 기저질환이나 신독성 약제의 투여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신손상 비회복군에서

전체 환자 중 급성 신손상이 발생한 환자 69명을 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률도 신손상이 회복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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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arameters between recovery group and non-reovery group
Non-recovery (n=43)

Recovery (n=26)

P-value

ARDS

10 (76.9)

3 (23.1)

0.237

CHF

2 (66.7)

1 (33.3)

0.874

COPD

7 (58.3)

5 (41.7)

0.754

Diabetes mellitus

9 (56.2)

7 (43.8)

0.568

Hematologic malignancy

10 (83.3)

2 (16.7)

0.115

Hypertension

19 (63.3)

11 (36.7)

0.879

Liver cirrhosis

3 (60.0)

2 (40.0)

0.912

Sepsis

16 (59.3)

11 (40.7)

0.674

Solid malignancy

9 (64.3)

5 (35.7)

0.865

ACEIs/ARBs

6 (54.5)

5 (45.5)

0.563

Aminoglycosides

0 (0.0)

2 (100.0)

-

Amphotericin B

4 (50.0)

4 (50.0)

0.449

Colistin

16 (66.7)

8 (33.3)

0.587

CNIs

2 (100.0)

0 (0.0)

-

Diuretics

36 (60.0)

24 (40.0)

0.315

Ganciclovir

1 (50.0)

1 (50.0)

0.718

NSAIDs

4 (80.0)

1 (20.0)

0.412

Radiocontrasts

6 (54.5)

5 (45.5)

0.563

TMP/SMX

12 (75.0)

4 (25.0)

0.239

Vancomycin

18 (62.1)

11 (37.9)

0.971

Vasopressors

31 (64.6)

17 (35.4)

0.558

Number of nephrotoxic drugs

3.2±1.2

3.2±1.7

0.979

Mortality

32 (82.0)

7 (18.0)

<0.001*

Comorbidities, n (%)

Concomitant drugs, n (%)

Values are numbers (%)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means ± standard deviation(SD) for continuous variables.
*statistically significant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001)(Table 5).

급성 신손상은 다장기 부전과 만성 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대체 요법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형태로

고찰

나타나기도 한다.1),3),4) 일반적으로 중환자실 재원 환자
의 평균 30~40%에서 급성 신손상이 나타난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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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며,2) 본 연구에서는 148명의 환자 중 69명의 환

다양한 종류의 신독성 약제를 투여받고 있어 각 약제의

자에서 발생하여 46.6%의 발생률을 보였다. 급성 신손

개별적인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투여기

3),8)

2002년 발

간 및 누적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요인으로 작

표된 Rocco M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재원 중 급성

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저질환 단변량 분석

신손상이 발생한 환자에서 사망률이 70.3%로 크게 증

시 급성 신손상 발생군에서 패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9) 본 연구에서도 급성 신손상

급성호흡부전의 빈도가 높았으나 다변량 분석에는 패

환자의 사망률이 66.1%로 신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환

혈증 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 환자가 여

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재원

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질병의 중증도가 반영되지

환자의 신장 손상의 예방이 치료 예후 향상에 도움을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은 사망률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줄 것으로 판단된다.

중환자의 급성 신손상에 대한 대규모 다기관 연구였

일반적으로 환자의 특성, 기저질환, 투여된 신독성

던 BEST Study에서는 투석을 요하는 중증 AKI 환자

약제가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5),6) 환자

(RIFLE‘E’
)가 13.8%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15)

의 특성 중 연령(60세 이상)이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

본 연구에서는 33.3%로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

라고 알려져 있으나10) 본 연구에서는 APACHE Ⅱ score

은 연구 결과에 따라 중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만이 급성 신손상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였으며, 연령과

급성 신손상과 관련한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미리 예측

baseline Scr을 포함한 다른 특성은 신독성과의 연관

하고 조기에 감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급성 신손상

성을 증명할 수 없었다. 환자의 기저질환으로는 패혈증

유발 관련 약제를 감량 혹은 중단함으로써 예후를 개선

과 같은 감염성 질환과 심부전, 간부전, 당뇨병 등의 질

시키고 심각한 신손상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

5),11),12)

환이 신손상의 위험인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료된다.16)-20)

중환자실의 septic AKI에 대한 Sean M Bagshaw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신독성 약제의 사용 여부를

연구에서는 내과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27.8%에서 패

평가할 때 누적 용량과 사용 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점

혈증이 진단되었으며, 그 중 42.1%에서 급성 신손상이

과, 다중 질환과 신독성 약제의 병용으로 인해 각각의

13)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과중환자실 재원 환자

독립적 유의성 도출이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 패혈증 환자가 28.4%로 유사한 빈도를 나타내었으

신독성 약제의 누적 용량과 사용 기간도 신기능 손상에

나, 이 중 64.3%의 환자에서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여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21),22) 이에 대한 추가적

기존의 연구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 환자 수와 병용 약제 등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것
결론

으로 사료된다.
신독성 약제의 사용은 사구체 내 혈류의 변화,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 라디칼 생성 등으로 인한 신세뇨관 독

내과중환자실 재원 중 급성 신손상 발생률은 높은 편

성, 신장의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염증 반응 그리고

이었으며, APACHE Ⅱ score와 사망률이 급성 신손상

불용성 결정 생성 등의 기전을 통해 신장에 손상을 초

발생군에서 높았다. 또한, 기저질환 중 패혈증, 병용 약

7),14)

본 연구에서는 급성 신손상 발생군에서 am-

제 중 colistin이 급성 신독성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

photericin B, colistin, vasopressors, diuretics의 투

자로 나타났으며, 급성 신손상 발생 유발 위험인자의

여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추가적으로 다변량 분석을 실

종류나 보유여부는 신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시한 결과 colistin의 투여가 급성 신손상의 독립적인

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기저질환, 투여 약제 등의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기존에 다빈도 신독성 약제로 알

위험인자를 약사의 처방중재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

려져 있던 vancomycin, amphotericin B, diuretics

함으로써 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치료 효과와 예후 향상

등은 본 연구에서는 급성 신손상의 위험인자로 유의한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래한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환자군이 중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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