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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의  

MIBI 및 심초음파 소견 

: 당뇨병과 비당뇨병 환자 사이의 비교 

 

심혈관계 질환은 투석 환자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전체 

사망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은 투석 중인 환

자뿐만 아니라,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처음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도 이미 존재하여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후 인자

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

의 유병율이 비당뇨병 환자에 비하여 약 2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 질환 (당뇨병성 신병증 vs. 비당뇨병성 신질환)에 따른 심혈관

계 질환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종종 보고되어 온 반면, 심장 질환

에 국한하여 MIBI 및 심초음파 소견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더더욱 대상 환자가 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이었던 연구

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말기 신부전증으

로 진단받고 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MIBI 및 심초

음파 소견을 분석하였으며, 대상 환자를 말기 신부전증의 원인에 따

라 당뇨병성 신병증군 (DM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 (Non-DM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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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서도 비교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0년 1월 1일부

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투석을 처

음 시작한 환자 중, 투석 시작 4주내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MIBI와 심초음파 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임상

적 특성, 혈청생화학 검사, MIBI 및 심초음파 소견을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4±10.8세, 남녀 비는 1.1:1이었다. 

총 77명 중 DM군은 52명 (평균 당뇨 유병 기간; 16.1±9.4년), 

Non-DM군은 25명이었으며, MIBI와 심초음파 검사는 평균 2.7±

2.4일의 기간 간격을 두고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 중에서 MIBI 검

사상 비정상 소견은 30명 (39.0%)에서, 그리고 심초음파 검사상 좌

심실 비후 소견은 69명 (89.6%)에서 관찰되었다. MIBI 검사상 비정

상 소견으로는 가역 관류 결손이 26명 (86.7%), 그리고 지속 관류 

결손이 4명 (13.3%)이었으며, 심근 관류 이상 영역으로는 단일 혈

관 영역, 두개 혈관 영역, 세개 혈관 영역이 각각 36.7%, 50.0%, 그

리고 13.3%이었다. 대상 환자를 DM군과 Non-DM군으로 나누어 

MIBI 소견을 비교한 결과, 심근 관류 이상 소견은 DM군 (25명, 

48.1%)에서 Non-DM군 (5명, 20.0%)에 비해 의의있게 많았다 

(p<0.05). 심초음파 검사상 DM군과 Non-DM군 사이에 좌심실 비

후 동반 여부 (92.3% vs. 84.0%), 좌심실 구혈율 (56.1±13.1%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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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1.8%), 그리고 좌심실 이완기말 내경 (51.8±5.7 mm vs. 

53.8±6.9 mm)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완기말 심실 중격 두께 

(12.3±2.2 mm vs. 11±1.8 mm, p<0.05), 이완기말 좌심실 후벽 두

께 (12.1±1.9 mm vs. 11.1±1.7 mm, p<0.05), 그리고 상대적 벽 두

께 (0.48±0.11 mm vs. 0.42±0.09 mm, p<0.05)는 DM군에서 Non-

DM군에 비해 의의있게 두꺼웠다. MIBI 검사상 심근 관류 이상 소

견이 없었던 환자군에서의 좌심실 구혈율은 59.4±12.8%로 심근 관

류 이상 소견이 있었던 환자군의 52.1±11.2%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이상의 연구 결과로, 대부분의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투석 시작 

당시에 이미 좌심실 비후가 동반되어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는 무증상의 심근 관류 이상이 많은 수에서 동반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당뇨병이 동반된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는 초기부터 허혈

성 심장 질환에 대한 세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핵심되는 말 : 말기 신부전증, MIBI, 심초음파,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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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의  

MIBI 및 심초음파 소견 

: 당뇨병과 비당뇨병 환자 사이의 비교 

 

<지도교수 강 신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장 태 익 

 

I. 서  론 

 

심혈관계 질환은 투석 환자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전체 

사망의 약 40%를 차지한다1.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시행 중인 환자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부전증, 부정맥, 

그리고 말초혈관질환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흔히 동반되며,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은 투석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투석 중인 환자뿐만 아니라 투석 전 환자에

서의 심혈관계 질환도 투석 후 초기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 모두에 

나쁜 예후 인자로 알려져 있다2-3. 한편, Foley 등4은 말기 신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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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도 심장 질환의 임상적 및 심초음파

적 이상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는 투석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이 말

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되기 전부터 이미 동반되어 있었음을 시사하

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투석 환자의 전체적인 이

환율과 사망률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1-4.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심장 이상 소견인 

좌심실 비후 (LV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는 투석을 시작하

는 환자의 60-80%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사망률

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후 인자로 알려져 있다4-9. 좌심실 비후

는 고혈압이나 수분 과저류 (overhydration), 빈혈, 그리고 동정맥 

단락 (arterio-venous shunt)에 의한 압력과 용적 과부하에 의해 유

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령이나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혈청 총 콜레스테롤 및 알부민 수치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단은 심전도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사로도 

가능하지만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좌심실 비후는 대부분의 투석 환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점차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고혈압과 빈혈이 교정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계 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 모두가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다5-14.  

 당뇨병성 신병증은 말기 신부전증의 원인 질환 중 가장 많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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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당뇨병 환자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유병율

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30. 뿐만 아니라 당뇨병 유무는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원인 질환이 당뇨병성 신

병증인 환자에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높은 심혈관계 질환 유병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 질환 (당뇨병성 신병증 vs. 비당뇨병성 신질환)에 따

른 심혈관계 질환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종종 보고되어 온 반면, 

심장 질환에 국한하여 MIBI 및 심초음파 소견을 비교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더더욱 대상 환자가 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

이었던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를 대상

으로 MIBI 및 심초음파 소견을 분석하였으며, 대상 환자를 원인 질

환에 따라 당뇨병성 신병증군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으로 나누어서

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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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투석을 처음 시작한 환자 중, 투석 시작 4주내에 임상적으

로 안정된 상태에서 MIBI와 심초음파 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 7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MIBI 및 심초음파 검사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나 의무기록이 미흡하였던 경우, 그리고 급성 

폐부종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응급 투석을 시행받았던 환자는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대상 환자들의 성별, 투석 시작 당시

의 연령, 기저 신질환, 당뇨병의 유무, 심혈관계 질환의 기왕력, 체

표면적, 혈압, 혈액 검사, 혈청생화학 검사, 그리고 MIBI 및 심초음

파 소견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환자를 말

기 신부전증의 원인에 따라 당뇨병성 신병증군 (DM군)과 비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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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질환군 (Non-DM군)으로 나누어 양군의 MIBI 및 심초음파 소

견을 비교하였다. 혈압은 첫 투석 시작 전일과 시작일 아침에 10분 

이상 누운 자세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압을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여 

Kortokoff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값의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

다. 맥압 (pulse pressure)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로, 그

리고 평균 동맥압 (mean arterial pressure)은 이완기 혈압과 1/3맥

압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혈액 검사와 혈청생화학 검사로는 투석을 

시작하기 1주일 전부터 투석 시작일 사이의 혈색소, 헤마토크릿, 혈

청 알부민, 혈중 요소질소와 혈청 크레아티닌, 총 콜레스테롤, 칼슘, 

인,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alkaline phosphatase),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조사하였다. 심혈관계 질환의 기왕력은 관상동맥질환

과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증, 부정맥, 그리고 말초

혈관질환으로 분류하여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관상동맥질환

은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로, 그리고 협심증은 운동에 의해 악화되고 휴식

이나 nitrate에 의해 호전되는 전형적인 흉통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

였다. 심부전증은 호흡곤란, 경정맥 확장이나 양 폐하의 악설음, 단

순 흉부 촬영상 입원이나 투석을 요하는 폐정맥 울혈이나 폐부종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부정맥은 치료를 요하는 심방

성 또는 심실성 부정맥으로, 그리고 말초혈관질환은 말초혈관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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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나 이로 인한 수술 또는 경피적 말초혈관 성형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4. 

모든 환자는 투석 시작 4주내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MIBI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았다. 99mTc-MIBI 심근 SPECT는 

아데노신 (adenosine)을 사용한 부하-휴식 1일 검사법을 이용하였

다. 검사 당일 아침에 모든 심혈관계 약물을 중단하고, 커피, 차 또

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금한 공복 상태에서 앙와위로 시행하였

다. 부하시와 휴식시에 각각 25 mCi과 8 mCi의 99mTc-MIBI를 정주

하고 15-20분이 지난 뒤 우유나 계란을 먹게 한 후, 1시간 경과 뒤 

촬영을 시작하였다. 부하시의 스캔은 휴식 영상을 얻은 4시간 후에 

시행하였다. 부하 영상은 아데노신 (데노신R, 극동제약, 인천광역시, 

한국) 0.14mg/kg/min으로 6분에 걸쳐 정주하였고, 4분 후에 99mTc-

MIBI 25 mCi을 정주한 후 영상을 얻었다. 영상은 이중 헤드 감마카

메라 (VariCamR, General Electric Company, Milwaukee, U.S.A.)를 

이용하여 우전사위 45도에서 좌후사위 45도까지 180도 회전시키면

서 각 투사 영상당 64x64행렬로 20초씩 60개의 투사 영상을 얻었

다. 영상의 재구성은 Butterworth 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 후 역투

사를 시행하였으며, 6.9 mm의 두께로 좌심실의 수직 장축 단면상, 

단축 단면상 및 수평 장축 단면상을 얻었고, 극성지도를 함께 얻어 

분석하였다. 심장 관류 상태의 정도는 부위별로 정상, 가역 결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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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결손으로 판정하였으며, 지속 관류 결손과 가역 관류 결손 모

두를 비정상 소견으로 간주하였다. 비정상 소견인 경우 주요 관상동

맥 분지에 따라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도 평가하였다. 심초음파 검사

는 Agilent Sonos 5500 (Philips, Bothell, Washington, U.S.A.)을 이

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좌심실 구혈율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좌심방 내경 (LAD, left atrium 

dimension), 이완기말 심실 중격 두께 (IVSd,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diastole), 수축기말 심실 중격 두께 (IVSs,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systole), 이완기말 좌심

실 후벽 두께 (PWd, posterior wall thickness at end-diastole), 수

축기말 좌심실 후벽 두께 (PWs, posterior wall thickness at end-

systole), 좌심실 이완기말 내경 (LVEDD, left ventricular end-

diastole dimension), 그리고 좌심실 수축기말 내경 (LVESD, left 

ventricular end-systole dimension)을 측정하였다. Devereux의 공

식을 이용하여 좌심실질량 (LVM, left ventricular mass)을 구하였

고, 이를 체표면적으로 나누어 좌심실질량지수 (LVMI, left 

ventricular mass index)를 구하였다15.  

 

좌심실질량 (g)=1.04[(이완기말 좌심실 후벽 두께+이완기말  

심실 중격 두께+좌심실 이완기말 내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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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 이완기말 내경)3]-13.6 

좌심실질량지수 (g/m2)=좌심실질량/체표면적  

좌심실 분획 수축률 (FS, left ventricular fractional shortening)

과 상대적 벽 두께 (RWT, relative wall thickness)는 다음의 공식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좌심실 분획 수축률=(좌심실 이완기말 내경- 좌심실 수축기 

말내경)/좌심실 이완기말 내경 

      상대적 벽 두께=2(이완기말 좌심실 후벽 두께/좌심실 이완기 

말내경) 

좌심실 비후는 Framingham의 진단 기준을 통하여 좌심실질량지

수가 남성인 경우 131 g/m2, 그리고 여성인 경우 100 g/m2 이상일 

때로 정의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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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처리 

 

 모든 기술적 자료 (descriptive data)는 평균±표준편차, 그리고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DM군과 Non-DM군 사이의 혈압, 혈액 

검사, 혈청생화학 검사 및 심초음파 소견은 2-tailed Student’s 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좌심실 비후 동반 유무와 MIBI 검사

상 심근 관류 이상 여부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1.0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3

III.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검사실 소견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4±10.8세, 남녀 비는 1.1:1이었다. 

총 77명 중 당뇨군은 52명 (평균 당뇨 유병 기간; 16.1±9.4년)이었

으며, 비당뇨군은 25명이었다. 말기 신부전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당

뇨병성 신병증이 52명 (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이 11명 

(14.3%), 그리고 만성 사구체신염이 3명 (3.9%)이었다 (Table 1). 

대상 환자를 DM군과 Non-DM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DM군

에서 Non-DM군에 비해 혈중 요소질소 (90.0±33.8 mg/dl vs. 

107.8±33.4 mg/dl), 혈청 크레아티닌 (8.5±2.9 mg/dl vs. 11.8±4.1 

mg/dl), 알부민 (3.0±0.6 g/dl vs. 3.6±0.7 g/dl), 그리고 칼슘x인산

염치 (44.9±12.6 vs. 54.0±11.2)가 의미있게 낮았다. 반면에, 맥압

은 DM군 (66.8±17.4 mmHg)에서 Non-DM군 (56.8±11.8 mmHg)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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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umbers of patients 

Age (years) 58.4±10.8* 

Male/Female 40/37 

Cause of ESRD (%)  

Diabetic nephropathy 52  (67.5%) 

Hypertension 11  (14.3%) 

Chronic glomerulonephritis 3   ( 3.9%) 

Unknown or others 11  (14.3%) 

 

*: Value is mean ± S.D.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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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and laboratory parameters 

between DM and Non-DM groups 

 

 DM 

(N=52) 

Non-DM 

(N=25) 
p 

Age (years) 60.2 ± 7.9 54.7 ± 14.7 NS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50.3 ± 22.5 147.2 ± 14.9 NS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6.2 ± 10.9 90.4 ± 8.4 NS 

Pulse pressure (mmHg) 66.8 ± 17.4 56.8 ± 11.8 0.012 

Mean arterial pressure (mmHg) 108.5 ± 13.5 109.3 ± 9.5 NS 

Hemoglobin (g/dl) 8.4 ± 1.5 8.5 ± 1.5 NS 

Hematocrit (%) 25.3 ± 4.5 25.5 ± 4.9 NS 

Blood urea nitrogen (mg/dl) 90.0 ± 33.8 107.8 ± 33.4 0.033 

Creatinine (mg/dl) 8.5 ± 2.9 11.8 ± 4.1 <0.001 

Albumin (g/dl) 3.0 ± 0.6 3.6 ± 0.7 0.010 

Total cholesterol (mg/dl) 181.0 ± 47.2 170.2 ± 44.0 NS 

Calcium (mg/dl) 8.1 ± 1.0 7.9 ± 1.3 NS 

Inorganic phosphorus (mg/dl) 5.6 ± 1.5 7.0 ± 1.7 NS 

Ca x P product  44.9 ± 12.6 54.0 ± 11.2 0.030 

Alkaline phosphatase (IU/L) 95.7 ± 43.8 89.3 ± 51.1 NS 

Intact PTH (pg/ml) 116.8 ± 110.1 191.7 ± 131.8 NS 

 

Values are mean ± S.D. 

NS: Not significant, PTH; parathyroid hormone, Ca; calcium, P; phosp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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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계 질환 동반 유무 

대상 환자 77명 중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었던 환자는 25명 

(32.5%)이었다. 동반되었던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심부전증이 14명 

(1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심증 12명 (15.6%), 관상동맥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이 각각 3명 (3.9%), 그리고 부정맥 2명 (2.6%) 순이

었다. 대상 환자를 DM군과 Non-DM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심

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DM군에서 20명 (38.5%)으로 Non-

DM군의 5명 (20.0%)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p=0.11) (Figure 1). 

 

 

 

 

 

 

 

 

 

 

Figure 1. Proportion of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in 

DM and Non-DM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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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BI 소견 

대상 환자 중 MIBI 검사상 비정상 소견은 30명 (39.0%)에서 관

찰되었는데, 가역 관류 결손이 26명 (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지속 관류 결손은 4명 (13.3%)이었다 (Table 3). 심근 관류 

이상 소견은 DM군에서 25명 (48.1%)으로 Non-DM군의 5명 

(20.0%)에 비해 의의있게 많았다 (p<0.05) (Figure 2). MIBI 검사상 

관류 결손이 있었던 환자 중 무증상이었던 경우가 16명 (53.3%)으

로 가장 많았으며, 심부전증, 협심증, 관상동맥질환이 동반되었던 경

우가 각각 7명 (23.3%), 6명 (20.0%), 그리고 1명 (3.4%)이었다. 

심근 관류 이상 영역으로는 단일 혈관 영역, 두개 혈관 영역, 세개 

혈관 영역이 각각 36.7%, 50.0%, 그리고 13.3%이었다 (Figure 3). 

 

Table 3.  Comparison of MIBI findings between DM and Non-DM 

groups 

 

 DM 

(N=52) 

Non-DM 

(N=25) 

Normal 27 (51.9%) 20 (80.0%) 

Abnormal 25 (48.1%)  5 (20.0%) 

   Reversible perfusion defect      21 (40.4%)      5 (20.0%) 

   Fixed perfusion defect       4  (7.7%)      0  (0.0%) 

 

Values are numbers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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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ortion of patients with abnormal findings on MIBI 

scan in DM and Non-DM groups 

 

 

 

 

 

 

 

 

Figure 3. Proportion of patients according to numbers of 

abnormal territories on MIBI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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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초음파 소견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비후 소견은 69명 (89.6%)에서 관찰되었

다. 대상 환자를 DM군과 Non-DM군으로 나누어 심초음파 소견을 

비교한 결과, 좌심실 비후 동반 유무 (92.3% vs. 84.0%), 좌심실 구

혈율 (56.1±13.1% vs. 57.5±11.8%), 그리고 좌심실 이완기말 내경 

(51.8±5.7 mm vs. 53.8±6.9 mm)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완기말 

심실 중격 두께 (12.3±2.2 mm vs. 11±1.8 mm), 이완기말 좌심실 

후벽 두께 (12.1±1.9 mm vs. 11.1±1.7 mm), 그리고 상대적 벽 두

께 (0.48±0.11 mm vs. 0.42±0.09 mm)는 DM군에서 Non-DM군에 

비해 의의있게 두꺼웠다 (Figure 4) (Table 4). 

 

 

 

 

 

 

 

 

 

 

 

 

 

Figure 4. Proportion of patients with LVH in DM and Non-DM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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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echocardiographic findings between 

DM and Non-DM groups 

 

 DM 

(N=52) 

Non-DM 

(N=25) 
p 

IVSs (mm) 14.8 ± 2.8 13.6 ± 2.4 NS 

IVSd (mm) 12.3 ± 2.2 11.0 ± 1.8 0.017 

PWs (mm) 15.9 ± 2.6 15.0 ± 2.6 NS 

PWd (mm) 12.1 ± 1.9 11.1 ± 1.7 0.029 

LVESD (mm) 37.4 ± 7.2 38.6 ± 7.4 NS 

LVEDD (mm) 51.8 ± 5.7 53.8 ± 6.9 NS 

LAD (mm) 43.3 ± 4.3 42.2 ± 5.8 NS 

EF (%)  56.1 ± 13.1  57.5 ± 11.8 NS 

FS (%)  28.0 ± 11.0 28.5 ± 7.2 NS 

RWT (mm) 0.48 ± 0.11  0.42 ± 0.09 0.022 

LVMI (g/m2 ) 186.1 ± 46.3 170.9 ± 54.5 NS 

 

Values are mean ± S.D. 

NS: Not significant, IVSs: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systole, 

IVSd: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diastole, PWs: posterior wall 

thickness at end-systole, PWd: posterior wall thickness at end-diastole, 

LVESD: left ventricular end-systole dimension, LVEDD: left ventricular end-

diastole dimension, LAD: left atrium dimension,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FS: left ventricular fractional shortening, RWT: relative wall thickness, 

LVMI: left ventricular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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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BI 소견에 따른 좌심실 구혈율 

MIBI 검사상 심근 관류 이상 소견이 없었던 환자군에서의 좌심실 

구혈율은 59.4±12.8%로 심근 관류 이상 소견이 있었던 환자군의 

52.1±11.2%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Figure 5).  

 

 

 

 

 

 

 

 

 

 

 

 

Figure 5. LV ejection fraction according to MIBI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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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투석 치료를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

환에 의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약 10-20배 높으며, 이들 질

환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의 보고를 통해 이미 널리 알

려져 있다1-4. 또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원

인의 약 30% 정도가 심혈관계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이들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역학,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신장재단의 K/DOQI 

지침에서는 모든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관여

하는 위험 인자의 유무나 그 정도에 관계없이 심혈관계 질환의 고

위험군 (highest risk)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아울러 모든 환자들에

서 이들 위험 인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

다고 하였다17.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

증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율은 관상동맥질환 30-40%, 심

부전증 35-40%, 말초혈관질환 15-20%로 보고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투석 시작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4,18-19. 다수의 외국 보고에 비해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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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정 등20은 혈액투석 시작 6개월

내에 심초음파를 시행한 1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표

하였는데, 대상 환자의 24.3%에서 울혈성 심부전증, 그리고 13.5%

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동반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투석 시

작 당시 심부전증을 동반하고 있었던 환자가 18.2%, 허혈성 심질환 

15.6%, 그리고 말초혈관질환 3.9%로 정 등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나, 

외국의 보고에 비하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종학적 및 

식생활 습관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말기 신부전증과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 구조 및 기능 이

상 (심근병증)과 혈관 이상 (동맥경화증, 세동맥경화증)으로 분류되

는데, 각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심근병증은 수축 기능

이 정상인 좌심실 비후와 수축 기능부전의 확장성 심근병증을 포함

하며,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질환이나 비동맥경화성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좌심실 비후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가장 흔히 동반되

는 심장 병변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후 인자인데, 빈혈, 동정맥류, 혈액투석간의 체액 증가와 같은 용

적 과부하나 수축기 혈압이나 맥압 등으로 대변되는 압력 과부하가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21-25.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투석 시작 당시에 

심초음파상 정상 소견을 보인 환자는 약 15%에 불과하며 좌심실 

비후와 수축기 기능 이상과 같은 비정상 소견을 보인 환자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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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와 15% 내외인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혈액투석 시작 

6개월내에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비후의 소견을 보인 환

자가 89.2%로 그 유병율이 높았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대상 환자의 89.6%에서 좌심실 비후가 동반되어 국내외

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과 같은 허

혈성 심질환은 심근으로의 혈류 감소에 의해 발생된다. 비록 허혈성 

심질환이 주로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질환에 의해 발생되나, 관상동맥

내 혈관 확장 능력의 감소와 심근으로의 산소 공급 변화와 같은 비

동맥경화성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26. 따라서, 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질환 외에도 좌심실 비

후와 빈혈로 인해 비동맥경화성 허혈이 쉽게 유발될 수 있다. 이는 

좌심실 비후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 심근의 산소요구량이 증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관상동맥의 확장과 혈류 증가가 일어나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심실내 압력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심내막 허혈도 

쉽게 유발된다. Foley 등4은 433명의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새로운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이 고령, 당뇨

병, 흡연, 고혈압, 저알부민혈증, 그리고 저칼슘혈증과 밀접한 관련

이 있었으며, 재발성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에는 저칼슘혈증 및 고콜

레스테롤혈증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다. 국내의 보고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군에서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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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흡연 환자가 많았고, 혈청 알부민치가 의의있게 낮았으며, 

혈청 총 콜레스테롤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여 외국의 보고와 큰 

차이가 없었다20. 이는 일반인에서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시키는 위

험 인자가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요독증과 

관련된 인자들, 예를 들어 고혈압, 저알부민혈증, 그리고 저칼슘혈증 

등으로 인해 허혈성 심질환의 유병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부

전증과 같은 심장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독립적인 위험 

인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27-33. 당뇨병 환자에서의 허

혈성 심질환은 대개 광범위한 관상동맥경화증에 기인하나, 투석 중

인 당뇨병 환자의 일부에서는 좌심실 비후나 심근세포의 섬유화, 그

리고 만성 요독증으로 인한 심근세포로의 칼슘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34-35. 위에서 열거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투석

을 시행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허혈성 심질환의 유병율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더더욱 

대상 환자가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이었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Rostand 등36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은 58명의 혈액투석 

환자 중 24명 (41.4%)에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없었다고 보고하면서,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투석 환자의 20-40%에서는 정상 

관상동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대상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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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군과 비당뇨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지는 않았다. Hatada 등34은 

혈액투석을 시행받고있는 당뇨병과 비당뇨병 환자 각각 12명을 대

상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 환자군에서 비당뇨

병 환자군에 비해 관동맥압 (coronary perfusion pressure)이 의미

있게 낮았으며, 주요 관상동맥혈관의 직경이 작았고, 관상동맥 석회

화의 빈도가 의의있게 높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 허혈성 심질

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무증상의 심근 허혈이나 심근경색의 빈도가 의의있게 

높은데,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으로 인해 통증에 둔감해지고, 이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되어 있다. 따

라서 최근에는 증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서 허혈성 심질환의 선별

검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7-38. 

허혈성 심질환은 심전도, 답차 검사, 그리고 관상동맥 조영술 등

의 검사를 통해 진단해 왔으며, 최근에는 MRI를 이용한 진단법이 

개발되기도 하였지만, 각각의 검사에는 민감도나 특이도, 침습적 시

술, 그리고 고비용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비침습적이

면서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은 선별

검사로 MIBI가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의 선

별검사로 MIBI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총 77명의 대상 환자 중 30

명 (39.0%)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는데, 가역 관류 결손이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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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속 관류 결손은 4명 

(13.3%)이었다. 지속 관류 결손은 심한 허혈을 갖는 생존 심근에서

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는 이전의 심근경색 등으로 괴사된 조직

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역 관류 결손이 허혈성 심질환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결과상 관상동맥질환

이 동반된 환자 3명중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던 2명은 고정 관류 결손,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았던 1명에서는 가역 관류 결손 소견을 보였다. 반면에, 협심증이 

동반된 환자 12명중 6명에서 MIBI 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는

데, 모두 가역 관류 결손이었다. 본 연구에서 협심증을 심전도나 답

차 검사 외에 관상동맥 조영술 등과 같은 객관적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질환이 규명된 경우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형적인 흉통의 

임상증상만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협심증이 아닌 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MIBI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인 6명에서도 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실로 미루

어 보아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동반된 협심증의 

많은 부분이 관상동맥질환은 없으면서 심근의 산소요구량과 산소공

급 사이의 혈역학적 불균형에 의해 유발되는 비동맥경화성 원인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이 있었

던 환자군이나 무증상의 환자군 모두에서 MIBI 검사상 이상 소견을 



 28

보인 환자 중에는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가 의의있게 많았다. 이는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보고와 유

사한 결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투석 전단계일지라도 이미 관상동

맥질환의 위험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MIBI 소견과 심초음파 검사 결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MIBI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군에서 정상소견을 보인 환자군에 비

해 좌심실 비후의 동반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좌심실 구혈율은 

의의있게 낮았는데, 이 역시 허혈로 인한 심근 손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MIBI 검사상 관류 이상 소견이 동반

되었던 환자 일부 (7명, 23.3%)에서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

기 때문에 이러한 관류 이상 소견과 관상동맥질환의 존재 사이의 

연관성을 확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투석을 시작하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허혈성 심질

환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 심초음파

상 좌심실 구혈율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당뇨병 유무에 상관

없이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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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투석을 처음 시작한 환자 중, 투석 시작 4주내에 임상적으

로 안정된 상태에서 MIBI와 심초음파 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 77

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 검사실 소견, 심혈관계 질환 동반 유무, 

MIBI 및 심초음파 소견을 분석하였으며, 대상 환자를 말기 신부전

증의 원인에 따라 DM군과 Non-DM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견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4±10.8세, 남녀 비는 1.1:1이었다.  

총 77명 중 DM군은 52명, Non-DM군은 25명이었다.  

2. 대상 환자의 검사실 소견을 비교한 결과, DM군에서 Non-DM군

에 비해 혈중 요소질소, 혈청 크레아티닌, 알부민, 그리고 칼슘x인

산염치가 의미있게 낮았던 반면, 맥압은 DM군에서 Non-DM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3. 총 대상 환자 77명 중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었던 환자는 25명 

(32.5%)이었는데, DM군이 20명 (38.5%)으로 Non-DM군의 5명 

(20.0%)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동반되었던 심

혈관계 질환으로는 심부전증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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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BI 검사상 비정상 소견은 30명 (39.0%)에서 관찰되었는데, 가

역 관류 결손이 26명 (86.7%), 그리고 지속 관류 결손이 4명 

(13.3%)이었다. 심근 관류 이상 소견은 DM군에서 25명 (48.1%)으

로 Non-DM군의 5명 (20.0%)에 비해 의의있게 많았다.  

5.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비후 소견은 69명 (89.6%)에서 관찰되

었다. DM군과 Non-DM군 사이에 좌심실 비후 동반 유무, 좌심실 

구혈율, 그리고 좌심실 이완기말 내경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완기

말 심실 중격 두께, 이완기말 좌심실 후벽 두께, 그리고 상대적 벽 

두께는 DM군에서 Non-DM군에 비해 의의있게 두꺼웠다. 

6. MIBI 검사상 심근 관류 이상 소견이 있었던 환자군에서 심근 관

류 이상 소견이 없었던 환자군에 비해 좌심실 구혈율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투석을 시작하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허혈성 심질

환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 심초음파

상 좌심실 구혈율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당뇨병 유무에 상관

없이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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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BI and echocardiographic findings in patients  

starting dialysis treatment 

: comparison between diabetic and non-diabetic patients 

 

Taeik Cha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hin-Wook Kang)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major cause of death in dialysis 

patients, accounting for about 40% of all deaths. It is also known 

as an important predictor of mortality, not only in patients 

undergoing dialysis treatment but also in those who are starting 

dialysis treatment. In addition, it is well known that 

cardiovascular morbidity is about twice higher in diabetic 

compared to non-diabetic patients. In this study, MIBI and 

echocardiography were performed in patients starting dialysis 

treatment, and a comparison of these findings between diab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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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and non-diabetic (Non-DM) patients was done. 

Among the patients diagnosed as end-stage renal disease and 

started dialysis treatment at Severance Hospital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03, 77 patients underwent MIBI and 

echocardiography when they were clinically stable within 4 

weeks after the initiation of dialysis. Clinic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findings, MIBI and echocardiographic findings of the 

77 patient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58.4±10.8 years with sex 

ratio of 1.1:1. Of the 77 patients, 52 were DM (mean DM 

duration: 16.1±9.4 years) and 25 were Non-DM. There were 30 

patients (39.0%) with abnormal findings on MIBI scan, 26 (86.7%) 

with reversible and 4 (13.3%) with fixed defects, and 69 patients 

(89.6%) wit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on echocardiography. 

Myocardial perfusion defect of one-vessel, two-vessel, and 

three-vessel territories were 36.7%, 50.0%, and 13.3%, 

respectively. DM group showed higher prevalence of myocardial 

perfusion defect (25 patients, 48.1%) than Non-DM group (5 

patients, 20.0%) (p<0.05).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92.3% vs. 84.0%),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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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56.1±13.1 % vs. 57.5±11.8 %), and 

left ventricular end-diastole dimension (51.8±5.7 mm vs. 

53.8±6.9 mm) between DM and Non-DM groups. However, end-

diastolic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12.3±2.2 mm vs. 

11±1.8 mm, p=0.017), end-diastolic left ventricular posterior 

wall thickness (12.1±1.9 mm vs. 11.1±1.7 mm, p=0.027), and 

fractional wall thickness (0.48±0.11 mm vs. 0.42±0.09 mm, 

p=0.022)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DM compared to Non-DM 

group.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patients with abnormal findings on MIBI scan than those with 

normal MIBI finding. 

In conclusion, the majority of end-stage renal disease patients 

starting dialysis treatment accompanied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and myocardial perfusion defect was present in 

many cases especially in diabetic patients. Therefore, early 

evaluation and treatment of ischemic heart disease are 

mandatory in patients who are diabetic and starting dialysis 

treatment for end-stage renal disease.  

Key words: end-stage renal disease, MIBI, echocardiography,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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