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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this study, after reporting the urine sediment, the clinical
utility of the results was analyzed to broaden the clinical usefulness of urine
sediment.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14 patients with renal impairment who tested
positive for pathological urine sediment at the Catholic Medical Center in
Daegu from January 2020 to November 2020. Urine test strips and urine
sediment tests were performed, and the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blood urea nitrogen, and creatinine were measured. The patient’s
clinical diagnosis was confirmed by examining medical records, and the
clinical usefulness of the pathological urine sediment was analyzed.
Results: Albumin, red blood cells (RBCs), RBC cast, and broad cast showed
a positive rate of 92% or more on urinalysis. In patients with a normal eGFR,
albumin, RBC cast, RBC, and broad cast showed a positive rate of 8.8% or
more. Broad cast, albumin, RBC cast, and ketone level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GFR. A total of 72.6% of broad casts were found in patients
with acute renal disease. The eGFR decreased in 27.8% of the 18 patients
with acute kidney injury, and abnormal findings in these patients’ the urine
stick and sediment preceded the eGFR results.
Conclusions: The microscopic urine sediment test showed better results
than the urine stick test for detecting leukocytes, and 9.6% of patients with
normal eGFR were found to be positive. Because urine sediment tests can
detect various pathological sediments,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urine
sediment test.
(Lab Med Qual Assur 2022;4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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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세뇨관 상피세포와 이행 상피세포에 대한 구별이 용이

서론
요침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보고는 신장질환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1-3]. 하지만 요침사물에 대한 판정이

이미지 분석장비에 의존하거나 적혈구 및 백혈구에 제한되는 경향

하지 않아, 매년 신빙도조사의 정답률이 60%에 불과하였다[4-6].
병적 원주나 신세뇨관 상피세포는 신세뇨관 손상을 시사하며, 신
장 손상을 막기 위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소견이다[1].

요침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숙련된 임상병리사가

이 있다.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요침사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0.4%에 불과하였고, 초자원주로 보고한 기관이 67.8%였다[4].

대해 그 임상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Tsai 등

2019년도 정도관리 신빙도조사에서 광폭원주에 대한 정답률이

이는 병적 침사물을 정상 침사물로 보고한 예로, 각 기관에서 침사
물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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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요경검 분야의 검사결과에

[7]의 연구에 의하면, 신장학 전문의에 의한 요침사 판독이 병리사
에 의한 판독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고하였다. 신세뇨관 상피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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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원주, 신세뇨관 상피세포원주 및 이형성 적혈구 등을 신장전

문의가 더 잘 판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요침사 판독을 위하여 임상검
사실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고된 요침사물에 대한 임상적 활용성을 분석

하여, 요침사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요침
사물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요침사물 판정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을 받았다(CR-20-151-L).

결과
1. 비정상 소견 환자들의 성별, 나이, 임상진단

대상 환자들의 성별, 나이, 임상진단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8.6세로 비교적 고령에 속하였다. 신장질

재료 및 방법
2020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구가톨릭의료원에서 병

적 요침사 소견이 양성인 신손상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본 연

구를 시행하였다. 기 보고된 병적 요침사 소견 88예와, 새롭게 보

고되는 병적 요침사 소견 26예에 대한 임상적 활용성을 분석하
였다. 기 보고된 병적 요침사 소견 88예의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병적 요침사 소견, blood urea nitrogen (BUN), creatinine 및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결과를 확인하
였다. 의무기록에 의한 진단명을 활용하여 병적 요침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신규 증례인 eGFR 70 mL/min 이상의 급

성 신질환자는 병적 요침사 검출 시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경과 관

찰을 권유하였다. 급성 신손상은 48시간 내에 혈청 creatinine

이 0.3 mg/dL 이상 증가하는 경우이며, 혈청 creatinine 1.0
mg/dL에서 1.3 mg/dL으로 변화 시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CKD-EPI) 수식으로 30 mL/min
이 감소한다[8]. 따라서 저자는 eGFR 70 mL/min을 급성 신손상
의 기준으로 임의 정의하였다. 신규 증례 26명 중 18명에서 경과

관찰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8명은 퇴원 등으로 경과 관찰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병적 요침사 소견은 적혈구원주, 백혈구원주, 세포원주, 과

립원주, 광폭원주 및 납양원주 등 병적 원주가 관찰되는 경우
로 정의하였다. 병적 원주 중 광폭원주는 정상원주의 지름(9–15
μm)보다 2배 이상 큰 경우이며[9], 세포 및 과립원주를 포함하

였다[10]. 요시험지봉검사는 영동사의 URiScan Super plus

(YD Diagnostics, Yongin, Korea)를 사용하였고, 요침사검
사는 Olympus 현미경을 이용하여 숙련된 병리사 1명이 판정

하였다. 혈액 신장기능검사는 로슈사의 cobas c702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였고, eGFR은

creatinine 기반의 체표면 비보정 CKD-EPI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ver. 19.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소변 시험지봉검사와 침사검사 간의 적혈
구 및 백혈구 비교는 χ2 검정을 사용하였고, eGFR과 요검사 소견
과의 상관성의 Spearman’s rank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30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diagnosis of the patients

Characteristic

No. of total patients
Male:female ratio
Age (yr)

Diagnosis

Renal diseases

Chronic kidney disease

Lower urinary tract disease
Acute pyelonephritis
Acute renal failure
Renal infarction

Renal transplant
Subtotal

Extrarenal diseases

Extrarenal infection
Heart disease

Intracerebral hemorrhage
Cancer

Diabetes

Liver disease

Traumatic accident

Thromboembolism
Seizure

Ketoacidosis

Hypovolemia

Hypertension

Respiratory failure

Rheumatoid arthritis

Subtotal

Total no. of patients

Value
114

1.28:1

68.6±15.0

33 (28.9)
9 (7.9)
8 (7.0)
8 (7.0)
1 (0.9)
1 (0.9)
60

23 (20.2)
4 (3.5)
3 (2.6)
3 (2.6)
3 (2.6)
3 (2.6)
3 (2.6)
3 (2.6)
2 (1.8)
2 (1.8)
2 (1.8)
1 (0.9)
1 (0.9)
1 (0.9)
54

11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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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있는 환자들은 60예였고 신장 이외의 질환자들은 54예였다.
신장질환 중 33예(28.9%)는 만성 신질환자였고, 27예의 신장질
환 및 신장 이외 질환 54예(71.1%)는 급성 신손상 환자였다.

2. 요시험지봉, 요침사 및 신장기능검사의 양성률

신장 손상 환자들의 요시험지봉, 요침사 및 신장기능검사의

가 더 높은 양성률을 나타내었으며, 백혈구의 양성률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eGFR이 90 mL/min 이상인 환자에서 albumin, 적혈구원주,

적혈구(검경) 및 이행상피세포는 9.6%의 양성률을 나타내었고,
적혈구 및 광폭원주는 8.8%의 양성률을 나타내었다.

양성률은 Table 2에 요약하였다. 모든 요시험지봉검사 항목에

3. eGFR과 요시험지봉 및 요침사검사 항목의 상관관계

albumin 100%, 적혈구 93%의 양성률을 각각 나타내었다. 요침

에 요약하였다. 요시험지봉 및 요침사검사는 1+, 2+, 3+ 등 반정량

99.1%, 98.2%, 93.0%, 92.1%의 양성률을 나타내었다. Fig. 1은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광폭원주, albumin, 적혈구원주 및

서 1+ 이상의 결과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요시험지봉검사에서
사검사에서는 적혈구원주, 적혈구, 광폭원주, 이행상피 등이 각각
광폭원주로 보고된 다양한 원주를 나타내었다. 요시험지봉검사에

의한 적혈구 및 백혈구보다 현미경검사에 의한 적혈구 및 백혈구

eGFR과 요시험지봉 및 요침사검사 항목의 상관관계는 Table 3

법으로 표기하였고 정량값으로 표기된 eGFR 결과와 Spearman

ketone에서 각각 –0.362, –0.355, –0.244 및 0.2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Positive rates of urinalysis and blood chemistry (N=114)

Group
Urine stick

Tests
Albumin
Blood

Leukocyte
Bilirubin
Glucose

Urobilinogen
Nitrite
Urine microscopy

Ketone

114 (100.0)

Positive with
>90 mL/min of eGFR

106 (93.0)

56 (49.1)
28 (24.6)
20 (17.5)
18 (15.8)
12 (10.5)
11 (9.6)

10 (8.8)

4 (3.5)
4 (3.5)
1 (0.9)
2 (1.8)
1 (0.9)
2 (1.8)

113 (99.1)

11 (9.6)

Broad cast

106 (93.0)

10 (8.8)

RBC

Granular cast

Renal tubular epithelial cell
WBC

Epithelial cast
Cellular cast
Waxy cast
WBC cast
eGFR

Creatinine

Blood urea nitrogen

112 (98.2)
105 (92.1)

95 (83.3)
78 (68.4)

71 (62.3)*
67 (58.8)
49 (43.0)
16 (14.0)
3 (2.6)

Lab Med Qual Assur 2022;44:29-35

11 (9.6)
11 (9.6)

8 (7.0)
8 (7.0)
8 (7.0)
5 (4.4)
3 (2.6)
0
0

103 (90.4)

30.6±24.6

69 (63.9)

48.8±33.2

70 (69.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tated.
Abbreviations: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urine stick leukocyte and urine microscopy WBC results using the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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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6)

RBC cast

Transitional epithelial cell

Blood chemistry

Positive

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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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Table 3. Spearman’s coefficient between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nd urine parameters

Parameters
Broad cast

Correlation
coefficient

P -value

–0.355

<0.001

Albumin

Red blood cell cast
Ketone

–0.362

<0.001

–0.244

<0.01

0.210

Granular cast

–0.182

Urobilinogen

0.125

Waxy cast

White blood cell-micro

–0.109
0.05

<0.05

>0.05

>0.05
>0.05
>0.05

Fig. 1. Light microscopic exami
nation of various broad casts (all
400×). (A) Typical broad cast. (B)
Bilirubin-stained broad cast. (C)
Cellular cast. (D) Renal tubular cast.

Table 4. Diagnosis of patients with positive broad cast

Diagnosis

No. (%)

Chronic kidney disease

29 (27.4)

Urinary tract infection*

7 (6.6)

Acute renal failure

Acute pyelonephritis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Renal infarction

Renal transplant

Extrarenal infection

Other extrarenal diseases
Total number

8 (7.5)
7 (6.6)

2 (1.9)
1 (0.9)
1 (0.9)

23 (21.7)
28 (26.4)
106

광폭원주가 eGFR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광폭

*Include 3 cancer, 1 pneumonia, 1 rheumatism, 1 chronic myeloid
leukemia, and 1 myelodysplastic syndrome. †Include 1 heart
failure and 1 pneumonia.

을 분석한 결과 만성 신질환자는 27.4%였다. 나머지 72.6%는 급

으로 eGFR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 이 중 8명은 퇴원 등으로 경

4. 광폭원주의 임상적 유용성 분석

원주의 임상적 유용성을 분석하였다(Table 4). 환자들의 임상진단
성 신질환에 해당하는 환자였다.

5. eGFR 70 mL/min 이상인 급성 신손상 환자들의 경과 관찰

eGFR이 70 mL/min 이상인 환자에서 관찰된 요시험지봉 및

요침사 양성 소견의 임상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26명을 대상
32

과 관찰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18명에 대하여 경과 관찰이
시행되었다(Table 5). 18명 중 5명(27.8%)의 환자에서 eGFR이

감소 소견을 보였고, eGFR이 90 mL/min 이상인 6명 중 3명에서
eGFR이 감소하였다.

Lab Med Qual Assur 2022;4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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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llow-up eGFR for the patients with >70 mL/min of eGFR and abnormal urinalysis

Cases

Albumin

Blood

C9

3+

3+

C4

2+

2+

C10
C97

C77

C60
C1

C37

C93

C74

C47
C5

C61
C46

C22

C87

C48

C68

C16
C3

C15
C7

2+

1+

2+

1+

2+

3+

2+

1+

5+

1+

3+

2+

3+

3+

1+

1+

1+

1+

eGFR

1+

1+

2+

1+

1+

108

1+

97

1+

1+

1+

2+

3+

1+

1+

2+

1+

2+

1+

1+

4+

3+

1+

1+

1+

1+

108

94

93

93

88

86

86

86

86

85

Diagnosis

3 weeks

Pneumonia

110

1 week

Septic shock, expire
Pneumonia

Pyelonephritis
Prostatitis

Pancreatic cancer
Pneumonia, BPH
Pneumonia

Cystitis, CML

Cerebral infarction, expire
Cholangitis

1+

84

Lung cancer

2+

3+

3+

3+

72

APN, septic shock

2+

4+

1+

2+

1+

1+

3+

2+

3+

3+

2+

2+

2+

1+

2+

2+

2+

2+

1+

75

72

72

71

2+

104

2+

101

1+

Negative

1+

Trace

1+

1+

101

1+

3+

1+

1+

85

2+

C12

1+

1+

2+

3+

1+

2+

2+

2+

1+

3+

1+

3+

2+

2+

104

100

77

76

FU period

116

1+

1+

FU eGFR

CSF shunt infection

Trace

3+

C11

1+

RBC cast

1+

C38

C17

2+

Broad
cast

35

72

96

80

96

105

90

85

25

90
80

DKA

114

Prostatitis

100

Pneumonia, expire
Aneurysm

117

80

57

Trauma

NT

Cholangitis

NT

Seizure

NT

2 months
1 week

1 week

2 weeks
1 week

2 weeks
1 week

3 weeks
1 week

1 week

2 weeks
2 days

3 days

2 weeks
10 days
1 week
No

No

No

Pneumonia

NT

No

DM, hypertension

NT

No

Pneumonia

Enterocolitis

Hypertension

NT

NT

NT

No

No

No

The cast report grades were as follows: 1+(1-2/LPF), 2+(3-5/LPF), and 3+(6-10/LPF).
Abbreviations: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RBC, red blood cell; FU, follow-up; CSF, cerebrospinal fluid; BPH, benign
prostate hypertrophy; CML,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DKA, diabetic ketoacidosis; APN, acute pyelonephritis; NT, not tested; DM,
diabetes mellitus; LPF, low-power field.

현재 요침사 판정은 현미경 검경 이외 자동화 장비로 많이 이루어

고찰
요침사물의 임상적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거의 보고되

지 않았다. 자동 요침사장비로 판정되는 요침사에 대한 비교 연구
는 보고되고 있으나[11-14], 요침사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연구
는 특정 침사물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고되었다[1,2,15]. 신장기능

에 대한 평가는 BUN, creatinine, eGFR 등 주로 혈액화학 소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침사 소견은 임상진단 시 활용도가 낮은데,
이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보고 미흡이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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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보고가 가능하다[13,14]. 하지만 현미경

검경에 비하여 자동화 장비는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현미경
검경은 신장 손상의 조기 검출에 매우 중요한 진단법이다[15,16].

본 연구는 현미경 요침사 검경에 대한 신손상 조기 검출 유용성을
확인하고, 요침사 소견에 대한 임상적 활용을 넓히고자 시행되었다.

신손상 환자들에서 albumin, 적혈구원주, 적혈구(검경), 적혈

구, 광폭원주 등이 90% 이상의 양성율을 나타내었다. Albumin을

제외하면 현미경 검경에 의한 병적소견이 요시험지봉검사 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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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감하므로 현미경 검경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eGFR에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성 신질환자인 경우 eGFR의 변화가 심

검출에 요검사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급성 신손상 환자 26명을 경과 관찰하여, eGFR 70 mL/min 이상

비하여 요시험지봉 및 검경검사의 민감도가 높아, 신손상의 조기

신손상 표지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GFR과 요검사 항목의 상

관성 분석에서 광폭원주, albumin, RBC 원주 등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Albumin은 사구체가 손상되면 소변에 양성으로 나타나

므로, eGFR과 밀접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RBC 원주도 사구체 손
상 시 소변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만성 신장질환 표

지자로 알려진 광폭원주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 의외의 결과
를 보였다. 광폭원주는 원위 집적관의 확장에 의해서 주로 생성되

므로 만성신부전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 전형적인 광폭

원주는 과립원주에서 납양원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며 지름
은 20–50 μm이다[17]. 따라서 eGFR과 광폭원주의 상관성이 높

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지만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소

하지 않아,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었다.
18명 중 5명, eGFR 90 mL/min 이상 6명 중 3명에서 eGFR이 감

소하였다. 이는 요시험지봉 및 요침사검사의 비정상 소견이 eGFR
결과가 정상인 사람에서 나타나지만, 비정상 eGFR 결과에 선행하
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요침사검사는 신장 생검보

다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지 않지만 신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

장 우수한 비침습적 검사이다[1,21]. 따라서 자동화에 의한 요침
사 분석보다는 경험자에 의한 현미경 검경이 요구된다. 정확한 판

독을 위하여 요침사 검경 전문 병리사 양성이 필요하며, 또한 현미
경 검경에 의한 요침사검사의 적절한 보험수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침사가 양성인 환자의 의무기록으로 분석한 결과

견으로 간주된다.

이다. 그러므로 진단명이 현시점과 완전하게 일치한다고는 볼 수

하였다. 급성 신질환자가 72.6%에 해당하여 만성 신질환의 표지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관찰하였다.

광폭원주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진단을 분석

자로만 활용될 수 없었다. Kinn과 Bohman [18]은 토끼를 대상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향적 관찰을 진행하였으며 후향적

요침사검사는 백혈구 검출에 요시험지봉검사보다 민감하고,

으로 한 요관폐쇄에 의한 신장 손상 실험에서 신장의 손상 순서를

eGFR이 정상인 환자의 9.6%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요침사검

세뇨관 확장이 먼저 일어난 뒤, 신장실질의 섬유화, 근위세뇨관 광

의한 요침사검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신장실질의 부종, 근위세뇨관 위축, 원위
범위 위축, 집적관의 확장이 발생하였다. Forbes 등[19]은 생쥐를

대상으로 요관폐쇄 후 집적관의 확장이 7일 지나 발생하다고 보고
하였다. Ottosen 등[20]은 쥐를 대상으로 리튬 함유 식이에 의한
신손상을 유도하였으며 집적관의 부피 증가가 일주일 후 발생하

여, Forbes 등[19]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집적관 확장

이 신장의 만성손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소변에 광
폭원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광폭

사에서 다양한 병적 침사물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현미경 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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