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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2-year-old, female, Maltese dog (3.2 kg of body weight) was referred to the Veterinary Medical

Teaching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ith vomiting, anorexia and depression. Twelve hours prior

to the onset of clinical signs, the dog ingested some grape skins (about 60 g). Physical examination at the time

of presentation showed peripheral edema and mucous pallor. Blood and blood chemical analysis revealed anemia

and moderate azotemia with elevated blood urea nitrogen (107.2 mg/dl), creatinine (6.3 mg/dl) and

hyperphosphatemia (11.3 mg/dl). Echogenicity of renal cortex were observred by ultrasonography. The dog was

diagnosed as acute renal failure occurred by grape skin toxicosis. The dog was treated with supportive care such

as fluid therapy, diuretics (furosemide) and phosphorus binder (almagate). A normal condition of blood and blood

chemical findings and clinical signs was observed at five days after treatment, and prognosis is good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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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신부전은 허혈, 독성물질, 감염성 원인체등에 의

해 갑자기 신장의 기능이 감소하여 발생하며 발병원인

에 따라 신전성, 신성 및 신후성으로 나뉜다 [4]. 급성신

부전의 임상증상은 침울,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이 있

으며, 요독증에 의한 구내염 및 부종 발생과 칼륨과 인

의 배설장애로 인한 고칼륨혈증과 고인혈증이 나타나기

도 한다 [8]. 주로 신장에서 생산되는 erythropoietin의 분

비 부족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되며 신사구체의 손상으

로 핍뇨 및 무뇨가 발생되기도 한다. 급성신부전을 진단

하기 위해서는 독성물질섭취 또는 약물투여등이 있었는

지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탈수, 구강궤양 및

복부압박시 통증여부등을 확인하며 혈액 및 혈액화학적

검사에서는 빈혈, 고질소혈증 및 고인혈증등을 확인한

다. 방사선 및 초음파검사에서는 신장의 크기, 모양, 밀

도등의 변화를 관찰하며 치료로는 지속적인 수액요법,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법등을 실시한다. 최근에 포도와

건포도를 자연적 및 인위적인 섭취후에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들 모두 건포도 및 포도

를 통째로 섭취하여 발생하였다 [2, 6]. 그러나 본 증례

는 말티즈견에서 포도껍질 약 60 g을 단 1회 섭취한 후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한 드문 경우이므로 이를 치료하여

좋은 예후를 나타내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병력 및 임상증상

2년령의 암컷 말티즈견이 내원 3일전 포도 한 송이 정

도의 껍질(약 60 g; 캠벨, 한국)을 섭취 후 구토, 점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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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식욕부진 및 침울 증상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

다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

혈액검사, 혈액화학적검사 및 요검사

혈액검사상 적혈구는 4.55 M/mm3(정상범위 5.5-8.5 M/

mm3), PCV 27%(정상범위 37-55%)로 경미한 빈혈소견

을 나타내었고, 혈액화학검사상 blood urea nitrogen

[BUN, 107.2 mg/dl, 정상범위(7-27 mg/dl)], Creatinine

[CREA, 6.3 mg/dl, 정상범위(0.5-1.5 mg/dl)], Phosphorus

[11.3 mg/dl, 정상범위(2.2-5.6 mg/dl)]로 중등도의 고질소

혈증을 나타내었다. 또한 요검사상 뇨비중은 1.010이였

고 단백뇨(+++)가 관찰되었다. 

방사선검사

흉부외측상 에서 복측으로 밀도가 증가되어있으며 심

첨부의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흉부 복배상 fissur line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흉수가 의심되었다(Fig. 1). 초음

파상 흉수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좌우측의 신장 실질의

에코(echo)가 증가되어 있었으며 복수 소견도 관찰되었

다(Fig. 2) 초음파유도하에 50 ml의 흉수를 제거 하였다.

흉수 검사 결과 색의 무색 이였고, 유핵세포도 없으며

총 단백질량도 매우 낮은 transudate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대학병원 내원전 개인 병원에서 치료과정중 과다한

수액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

입원 첫날은 개인병원에서 과도한 수액의 공급으로

인해 과수화상태에 있었으므로 최소한의 수액 0.9% 생

리식염수에 5% dextrose를 혼합한 다음 10 ml/kg/day 속

도로 정맥주사하였으며 이뇨제(furosemide 2 mg/kg, IV,

Fig. 1. Right lateral (A) and ventrodorsal (B) radiogrphs of the dog. The cardiac and ventral diaphragmatic silhouette is

partially obscured by radiopacity of the ventral thorax in lateral view, and interlobar fissure line (arrow) is shown between

right cranial and middle lung lobe in ventrodorsal view. These signs are compatible with moderate pleural effusion.

Fig. 2. Abdominal ultrasonography shows increased cortical echogenicity in the right (A) and left (B)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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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와 almagate 2 ml/head (PO, TID)를 처방하였다. 입

원 2일째부터 5일째 까지는 동일한 수액을 70 ml/kg/day

로 늘리고 이뇨제(furosemide 2 mg/kg, IV, BID)와

almagate 2 ml(PO, TID)를 병용처방하여 치료 5일째 활

력, 식욕, 혈액 및 혈액화학적검사에서 모두 정상적인 소

견을 나타내어 퇴원조치하였다. 퇴원 일주일후 초음파

상에서 좌우측신장 피질은 정상이었다. 보호자와의 면

담에서 식욕, 활력이 좋고 배뇨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고 찰

급성신부전은 심부전, 대량출혈 및 장시간의 마취등

과 같은 신전성 신부전과 aminoglycosides계 항생제,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및 ethylene glycol, carbon

tetrachloride등과 같은 신독성물질의 섭취에 의한 신성

신부전 및 요결석, 종양과같은 요도폐색에 의한 신후성

신부전으로 나뉜다 [4]. 급성신부전의 임상증상은 구토,

설사, 침울, 식욕부진등인데 본 증례에서도 포도섭취 후

24시간 내에 구토, 점막창백, 식욕부진 및 침울등이 나

타났다. 또한 혈액 및 혈액화학적 검사에서 빈혈, 고질

소혈증 및 고인혈증이 관찰되었고 초음파상에서 신피질

의 에코(echo) 증가등 전형적인 급성신부전의 소견을 나

타내었다. 심장에서 약 20%가 신장으로 이동하며 그중

90%가 신피질로 이동하는데 신피질은 높은 대사율, 많

은 양의 에너지를 위한 산소 소비 등으로 독성에 쉽게

노출된다 [5]. 개에서 신성신부전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

근에 국내에서는 ochratoxin에 의한 급성신부전이 다발

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국내외에서 개가 포도와 건포

도를 섭취한 후 급성신부전 증상을 나타내는 보고가 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3, 7, 8].

육등 [1]은 실험견에 포도와 건포도를 일일 체중 당 40

g을 4일간 먹인 결과 3일째부터 구토와 BUN, CREA 및

Phosphorus 수치가 각각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고질소혈

증과 고인혈증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논문은

포도와 건포도의 전체를 먹여서 실험하였으므로 급성신

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포도껍질, 포도알맹이 및 포도

씨중 특정의 성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포도표면에 부

착된 농약성분에 의한 것인지 발생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포도껍질을 두당

약 60 g을 단 1회 섭취하였는데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

였다. 이러한 차이는 개체차이 이거나 포도의 성분차이

또는 포도표면에 붙어있는 농약성분의 차이일 수도 있

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포도껍질 성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여 어떤 성분이 급성신부전을 일으켰는지

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포도껍

질을 인공적으로 먹인 후 급성 신부전이 유발되면 포도

껍질 성분중 신독성이 있는 구성성분이 무엇인지 또는

포도표면에 붙어 있는 특정의 농약성분이 신독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는데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포도에 의해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포도섭취 후

2시간 이내 구토가 일어나고 6시간이내 설사, 식욕부진,

무기력이 나타나고 48시간 이내 원위곡 세뇨관상피의

괴사와 변성이 생겨 급성신부전이 발생 한다 [4, 5]. 포

도의 독성성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보고에 의

하면 포도의 독성물질로 ochratoxin을 제기 한 바 있다

[5]. 그러나 ochratoxin이 포도껍질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포도 ochratoxin의 신

독성 유발여부는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본 증례

에서는 포도 섭취 후 24시간 이내에 구토, 식욕부진증

상을 보였으며 48시간 이내에 고질소혈증 및 고인혈증

등 급성신부전으로 발병 했다. 초기에 무뇨 증상을 보였

으나 수액요법과 이뇨제 투여로 증상이 개선되었다. 본

증례는 초기의 신속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좋은 예

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록 한 증례지만 소

량의 포도껍질을 섭취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치료를 실시하면 회복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 론

2년령의 암컷 말티즈견이 내원 3일전 약 60 g 정도의

포도껍질을 1회 섭취 한 다음 구토, 점막창백, 식욕부진

및 침울 증상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본 대학

병원에 내원 하였다. 신체검사, 혈액검사, 혈청화학적검

사, 뇨검사, X-ray 및 초음파검사를 통해 급성신부전으

로 진단 한 후 적극적인 수액요법과 이뇨제 투여로 좋

은 예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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