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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과 대뇌 백질의 미세구조적 통합성 

Kidney function and microstructural integrity of brain white matter

목적: 신기능과 대뇌 백질의 미세구조적 통합성(microstructural integrity)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Rotterdam study에 포함된 2,726명(평균 연령 56.6세, 45%의 남성)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기능 측정을 위해 알부민-크레

아티닌 비율, cystatin-C (eGFRcys)와 크레아티닌 (eGFRcr)을 이용하여 계산한 신사구체 여과율(eGFR)을 이용하였다. 정상적

으로 보이는 대뇌 백질에서 미세구조적 통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산-MRI를 사용하였다. 거시구조적인 MRI 지표와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후 다중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신기능과 대뇌 백질 미세구조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eGFRcr은 86.1 mL/min/1.73 m2, 평균 eGFRcys는 86.2 mL/min/1.73 m2, 크레아티닌에 대한 알부민 비

율의 중간값은 3.4 mg/g이었다. 낮은 eGFRcys는 낮은 부분 이방성(fractional anisotropy; standardized difference per SD: 

-0.053, 95% confidence interval [CI]: -0.092, -0.014)과 높은 평균 확산도(mean diffusivity; 0.036, 95% CI: 0.001, 0.070)로 나

타내어지는 대뇌 백질의 미세구조적 통합성의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높은 알부민-크레아틴 비율은 낮은 

부분 이방성(-0.044, 95% CI: -0.078, -0.011)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eGFRcr과 대뇌 백질 통합성 사이에는 선형적 연관성

이 없었다. 하위그룹 분석에서 고혈압 환자를 제외하는 경우, 이러한 연관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확산-텐서 영상 결과

와 관련된 연관성은 특정 트랙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광범위한 뇌 영역의 다양한 트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신기능 저하는 대뇌 백질의 미세구조적 통합성의 저화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임상의사들로 하여금 신기능이 저하

된 환자들에게서 뇌의 거시구조적인, 그리고 미세구조적인 변화들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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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s of (A) fractional anisotropy and (B) mean diffusivity in different
categories of kidney function

First category: indicates eGFRcrcys .60 mL/min/1.73 m2 and albumin-to-creatinine ratio
,30 mg/g (n 5 2,320). Second category: indicates eGFRcrcys .60 mL/min/1.73 m2 and
albumin-to-creatinine ratio .30 mg/g or eGFRcrcys ,60 mL/min/1.73 m2 and albumin-to-
creatinine ratio,30mg/g (n5 179). Third category: indicates eGFRcrcys,60mL/min/1.73m2

and albumin-to-creatinine ratio .30 mg/g (n 5 14). Means are adjusted for age and sex.
eGFRcrcys 5 creatinine- and cystatin C-base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