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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experiments was designed to observe the effect of period and dose of ingestion of grapes

on renal failure in dog. After the dogs had been mixed of general feed, raisins from U.S.A and fresh grapes

from Chile selling in Korea. We observed the clinical sign, and analyzed the blood and urine using by

biochemical test. The experiment was executed by the two following groups. The experiment group 1.

derived renal failure by supplying the mixed general feed with fresh grapes and dry grapes 15 g per weight

kg, 2 times a day (AM 09, PM 21), the experiment group 2. executed to derive renal failure by supplying

the mixed general feed with fresh grapes and dry grapes 40 g per weight kg, 2 times a day. Extraction

of blood for analysis was conducted one time a day and clinical test for renal failure was executed by

means of a blood analysis, biochemical analysis, urine analysis, excretory urography (E.U) and E.R.D-

screenTM urine test (Heska, USA). The results of group 1 were normal ranges (BUN 9.0~22.6 mg/dl,

creatinine 0.8~1.2 mg/dl, Ca 9.7~12.3 mg/dl, Pi 2.9~4.6 mg/dl), renal failure was not observed. On the 3rd

day in group 2, azotemia was arisen from the increasing BUN 83 mg/dl (7~25 mg/dl), creatinine 2.3 mg/

dl (0.5~1.4 mg/dl), when executed urine was tested by E.R.D-screenTM test using in the early kidney disease

diagnosis, microalbumine state was high positive, and it showed stale delay by using excretory urography

(EU).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cute renal failure by grapes and raisins dependent on food dose, and

specific characters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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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

음 사료문제로 인한 반려동물의 고통과 사망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이 동물에게는 유해하다고

보고된 예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초콜릿 및 양파는 개

및 고양을 비롯한 모든 애완동물에서 독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초콜릿의 독성 효과는 teobromine(테오브로민)에 의해

유발되어 심장과 신경계, 그리고 신장에 영향을 주게 되

어 중독시 초기에는 설사, 구토, 근육경련, 오줌량의 증

가, 숨을 심하게 헐떡거림 등이 나타나며 또한 심장박동

수가 늘어나 심하면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 [30, 3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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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개의 적혈구를 파괴하는 강한 독성이 있어 중독시

에 급성 빈혈을 일으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0, 15]. 최근, 개에서 급성 신부전증의

원인으로 포도와 건포도의 섭취에 의한 사례가 있다. 

1994년 이전에는 포도와 건포도가 개에서 중독을 일

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veterinary poisons

information service(VPIS, USA)에 의하면 9마리의 개에

서 포도와 건포도에 의한 중독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 이

후, 개에서 포도와 건포도에 의한 중독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3, 8, 24, 28, 29].

미국 animal poison control center(APCC)의 보고에 의

하면 1999년부터 2001년 5월 까지 포도와 건포도를 과

량 섭취하여 임상증상을 나타난 증례가 총 10건이 있었

는데, 섭취 후 수시간만에 모든 개가 구토가 발생하였으

며, 섭취량에 따라 구토, 설사, 또는 구토와 설사가 동시

에 관찰되었으며, 식욕부진(6마리), 설사(5마리), 기면(4

마리), 복통(3마리) 등의 임상증상은 섭취량에 따라 수

일에서부터 3주까지 지속된 보고가 있다 [5].

Penny 등 [25]은 5살된 암컷 Hungarian Vizsla에게 하

루동안 포도 450 g을 먹여 구토가 유발됨을 확인하였

고, 이후 48시간 이후까지 구토와 설사가 진행되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혈액검사상 BUN, creatinine, hy-

percalcemia, hyperphosphatemia, 그리고 amylase값이 증

가하여 전형적인 신부전증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신부전의 병태생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nephrotoxin 및

비특이적인 반응(anaphylaxis)에 의한 hypovolemic shock

또는 renal ischemia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1, 25].

신부전의 진단에서 임상증상으로서는 식욕부진, 구

토, 설사, 탈수, 구강의 궤양 등 비특이적인 임상증상

과, 병력과 신체검사에서 급성신부전이 의심이 되면 추

가적인 임상검사로 비슷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질환들과

의 감별진단과 고질소혈증 여부와, 동시에 소변 분석 등

이 이용되고 있다. 뇨비중이 신전성 고질소. 영상진단법

으로 신장의 크기를 조사하고 폐색성 요결석의 존재여

부나 기타 복부병리를 살피기 위해서는 단순 방사선 촬

영법과 신장의 배설평가를 위해서 배설성 요로조영술이

실시되고 있다. 초음파진단 평가는 신장의 모양과 크기,

상대적인 에코발생도, 신우팽창 가능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최근에 개발된 뇨중 알부민을 측정

하여 신장의 손상을 조기 평가하기 위해 E.R.D - screenTM

뇨 분석(HESKA, USA)이 실시되고 있다. 혈액가스분석,

혈청 및 소변 삼투압측정, 각종전해질의 소변 배설분율

등이 활용되고 있다 [2]. 

급성신부전은 다년간의 연구에 걸쳐 개발된 치료법에

도 불구하고 본 질환에 대한 전체 환자의 치료율의 두

드러진 변화가 없었으므로 예후 판정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사람의 경우 투석 치료법이 개발되기 이전의 사망

률은 90% 이상으로 오늘날 광범위하게 투석 치료가 가

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여전히 50% 이상이

다. 이러한 관계로 급성신부전에 대한 예방, 조기 진단

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하겠다 [13, 19].

동물에서의 신부전증 연구는 있으나 포도와 건포도에

의한 급성 신부전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

다. 더구나 어느 정도 이상의 포도를 개가 먹어야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

므로 본 연구는 어느 정도의 포도량이 개에서 포도 중

독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용량결정과 또한 국내에서도

매년 가을철 포도로 인한 신부전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기에 향후 급성 신부전증 진단과 치료에 활

용할 목적으로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동물

본 실험에 사용한 개는 병원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

으로서 암컷 3마리와 수컷 2마리를 사용하였다. 공시동

물은 육안적인 소견, vital sign, 청진 등의 신체검사와

혈액 및 생화학분석을 실시, 이상이 전혀 없는 개를 사

용하였고 연령은 16~48개월령, 체중은 2.8~4 kg인 개를

사용하였다. 

공시재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포도(California Victerpacking

Company, USA)와 신선포도(Chile)를 닭고기 캔(Cesar;

Uncle Ben's, Australia)에 혼합하여 공급하였고 배합과

재료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radient the components of grape and raisins (100 g)

Mixture

Ratio

Protein

(g)

Carbohydrate

(g)

Calcium

(mg)

Phosphorus

(mg)

Fe

(mg)

Vit B1

(mg)

Vit B2

(mg)

Grape 1 1 11.5 12 20 0.5 0.04 0.25

Cesar® 1 9 . 30 20 . . .

Raisins 3 2.8 84.3 65 90 2.3 0.1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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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배치와 처치

(1) 실험 1군

포도와 건포도를 15 g/kg, 1일 2회 급여군, 36일(18회)

간 급여

실험견 3두에게 포도와 건포도를 닭고기 캔(Cesar;

Uncle Ben's, Australia)에 섞어서 체중 kg당 15 g을 오전

9시, 오후 9시 2회 급여하였고, 1일 1 ml 채혈하였으며,

실험기간내 물과 공시된 재료 이외의 음식물, 약물은 주

지 않았으며 공시동물의 내역은 Table 2와 같았다.

(2) 실험 2군

포도와 건포도를 45 g/kg, 1일 2회 급여군, 4일간 급여

실험견 2두에게 포도와 건포도를 닭고기 캔(Cesar;

Uncle Ben's, Australia)에 섞어서 체중 kg당 40 g을 오전

9시 오후 9시 2회 급여하였고, 1일 1회 1 ml 채혈하였

으며, 실험기간 내내 물과 공시된 재료 이외의 음식

물, 약물은 주지 않았으며 공시동물의 내역은 Table 2와

같았다. 

관찰 및 측정 항목

임상증상을 매일 관찰하였으며 혈액화학수치 및 뇨

분석을 포도의 투여전과 투여후 측정하였다.

검사항목

(1) 혈액화학수치의 측정

모든 혈액 sample은 한국동물임상연구소(Korea

Veterinary Laboratory, Seoul)에 의뢰하여 분석을 하였다.

(2) E.R.D - screen 뇨 분석

실험견의 방광을 천자하여 뇨를 채취하였고, 굴절계

를 사용하여 뇨샘플의 비중을 측정하였다. 뇨중 albumin

의 출현 여부를 E.R.D-screen (Heska, USA)을 이용해 평

가하였다.

(3) 배설성 요로조영술

배설성 요로조영술은 Lees와 Rogers [22]의 방법에 따

라 실시하였다. 실험견에게 물은 충분히 공급하면서 24

시간 절식시켰고 촬영 2시간 전에 요골쪽 피부정맥에

혈관 카테타를 장착하였다. 실험견에게 마취는 필요하

지 않았고, 단순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노출조건

은 75 kVp, 80 mA, 0.07 sec, grid ratio = 8 :1이고 그 후

로는 병원내에 작성되어져 있는 technical chart에 의해

조절 수행하였다. 확보된 요골쪽 피부정맥에 contrast

medium(옴니파크®)을 빠른 속도로 주입하였고 시간 간

격에 따라 복배상과 외측상을 5-20초, 5분, 20분, 그리고

40분 후에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4) 뇨분석

 주사기를 이용해 방광천자를 실시하여 뇨를 채취한

후 요습지(Uropaper)에 채뇨를 적신다. 1분 경과 후 결

과를 관찰한다.

결 과

공시된 실험견의 실험전 검사

(1) 공시된 실험견의 실험전 혈구검사

포도와 건포도를 먹이기전 공시된 실험견의 혈구 검

사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공시된 실험견들의 총 WBC는 6,000/ul ~ 17,000/ul로

정상범위였으며 differential counts, 적혈구수, 혈액소량,

PCV 및 혈소판수치 모두 역시 정상이었다.

(2) 공시견의 실험전 혈액화학치

포도 및 건포도를 먹이기 전 공시된 실험견의 혈액

화학 분석 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공시된 실험

견들의 AST, ALT 및 효소활성치 역시 정상이었고 BUN

및 creatine 등 모두가 정상 범위이었다. 

(3) 공시견의 실험전 뇨분석

포도와 건포도를 먹이기 전 공시된 실험견 뇨 분석

검사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공시된 개들의 뇨단백은 A실험견과 D실험견에서 의

양성을 보였고, 뇨당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뇨비중

은 1.050, 1.032, 1.035, 1028, 1.038으로 이상소견이 없

었다.

(4) 포도와 건포도를 먹이기 전 공시된 개들의 방사선

촬영 및 배설성 요로조영술을실시한 결과 정상영상을

나타내었다. 

Table 2. Breed, age, sex and body weights of dogs used

in the group 1 and 2

Experiment NO.
Age

(years)
Sex

Weight

(kg)
Breed

Group 1

A 3 M 3.5 Mongrel

B 2 F 3.5 Pekiness

C 3 F 4 Shihtzu

Group 2
D 1.5 F 2.8 Mongrel

E 2 M 3 Shitzu

M: male, F: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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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된 실험견의 실험전 E.R.D-screen 뇨 분석

포도와 건포도를 먹이기 전 공시된 실험견들의 E.R.D-

screen 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포도와 건포도를 15 g/kg 1일 2회 급여군의 혈액

화학치

포도와 건포도를 15 g/kg 1일 2회 급여한 실험견 A.

B. C의 혈액 화학검사 중 BUN, Creatinine, Calcium,

phosphorus의 측정 평균값 변화는 Fig. 1과 같다. 신부전

의 측도로 역지는 이들 항목들의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

기간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Hematological values of experimental dog

A B C D E Normal range 

Total WBC (k/ul) 6.56 13.24 9.34 17 6.04 6.0-17.0

Neutrophil (K/ul) 5.47 11.2 6.18 11.28 3.4 3.0-11.8

Lymphocyte (k/ul) 0.63 0.7 2.5 3.43 1.78 1.0-4.8

Monocyte (K/ul) 0.32 0.27 0.33 0.91 0.38 0.2-2.0

Eosinophil (K/ul) 0.13 0.88 0.29 0.11 0.38 0.1-1.3

Basophil (K/ul) 0.01 0.18 0.04 0.01 0.1 0.0-.5

RBC (M/ul) 7.27 9.23 7.46 6.35 6.98 5.50-8.50

Hemoglobin (g/dl) 16.1 19.3 16.4 12.5 15.9 12.0-18.0

Packed Cell Volumn (%) 51.9 61.3 49 40.2 45.4 37.0-55.0

Mean Cell Volumn (fL) 71.4 66.3 65.7 63.3 65.1 60.0-74.0

Mean Cell Hemoglobin (pg) 21.1 20.8 22 19.7 22.8 19.5-24.5

Mean Cell Hemoglobin Concentration (g/dl) 31 31.4 33.5 31.1 35 31.0-36.0

Primed Lymphocyte Typing (K/ul) 499 329 367 406 194 200-500

Mean platelet volume (fL) 14.1 15.7 13.5 15.3 15.6 5.0-15.0

*K/µl = 103/µl, M/µl = 106/µl, fL = µl
3.

Table 4. Serum biochemical values of experimental dogs

A B C D E Normal range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17 30 20 37 40 20-40

Alanine Transaminase (IU/l) 24 22 28 32.5 91 25-60

Alkaline Phosphatase (IU/l) 33 111 66 100.6 132 40-140

Blood Urea Nitrogen (mg/dl) 21 23 12 24 20 10-25

Creatinine (mg/dl) 0.6 1 0.5 1 0.9 0.5-1

Albumine (g/dl) 3.3 3.5 3.7 3.3 3.2 3-4

Total protein (g/dl) 7 6.5 6.8 6.2 6.7 5-7.1

Billirubin (mg/dl) 1 0.8 0.4 0.2 0.4 0-0.4

Glucose (mg/dl) 100 93 90 137 78 125-300

Calcium (mg/dl) 12 11.1 9.8 11 9.3 7.9-12.2

Pi (mg/dl) 4.1 4.5 7.4 4.6 5 1.6-6.3

Table 5. Urinalysis of experimental dogs

A B C D E

Occult Blood 

Bilirubin

Urobilinogen (EU/dl)

Ketone body (mg/dl)

Protein (mg/dl)

Nitrite

Glucose (mg/dl)

PH

Specific gravity

−

−

−

−

−

−

−

6

1.05

−

−

−

−

−

−

−

6

1.032

−

−

−

−

−

−

−

7

1.035

−

−

−

−

−

−

−

7

1.028

−

−

−

−

−

−

−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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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와 건포도를 40 g/kg 1일 2회 급여군의 임상

증상 발현과 혈액화학치 및 뇨분석

(1) 임상증상 

포도와 건포도를 40 g/kg, 1일 2회 급여군의 임상증상

발현여부는 Table 6과 같았다. 

실험 D개의 임상증상을 관찰한 결과 2일째 헛구역

질, 약간의 우울증상을 보인 것 이외에는 특별한 임상

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견 E에서는

2일째 되는 날 구토를 시작했고, 설사는 없었으며, 3일

째는 점점 더 심한 구토 증상과 식욕감소가 있었고, 4일

째는 구토 및 설사와 식욕부진, 침울현상이 뚜렷하였다.

(2) 혈액화학치

실험견 D의 혈액화학검사 결과 BUN, creatinine,

calcium, phosphorus의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내에 있었

다. 그러나 실험견 E에서는 1일째 BUN, creatinine, Ca

와 Pi가 각각 19, 0.9, 12.3 그리고 2.5 mg/dl 이었고, 2일

째 임상증상과 더불어 BUN, creatinine, Ca가 각각 83,

2.3 그리고 14.4 mg/dl로 증가되었고, 4일째 BUN,

creatinine, Ca가 각각 142, 4 그리고 13.9 mg/dl로 더욱

증가하여 급성신부전 증상을 나타내었다.

(3) 뇨 분석

포도와 건포도를 40 g/kg 4일간 투여받은 실험견 D의

뇨분석 결과 실험전과 실험 후의 변화는 없었으나, 실험

견 E에서는 실험 전에 보이지 않았던 protein과 glucose

가 뇨중에서 검출되었고 뇨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Table 7). 

(4) E.R.D-screen 뇨 분석

포도와 건포도를 40 g/kg 4일간 급여한 실험견 D와

E에서의 E.R.D-screen 뇨 분석 결과 각각 low positive와

high positive 결과를 나타내었다. 

배설성 요로조영술 결과

포도와 건포도를 15 g/kg, 1일 2회 급여한 실험견 B

Fig. 1. Change of serum biochemical values in A, B, C dog orally administrated with grape and raisins for 18 days.

Table 6. Clinical signs in experimental D, E dog orally

administrated with grapes and raisins during

4days

Day 1 2 3 4

Clinical signs D E D E D E D E

Vomiting − − + + − ++ − ++

Diarrhea − − − − − − − +

Depression − − + − − ++ − +++

Lethargy − − − − − − − +

*Vomiting: +(1일 12회), ++(1일 2-3회), +++(1일 4회 이상)
*Depression: +(움직임이 활발하나 관찰자의 지시에 즉각 반

응 않음),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고 관찰자의 지시에 즉

각 반응 않음), +++(움직임이 거의 없음)

Table 7. Urinalysis of E dog orally administrated with

grapes and raisins for 4 day

Test Before After

Occult blood − −

Bilirubin − −

Urobilinogen (EU/dl) ± +

Ketone body (mg/dl) − −

Protein (mg/dl) − ++

Nitrite − +

Glucose (mg/dl) − ++

pH 6 6

Specific gravity 1.03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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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teral excretory nephrogram view of B dog treated

with 15 g/kg of grapes and raisins, 10 second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Fig. 3. Lateral excretory nephrogram view of E dog treated

with 40 g/kg of grapes and raisins, 10 second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Fig. 4. Ventrodosal excretory nephrogram view of B dog

treated with 15 g/kg of grapes and raisins, 10 second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Fig. 5. Ventrodosal excretory nephrogram view of E dog

treated with 40 g/kg of grapes and raisins, 10 second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Fig. 6. Lateral excretory pyelogram view of B dog treated

with 15 g/kg of grapes and raisins, 5 minute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Fig. 7. Lateral excretory pyelogram view of E dog treated

with 40 g/kg of grapes and raisins, 5 minute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nephrographic

opacity is poor and pyelographic opacity is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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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상견에서 보여지는 혈관 신장조영상, 세뇨관

신장조영상, 신장조영상 및 신우조영상(조영제 주입 5분

후), 신장 및 신우조영상(조영제 주입 20-40분 후)이 나

타났다(Fig. 2, 4, 6, 8, 10), 그러나 포도와 건포도를 40

g/kg, 1일 2회 급여한 실험견 E에서는 조영제 투여 후

즉시 5분, 20분, 40분에 정상견에서 보여지는 혈관 신장

조영상, 세뇨관 신장조영상, 신장조영상 및 신우조영상

(조영제 주입 5분 후), 신장 및 신우조영상(조영제 주입

20-40분 후)이 나타나지 않았다(Fig. 3, 5, 7, 9, 11).

고 찰

신장은 개에서 체중의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신장

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은 심박출량의 20%를 차지하며,

이중 90%가 신장의 피질로 들어간다. 신장에 유입되는

다량의 혈류와 함께 신장의 피질에는 모세혈관들이 발

Fig. 8. Ventrodosal excretory pyelogram view of B dog

treated with 15 g/kg of grapes and raisins, 5 minute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Fig. 9. Ventrodosal excretory pyelogram view of E dog

treated with 40 g/kg of grapes and raisins, 5 minute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nephrographic

opacity is poor and pyelographic opacity is minimal.

Fig. 10. Ventrodosal excretory cystogram view of B dog

treated with 15 g/kg of grapes and raisins, 20 minute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Fig. 11. Ventrodosal excretory cystogram view of E dog

treated with 40 g/kg of grapes and raisins, 40 minute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contrast medium, nephrographic

opacity is poor and pyelographic opacity is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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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어 있으므로 독성 물질이 신장에 유입될 경우 신장

피질 내피부분에 넓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신장은 산

소 소모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약

물에는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신장의 역류 기전에 의해

신독성을 가진 물질의 조직내 농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서 신장수질의 간질부분이 독성물질에 쉽게 노출된다.

신부전 임상증상는 신장의 배설기능, 전해질 균형조

절기능, 내분비 기능상실에 대한 총체적 결과이지만, 손

상의 원인 및 손상의 정도나 신장 손상의 요인으로 작

용하는 원발성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나 사실상

모든 신체 기관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독

증은 전신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요독

증에 대한 치료 접근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요독증 증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7, 9, 16, 20].

본 실험에서 체중 kg당 15 g을 1일 2회씩 1달간 먹인

실험 1군의 실험견 A, B, C는 임상증상 및 혈액화학수

치, 뇨 분석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이는 Gwaltney-

Brant 등 [14]이 평균 섭취량 12~32 g/kg에서 발병한다

고 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발병하지 않았다 [14]. 

체중 kg당 40 g을 1일 2회 먹인 3일째 되는 날부터

구토, 침울, 식욕부진이 보였는데 이는 Penny 등 [25]의

연구보고와 일치하며 이후 증상은 지속되었다.

Campbell 등 [5]의 보고서에서 건포도를 과량 섭취한

개는 혈액화학수치가 평균적으로 hypercalcemia(7마리

평균 12.3-26 mg/dl), hyperphosphatemia(7마리 평균 6.4-

22 mg/dl), BUN(9마리 평균 23-209 mg/dl), creatinine(9

마리 평균 4.3-18 mg/dl)이었는데 [5, 14, 25], 본 실험에

서도 실험 2군의 실험견 E는 포도와 건포도 섭취 후 3

일째 되는 날 임상증상과 함께 혈액화학 검사수치가

BUN, creatinine, Ca와 Pi가 각각 83, 2.3, 14.4 그리고 4.2

mg/dl로 상승하였다.

포도 및 건포도에 의한 신부전에서 아직까지 어떤 성

분이 원인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Gwaltney-Brant 등

[14]은 오염된 mold toxin(살충제, 중금속, 환경오염물),

많은 양의 vitamine D3, 단순화합물 등의 가능성을 추측

하였다.

신부전을 진단하기 위한 배설성 요로조영술 [4, 6, 17,

18, 22, 23, 32]은 수의학 분야에서 그 가치가 높이 인정

되어 왔으나, 소동물 임상에서 진단방법으로서 배설성

요로조영술의 적용은 1953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배설성 요로조영술은 기본적으

로 단순 방사선 촬영술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비뇨기계

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크기, 모양, 위치 그리고 신장

및 요관 방광을 확인 함으로써 비뇨기계의 다양한 질환

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배설

성 요로조영술에서도 조영제의 양, 시간 그리고 품종차

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6].

Cannizzo 등 [4]은 이소성요관 방사선 연구결과, 배설

성 요로조영술(25/25, 100%), survey radiograph(20/25,

85%), double-contrast cystogram(8/25, 32%)과 같이 조영

술의 정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Neuwirth 등 [23]은 배설성 요로조영술을 이용하여 실

험적으로 유발된 신우신염을 진단한 연구에서는 배설성

요로조영술은 감염 2주 후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에 배설성 요로조영술은 신장 초음파에 버금가는 이점

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는 체중 kg당 15 g을 1일 2회 먹인 실험

1군에서는 임상증상 및 혈액화학 수치의 변화가 없었으

며, 배설성 요로조영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체중

kg당 40 g을 1일 2회 먹인 실험 2군은 3일째 임상증상

과 혈액 화학검사 결과 azotemia가 확인되었고, 조영전

의 방사선 사진과 조영 후 방사선 사진 비교시 신장의

모양, 크기, 위치변화는 없었으나, 배설성 요로조영술을

한 결과 신장조영상, 신우조영상, 방광조영상 모두가 지

연 배설되는 것으로 보아 신장의 배설기능에 문제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개의 E.R.D-screen 뇨 분석 [11, 21, 26, 33, 34]은 신

속한 면역측정법으로 개의 뇨중에 극소량(0.1 mg/dl 이

상)의 알부민 검출이 가능하다.

신장 손상으로 microalbuminuria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는 사구체 및 세뇨관 이상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2, 27]. 

따라서 E.R.D-screen 뇨 분석에서의 양성인 환자는

microalbuminuria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하

겠다 [21, 33].

지금까지 포도와 건포도를 과량 투여하면 신부전이

유발됨이 확인되어 포도와 건포도로 인하여 발생한 신

부전은 먹이는 양, 개체의 특이성에 따라 임상결과가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E.R.D-screen 뇨 분석과

배설성 요로조영술은 급성신부전을 진단하는데 유용함

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포도와 건포도의 과량섭취에 기인한 신

부전증의 발현에 대해서는 포도의 어떤 성분이 신부전

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 조기진단과 새

로운 치료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개에서 인위적으로 포도를 먹여 신부전을 유발하여

육안적인 소견, vital sign과 혈액생화학분석, 배설성 요

로조영술, E.R.D-screen urine test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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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를 얻었다.

(1) 체중 kg당 15 g을 1일 2회 먹인 실험 1군에서는

임상증상, 혈액화학치, 뇨 분석, 배설성 요로조영

술, E.R.D-screen urine test 등의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다.

(2) 체중 kg당 40 g을 4일 동안 1일 2회 먹인 실험 2

군에서는 실험 3일째 구토가 유발되었고, 더불어

혈액화학수치가 BUN(83 mg/dl), creatinine(2.3

mg/dl), Ca (14.4 mg/dl)이 상승하였고 4일째는 구

토증상과 혈액화학수치가 더욱 현저하게 증가하

였다.

(3) 체중 kg당 40 g을 4일 동안 1일 2회 먹인 실험 2

군에서 뇨 분석결과는 뚜렷한 단백뇨와 당뇨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뇨비중 또한 1.016으로 현저한

저하를 보였다.

(4) 체중 kg당 40 g을 1일 2회 먹인 실험 2군에서

E.R.D-screen urine test의 결과 high positive을 보

였다.

(5) 체중 kg당 40 g을 1일 2회 먹인 실험 2군에서는

배설성 요로조영술에서 신장조영상, 신우조영상,

방광조영상 모두가 명확하지 않고 혈관조영제가

지연 배설되는 것으로 보아 신장의 배설기능에 문

제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포도와 건포도에 의한 신부전은 시

료의 용량, 개체의 특이성(연령,품종, 사육환경)에 따라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시료의 과량투여가

신장에 큰 영향(신부전증 유발)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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