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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빈혈은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1, 2)

, 재입

원율을 증가시키며
3)
, 사망률 증가와 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1-3)

, 지역사회 코

유지 혈액투석 환자에서 단기간의 빈혈 개선에 따른

혈중 Amino-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NT-pro BNP)치 및 심초음파 소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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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적:빈혈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인자로, 본 연구에서는 빈혈 개선이 혈중 NT-pro BNP 치 및 심초음파 소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방 법: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20명 (연령의 중앙값 51.5

세, 남녀 비 2.3 : 1)을 대상으로 목표 혈색소치를 12 g/dL 이상으로 3개월간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rHuEPO)을 증량하여 투여하 다. 그리고, 연구 시작시 및 종료시 임상적 특

성을 조사하고, 혈색소 치, 혈청 생화학 검사, NT-pro BNP 치를 측정하 으며, 심초음파 검사

를 시행하 다.

결 과:

1) 혈색소 치는 연구 시작시 9.8 g/dL (9.1-10.4), 연구 종료시 12.3 g/dL (11.8-13.6)로 유

의하게 증가하 으며 (p<0.01), NT-pro BNP 치는 연구 시작시 6371 pg/mL (2338-18269),

종료시 3415 pg/mL (2717-8160)로 의미있게 감소하 으나 (p<0.05), 기타 혈청 생화학 검사

에서는 연구 전후의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2) 연구기간 중 혈압이 상승한 환자 (N=6, 30.0%)에서 항고혈압 약제를 추가한 결과, 연구

시작시와 종료시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3) 이완 초기 승모판 혈류 유입 속도 (E)는 연구 시작시 62.5 cm/sec (52.8-83.5)에서 연구

종료시 57.0 cm/sec (45.0-60.0)으로 의미있게 감소하 으며 (p<0.05), 이완 초기 승모판륜 속

도 (E')와의 비 E/E'은 연구 시작시 15.6 (13.4-25.7), 연구 종료시 14.3 (11.5-22.2)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 다 (p<0.05).

결 론:유지 혈액투석 환자에서 빈혈의 개선은 혈중 NT-pro BNP 치의 감소와 함께 심장

이완기능의 측정지표인 E 속도 및 E/E'을 호전시켰으며, 향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

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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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트 연구에서는 빈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조 술이 필요한 관상동맥 질

환,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

험도가 41% 증가되었다고 한다
4)
.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빈혈은 erythropoietin 합성

감소, 철 결핍, 혈액 손실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

해 흔하게 관찰되며,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가장 흔

한 사망원인인 심혈관계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rHuEPO) 치료를 하게되면 사망의 비교 위험도가

약 30% 정도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5, 6)

. 따라서 빈혈의 적극적인 치료는 만성 신부전 환

자 치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며, rHuEPO을 이용하

여 빈혈을 부분적으로 개선시킨 경우 심부전 증상의

호전뿐 아니라 좌심실비대, 심박출량, 좌심실 및 좌심

방의 직경 등 심혈관계 검사 지표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7, 8)

.

BNP (B-type natriuretic peptide)는 심근 세포의

신장 (stretch)에 의해 심실에서 분비되며, 순환 BNP

수치는 체액량 변화, 혈역동학적 상태, 그리고 심실

기능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10)

.

따라서 BNP는 심부전 환자에서 신뢰할 만한 임상 지

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11)
, 최근에는 급성 관상동맥 증

후군
12)
, 안정형 협심증

13)
, 심부전

14)
등 심장질환 환자

뿐 아니라 일반 인구 집단에서도
15)

의미있는 예후인

자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BNP는

좌심실 질량지수 및 좌심실 비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좌심실 구혈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사망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16-22)

,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국내 말기 신부

전 환자에서도 심부전 및 관상동맥 질환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선별검사로 보고된 바 있다
23)
.

그러나, 현재까지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빈혈의 개

선과 혈중 BNP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을 시

행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rHuEPO 투여량 증

가에 의한 빈혈의 개선이 혈중 NT-pro BNP 치와

심초음파 검사 지표에 미치는 향에 대해 조사하

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에서 3개

월 이상 안정적으로 혈액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환자

중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대상 환자에서 혈색소 수치를 12-13 g/dL

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rHuEPO

(erythropoietin-α, 에포카인
Ⓡ
, 씨제이)의 용량을 3개

월 동안 증가시켜 투여하 다. 연구대상의 제외 기준

은 심근경색이나 NYHA class III 이상의 울혈성 심

부전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등의 혈액질환, 악

성 종양, 활동성 염증 질환,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그리고 면역억제제 또는 안드로겐 제

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다.

2. 방 법

1) 임상적 특성 조사, 투석 및 약물 치료

임상기록을 토대로 연령, 성별, 원인 신질환, 동반

질환, 투석기간을 조사하고, 체중 및 혈압은 매 투석

시 측정하 으며, 사용된 주당 rHuEPO 용량을 기록

하 다. rHuEPO는 목표 혈색소 치인 12-13 g/dL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측정한 혈색소 치를 바탕으로

용량을 조절하여 피하 주사하 으며, 1회 투여량은

200 IU/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다. 그리고, 연구

기간 중 혈청 ferritin이 100 ng/mL 미만 또는 trans-

ferrin 포화도 (transferrin saturation, TSAT)가 20%

미만인 경우 정맥을 통하여 철분 제제를 보조적으로

투여하 으며, 연구기간 중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 다

른 항고혈압 약제를 추가 투여하여 연구 시작시의 혈

압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연

구 시작 전 건체중 도달 여부를 문진, 신체검진 및 흉

부 X선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건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석시 한외여과량을 조절하 으며,

투석 치료는 기존에 시행 받고 있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 다.

2) 혈액 검사

CBC는 매주 시행하 으며, 생화학적 검사는 매달

주 중간 투석일에 투석 전 혈액을 채취하여 표준적인

방법으로 혈청 알부민, 혈중 요소질소, 혈청 크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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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닌, 총 콜레스테롤, 칼슘, 인, 부갑상선 호르몬

(intact parathyroid hormone, iPTH), 철분, 총 철분

결합능 (total iron binding capacity), ferritin, 그리

고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를

측정하 다. 혈중 NT-pro BNP 치는 E-170 (Roche,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electrochemilu-

minescent 법으로 연구 시작시 및 종료시에 투석 전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하 다.

3) 심초음파 검사

심초음파 검사는 연구 시작시 및 종료시의 주 중간

투석일에 혈액투석이 끝난 후 Hewlett-Packard Sonos

5500 Echocardiography System (Palo Alto, CA,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 으며, 좌심실 구혈율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좌심방 내경 (left

atrium dimension), 이완기말 심실 중격 두께 (inter-

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diastole), 수축기

말 심실 중격두께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systole), 이완기말 좌심실 후벽 두께 (post-

erior wall thickness at end-diastole), 수축기말 좌심

실 후벽두께 (posterior wall thickness at end-sys-

tole), 좌심실 이완기말 내경 (left ventricular end-

diastole dimension), 그리고 좌심실 수축기말 내경

(left ventricular end-systole dimension)을 측정하

다.

또한, 심첨 4방 단면도상에서 도플러 심초음파를 이

용하여 이완초기 승모판 혈류 유입속도 (early di-

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 E)와 이완후기 승모판

혈류 유입속도 (A), 그리고 DT (deceleration time)를

측정하 다. 그리고, DTI (Dopple tissue image)를

이용하여 이완초기 승모판륜 속도 (early diastolic

mitral annulus velocity, E')와 이완후기 승모판륜

속도 (A')를 측정하 으며, E와 E'의 비 (E/E')를 계

산하 다.

3. 통계 분석

모든 기술적 자료 (descriptive data)는 중앙값 (사

분위간 범위, interquartile range)과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연구 시작시와 종료시의 임상적 특성과

심초음파 소견은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

용하여 비교하 다.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for Windows 13.0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p-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1. 대상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대상 환자는 총 20명으로 연령의 중앙값은 51.5세

(45.5-57.5)이었고, 남녀 비 2.3 : 1이었으며, 체질량 지

수는 20.6 kg/m
2

(20.0-23.9)이었다. 말기 신부전의

원인 신질환은 당뇨병 11명 (55.0%), 고혈압 8명

(40.0%), 만성 사구체신염 1명 (5.0%)이었으며, 투

석기간은 57.5개월 (43.3-69.8)이었다 (Table 1). 연구

대상 환자들의 항고혈압 약제 투약력을 조사한 결과,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15명 (75.0%), 칼슘 통로 차단제 14명 (70.0%),

베타 차단제는 12명 (60.0%)이 복용 중이었다. 모든

환자는 주 3회, 각각 4시간씩 저유량 투석막 (PF-6L

또는 PF-8L, Gambro, Sweden)을 사용하여 혈액투

석을 시행 받고 있었으며, 연구 기간 중 투석 방법을

변경한 환자는 없었다.

2. 연구 시작시 및 종료시의 혈압 및 생화학적

검사의 비교

연구 시작시 사용 중이던 rHuEPO 용량은 82.9 IU/

kg/wk (44.5-104.2)이었으나, 추적 검사한 혈색소 치

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여량을 증량한 결과 연구 기

간 중 평균 투여량은 160.8 IU/kg/wk (108.7-

242.5)이었으며, 연구 종료시 투여량은 230.9 IU/kg/

wk (154.7-322.5)이었고, 모든 환자에서 피하투여 방

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
tients

N=20

Age (yrs)
*

Gender (M : F)

Body mass index (kg/m
2
)
*

Dialysis duration (months)
*

Underlying causes of ESRD

DM

Hypertension

CGN

51.5 (45.5-57.5)

2.3 : 1

20.6 (20.0-23.9)

57.5 (43.3-69.8)

11 (55.0%)

8 (40.0%)

1 ( 5.0%)

*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Abbreviations : ESRD, end-stage renal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CGN, Chronic glomerulonep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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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동일하게 유지하 다. 대상 환자들의 연구 시

작시 수축기 혈압은 150 mmHg (140-163), 이완기

혈압은 85 mmHg (78-90)이었으며, 연구 종료시 수축

기 혈압은 158 mmHg (140-170), 이완기 혈압은 90

mmHg (80-91)으로 연구 시작시와 비교할 때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

혈액 검사 결과 연구 시작시의 혈색소 9.8 g/dL

(9.1-10.4), 헤마토크릿 29.3% (26.4-30.6)이었으나,

연구 종료시의 혈색소는 12.3 g/dL (11.8-13.6), 헤마

토크릿 36.1% (34.5-40.3)로 증가되었다 (p<0.01)

(Fig. 1). 연구 시작시와 종료시에 시행한 혈청 생화

학 검사 상 혈청 알부민, 크레아티닌, 총 콜레스테롤,

TSAT, hsCRP, iPTH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철분 제제 정주에도 불구하고 ferritin은 유의

한 감소를 보 다 [164.1 ng/mL (115.9-334.1) 대

84.7 ng/mL (60.8-237.0), (p<0.05)].

혈중 NT-pro BNP 치는 연구 시작시 6371 pg/mL

(2338-18269)이었으나, 연구종료시 3415 pg/mL (2717-

8160)로 의의있게 감소되었다 (p<0.05, Fig. 2).

3. 연구 시작시 및 종료시의 심초음파 소견의 비교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측정한 좌심실 이완기말 내

경, 좌심실 수축기말 내경, 이완기말 심실 중격 두께,

이완기말 좌심실 후벽 두께, 좌심실 질량지수, 그리고

좌심실 구혈율은 3개월 간의 rHuEPO 증량 투여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도플러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완초기 승모

판 혈류 유입속도 (E)는 연구 시작시 62.5 cm/sec

(52.8-83.5)에서 연구 종료시 57.0 cm/sec (45.0-60.0)

으로 의미있게 감소되었으나 (p<0.05), 이완후기 승모

Table 2. Clinical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Increment of Dose
o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Baseline At 3 months p

SBP (mmHg)

DBP (mmHg)

rHuEPO (IU/kg/week)

Hemoglobin (g/dL)

Hematocrit (%)

Creatinine (mg/dL)

Albumin (g/dL)

Total cholesterol (mg/dL)

TSAT (%)

Ferritin (ng/mL)

CRP (mg/dL)

iPTH (pg/mL)

NT-pro BNP (pg/mL)

150 (140-163)

85 (78-90)

82.9 (44.5-104.2)

9.8 (9.1-10.4)

29.3 (26.4-30.6)

11.4 (10.4-13.8)

4.3 (4.0-4.4)

154 (136-172)

26.6 (20.8-33.1)

164.1 (115.9-334.1)

0.12 (0.03-0.26)

67.8 (36.1-191.6)

6371 (2338-18269)

158 (140-170)

90 (80-91)

230.9 (154.7-322.5)

12.3 (11.8-13.6)

36.1 (34.5-40.3)

12.1 (11.0-14.4)

4.2 (4.1-4.4)

161 (133-190)

25.9 (21.2-31.4)

84.7 (60.8-237.0)

0.08 (0.02-0.14)

79.9 (38.9-145.9)

3415 (2717-8160)

NS

NS

<0.01

<0.01

<0.01

NS

NS

NS

NS

<0.05

NS

NS

<0.05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Abbreviations : NS, not significan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rHuEPO, the
dose of used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TSAT, transferrin saturation; CRP, C-reactive protein; iPTH,
intact parathyroid hormone; NT-pro BNP, amino-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Fig. 1. Sequential changes in hemoglobin levels from
baseline to 3 months. Lines from the box
extend to extreme values, while the box
extends from 25th to 75th percentiles, and
the median (50 percentile) is marked by the
line in the box.

*
p<0.01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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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혈류 유입 속도 (A), E/A 및 DT는 연구 시작시

및 종료시의 측정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TI로 측정한 이완초기 승모판륜 속도 (E')는 연구

시작시 및 종료시에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E와 E'의 비 (E/E')는 연구 시작시 15.6 (13.4-

25.7)에서 연구 종료시 14.3 (11.5-22.2)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05, Fig. 2).

고 찰

BNP는 심부전의 진단 검사로서
11)
, 그리고 급성 심

근경색의 배제 검사 (rule-out test)로서
24)

흔히 사용

되고 있는데, 염색체 1번에 존재하는 인간의 BNP 유

전자는 10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pro BNP를 생

산하며, 이 전구 호르몬은 체내 순환을 거치면서 32개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생물학적 활성도가 있는

Fig. 2. Comparison of blood NT-pro BNP level (panel A) and E/E' evaluated
by echocardiography (panel B) between baseline and 3 months. Lines
from the box extend to extreme values, while the box extends from
25th to 75th percentiles, and the median (50 percentile) is marked by
the line in the box.

*
p<0.05 vs. baseline.

Table 3. Echocardi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Increment of Dose o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Baseline At 3 months p

LVEDD (mm)

LVESD (mm)

IVS (mm)

PW (mm)

LVMI (g/m
2
)

LVEF (%)

LAVI (mL/m
2
)

E (cm/sec)

A (cm/sec)

E/A

DT (msec)

E' (cm/sec)

A' (cm/sec)

E/E'

49.0 (45.0-52.0)

31.0 (29.0-35.0)

11.0 (9.0-12.0)

11.0 (9.0-11.0)

107.7 (91.2-153.3)

56.0 (52.5-62.5)

39.4 (33.8-59.9)

62.5 (52.8-83.5)

85.0 (69.8-102.8)

0.7 (0.6-0.8)

270.0 (225.0-312.5)

3.5 (3.0-4.3)

9.0 (7.0-9.0)

15.6 (13.4-25.7)

50.0 (42.0-52.0)

33.0 (27.0-36.0)

10.0 (9.0-12.0)

10.0 (9.0-11.0)

102.3 (77.8-174.9)

55.0 (51.0-67.0)

32.5 (24.2-55.0)

57.0 (45.0-60.0)

90.0 (65.0-101.0)

0.6 (0.5-0.8)

290.0 (260.0-390.0)

4.0 (2.0-4.0)

8.0 (7.0-9.0)

14.3 (11.5-22.2)

NS

NS

NS

NS

NS

NS

NS

<0.05

NS

NS

NS

NS

NS

<0.05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Abbreviations : NS, not significant; LVEDD, left ventricular end-diastole dimension; LVESD, left ventricular
end-systole dimension; IVS,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diastole; PW, posterior wall thickness
at end-diastole; LVMI, left ventricular mass index;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AVI, left atrial
volume index; E, early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 A, late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 DT, de-
celeration time; E', early diastolic mitral annulus velocity; A', late diastolic mitral annulus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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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와 amino-terminal 쪽의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NT-pro BNP로 분리된다
25)
. 그리고, BNP 혈

중 농도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신기능이 정상인 대

조군에 비해 7배 정도 증가되어 있으나
26)
, 혈액투석

전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

여러 연구를 통해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BNP와

심장 질환 및 이로 인한 사망률 사이에는 유의한 상

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ganuma 등
16)

은 BNP 농도의 증가는 좌심실 비대,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당뇨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BNP 치

가 700 pg/mL 이상인 환자군에서 200 pg/mL 미만

인 환자군에 비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1.9

배 증가한다고 하 으며, Zoccali 등
20)
도 BNP는 좌심

실 비대 정도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BNP 농도에 따

라 사망의 비교 위험도가 최고 7.14배 높다고 하

다. 따라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혈중 BNP 치를 추

적 관찰하는 것은 간편하고, 저렴하며, 심질환 악화

인자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방

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빈혈은 심부전 환자에서 사망률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도 좌심실

비대, 울혈성 심부전의 발생 및 재발의 위험인자이

다
28)
. 또한, Srivastava 등

29)
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서 빈혈이 동반된 경우 대부분 심장기능 이상이 동

반되고 그 중 가장 흔한 이상소견은 E/E'과 같은

이완기 심기능 저하 으며, 이러한 이상소견은

BNP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 다. 이완초기 승모

판 혈류 유입속도 (E)와 승모판륜속도 (E')의 비인

E/E'은 심장의 이완기능 중 수동적인 과정 (passive

process)을 나타내는 좌심실 충만압 (left ventricular

filling pressure)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좌심실 이완 기능의 평가에 이용되고 있는

데
30)
, 국내 말기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

서도 투석을 시작한 시기부터 신기능이 정상인 대

조군에 비해 E/E'이 의미있게 감소되어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31)
.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rHuEPO를 사용하여 부분적

으로 빈혈을 교정한 경우 좌심실 비대, 좌심실 확장,

심박출 지수 (cardiac index)의 호전뿐 아니라
32, 33)

사

망률의 비교 위험도도 감소되며
6, 34)

, 동맥 경직도

(arterial stiffness)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35)
. 본

연구에서는 rHuEPO 투여에 의해 빈혈이 개선됨에

따라 혈중 NT-pro BNP 치의 감소와 더불어 심초음

파 검사에서 측정되는 이완기 심기능의 지표인 E 속

도 및 E/E'의 호전을 관찰하 으나, 좌심실 비대와

같은 지표의 호전을 관찰하지는 못하 는데, 이는 기

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의 기간이 3개월로 짧았던 것

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BNP와 빈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심부전이

없는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빈혈은 BNP 농도를 예

측할 수 있는 유의한 인자이며
36)
, 심부전이 동반되지

않은 남성군과 이완기 심부전이 동반된 환자군에서

혈색소 치와 log BNP 사이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가 보고된 바 있다
37)
.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혈청 크레아티닌이 2.0

mg/dL 미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으므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빈혈과 BNP 농도의 관계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하지 못 하 기 때문에, 말기 신부전 환

자에서 혈색소와 BNP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으나, 대상 환자의 빈

혈 개선 후 BNP 치가 감소됨을 관찰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빈혈이 혈중 BNP 치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HuEPO 치료시 약 40%의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혈압이 상승하여 항고혈압 약제를 조절해야 하는데,

rHuEPO 사용시 발생하는 고혈압은 세포질내 칼슘

농도의 변화, endothelin과 같은 혈관 수축 물질의 증

가 등과 관련된 혈관 수축이 중요한 기전으로 생각되

고 있다
38)
. 본 연구에서는 rHuEPO를 증량 투여한 후

혈압이 상승한 환자에서 항고혈압 약제를 추가 투여

하여 혈압을 연구전과 비슷하게 조절하 다. 한편,

Kirkpantur 등
39)
은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rHuEPO를 6개월 동안 투여한 후, 투여 전에 비해 혈

압이 상승하고 좌심실 질량지수는 감소하 으나 좌심

실 수축기 및 이완기 심기능 지표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rHuEPO 투여 후 고혈압의 발생

정도를 관찰하고자 하 기 때문에 항고혈압 약제를

연구기간중에 변경하지 않았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rHuEPO 투여 후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 고혈압이 발

생하지 않은 군에 비해 endothelin-1의 혈중 농도가

높게 측정되고
40)
, endothelin-1은 BNP 생산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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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자극원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9)
, rHuEPO 사

용 후 고혈압이 발생한 환자에서 고혈압을 적극적으

로 조절함으로써 BNP 감소 및 심장 기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중 발생

한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하 기 때문에 선행 연

구
39)
와 달리 이완기 심기능 지표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혈액투석을 시행 중인 말

기 신부전 환자에서 단기간의 빈혈 개선에의해 혈중

NT-pro BNP 농도와 이완기 심부전의 지표 중 하나

인 E 속도가 감소하고, 좌심실 충만압을 예측할 수

있는 E/E'이 호전되었으며, 향후 많은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Abstract =

Effects of Short-Term Partial Correction

of Anemia in End-Stage Renal Disease

(ESRD) Patients on Maintenance

Hemodialysis : Changes of

Amino-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NT-pro BNP) and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Dong-Ryeol Ryu, M.D., Jung Hwa Ryu, M.D.

Ki Sun Bae, M.D., Mina Yu, M.D.

Jong Baeck Lim, M.D.
*
, Seung-Jung Kim, M.D.

Wook Bum Pyun, M.D., Kyu Bok Choi, M.D.

Gil Ja Shin, M.D., Kyun Il Yoon, M.D.

and Duk-Hee Kang,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s of Laborator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

Seoul, Korea

Background : Anemia is known to be one of the

important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and the

aggrava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effect of anemia cor-

rection on blood NT-pro BNP level and echocardio-

graphic parameters in ESRD patients on hemodialysis.

Methods :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rHuEPO) was administered in 20 hemodialysis pa-

tients (median age 51.5, M : F=2.3 : 1) with a target

hemoglobin>12.0 g/dL for 3 months. All patients were

subjected to a serial follow-up of hemoglobin, hem-

atocrit, and NT-pro BNP. Echocardiographic exami-

nation was also performed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therapy.

Results : Hemoglobin was increased at 3 months

[12.3 g/dL (11.8-13.6)] compared with baseline [9.8

g/dL (9.1-10.4)] (p<0.01), and NT-pro BNP was sig-

nificantly decreased at 3 months [3415 pg/mL (2717-

8160)] compared with baseline [6371 pg/mL (2338-

18269)] (p<0.05). Echocardiographic examination re-

vealed no significant changes in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and left ventricular mass index. In

Doppler imaging,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decrease in E velocity [62.5 cm/sec (52.8-83.5) vs. 57.0

cm/sec (45.0-60.0), p<0.05], thereby decrement in E/E'

[15.6 (13.4-25.7) vs. 14.3 (11.5-22.2), p<0.05].

Conclusion : Partial correction of anemia with

rHuEPO in ESRD patients on hemodialysis results in

the reduction of blood NT-pro BNP level and the

decrease of E velocity and E/E'. (Korean J Nephrol

2006;25(5):803-811)

Key Words : End-stage renal disease, Anemia,

NT-pro BNP, Echocar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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