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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에서 정기 검진으로 시행한 요검사에서 잠혈 또는 단백 양성으로 의뢰되는 소아 환자들이 

많이 있다. 잠혈(潛血, occult blood)에서 ‘잠’자는 자맥질할 ‘잠’자이며, ‘잠’수에 등에 쓰이는 한자이

다. 즉 잠혈이란 물속에 숨어 있듯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검사를 해서 우연히 발견된 혈뇨를 말한다. 

여기서는 유증상 혈뇨 또는 육안적 혈뇨는 제외할 예정이다.

2. 본론

2.1. 혈뇨

2.1.1. 정의

학교 검진 시 주로 요 딥스틱(dipstick) 검사를 통한 잠혈 반응 양성으로 병원을 오게 되는데, 

이 검사는 정성 검사로서 매우 민감한 과산화물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요 중 헤모글로빈을 검출

하는 검사이다. 1+ 이상일 때 잠혈로 진단할 수 있다. 단, 요 딥스틱 검사에서 포르말린(보존제)

에 노출되거나, 요 중 비타민C가 고농도로 존재할 때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으며, 알칼리뇨일 때

(요 pH > 8), 과산화수소 등의 소독제에 노출되었을 때는 위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 혈뇨 진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잠혈 반응 양성일 경우 현미경 검사를 통하여 요 중 적혈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한다. 

혈뇨는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소변을 이용하여 현미경 검사를 통하여 적혈구가 지속적으로 고배

율에서 5개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경우에 따라서 10개 또는 50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병

적인 혈뇨 상태로 진단하기도 한다.

2.1.2. 혈뇨의 부위 판정

혈뇨로 진단된 경우 혈뇨가 나오는 부위가 상부 요로인지 하부 요로인지 감별해야 한다. 여기서 

상부 요로는 사구체, 콩팥요세관, 사이질을 뜻하며, 하부요로는 신우, 신배, 요관, 방광, 요도를 뜻한

다. 갈색(콜라색 또는 커피색) 혈뇨인 경우, 단백뇨가 동반되는 경우, 적혈구 원주 또는 변형된 적

혈구가 보이는 경우 상부 요로 기원의 혈뇨를 의심할 수 있다. 콩팥요세관 기원의 혈뇨인 경우 요 

중 백혈구나 상피세포 원주가 보일 수 있다. 소변보는 끝에 선홍색 또는 핑크색 혈뇨를 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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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덩어리가 보이는 경우 하부 요로 기원의 혈뇨를 의심해야 한다.

2.1.3. 병력 청취와 진찰

혈뇨, 단백뇨 등의 콩팥 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유전성 신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감기, 장염 등의 감염성 병

력이 있을 경우 IgA 신병증 등의 사구체신염의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 부종, 핍뇨 등이 있을 경우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구체신염을 의심해야 한다. 다리에 자반이 동반될 경우 알레르기성 자반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 등의 출혈성 경

향을 의심할 수 있다. 안면 발진, 관절염, 발열 등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루푸스를 의심해볼 수 있다. 창백해 보일 경우 

빈혈이 동반된 만성 콩팥병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혈변이 동반될 경우 응급 치료가 필요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꼭 

감별해야 한다. 옆구리 통증이 있을 경우 결석 등에 의한 요로 폐쇄, 낭성 신질환, 종양, 신정맥 혈전증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빈뇨, 배뇨통,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 신우신염을 의심해야 한다. 외상과 관련된 혈뇨는 출혈의 위

험성이 있으므로 응급 검사가 필요하다. 회음부 등의 타박상 소견이 동반될 경우 아동 학대 등을 의심해야 한다.

2.1.4. 기본 검사

혈압: 고혈압 있을 경우 사구체신염 가능성 있다.

기본 요검사: 가능하면 현미경 검사 포함.

요 단백/크레아티닌: 2.2. 단백뇨 참조

요 칼슘/크레아티닌: 0.2 이상일 경우 고칼슘뇨증

요배양 검사: 요로감염 여부 확인

Complete blood count: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 확인

사구체 여과율: 감소되어 있을 경우 즉시 의뢰

혈청 보체: 감소되어 있을 경우 급성 사구체신염 또는 자가면역성 질환 의심

혈액 응고 검사: 이상 있을 경우 출혈성 질환 의심

콩팥 초음파: 요로 폐쇄, 기형, 신 결석, 종양 여부를 확인한다.

2.1.5. 무증상 단독 현미경 혈뇨

다른 동반 증상이 없고, 기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 무증상 단독 현미경 혈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없이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것 같다.

2.2. 단백뇨

2.2.1. 단백뇨의 측정

단백뇨 검사는 학교 검진 시 주로 요 딥스틱 검사를 통한 알부민 반응 양성으로 병원을 오게 된다. 이 검사는 음전하

를 띠는 단백질과 반응하는 비색지시계의 색 변화로 진단하는 검사이다. 색의 변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정할 수 있

다: 음성, ± (10-29 mg/dL), 1+ (30-100 mg/dL), 2+ (100-300 mg/dL), 3+ (300-1000 mg/dL), and 4+ (>1000 

mg/dL). 요 딥스틱 검사에서 단백뇨 양성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알부민 1+ (30-100 mg/dL)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위양성과 위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 pH가 매우 높을 때 (>7.0), 매우 농축된 소변일 경우, 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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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혈구가 소변에 있을 경우, 딥스틱을 오래 담갔을 경우에는 위양성이 나올 수 있고, 요 pH가 낮을 때 (<4.5), 희석된 

소변 또는 다뇨증이 있는 경우, 단백뇨가 있으나 주성분이 알부민이 아닐 경우에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 

요 딥스틱 검사는 정성분석에 의한 단백뇨 측정 방법이며,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정량

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24시간 요 단백을 측정하여 100 mg/m2/day (4 mg/m2/hr) 이상으로 나오거나, 하루 150 

mg 이상 나올 경우 비정상적인 단백뇨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단백뇨 > 40 mg/m2/hr인 경우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

뇨라고 하며, 매우 심한 단백뇨라고 볼 수 있다.

24시간 요 단백 검사는 모으는 과정의 불편함이 있어서, 간단하게 무작위 소변으로 시행하는 요 단백/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세 미만에서는 0.5 이상, 2세 이후에는 0.2 이상인 경우 비정상 단백뇨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

다. 2 이상인 경우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라고 하며, 매우 심한 단백뇨라고 볼 수 있다.

2.2.2.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

단백뇨가 나오다가 이후 검사에서 안 나오는 일시적 단백뇨가 있다. 소아 단백뇨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발열, 운

동, 탈수, 추위노출, 스트레스, 심부전, 경련, 에피네프린 투여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 단백뇨의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1+ 정도의 적은 단백뇨라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일시적 단백뇨가 아니며 추가적

인 검사가 필요하다.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비정상 단백뇨가 나오지만, 누워있을 때는 단백뇨가 정상인 경우 기립성 단백뇨라고 한다. 

단, 혈뇨, 고혈압, 저알부민혈증, 부종, 신기능 감소 등의 신염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진단할 수 있다. 소아 단

백뇨 원인 중 가장 흔하다. 기립성 단백뇨의 진단을 위해서는 아침 첫 소변 단백뇨 검사가 정상이어야 한다. 아침 첫 소

변 검사를 위해서는 잠들기 직전에 소변을 봐서 방광을 비우고,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받은 소변을 제출해야 한다. 기립

성 단백뇨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는 양호한 자연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정맥이 눌리는 호두까기 증후군이나, 비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비기립성 단백뇨의 발생이나, 혈뇨, 고혈

압, 부종 등의 동반 여부에 대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일시적 단백뇨나 기립성 단백뇨가 아닌 경우 고정 단백뇨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경우 사구체 또는 요세관에 문제가 

있는 콩팥병의 가능성이 있으며, 신증후군, 사구체심염, 요세관 병들을 감별 진단해야 하고 신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도 있으므로 소아신장과로 바로 의뢰한다.

2.3. 혈뇨와 단백뇨의 의뢰

기본적으로 상부 요로 기원의 혈뇨 또는 단백뇨가 지속될 경우 소아신장과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단백뇨가 있

거나, 고혈압 또는 부종이 있거나, 창백하거나 급성 병색일 경우에는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구체신염이나 급성 신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의뢰해야 한다.

3. 결론

학교 검진에서 발견된 소아/청소년의 혈뇨와 단백뇨의 경우 위양성 또는 일시적인 소견은 아닌지 먼저 감별한다. 무

증상 단독 현미경 혈뇨, 일시적 단백뇨, 기립성 단백뇨의 경우에는 대부분 양호한 경과를 보인다. 혈뇨 또는 단백뇨가 

지속될 경우 소아신장과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 저알부민혈증, 부종, 신기능 감소 등의 신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응급으로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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