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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환자에서 영양상태에 따른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 및 만성 염증성 지표들의 변화  

 

심혈관계 질환은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

져 있으나 연령, 성별,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 이상 등의 전통적인 위험 

인자들만으로 이러한 높은 사망률을 설명하기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최

근 지속적인 산화성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 

(endothelial dysfunction), 영양불량, 만성 염증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

험인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있어서 죽상경화증 (atherosclerosis)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며 최근 견해들은 이런 죽상경화증을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

상 및 염증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이면서도 진행적인 질병으로 간주

하고 있다. 따라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

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영양실조 및 만성 염증이 죽상경화증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보고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을 시행 받

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영양상태와 만성 염증이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치료를 시행 중인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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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상완동맥의 

FMD (flow-mediated vasodilation) 및 NMD (nitroglycerine-mediated 

vasodilation)를 측정하고 동시에 만성 염증의 지표로서의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와 영양상태를 조사

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체 대상 환자를 SGA (subjective global assessment)점수에 따라 정

상 영양상태를 보이는 환자군과 중등도 및 중증의 영양실조상태를 보이는 

환자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혈청 알부민은 영양실조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3.7±0.4 vs. 3.4 ±0.3 g/dL, p<0.005), IL-6는 영양

실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6.71±3.29 vs. 12.59±11.22 pg/mL, 

p<0.05). 한편 FMD는 정상 영양상태를 보이는 환자보다 영양실조군에서 

의미있게 낮았다 (11.37±4.93 vs. 8.41 ±4.23%, p<0.05).  전체 대상 환

자에서 영양상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독립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hsCRP, IL-6가 독립적으로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 (3 mg/L이상)과 정상인 군 (3 mg/d미

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에서 체질량 지

수가 의의있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25.9±3.5 vs. 23.9±2.8 kg/m2, 

p<0.05), 공복시 혈당도 유의하게 높았다(105.8±22.3 vs. 93.3±11.4 

mg/dL, p<0.05). 그러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hsCRP 농도가 낮은 

군에서 의미있게 높았다 (37.4±9.3 vs 45.3±12.9 mg/d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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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는 각각 7.35±4.23%, 11.57±4.76%로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

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05), IL-6 및 hsCRP와 FMD사이에는 의

의있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체 대상 환자에서 FMD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평균 hsCRP 농도 (검사시기 2년 이내에 

시행한 hsCRP의 평균값)가 FMD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였다  

(p<0.05). 

이상의 연구결과로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환자에서 중등도 및 중증의 영

양실조상태가 만성 염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 

만성 염증은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결

국 이런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은 죽상경화증으로 진행되어 심혈관계 질

환의 이환 및 합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향후 더 많은 환

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영양상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 hsCRP, 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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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외래 복막투석환자에서 영양상태에 따른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 및 만성 염증성 지표들의 변화 

 

<지도교수 한 대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정 은 

 

I. 서 론 

 

심혈관계, 뇌혈관계 및 기타 혈관계 질환들은 투석환자에 있어 사망률

의 50%를 대변하는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다1. 고혈압, 당뇨, 흡연, 지질

대사이상과 같은 흔히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만으로는 투석환자들에서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높은 사망률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여2,3 최근 혈

관내피세포 기능이상, 영양불량, 만성 염증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험인

자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의 초기 단

계가 되는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 및 염증이 중요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견해들은 이런 죽상경화증을 혈관내피세포

의 기능이상 및 염증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이면서도 진행적인 질병

으로 간주하고 있다4-9. 죽상경화증은 증가된 oxygen free radical 생성과 

관련된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4,10, 이러한 산화성 스트레스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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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혈관내피세포는 혈역동학적 (hemodynamic) 변화를 감지하여 여러 물

질을 합성함으로써 반응을 보이는데, 혈관의 항상성은 혈관내피세포로부

터 유도되어지는 여러 요인들 사이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며 이 균형이 파

괴되면 염증성 매개 물질들이 방출되어 죽상경화반 (atherosclerotic 

plaque)의 생성, 진행 그리고 붕괴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은 죽상경화증의 초기 단계가 되며 아울러 죽

상경화증이 진행함으로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여러 성인병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대한 평가

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영양실조 및 만성 염증이 죽상

경화증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4,6,8,9. 

정상인뿐만 아니라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도 CRP (C-reactive 

protein) 농도의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어 

있으며11,12 증가된 CRP가 관상동맥질환13, 뇌졸중14, 말초동맥 질환15등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중요한 염증성 표지자의 역할뿐 아니라 죽

상혈전생성  (atherothrombogenesis)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6. CRP는 혈관벽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VCAM-1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 ICAM-1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과 같은 

물질의 발현을 유도하고 단핵구 등에 대한 chemoattractant의 역할을 하

기도 하며, 손상된 세포의 세포질막에 결합하여 보체를 활성화시켜 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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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반의 성숙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17. 따라서 CRP는 혈관내피세

포의 기능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NO 합성을 감소시킴으

로써 죽상경화증의 진행에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18. CRP는 죽상경

화증과 그로 인한 사망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고19-21  IL-

6(interleukin-6)는 강력한 전구 염증 싸이토카인으로 급성 염증반응을 

일으켜 CRP의 합성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보고에 의하면 투석 환자에서 

증가된 IL-6 농도가 사망 및 영양실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22,23. 

염증뿐만 아니라 영양상태 또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영향을 미쳐 

전혈전성 과정 (prothrombotic process)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24, 지속

성 외래 복막투석환자에서의 영양상태는 이환율 및 사망률을 결정하는 주

요 인자로 알려져 있다20,21. Young 등은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환자의 

33% 정도의 환자가 경도에서 중등도의 영양실조를 보이고 8% 정도가 중

증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5. 또한 복막투석 환자에

서 혈액 투석 환자들보다 영양실조의 유병율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6,27 이런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부족한 식이 섭취, 단백질 및 아미

노산 대사 장애, 동반된 합병증, 이화 호르몬의 증가, 아미노산, 단백질 

등의 투석과정에서 손실 그리고 지질대사장애 등이 알려져 있다28. 영양

상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혈청 알부민, prealbumin,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등의 생화학적 지표들

이 있으며 인체계측법 (anthropometry), 주관적 영양상태 평가 (SG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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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등도 있다. 이 중 주관적 영양상태 평가법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평가법

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혈청 알부민 또한 영양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인자로 보고되어 왔으나30,31 최근에는 유의하지 않다는 보

고도 있다32. 신부전 환자 중 저알부민혈증이 있는 군에서 혈청 내 CRP 

및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와 같은 염증반응 인자가 상승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양상태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에 의해서도 혈청 알

부민 농도가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19 이것은 만성 염증이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 혈관내피세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methacholine과 sodium 

nitroprusside를 혈관내로 국소 주입하여 혈류 (FBF; forearm blood 

flow)를 측정하는 방법과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상완동맥의 FMD 

(flow-mediated vasodilation)를 측정하는 방법, 미세압력측정기 

(microanometer)를 이용하여 pulse wave를 측정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

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중 비침습적이며 위험도가 낮은 방법으로 일시적

인 혈관폐색을 일으킨 후 초음파로 상완동맥의 FMD를 측정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비칩습적인 FMD를 통하여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대한 

연구가 근래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Thambyrajah 등은 투석을 시작하기 

전 환자들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의 유병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33 

Guldener 등은 혈액투석환자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FMD가 손상되어 있다고 밝혔으며34, 또한 복막투석환자에서도 

혈관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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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이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사망의 주원인이고 이의 발병

에 만성 염증과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이 관여함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

혀짐에 따라 혈관내피세포 손상정도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

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적극적으

로 치료하는 것이 말기신부전증 환자에 있어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있는 말기신부전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상완동맥의 FMD를 측정하고 

동시에 만성 염증의 표지자로서의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와 IL-6를 측정하고 대상 환자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이들 환자

에서 영양상태와 염증반응이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관여하는 지를 알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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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6개월 이상 복막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30세 이상 75세 이하의 환자 중 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

상 환자 중 최근 2개월 이내에 전신감염 (발열, 백혈구증다증)이 있었던 

환자 및 복막투석과 연관된 감염 (출구 염증, 복막염)이 있었던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대상 환자들의 동의 하에 생화화적 검사 및 

상완동맥 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임상기록을 토대로 연령, 성별, 원인 신질

환, 투석기간을 조사하고 신장, 체중, 혈압,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및 흡연 경력을 조사하였다. 생화학적 검사로는 FMD 검사 당일 

혈색소, 헤마토크릿,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콜레스테롤, 칼슘, 인, 혈청 

알부민을 측정하였다. 모든 생화화적 검사는 12시간 이상 금식한 후 채혈

하였고,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효소법을 이용하여 Hitachi 736-40 

자동분석기로 측정하였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선택적 억제제와 

촉진제를 사용한 직접측정법 (selective inhibition and direct enzymatic 

method, Daichii, Tokyo, Japan)으로 측정하였으며, 저밀도지단백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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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공식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 총콜레스테롤 –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5)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9.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hsCRP 및 IL-6를 측정하였다. 모든 검

사는 FMD 검사 당일 12시간 이상 금식한 후 채혈하였고, hsCRP는 

nephelometry 방법으로, IL-6은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R&D Systems Europe, Abingdon, Oxon, UK) 방법으로 측정하였

다.  

또한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서 Detsky 등이 보고한 SGA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방법을 이용하였다39. 평가 항목으로는 체중 감소, 식

욕부진 정도,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 및 환자의 근육 소실과 피하지방

의 소실 정도, 부종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6-7점일 경우 정상 영양 상태 (A), 4-5점일 경우 경도 및 중등도의 영양

실조 (B), 1-3점은 중증의 영양실조 (C)로 분류하였다.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의 평가를 위하여 도플러 초음파 (GE, LOGIQ 9) 

를 이용하여 상완동맥의 FMD를 시행했다. 모든 환자는 앙와위 자세에서 

5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 안정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 상완동맥의 FMD

는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전주와 (antecubital fossa)의 근위 5-10 

cm부위에서 기저 상완동맥 내경을 측정한 후 cuff를 감고 수축기 혈압보

다 50 mmHg 높게 5분간 유지한 다음 cuff를 풀고 60초 후에 상완동맥

의 내경을 측정하였다. 모든 검사치는 3번 측정 후 평균값으로 계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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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완동맥의 내경 측정시 심전도를 기록하면서 후기 이완기시 내경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10분 간의 간격을 둔 후 다시 상완동맥 내경의 

기저치를 측정하고 설하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0.6 mg을 투여 

5분 후 상완동맥 내경을 측정하여 NMD (nitroglycerine mediated 

vasodilation; flow-independent vasodilation)에 대한 값을 구했다. FMD 

값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FMD (%) = {[(RH-EDD)-(B-EDD)]/B-EDD} * 100 

NMD (%) = {[(N-EDD)-(B-EDD)]/B-EDD} * 100 

*B-EDD ;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 

RH-EDD ; end-dia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 

N-EDD ; nitroglycerine-induced end-diastolic diameter  

FMD ; flow -mediated vasodilation   

NMD ; nitroglycerine-mediated vasodilation   

 

3. 통계 및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프로그램 SPSS(Window 

release 11.0) packag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결과의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냈으며 각 군간의 통계학적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위험인자의 분석에는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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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생화학적 특징 

대상 환자는 총 75명으로 평균 82.5±47.0 개월 동안 지속성 외래 복

막 투석을 시행한 환자들이었다. 대상 환자의 남녀 비는 35:40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0.5±11.4세이었다. 말기신부전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만성 

사구체신염이 25명 (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성 신경화증이 22

명 (29.3%), 그리고 원인 미상이 21명 (28%)이었다. 그 외 당뇨병성 신

증 2명, 다낭성 신증 1명, 루푸스 신염 2명, 사고 후 신절제술 시행한 환

자 2명이었다. 이 중 10명 (13.3%)은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 심부전

등을 포함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동반하였다. 평균 체질량 지수는 24.3±

3.1 kg/m2, 평균 수축기 혈압은 147.1±19.0 mmHg이었다. 환자의 영양상

태를 반영한 SGA상 49명 (65%)은 정상 영양상태 이었으나 24명 (32%)

은 경도 및 중등도의 영양실조 상태이었으며 2명 (3%)은 중증의 영양실

조상태였다 

생화학적 검사 결과 알부민은 3.6±0.4 g/dL, 공복시 혈당은 96.5±

15.7 mg/dL, 총콜레스테롤은 190.9±34.9 mg/dL, 중성지방은 173.5±

133.3 mg/dL,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43.4±12.4 mg/dL, 저밀도지단

백 콜레스테롤은 112.9±37.7 mg/dL이었다. FMD 검사 당일 시행한 

hsCRP는 5.71±19.45 mg/L, 최근 2년 내에 시행한 hsCRP의 평균값인 

average hsCRP는 3.93±6.82 mg/L, IL-6은 8.56±7.09 pg/m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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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75명의 환자에서 측정한 상완동맥혈관 내경 기저치의 평균값 (B-EDD,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은 4.25±0.83 mm이고 혈류매개 혈관 

확장시의 평균값 (RH-EDD, end-dias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은 4.68±0.86 mm, 설하 nitroglycerine 투여 후 혈관내경의 

평균값 (N-EDD, nitroglycerine-induced end-diastolic diameter)은 

4.94±0.86 mm, FMD의 평균값은 10.49±4.93%, NMD의 평균값은 16.90

±7.56% 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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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5) 

Age (years) 50.5±11.4 (31-75) 

Sex (M:F) 35:40 

CAPD duration (months) 82.5±47.0 (7-198) 

Body mass index (kg/m2) 24.3±3.1 (18.9-35.3) 

SAP (mmHg) 147.1±19.0 

Cause of ESRD      

  chronic glomerulonephritis, n(%) 25(33.3%) 

  hypertension, n(%)  22(29.3%) 

  Others, n(%) 5(6.7%) 

  DM, n(%) 2(2.7%) 

  Unknown(%)  21(28%) 

Hemoglobin (g/dL) 10.3±1.4 

Hematocrit (%) 30.4±4.3 

Creatinine (mg/dL) 13.5±3.5 

Albumin (g/dL) 3.6±0.4 

Fasting glucose (mg/dL) 96.5±15.7 

Total cholesterol (mg/dL) 190.9±34.9 

Triglyceride (mg/dL) 173.5±133.3 

HDL cholesterol (mg/dL) 43.4±12.4 

LDL cholesterol (mg/dL) 112.9±37.7 

Calcium (mg/dL) 9.5±1.0 

Phosphate (mg/dL) 4.8±1.2 

Ferritin (ng/mL) 445.3±394.7 

hsCRP (mg/L) 5.71±19.45 

average hsCRP (mg/L) 3.93±6.82 

IL-6 (pg/mL)                        8.56±7.09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r mean±SD(range). 
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SAP,systolic 
arterial pressure; HD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RP, C-reactive prote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 
 

Table 2. The FMD and NMD of subjects (n=75) 

B-EDD (mm) 4.25±0.83 

RH-EDD (mm) 4.68±0.86 

N-EDD (mm)  4.94±0.86 

 FMD (%)  10.49±4.93 

 NMD (%) 16.90±7.56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B-EDD,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 RH-EDD, end-dia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 N-EDD, nitroglycerine-induced end-diastolic diameter; FMD, flow-mediated 
vasodilation; NMD, nitroglycerine-mediated vasod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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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상태에 따른 환자군 간의 임상적 특성 및 생화학적 검사의 비교 

 SGA에 의한 영양상태를 기준으로 정상 영양상태를 보이는 환자군 (1군)

은 49명 (65%), 중등도 및 중증의 영양실조 환자 (2군)은 26명 (35%)였

다. 임상적 특성 중 연령과 투석기간이 영양실조군에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생화학적 검사 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두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

었으며 hsCRP (2.45±4.66 vs. 12.75±34.51 mg/L)및 평균 hsCRP  

(3.23±5.42 vs. 5.75±9.58 mg/L)도 영양실조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었

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Table 3). 

그러나, 알부민은 영양실조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3.7±0.4 vs  3.4

±0.3 g/dL, p<0.005), IL-6는 영양실조군에서 의의있게 높았다 (6.71±

3.29 vs 12.59±11.22 pg/mL, p<0.05). 한편 FMD는 영양실조군에서 유

의하게 낮았으나 (11.37±4.93 vs. 8.41±4.23%, p<0.05), NMD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8.00±7.92 vs. 14.5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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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GA 

 
 정상영양상태군

(n=49) 

영양실조군 

(n=26) 
p-value 

Age (years) 50.7±11.8 52.5±9.7 NS* 

Sex (M:F) 23:26 11:15 NS 

CAPD duration (months) 44.4±6.3 54.3±11.6 NS 

Body mass index (kg/m2) 24.4±2.9 24.4±3.4 NS 

SAP (mmHg) 143.9±16.0 154.5±22.9 NS 

Hemoglobin (g/dL) 10.5±1.3 10.0±1.3 NS 

Hematocrit (%) 30.9±4.0 29.8±4.1 NS 

Albumin (g/dL) 3.7±0.4 3.4±0.3 <0.005 

Fasting glucose (mg/dL) 94.8±13.8 101.7±19.7 NS 

Total cholesterol (mg/dL) 193.6±36.4 188.9±30.5 NS 

Triglyceride (mg/dL) 174.1±20.0 158.5±89.9 NS 

HDL cholesterol (mg/dL) 44.5±13.6 41.7±10.1 NS 

LDL cholesterol (mg/dL) 115.0±39.2 115.5±28.2 NS 

hsCRP (mg/L) 2.45±4.66 12.75±34.51 NS 

Average hsCRP (mg/L) 3.23±5.42 5.75±9.58 NS 

IL-6 (pg/mL) 6.71±3.29 12.59±11.22 <0.05 

FMD(%) 11.37± 4.93 8.41±4.23 <0.05 

NMD(%) 18.00±7.92 14.51±6.75 N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SAP, systolic arterial pressure; HD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RP, C-reactive prote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 FMD, flow-mediated vasodilation ; NMD, nitroglycerine-mediated vasodilation.  
*NS; not significant 
 

3. hsCRP 농도에 따른 환자군 간의 임상적 특성 및 생화학적 검사의 비

교 

대상환자를 hsCRP 농도에 따라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 (≥ 3 mg/L, 이

하 1군)과 hsCRP가 정상인 군 (<3 mg/L, 이하 2군)으로 나누어서 비교

하였다. 성별, 투석기간, 수축기 동맥압, 혈색소, 헤마토크릿, 혈청 알부민,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이 1군에서 54.6±12.4 세, 2군에서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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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세로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체질량 지수

도 각각25.9 ± 3.5 kg/m2와 23.9±2.8 kg/m2으로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p<0.05). 공복시 혈당도 1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 (105.8±22.3 vs. 93.3±11.4 mg/dL, p<0.05). 그러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군에서 37.4±9.3 mg/dL, 2군에서 45.3±12.9 

mg/dL로 hsCRP가 증가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또한 IL-6

도 14.06±11.27 pg/mL와 6.69±3.47 pg/mL로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5)(Table 4). FMD는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에서 7.35±4.23 %로 CRP농도가 정상인 군의 11.57±4.76 %보다 유의

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나 (p<0.005) NMD는 두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Table 5). 

총 대상환자 중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및 심부전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는 총 10명으로 이들을 제외한 65명을 대상으로 다시 hsCRP 

농도 증가한 군과 정상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역시 FMD

는 각각 7.29±4.70%, 11.86±4.72%로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에서 유

의하게 낮았다 (p<0.005)(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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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sCRP level 

 1군(n=19) 2군(n=56) p-value 

Age (years) 54.6±12.4 49.3±10.7 <0.05 

Sex (M:F) 10:9 24:32 NS 

CAPD duration (months) 98.1±57.6 77.6±42.4 NS 

Body mass index (kg/m2) 25.9±3.5 23.9±2.8 <0.05 

SAP (mmHg) 142.1±17.5 148.8±19.4 NS 

Hemoglobin (g/dL) 10.0±1.7 10.4±1.2 NS 

Hematocrit (%) 29.9±5.0 30.7±3.8 NS 

Albumin (g/dL) 3.5±0.5 3.6±0.4 NS 

Fasting glucose(mg/dl) 105.8±22.3 93.3±11.4 <0.05 

Total cholesterol (mg/dL) 193.4±31.6 190.9±35.1 NS 

Triglyceride (mg/dL) 213.2±130.9 161.5±133.0 NS 

HDL cholesterol (mg/dL) 37.4±9.3 45.3±12.9 <0.05 

LDL cholesterol (mg/dL) 113.4±36.2 113.8±37.1 NS 

Calcium (mg/dL) 9.4±1.3 9.5±1.0 NS 

Phosphate (mg/dL) 4.7±1.3 4.8±1.2 NS 

Ferritin (ng/mL) 462.3±172.2 439.5±59.7 NS 

hsCRP (mg/L) 2.45±4.66 12.75±34.51 <0.005 

Average hsCRP (mg/L) 3.23±5.42 5.75±9.58 <0.005 

IL-6 (pg/mL) 14.06±11.27 6.69±3.47 <0.05.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1군: hsCRP≥ 3.0 mg/L ,  2군: hsCRP<3.0 mg/L 
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SAP, systolic arterial pressure; HD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RP, C-reactive prote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 

 

Table 5. Comparison of brachial artery doppler parameters according to 

hsCRP level 

 1군(n=19) 2군(n=56) p-value 

B-EDD (mm) 4.5±1.1  4.2±0.7 0.191 

RH-EDD (mm) 4.8±1.2  4.7±0.7 0.565 

N-EDD (mm) 5.1±1.2  4.9±0.7 0.351 

FMD (%) 7.35±4.23 11.57±4.76 <0.005 

NMD (%) 14.90±5.44 17.59±8.16 0.188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1군: hsCRP≥ 3.0 mg/L ,  2군: hsCRP<3.0 mg/L 
B-EDD,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 ; RH-EDD, end-dia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 ; N-EDD, nitroglycerine-induced end-diastolic diameter ; FMD, flow-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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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odilation ; NMD, nitroglycerine-mediated vasodilation. 
 

Table 6. Comparison of brachial artery doppler parameters according to 

hsCRP level (excluding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1군(n=14) 2군(n=51) p-value 

B-EDD (mm) 4.6±1.3 4.2±0.7 0.124 

RH-EDD (mm) 4.9±1.4 4.7±0.7 0.358 

N-EDD (mm) 5.2±1.4 4.9±0.7 0.263 

FMD (%) 7.29±4.70 11.86±4.72 <0.005 

NMD (%)                     13.97±4.88 17.88±8.24 0.121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1군: hsCRP≥ 3.0 mg/dL ,  2군: hsCRP<3.0 mg/dL 
B-EDD,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 ; RH-EDD, end-dia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 ; N-EDD, nitroglycerine-induced end-diastolic diameter ; FMD, flow-mediated 
vasodilation ; NMD, nitroglycerine-mediated vasodilation ; IL-6, interleukin-6. 

 

4. SGA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SGA에 따른 영양상태의 평가에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

수들간의 상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

다. SGA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체질량 지수 (r= 

0.525), 크레아티닌 (r= 0.338), 혈청 알부민 (r= 0.451), 인 (r= 0.249), 

FMD (r= 0.281)가 있었으며, 이 중 알부민과 체질량 지수가 비교적 밀접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SGA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공복 혈당 (r= -0.326), hsCRP (r= -0.326), 평균 hsCRP (r= -

0.395), IL-6(r= -0.601)이 있었다 (Table 7).   

여러 가지 혼란 변수를 보정하여 영양 상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독립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질량 

지수 (r=0.322, p<0.005), hsCRP (r= -0.323, p<0.05), IL-6 (r= -0.390, 

p<0.05)가 독립적으로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였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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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arson correlation between SGA and variables 

 R p-value 

BMI 0.525 0.000 

Cr 0.338 0.004 

Albumin 0.451 0.000 

Fasting glucose -0.326 0.006 

Phosphate 0.249 0.036 

hsCRP -0.580 0.000 

Average hsCRP -0.395 0.001 

IL-6 -0.601 0.000 

FMD 0.281 0.018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 FMD, flow-mediated vasodilation. 

 

Table 8.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of the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SGA 

 ß p-value 

BMI 0.322 0.004 

Albumin 0.168 0.095 

hsCRP -0.323 0.042 

IL-6 -0.390 0.014 

BMI, body mass index; CRP,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 

 

5. FMD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FMD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을 시행한 결과 연령, 체질량 지수, SGA, 공복시 혈당, 고밀도지단백 콜

레스테롤, 평균 hsCRP, IL-6가 FMD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고 

(p<0.05), 검사 당일 hsCRP 농도는 FMD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052, Table 9). 이 중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 SGA 는 FMD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나머지는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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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에 있었다. 단순 회귀분석 결과 연령, 공복시 혈당, 검사 당일 

hsCRP, 평균 hsCRP, IL-6, 체질량 지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FMD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었다.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 중 

평균 hsCRP만이 유일하게 FMD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었다 

(p<0.05, Table 10). SGA와 FMD는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IL-6 농도와 FMD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Fig. 1,2). 

검사 당일의 hsCRP 및 평균 hsCRP와 FMD사이에도 의의있는 음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Fig. 3,4).  

Table 9. Pearson correlation between FMD and variables 

 R p-value 

Age -0.245 0.035 

BMI -0.260 0.026 

SGA  0.287 0.015 

Fasting glucose -0.258 0.026 

HDL-C 0.231 0.048 

hsCRP -0.227 0.052 

Average hsCRP -0.389 0.001 

IL-6 -0.316 0.006 

SGA,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 
 

 

Table 10.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of the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FMD 

 ß p-value 

Age -0.011 0.938 

SGA 0.105 0.474 

Fasting glucose -0.065 0.638 

hsCRP 0.202 0.317 

Average hsCRP -0.349 0.019 

IL-6 -0.29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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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L-6, 
interleuk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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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between SGA and FMD. 

FM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GA. 

r = -0.36 

p < 0.005 

r = 0.281 

p =0.018 

Fig 2. Correlation between log IL-6 and FMD. 

FMD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log IL-6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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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rrelation between log hsCRP and FMD.  

FMD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log hsCRP level.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log average hsCRP and FMD. 

FMD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log average hsCRP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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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IV. 고 찰 

 

만성신부전증 환자에서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질환은 가장 흔한 사망원

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밝히고 치

료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신대체 요법의 발

전에도 불구하고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략 1년에 9%정도로 일반인구에 비해서 20-30배나 더 높고, 특히 45

세 이하 투석환자들에서의 심혈관계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100배나 높

은 실정이다36. 이런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전통적인 위험요소들은 흔히 

연령, 성별,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있으나 이런 요소들만으로

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에서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대해 충분

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위험요소들 외에 혈관

내피세포 이상, 영양실조, 만성염증, 산화성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등의 비전통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은 죽상경화증의 초기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죽

상경화질환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혈관내

피세포는 활동적인 대사 조직을 형성하며 여러 혈역학적인 물질들을 생성

할 수 있는데, 이 중 NO (nitric oxide)의 생성은 혈관내피에서 생성되는 

주된 이완인자로 저산소증, 아세틸콜린, 브래디키닌 (bradykinin), 세로토

닌 (serotonin), 그리고 shear stress 증가에 의해 활성화되며 혈관확장을 

유도하고 endothelin-1과 같은 수축인자의 방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average hsCRP and FMD.  

FMD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erum average hsCRP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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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죽상경화증이 발생하여 아세틸콜린, shear 

stress 등과 같은 자극에 대해 NO 유리가 소실되어 관상동맥의 비정상적

인 혈관수축이 일어나게 된다38. 또한 혈관내피세포가 산화된 저밀도지단

백을 생성하면 단핵구와 T-림프구의 응집 및 이동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

러한 과정은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염증은 죽

상경화증의 진행에 주요한 요소가 되는데 신부전 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

에서 염증의 지표인 CRP, 피브리노겐 (fibrinogen), IL-6등이 죽상경화증

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최근 많다19,39. 투석 환자에서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최근 보고에 의

하면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며40 신부전 환자에서 ADMA 

(asymmetrical dimethylarginine)가 증가되어 있고 이것이 투석 환자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일으키는 요소일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40,41.  

 또한 영양실조 및 저알부민혈증이 복막투석 환자에서 증가된 사망률 

및 이환율과 관련있다고 한다52. 영양실조 및 저알부민혈증은 복막투석 

환자에서 죽상경화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죽상경화증이 염증, 영양실조, ICAM-1과 같은 adhesion molecule등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42. 

 본 연구는 말기신부전 환자 중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만을 대상으

로 하여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의 간접적 측정방법인 FMD와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지표 (hsCRP, IL-6) 및 영양상태의 관계를 단면적으로 조사하

고,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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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양상태 및 hsCRP 농도에 따라 분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영양상태를 SGA로 평가하여 구분한 두 군간의 비교

에서 영양실조군에서 IL-6가 유의하게 높았고, FMD와 알부민이 의의있

게 낮았으며, 체질량 지수, hsCRP, IL-6가 독립적으로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 염증반응이 투석환자에서 영양실조의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전임을 지지하고 있다. Kaizu 등은 장기간의 

혈액투석환자에서 영양상태는 IL-6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IL-6는 오랜 

투석 및 노화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23. Bologa 등은 혈액투석 

환자에서 IL-6 농도가 저알부민혈증을 초래함을 보고하였고22 

Tsujinaka43 등은 합성 IL-6 투여로 혈청 알부민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

고하였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IL-6가 영양실조

의 매개 물질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Kaysen 등이 혈액투석환자에서 

급성기 반응이 알부민 농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는데44 이런 

연구들을 통하여 IL-6와 같은 전구 염증 싸이토카인이 영양실조를 일으

켜 사망률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Kang 등은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CRP 농도와 FMD사이에 의

의있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45 Oflaz 등은 혈액투석 환자와 

신이식 환자사이의 비교 후 혈액투석 환자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 더욱 

손상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염증의 지표인 hsCRP가 신이식 환자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이었으나 혈액투석환자

에서는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46. 복막투석 환자에서 혈관내피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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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손상되어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35 CRP와 FMD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hsCRP 농도에 따라 구분

한 두 군간에서 hsCRP 농도가 높은 군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을 나

타내는 FMD가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며, IL-6 및 hsCRP와 FMD 사이에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이었는데 이것은 복막투석환자에서 만성염증이 죽

상경화증을 유도하는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일으킴을 시사하는 소견이

다. 

Fichtlscherer 등은 60명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남자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증가된 CRP농도가 아세틸콜린 매개 혈류   

(acetylcholine-induced forearm blood flow)에 대한 반응에 유의한 독립

적인 예측인자이며 CRP농도와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47, Huber 

등은 동물실험에서 합성 IL-6의 투여로 조기 죽상경화증이 악화됨을 보

고한 바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IL-6가 FMD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이

었으나 다중회귀분석상 FMD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아니었는

데 이는 IL-6와 hsCRP간의 상호연관성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염

증 및 영양상태가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영향을 미쳐 전혈전성 과정 

(prothrombotic process)에 기여를 한다는 보고처럼24 본 연구에서도 만

성 염증이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영양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더 나아가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상호 간에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malnutrition-inflammation-

atherosclerosis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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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FMD 검사가 널리 공통적으로 알려진 참고치가 없어 본 연구 시작시 건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 참고치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측정

자간 (interobserver)의 오차 및 측정자내 (intraobserver) 오차를 결정하

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명의 검사자가 시행하여 검사자의 주관적인 측

정 오차 등이 발생되었을 수 있다는 점, 셋째 대상환자가 75명으로 비교

적 소규모의 단면적인 연구였다는 점, 넷째 statin 계열 및 aspirin, 비타

민 등과 같이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약

의 복용을 중지하는 wash out 기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statin 계열 및 aspirin 등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적어서 연

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49, 흡연50 및 본태성 고혈압51 환

자에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흡연자가 거의 없었으며 고혈압은 혈압약으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여

서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작다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 영양상태가 나쁠수록 혈관내피세포 기

능지표인 FMD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며, 만성염증의 지표인 IL-6

가 의의있게 증가하였다. 또한 혈청 내 hsCRP가 높을수록 혈관내피세포 

기능 지표인 FMD가 유의하게 저하되었고, FMD와 IL-6, hsCRP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만성 염증이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 동시에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초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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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관여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FMD 검사 당일 시행한 1회의 hsCRP보다는 2년 내에 대략 3

개월 간격으로 시행한 평균 hsCRP (average hsCRP)가 FMD에 대해 영

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인자인 것으로 보아 복막투석환자에서 혈관내피세

포 기능이상의 평가에서는 단면적인 1회의 검사보다는 정기적인 측정에 

의한 평균 hsCRP가 더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말기신부전 환

자에서 FMD를 통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

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hsCRP 농

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FMD를 시행 후 혈관내피세포 기능

이상이 입증된 환자에게서 죽상경화증의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

료가 요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면적 연구를 통해 말기신부전 환자

에서 만성 염증 및 영양상태 이외에 혈관내피세포의 이상을 초래하는 인

자들을 찾아내어 죽상경화증의 악화 및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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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안정적으로 복막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상완동

맥 초음파를 통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과 염증반응 및  영양상태 등에 

대한 단면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영양상태와 염증반응이 혈관내피세포 이

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총 75명의 환자 중 26명 (35%)이 영양실조를 보였고 이 중 24명

(32%)이 경도 및 중등도의 영양실조 상태였고 2명 (3%)이 중증의 영양

실조상태였다.  

 

2. 영양상태를 SGA로 평가하여 구분한 두 군간에 영양실조군에서 연령과 

투석기간이 정상영양군보다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양실조

군에서 IL-6가 유의하게 높았고 (6.71±3.29 vs. 12.59±11.22 pg/mL, 

p<0.05), 알부민 (3.7±0.4 vs. 3.4±0.3 g/dL, p<0.005)및 FMD (11.37± 

4.93 vs. 8.41±4.23 %, p<0.05)가 영양실조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3.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질량 지수, hsCRP, IL-6가 독립적으로 영양상

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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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과 정상인 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hsCRP 농도가 증가한 환자에서 연령, 체질량 지수, 공복 혈당, IL-6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hsCRP 농도가 증가한 환

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FMD가 hsCRP 농도가 증가한 군에서 유

의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5. 다중 회귀분석 결과 평균 hsCRP가 FMD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었으며 이들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복막투석환자에서 만성 염증은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중요

한 원인이 되며 동시에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초래하여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만성 염증이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일으키는 기전 및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관여하는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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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Cardiovascular disease is known as the most frequent 

cause of death in end stage renal disease patients. But, the 

extraordinary increase in morbidity and mortality caused by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ESRD patients can not be explained by 

traditional risk factors solely. Therefore more attention is being 

focused on non-traditional risk factors such as endothelial dysfunction, 

malnutrition, chronic inflammation and infection. 

 Current views regard atherosclerosis as a dynamic and progressive 

disease arising from the combination of endothelial dysfunction and 

inflammation.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42

atherosclerosi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i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endothelial dysfunction. Factors recently 

suspected to cause endothelial dysfunction are chronic inflammation 

and malnutri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whether chronic 

inflammation and malnutrition plays an important role on endothelial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ESRD. 

Method: Seventy-five patients undergoing chronic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for more than six months were enrolled in the 

study. To evaluate the extent of endothelial dysfunction, flow-

mediated dilation (FMD) of brachial artery was measured using non-

invasive doppler ultrasonography. The degree of chronic inflammation 

was assessed by measuring inflammatory markers (IL-6, hsCRP) an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SGA) was used to assess the nutritional 

status.  

Result: According to SGA grade,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group 1: normal nutritional status group, group 2:  

malnourished status group). In group 2, IL-6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group 1 (6.71±3.29 vs. 12.59±11.22 pg/mL). FMD and 

albumin level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2 (11.37 ±4.93 vs. 

8.41±4.23% , 3.7±0.4 vs. 3.4±0.3 g/dL). On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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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BMI (body mass index), IL-6 and hsCRP were independent 

factors influencing nutritional state. 

When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groups according to hsCRP 

level (group1: hsCRP ≥  3mg/L, group2: hsCRP < 3mg/L), BM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1 compared to group 2 (25.9 ± 3.5 vs. 

23.9±2.8 kg/m2, p<0.05). Fasting glucose was higher in group 1 

(105.8±22.3 vs. 93.3±11.4 mg/dL, p<0.05). HDL-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1 (37.4±9.3 vs. 45.3±12.9 mg/dL, p<0.05).  

FMD was decreased in the higher hsCRP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hsCRP group (7.35±4.23 vs 11.57±4.76%, p<0.005). hsCRP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FM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average hsCRP 

concentration was an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brachial FMD 

(p<0.05).  

 Conclusion: Moderate to severe malnutrition and chronic 

inflammation showed a close relationship with endothelial dysfunction.    

Since endothelial dysfunction is known to play a major role in the 

pathogenesis of atherosclerosis, malnutrition and chronic inflammation 

can be a predisposing factor for atherosclerosi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in end-stage renal disease patient. 

Key words: nutritional state, endothelial dysfunction, hsCRP, IL-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