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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투석을투석을투석을투석을    시작하는시작하는시작하는시작하는    말기말기말기말기    신부전증신부전증신부전증신부전증    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        

혈관혈관혈관혈관    내피세포의내피세포의내피세포의내피세포의    기능이상기능이상기능이상기능이상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가장 중요

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은 동맥경

화성 심혈관계 질환의 초기 병변일 뿐만 아니라 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

부전증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에 대한 연구는 종종 있었

으나,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

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

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비침습적 방법으로 혈관 내

피세포 기능을 평가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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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투석을 시작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군 

(ESRD군)과 정상 신기능을 가진 고혈압-대조군 (C군)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알아보기 위

하여 상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한 비침습적 방법으로 혈류 매

개성 혈관확장 (flow-mediated dilation, FMD)을 측정하였으며, 

FMD 측정 당시의 임상적 특징, 생화학적 지표, 사구체 여과율 

(MDRD-GFR), 그리고 만성 염증의 지표인 C-반응 단백 (CRP)과 

FMD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총 대상 환자는 68명이었으며, ESRD군이 35명 (평균연령 51.7±

12.6세, 남:여=22:13), C군이 33명이었다 (평균연령 55.2±11.4세, 

남:여=17:16). C군에 비하여 ESRD군에서 수축기 혈압과 맥압이 의

의있게 높았으며 (수축기 혈압, 156.9±19.3 vs. 138.5±15.3 mmHg; 

맥압, 69.9±13.6 vs. 53.5±12.3 mmHg)(p<0.001), 혈청 칼슘 및 알

부민 농도는 의미있게 낮았다 (칼슘, 8.0±1.0 vs. 9.8±0.5 mg/dL; 

알부민, 3.6±0.7 vs. 4.6±0.4 g/dL)(p<0.001). 혈색소도 ESRD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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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0±1.5 g/dL로, C군의 13.7±1.5 g/dL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

다 (p<0.001). FMD는 ESRD군에서 C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낮았다 

(3.8±1.9 vs. 4.9±2.4%, p<0.05). ESRD군을 당뇨군과 비당뇨군으

로 나누어 FMD를 비교한 결과, 비당뇨군에 비하여 당뇨군에서 

FMD가 의미있게 낮았다 (3.1±1.9 vs. 4.4±1.9%, p<0.05). ESRD군

에서 수축기 혈압 (r=-0.480, p<0.005), 평균 동맥압 (r=-0.342, 

p<0.05), 맥압 (r=-0.501, p<0.005), 그리고 당뇨 유병 기간 (r=-

0.471, p<0.05)과 FMD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투석 시작 당시에 이

미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상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핵심되는 말: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 말기 신부전증, 당뇨병, 혈류 

매개성 혈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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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투석을투석을투석을    시작하는시작하는시작하는시작하는    말기말기말기말기    신부전증신부전증신부전증신부전증    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        

혈관혈관혈관혈관    내피세포의내피세포의내피세포의내피세포의    기능이상기능이상기능이상기능이상 

 

<지도교수 강 신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승 준 

 

I.I.I.I. 서서서서    론론론론    

    

심혈관계 질환은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들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정상인에 비하여 20-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비록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전통적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흔히 동반되지만, 이러한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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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만으로는 높은 심혈관계 사망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신부전증과 관련된 다른 인자들을 

고려하게 되었다2.  

혈관 내피세포는 심혈관계 기능의 조절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으로,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으로 인하여 혈관의 긴장 상태 

유지와 혈액 내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 

동맥경화증의 발생과 진행이 가속화된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장애이다3. 

한편, 투석 치료를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외에도 산화성 스트레스, 만성 염증, nitric oxide 

합성 억제 물질의 축적, 빈혈,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으로 

인하여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이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 5, 

이러한 이유에서 투석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할 경우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사망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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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우선 혈액검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내피세포의 

기능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von Willebrand 인자 

(vWF)를 비롯하여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ICAM-1), 

vascular adhesion molecule-1 (VCAM-1), E-selectin, C-반응 

단백, 그리고 asymmetric dimethylarginine (ADMA) 등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단하기도 하지만6-8, 도자나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더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3. 

국내외적으로는 장기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인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평가함과 동시에 

내피세포 기능이상과 관련이 있는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종종 있어 왔다9-11. 반면에, 투석 치료를 시행받고 있지 

않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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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투석 치료를 시작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평가하고, 이를 신기능이 정상인 고혈압-대조군 환자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자들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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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투석 치료를 처음 시작한 환자 중 투석 

시작 2주 이내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평가 받았던 환자 35명 (ESRD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3개월 이내의 급성 심근경색이나 뉴욕 심장학회 (NYHA) 분류상 

III군 이상의 심부전증, 상완에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 그리고 급성 

감염이 동반되었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일 병원 

심장내과에서 고혈압으로 경구 혈압 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 

중 연령과 성별이 대응되는 33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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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대상 환자들의 연령, 성별, 기저 신질환, 

동반 질환, 혈압, 맥박수, 그리고 복용하고 있던 항고혈압제 등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하였다. 혈액 검사 및 혈청 생화학 검사를 

통하여 투석 시작 당일에 혈색소, 헤마토크릿, 혈중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총 단백, 알부민, 칼슘, 인, 총 콜레스테롤, 부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C-반응 단백 등을 측정하였다. 사구체 여과율은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은 비침습적인 방법인 도플러 

초음파 (Siemens, NY, USA)를 이용하여 상완 동맥의 혈류 매개성 

확장 (flow-mediated dilation, FMD)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였다. 

FMD 측정은 모든 환자에서 투석 시작 2주 내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주중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날, 그리고 검사 24시간 

전부터는 항고혈압 약제를 포함한 모든 약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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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는 앙와위 자세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안정 

상태에서 상완 동맥에서의 FMD 검사를 시행받았다. 전주와 

(antecubital fossa)의 근위 5-10 cm 부위에서 기저 상완 동맥의 

내경을 측정한 후 가압대 (cuff)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보다 50 

mmHg 높게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5분간 유지시킨 다음 가압대를 

풀고 60초 후에 내경을 측정함으로써 FMD 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10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상완 동맥 내경의 기저 내경을 재측정한 

다음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0.6 mg 설하 투여 5분 후 

내경을 측정함으로써 NMD (nitroglycerin-mediated dilation; flow-

independent dilation) 값을 산출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상완 동맥의 

내경은 심전도상 후기 이완기 시기에 측정하였다. FMD 및 NMD 

값은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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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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s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 

N-EDD ; nitroglycerin-induced end-diastolic diameter 

FMD ; flow–mediated dilation 

NMD ; nitroglycerin–mediated dilation 

 

 

3.3.3.3. 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    

모든 기술적 자료 (descriptive data)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각 군의 자료는 Mann-Whitney U-test 

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FMD 값과 관련이 

있는 인자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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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 (ver. 13.0)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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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Table 1) (Table 1) (Table 1) (Table 1)    

ESRD군은 총 35명으로, 평균 연령은 51.7±12.6세이었으며, 남녀 

비는 1.7:1이었다. 기저 신질환으로는 당뇨병성 신병증이 17명 

(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 사구체신염 6명 (17.1%), 

고혈압성 신경화증 3명 (8.6%), 다낭성 신증 1명 (2.9%), 그리고 

미상이 7명 (20.0%)이었다.  

ESRD 환자군에서 동반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31명 (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17명 (48.6%), 관상동맥 질환 5명 (14.3%), 

하지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 2명 (5.7%), 뇌혈관 질환 2명 (5.7%), 

그리고 대동맥류 2명 (5.7%)의 순이었다. 

대조군은 총 33명으로, 평균 연령은 55.2±11.4세이었으며, 남녀 

비는 1.1:1이었다. 대조군의 모든 환자는 고혈압 환자이었으며, 

다른 동반 질환으로는 당뇨병 12명 (36.4%), 관상동맥 질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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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울혈성 심부전증 2명 (6.1%), 그리고 뇌혈관 질환 1명 

(3.0%)의 순이었다. ESRD군과 대조군 사이에 평균 연령, 성비, 

그리고 동반 질환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수축기 혈압 및 맥압은 ESRD군에서 각각 156.9±19.3 mmHg, 

69.9±13.6 mmHg로, 대조군의 138.5±15.3 mmHg, 53.3±12.3 

mmHg에 비하여 의의있게 높았으나 (p<0.001), 이완기 혈압 및 

맥박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완기 혈압, 87.1±12.8 vs. 

85.2±10.0 mmHg; 맥박수, 75.3±9.3 vs. 73.4±12.6회/분). 

항고혈압 약제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ESRD군에서 26명 

(74.3%)으로, 대조군의 16명 (48.5%)에 비하여 의미있게 많았으나 

(p<0.05), statin계 약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의 비율에는 양군 

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ESRD군, 17.1%; 대조군,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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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ESRD군 

(n=35) 

대조군 

(n=33) 

p-value 

Age (years) 51.7±12.6 55.2±11.4  NS* 

Sex (M:F) 22:13 17:16 NS 

Hypertension 31 (88.6%) 33 (100%) NS 

DM 17 (48.6%) 12 (36.4%) NS 

CAD 5 (14.3%) 2 (6.1%) NS 

CVA 2 (5.7%) 1 (3.0%) NS 

SBP (mmHg) 156.9±19.3 138.5±15.3 <0.001 

DBP (mmHg) 87.1±12.8 85.2±10.0 NS 

MAP (mmHg) 110.4±13.9 102.9±10.6 <0.05 

Pulse pressure (mmHg) 69.9±13.6 53.3±12.3 <0.001 

HR (bpm) 75.3±9.3 73.4±12.6 NS 

ACEi or ARB 26 (74.3%) 16 (48.5%) <0.05 

Statin 6 (17.1%) 9 (27.3%) N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ESRD, end-stage renal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ACEi,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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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검사실검사실검사실검사실    소견소견소견소견 (Table 2) (Table 2) (Table 2) (Table 2) 

대조군 환자의 경우 신기능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대조군에 

비하여 ESRD군에서 혈중 요소질소 (100.3±37.3 vs. 14.3±4.0 

mg/dL, p<0.001), 크레아티닌 (11.5±4.8 vs. 0.9±0.2 mg/dL, 

p<0.001), 그리고 인 농도 (6.3±1.8 vs. 3.6±0.6 mg/dL, 

p<0.001)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칼슘 농도 (8.0±1.0 vs. 9.8±0.5 

mg/dL, p<0.001)와 농도와 혈색소 (8.0±1.5 vs. 13.7±1.5 g/dL, 

p<0.001)는 의미있게 낮았다. 이외에도 ESRD군에서 알부민 

(3.6±0.7 vs. 4.6±0.4 g/dL, p<0.001)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 

(157.0±43.9 vs. 192.0±40.2 mg/dL, p<0.005)가 의의있게 낮았다. 

MDRD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사구체 여과율은 ESRD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5.3±2.0 ml/min/1.73 m2,, 87.1±18.1 ml/min/1.73 

m2이었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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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laboratory findings between the two 

groups 

 ESRD군 

(n=35) 

대조군 

(n=33) 

p-value 

Hemoglobin (g/dL) 8.0±1.5 13.7±1.5 <0.001 

BUN (mg/dL) 100.3±37.3 14.3±4.0 <0.001 

Creatinine (mg/dL) 11.5±4.8 0.9±0.2 <0.001 

Protein (g/dL) 6.3±1.8 7.2±0.5 <0.001 

Albumin (g/dL) 3.6±0.7 4.6±0.4 <0.001 

Glucose (mg/dL) 129.5±50.5 117.3±35.8 NS* 

Total cholesterol (mg/dL) 157.0±43.9 192.0±40.2 <0.005 

Uric acid (mg/dL) 8.5±3.1 6.3±1.9 <0.005 

Calcium (mg/dL) 8.0±1.0 9.8±0.5 <0.001 

Phosphate (mg/dL) 6.3±1.8 3.6±0.6 <0.001 

GFR (ml/min/1.73 m2) 5.3±2.0 87.1±18.1 <0.001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ESRD, end-stage renal disease; BUN, blood urea nitrogen;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NS: not significant. 

 

 

3.3.3.3.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혈관혈관혈관혈관    내피세포내피세포내피세포내피세포    기능기능기능기능 (Table 3) (Table 3) (Table 3) (Table 3)    

ESRD군과 대조군에서 상완동맥 내경의 기저치 (B-EDD,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는 각각 42.7±6.5 mm, 39.6±4.9 

mm로 양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15 

혈류매개 혈관 확장 시의 내경은 ESRD군에서 44.3±6.8 mm, 

대조군에서 41.5±5.0 mm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nitroglycerin 투여 후의 상완 동맥 내경도 두 군 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ESRD군, 46.3±6.6 mm; 대조군, 45.8±5.6 mm).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FMD와 NMD는 ESRD군에서 

각각 3.7±2.0%, 8.9±6.2%로, 대조군의 5.0±2.4%, 13.5±5.6%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p<0.05). 

 

 

Table 3. Comparison of FMD and NMD between the two groups 

 ESRD군 (n=35) 대조군 (n=33) p-value 

B-EDD (mm) 42.7±6.5 39.6±4.9  NS* 

RH-EDD (mm) 44.3±6.8 41.5±5.0 NS 

N-EDD (mm) 46.3±6.6 45.8±5.6 NS 

FMD (%) 3.7±2.0 5.0±2.4 <0.05 

NMD (%) 8.9±6.2 13.5±5.6 <0.05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B-EDD,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 RH-EDD, end-dias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 N-EDD, nitroglycerin-induced end-diastolic 

diameter; FMD, flow–mediated dilation; NMD, nitroglycerin–mediated dilation.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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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ESRDESRDESRDESRD군에서군에서군에서군에서    당뇨병당뇨병당뇨병당뇨병    유무에유무에유무에유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및및및및    

검사실검사실검사실검사실    소견소견소견소견 (Table 4)  (Table 4)  (Table 4)  (Table 4)     

ESRD군을 당뇨병 유무에 따라 당뇨군 (17명)과 비당뇨군 

(18명)으로 분류하여 임상적 특성과 검사실 소견을 비교하였다. 

평균 연령은 당뇨군에서 56.6±9.9세로, 비당뇨군의 47±13.3세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았으며 (p<0.05), 수축기 혈압 및 

평균 동맥압도 의의있게 높았으나 (수축기 혈압, 165.7±21.1 vs. 

148.7±13.5 mmHg; 평균 동맥압, 115.2±16.6 vs. 105.7±8.9 

mmHg)(p<0.05), 성별, 이완기 혈압, 그리고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억제제/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 차단제나 statin계 약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의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검사실 소견상 당뇨군에서 비당뇨군에 비하여 혈당이 의미있게 

높았던 (163.4±53.2 vs. 97.5±14.6 mg/dL, p<0.001) 반면에, 

알부민 농도는 의의있게 낮았다 (3.2±0.6 vs. 3.9±0.6 g/dL, 

p<0.005). 한편, 양군 사이에 혈색소, 혈중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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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콜레스테롤, 칼슘 및 인 농도,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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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findings  according to DM status in ESRD patients 

 비당뇨군 

(n=18) 

당뇨군 

(n=17) 

p-value 

Age (years) 47±13.3 56.6±9.9 <0.05 

Sex (M:F) 9:9 13:4  NS* 

SBP (mmHg) 148.7±13.5 165.7±21.1 <0.05 

DBP (mmHg) 84.3±9.0 90.0±15.6 NS 

MAP (mmHg) 105.7±8.9 115.2±16.6 <0.05 

Pulse pressure (mmHg) 64.4±12.6 75.7±12.4 <0.05 

ACEi or ARB 12 (66.7%) 14 (82.4%) NS 

Statin 2 (11.1%) 4 (23.5%) NS 

Hemoglobin (g/dL) 8.1±1.5 8.0±1.6 NS 

BUN (mg/dL) 103.8±32.8 96.6±42.3 NS 

Creatinine (mg/dL) 11.8±4.0 11.2±5.7 NS 

Protein (g/dL) 6.6±0.9 5.9±0.7 <0.05 

Albumin (g/dL) 3.9±0.6 3.2±0.6 <0.005 

Glucose (mg/dL) 97.5±14.6 163.4±53.2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51.8±40.5 162±47.5 NS 

Triglyceride (mg/dL) 112.1±37.4 140.7±73.0 NS 

Calcium (mg/dL) 8.0±0.8 8.1±1.1 NS 

Phosphate (mg/dL) 6.5±1.8 6.0±1.8 NS 

GFR (ml/min/1.73 m2) 5.1±2.0 5.5±2.1 N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ACEi,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BUN, blood urea nitrogen;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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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ESRDESRDESRDESRD군에서군에서군에서군에서    당뇨병당뇨병당뇨병당뇨병    유무에유무에유무에유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혈관혈관혈관혈관    내피세포내피세포내피세포내피세포    기능기능기능기능    

(Table 5)(Table 5)(Table 5)(Table 5)    

당뇨군과 비당뇨군에서 상완 동맥 내경의 기저치는 각각 

43.6±6.5 mm, 41.8±6.6 mm로, 양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혈류매개 혈관 확장 시의 내경은 

당뇨군에서 45.0±6.6 mm, 비당뇨군에서 43.6±7.0 mm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itroglycerin 투여 후의 상완 동맥 내경도 

당뇨군과 비당뇨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6.0±6.1 vs. 

46.5±7.3 mm).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FMD와 NMD는 

당뇨군에서 각각 3.1±1.9%, 6.0±4.0%로, 비당뇨군의 4.4±1.9%, 

11.9±6.7%에 비하여 의미있게 낮았다 (p<0.05). 

 

 

 

 



 20 

Table 5. Comparison of FMD and NMD according to DM status in 

ESRD patients 

 비당뇨군 (n=18) 당뇨군 (n=17) p-value 

B-EDD (mm) 41.8±6.6 43.6±6.5  NS* 

RH-EDD (mm) 43.6±7.0 45.0±6.6 NS 

N-EDD (mm) 46.5±7.3 46.0±6.1 NS 

FMD (%) 4.4±1.9 3.1±1.9 <0.05 

NMD (%) 11.9±6.7 6.0±4.0 <0.05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B-EDD, baseline end-diastolic diameter; RH-EDD, end-diastolic diameter 

during reactive hyperemia; N-EDD, nitroglycerin-induced end-diastolic 

diameter; FMD, flow–mediated dilation; NMD, nitroglycerin–mediated dilation. 

*NS: not significant 

 

 

 

6.6.6.6. FMDFMDFMDFMD와와와와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및및및및    검사실검사실검사실검사실    소견소견소견소견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Table 6)(Table 6)(Table 6)(Table 6)    

ESRD군 환자를 대상으로 FMD와 임상적 특성 및 검사실 소견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축기 혈압 (r=-0.480, p<0.005, Fig 1), 평균 동맥압 (r=-

0.342, p<0.05, Fig 2), 맥압 (r=-0.501, p<0.005, Fig 3), 그리고 당

뇨 유병 기간 (r=-0.471, p<0.05, Fig 4)이 FMD와 의의있는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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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혈색소, 알부민 및 칼슘 농도, 그리고 C-

반응 단백과 FMD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다. 

ESRD군을 당뇨군과 비당뇨군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

과, 당뇨군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인 인자가 없었던 반면에, 비당뇨군

에서는 수축기 혈압 (r=-0.505, p<0.05), 맥압 (r=-0.535, p<0.05), 

그리고 알부민 농도 (r=-0.535, p<0.05)가 FMD와 의미있는 상관관

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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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FMD and variables 

 R p-value 

SBP (mmHg) -0.480 <0.005 

MAP (mmHg) -0.342 <0.05 

Pulse pressure (mmHg) -0.501 <0.005 

DM duration -0.471 <0.05 

Hemoglobin (g/dL) 0.019  NS* 

Albumin (g/dL) 0.02 NS 

Cholesterol (mg/dL) 0.247 NS 

Triglyceride (mg/dL) 0.104 NS 

CRP (mg/dL) -0.036 NS 

PTH (pg/mL) 0.177 NS 

GFR (ml/min/1.73 m2) -0.047 N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DM, diabetes 

mellitus; CRP, C-reactive protein; PTH, parathyroid hormon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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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between SBP and FMD 

 

 

Fig 2. Correlation between MAP and FMD 

16015014013012011010090

MAP(mmHg)MAP(mmHg)MAP(mmHg)MAP(mmHg)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F
M
D
(%

)
F
M
D
(%

)
F
M
D
(%

)
F
M
D
(%

)

200180160140120

SBP(mmHg)SBP(mmHg)SBP(mmHg)SBP(mmHg)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F
M
D
(%

)
F
M
D
(%

)
F
M
D
(%

)
F
M
D
(%

)

r = - 0.480 

p<0.005 

r = -0.342 

p<0.05 



 24 

100908070605040

Pulse pressure(mmHg)Pulse pressure(mmHg)Pulse pressure(mmHg)Pulse pressure(mmHg)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F
M
D
(%

)
F
M
D
(%

)
F
M
D
(%

)
F
M
D
(%

)

 

Fig 3. Correlation between pulse pressure and FMD 

 

 

Fig 4. Correlation between DM duration and 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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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고고고고    찰찰찰찰    

    

심혈관계 질환은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들 환자에서의 높은 심혈관계 

사망률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전통적 위험인자와 산화성 

스트레스, 만성 염증, 영양 실조,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 

등을 포함한 비전통적 위험인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은 1990년에 고혈압 환자들의 전완 

혈관을 이용한 연구13 에서 처음으로 증명된 이후로 제 1형 및 제 

2형 당뇨병14, 15, 관상동맥 질환16, 심부전증17, 그리고 투석 치료를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18에서도 내피세포-의존 혈관 

확장에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만성 염증, 산화성 스트레스, 

고호모시스테인혈증, 그리고 안지오텐신 II 등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5.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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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투석 치료를 시행받고 있지 않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관찰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Kari 등19은 사구체 여과율이 8.8~34.5 ml/min/1.73 m2이었던 

만성 신부전증 소아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연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에서 FMD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정상 혈압과 정상 혈청 

콜레스테롤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FMD의 

감소가 요독증 자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만성 신부전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FMD가 의미있게 감소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감소와 사구체 

여과율 사이에 의의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본 연구에서도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군에서 고혈압- 

대조군에 비하여 FMD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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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혈압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신기능이 정상인 고혈압 환자들로 선정하여 고혈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 및 평균 

동맥압이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에서 의미있게 높았다. 따라서 

환자군에서의 FMD 감소가 고혈압과 관련된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대조군과 환자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 및 평균 동맥압과 FMD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의있는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고혈압 자체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요독증과 관련된 다른 인자들에 의한 변화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구체 여과율과 FMD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 환자의 사구체 여과율이 

대조군에서는 53.1 ml/min/1.73 m2 이상,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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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에서는 10.2 ml/min/1.73 m2 이하로 , 사구체 여과율이 

10.2~53.1 ml/min/1.73 m2이었던 환자가 없어서 사구체 여과율의 

분포상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반 질환으로는 고혈압 이외에도 당뇨병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급성 고혈당 

자체가 nitric oxide를 감소 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21, 고혈당에 

의하여 생성이 증가되는 최종 당화 산물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이 nitric oxide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혈관의 염증을 촉진시킴으로써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본 연구의 경우 

당뇨병 환자가 대조군에 비하여 말기 신부전증 환자군에서 

많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당뇨 유병 기간은 환자군에서 

의미있게 길었으며 (14.7±7.9 vs. 5.3±3.1년, p<0.001), 환자군을 

당뇨군과 비당뇨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도 당뇨군에서 

비당뇨군에 비하여 FMD가 의의있게 감소되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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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보아 장기적인 당뇨병 유병이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일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nitric oxide는 당뇨병 이외에도 만성 염증이나 산화성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에 생성이 억제되거나 생물학적 이용능 

(bioavailability)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만성 염증의 

지표로 사용되는 C-반응 단백이 nitric oxide 생성에 관여하는 혈관 

내피세포 nitric oxide synthase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의 활성을 억제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며24, 고혈압 환자 및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CRP와 내피세포 기능이상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규명되기도 하였다25. 그러나 투석을 시행받지 않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Annuk 등26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C-반응 

단백과 산화성 스트레스의 지표인 conjugated dienes 및 lipid 



 30 

hydroperoxide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C-

반응 단백과 FMD 사이에는 의의있는 연관성이 없었던 반면에, 

세포내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인 glutathione과 FMD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단백뇨를 동반한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단백뇨 환자에서 CRP가 

증가되어 있었으며, CRP와 거대 혈관 내피세포 기능 사이에는 

의미있는 연관성이 없었지만 CRP와 미세 혈관 내피세포 기능 

사이에는 의의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연구에서도 FMD와 CRP 사이의 유의한 연관성을 관찰할 수 

없었는데, 거대혈관을 이용하여 측정한 FMD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투석 시작 당일에 측정한 CRP의 1회 결과만을 

통계분석에 사용한 것도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는 nitric oxide의 생성에 관여하는 

eNOS의 내인성 억제제인 ADMA의 배설 장애와 ADMA의 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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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효소인 dimethylarginine dimethylaminohydrolase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ADMA가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ADMA로 인하여 nitric 

oxide의 생성이 감소되고 내피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ADMA 농도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28. 본 연구에서는 ADMA나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농도와 

내피세포 기능 사이의 상관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또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내피세포-의존성 혈관 확장은 감소되어 있었으나 

내피세포-비의존성 혈관 확장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6, 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군에서 

내피세포-의존성뿐만 아니라 내피세포-비의존성 혈관 확장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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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다른 대조군의 선정, 비교적 많지 않은 대상 환자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의 궁극적인 치료는 기저 질환의 

치료인데, 말기 신부전증의 경우에는 신이식 12~24개월 후에 

측정한 FMD가 혈액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환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이식 후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29, 혈액투석 전과 후에 

시행한 FMD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혈액투석 후에는 FMD가 

일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서 신기능의 회복이나 

혈액투석을 통하여 배설되거나 제거되는 다양한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하면 안지오텐신 II에 의한 산화성 스트레스 및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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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1,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agonist도 항산화 효과를 통하여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이외에도 

statin계 약제는 항염증 반응33, folic acid는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감소34, 그리고 arginine이나 tetrahydrobioptein은 nitric oxide의 

생체내 이용능 증가를 통하여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호전시킨다는 보고들이 있다35, 36.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었던 약제들을 살펴보면 statin계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의 비율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는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에서 의의있게 많았다. 따라서 말기 신부전증 

환자군에서 내피세포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FMD는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독증과 관련되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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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투석 치료를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도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상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경미한 신부전증이 동반된 

환자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과 관련된 각종 혈청 생화학적 

검사를 포함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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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결결결결    론론론론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 35명 

(ESRD군)과 정상 신기능을 가진 고혈압 환자 33명 (대조군)을 

대상으로 상완동맥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측정하였으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ESRD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FMD가 의미있게 감소되어 

있었다 (3.7±2.0 vs. 5.0±2.4%, p<0.05). 

 

2. ESRD군을 당뇨군과 비당뇨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 

비당뇨군에 비하여 당뇨군에서 FMD가 의의있게 감소되어 

있었다 (3.1±1.9 vs. 4.4±1.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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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RD군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축기 혈압 (r=-0.480, p<0.005), 평균 동맥압 (r=-0.342, 

p<0.05), 맥압 (r=-0.501, p<0.005), 그리고 당뇨 유병 기간 

(r=-0.471, p<0.05)과 FMD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투석 시작 당시에 

이미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상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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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renal failure have increased cardiovascular risk 

due to accelerated atherosclerosis, resulting in higher 

cardiovascular (CV) morbidity and mortality.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is increased risk are not fully understood, but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both traditional and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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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CV risk factors contribute to the early and rapid 

development of atherosclerosis. 

Endothelial dysfunction (ED) appears to be an important 

initiating event in the process of atherogenesis. ED was initially 

identified as impaired vasodilation to specific stimuli such as 

acetylcholine or bradykinin, but now a broader meaning of the 

term would include not only reduced vasodilation but also a 

proinflammatory and prothrombic state associated with 

dysfunction of the endothelium. Since 1990 when ED was first 

described in human hypertension in the forearm vasculature, it 

has been documented in patients with type 1 and type 2 diabetes, 

coronary heart disease, and congestive heart failure. In addition, 

ED has been reported in resistance and conduit arteries in 

patients receiving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transplant recipients, and even in predialysis chronic r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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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patients. So far,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on ED 

in new Korean ESRD patients. In this study, ED was assessed in 

patients starting dialysis treatment and the risk factors of ED 

were analyzed. 

Among the patients diagnosed as end-stage renal disease and 

started dialysis treatment at Severance Hospital of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5, 35 patients (ESRD) underwent Doppler ultrasonography to 

assess endothelial function when they were clinically stable 

within 2 weeks after the initiation of dialysis. Flow-mediated 

dilation (FMD) was used as an index of ED. For the control group, 

33 hypertensive patients with normal renal function were 

selected and FMD was also measured in them. A comparison of 

clinical, biochemical, and FMD was performed between the ESRD 

and the control group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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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D. 

The mean age of the ESRD group was 51.7±12.6 years with 

sex ratio of 1.7: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sex ratio, and the proportion of DM patients between the ESRD 

and the control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ystolic 

blood pressure (156.9±19.3 vs. 138.5±15.3 mmHg, p<0.001) and 

pulse pressure (69.9±13.6 vs. 53.5±12.3 mmHg, p<0.00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SRD group, whereas hemoglobin (8.0

±1.5 vs. 13.7±1.5 g/dL, p<0.001), serum calcium (8.0±1.0 vs. 

9.8±0.5 mg/dL, p<0.001), and serum albumin levels (3.6±0.7 vs. 

4.6±0.4 g/dL, p<0.001)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ESRD 

group. FMD, an index of ED,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SR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3.8±1.9 vs. 4.9±

2.4%, p<0.05). When the ESRD group was divided into DM and 

non-DM groups according to DM status, there was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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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FMD between the two groups (DM, 3.1±1.9%; non-

DM, 4.4±1.9%, p<0.05). In the ESRD group, FMD was inversely 

related to systolic blood pressure (r=-0.480, p<0.005), mean 

arterial pressure (r=-0.342, p<0.05), pulse pressure (r=-0.501, 

p<0.005), and to DM duration (r=-0.471, p<0.05). 

In conclusion, endothelial dysfunction was already present in 

new ESRD patients at the time of starting dialysis treatment and 

was more severe in DM compared to non-DM patients. 

Key word: endothelial dysfunction, end-stage renal disease, 

diabetes, flow-mediated d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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