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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단백뇨 감소 효과에 대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 

(The effect of ACE gene polymophism on the antiproteinuric 

effect of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in patients 

 with non-diabetic chronic renal disease) 

 

레닌-안지오텐신 계(renin-angiotensin system)는 신질환의 손상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안지오텐

신 II (angiotensinⅡ)는 레닌-안지오텐신 계의 주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서 각종 만성 신질환에서 신 손상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receptor antagonist)는 이러한 일련의 안지오텐신 II 매개 생리적 

작용, 즉 염분의 재흡수 및 부신에서 알도스테론(aldosterone)과 아

드레날린 호르몬(adrenergic hormone)의 분비 촉진 등을 억제함으

로써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비당뇨병성 만

성 신질환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단백뇨 감소 효과

에 대해 알아보고 레닌-안지오텐신 계 구성요소의 유전자 다형성 

중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의 

유전자 다형성을 검사하여 각각의 유전자형에 따른 안지오텐신 수

용체 길항제의 단백뇨 감소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상 환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거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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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환자 중 일일 500 mg 이상의 단백뇨를 동반한 비당뇨병성 만

성 신질환 환자중 본 연구에 동의한 총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

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인 losartan을 연구시작 시점부터 12주

까지 50mg, 12주부터 24주까지 100mg으로 증량하여 투여하면서 4

주 간격으로 추적관찰하였다. 대상환자 70명에서 losartan 투여 전

에 비해 투여 12주후 및 24주후 수축기혈압(135.9±16.4mmHg vs. 

119.5±15.0mmHg, 119.0±15.7mmHg, p<0.05), 이완기혈압(88.8±

10mmHg vs. 77.4±8.8mmHg, 75.8±8.2mmHg, p<0.05), 평균동맥

압(104.5±10.3mmHg vs. 91.5±9.4mmHg, 90.2±9.2mmHg, p<0.05), 

24시간 요단백 배설량(2243.0±1554.2mg/day vs. 1473.3±1336.5 

mg/day, 1187.2±1582.1mg/day, p<0.05), 혈청 콜레스테롤(215.3±

42.9mg/dL vs. 191.2±31.1mg/dL, 183.9±30.3mg/dL, p<0.05), 그

리고 혈청 중성지방(231.8±189.9mg/dL vs. 174.1±101.6mg/dL, 

182.9 ±134.2mg/dL, p<0.05)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Losartan 투

여전 24시간 요단백 배설량과 투여 12주후 및 24주후의 요단백 배

설량 감소 정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12주;R2=0.318, 

p<0.05, 24주;R2=0.228, p<0.05).  

Losartan 투여 12주후 30% 이상의 단백뇨 감소 효과를 보인 환자

군을 반응군으로 설정하여 비반응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 losartan 

투여전 혈압, 혈청 요소질소, 혈청 크레아티닌, 그리고 24시간 요단

백 배설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2주 및 24주후 수축기 혈

압, 평균동맥압은 반응군에서 의의있게 낮았으며, 12주후 24시간 요

단백 배설량도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1147.4±1055.2mg/day 

vs. 2288.2±1623.8mg/day, p<0.05).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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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른 기저 혈압 및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losartan 투여 12주 및 24주후 혈압의 변화,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의 

변화,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의 변화, 그리고 반응

을 보인 환자의 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는 혈압 및 요단백 배설을 의의있게 감소시킴을 관찰

하였으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혈압 및 단백뇨 감소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를 관

찰할 수 없었다. 향후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단백뇨 감소 효과, 안지오

텐신 전환효소 유전자 다형성,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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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단백뇨 감소 효과에 대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 

(The effect of ACE gene polymophism on the antiproteinuric 

effect of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in patients 

 with non-diabetic chronic renal disease) 

 

 
                    <지도교수 한 대 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훈영 

 

 

Ⅰ. 서 론 

 

레닌-안지오텐신 계(renin-angiotensin system)는 신질환의 손상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안지오텐

신 Ⅱ(angiotensin II)는 레닌-안지오텐신 계의 주요 매개체일뿐만 

아니라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서 각종 만성 신질환에서 신 손상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는 혈관수축, 

신장 근위 세뇨관에서의 염분 재흡수, 부신에서 알도스테론(aldosterone)과 

아드레날린 호르몬(adrenergic hormone)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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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오텐신 II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

다. 이 약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ngiotensin-converting 

enzyme, 이하 ACE) 억제제와는 달리 안지오텐신과 안지오텐신 수

용체의 결합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kinin 대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용기전의 차이가 

있다2. 또한 ACE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을 완전히 억제시키

지 못하는 반면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는 안지오텐신 II의 혈중 

농도에 관계없이 조직내 안지오텐신 II 수용체와 안지오텐신 II의 결

합을 특이적으로 길항함으로써 약물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kinin 생성 촉진이나 ACE 억제제로 인한 기침 발생의 빈도는 낮다

고 보고되고 있다2.  

만성 신부전증은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조절 등의 보존적 치

료에도 불구하고 신병변의 점진적 악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신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인자들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 고혈압, 단백뇨, 지

질대사이상, 그리고 흡연 등이 당뇨 및 비당뇨병성 신질환에서 진행

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4. 최근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신병변

의 진행에 관여할 것이라는 보고가 종종 있어 왔다5,6. 이중에서도 

레닌-안지오텐신 계 구성요소 중 일부 유전자의 다형성에 관한 연

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유

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 중 ACE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ACE 유전자 다형성이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에 Perna 등7은 단백뇨를 동반한 비당뇨병성 신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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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유전자 다형성이 신병증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ACE 억제제인 ramipril에 의한 단백뇨 감소 효

과와 신기능 보존 효과가 ACE 유전자 DD 유전자형에서는 의의있

게 높았던 반면 ID나 II 유전자형에서는 ramipril에 의한 영향이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7. Ruggenenti 등8은 여자 환자에서는 ACE 유전

자 다형성의 영향이 없었지만 남자 환자에서는 DD 유전자형에서 

ID나 II 유전자형에 비해 ramipril에 의한 단백뇨 감소 및 신기능 보

존 효과가 의의있게 높았다고 하였다8. 이렇듯 외국의 연구는 미미

하게 보고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당뇨병성 만성 신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단백뇨 감소 및 신기능 보존 효과가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당뇨

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인 losartan을 투여하여 12주 

및 24주 후에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및 신기능을 측정하여 단백뇨 

감소 및 신기능 보존 효과를 관찰하였으며, ACE 유전자 다형성이 

이러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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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합당한 환자중 본 연구에 동의한 70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가. 포함기준 

 

   (1) 임상적 소견이나 신장 조직검사상의 소견으로 만성 신질환이 

진단된 환자 

   (2) 연구시작 시점시 고혈압으로 진단된 환자이거나(혈압은 최소 

1분 간격으로 연속 2회 측정한 평균값) 기존에 고혈압 환자

로 진단되어 고혈압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연구시작 시점시 요단백 배설량이 하루 500 mg 이상인 환자 

(4) 혈청 크레아티닌이 3.0 mg/dL 미만인 환자 

 

 나. 제외기준  

  

 (1) 1년 이내 뇌혈관 질환이 있었거나 현재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있는 환자 

 (2) 신혈관성 고혈압이나 악성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요단백 배설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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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6개월 이내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 

 (5) 현재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6) 당뇨병으로 진단되었던 병력이 있거나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 

또는 연구 시작 시점시 미국당뇨병학회(ADA)가 규정한 당뇨병 

기준에 합당한 환자 

 

2. 연구방법 

 

 가. 임상시험방법 

 

선정 기준에 합당한 환자중 본 연구에 동의한 70명을 대상으로 24주 동

안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시작 시점을 0주로 정하고 기존 병

력, 신체조건, 혈압(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 및 심박동수, 기

존 약물 투여 병력을 조사하였으며, 일반 혈액검사, 일반 화학검사, 단순 

요 검사, 24시간 요 검사, ACE 유전자형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0주 방문 

시점부터 12주까지는 losartan 50mg을 투여하였고, 12주 이후부터는 losartan

을 100mg으로 증량하여 24주까지 추적관찰하면서 혈압, 일반 혈액검사, 일반 

화학검사,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과거에 항 고혈압 

약제로 칼슘 길항제(calcium antagonist)를 비롯하여 ACE 억제제나 안지

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4주 이상 

상기 약제의 투여를 중지한 후 시행하였다. 전체 대상 환자에게 임상시험

기간동안 losartan 이외의 다른 수용체 길항제나 ACE 억제제 및 칼슘 길

항제의 병용 투여를 금하였으며, 다른 계열의 항 고혈압 약제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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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축기 혈압이 125mmHg, 이완기 혈압이 75mmHg가 되도록 하였

다. 또한, losartan 투여 12주후 30% 이상의 단백뇨 감소 효과를 나타낸 

경우를 반응군으로 설정하고 비반응군과 임상 및 검사실 소견에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9. 

 

나. 실험방법  

 

 (1) DNA 추출  

 

   대상환자로부터 말초혈액 5ml를 EDTA가 함유된 tube에 넣고 

RBC lysis buffer로 용해하여 3,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백혈구 층을 추출하였고, DNA extraction kit (Promega Co,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2) 중합연쇄반응 분석 

 

 ACE 유전자 다형성은 중합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합연쇄반응은 염기서열이 각각  

sense primer 5′-CTGGAGACCACTCCCATCCTTCT-3′, antisense 

primer 5′-TGGGACCACAGCGCCCGCCACTAC-3′ (ACE1)인 

primer를 이용하였다. 중합연쇄반응은 DNA 0.5μg에, 40 pM primer, 

3mM MgCl₂, 10mM Tris HCl(pH 8.3), 50mM KCl, 0.5mM dNTPs, 

1U Taq polymerase를 혼합하여 총 부피를 50 μL로 하였다. 중합연

쇄반응 과정은 94℃에서 10분간 denaturation 시킨 후, 각각 94℃ 

1분, 58℃ 1분, 72℃ 2분의 과정을 30회 반복한 후 72℃에서 7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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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extension을 하였다. 1차 중합연쇄반응 후 ACE 유전자형이 

DD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중합연쇄반응의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 

insertion specific sequence 부위에서 고안한 primer를 사용하여 2

차 중합연쇄반응을 시행하였다. 2차 중합연쇄반응에 사용된 

primer(ACE2)의 염기서열은 각각 sense primer 5'-TGG GAC CAC 

AGC GCC CGC CAC TAC-3', antisense primer 5'-TCG CCA GCC 

CTC CCA TGC CCA TAA-3'이었다10,11. 2차 중합연쇄반응은 DNA 

0.5μg에, 40 pM primer, 3mM MgCl₂, 10mM Tris HCl(pH 8.3), 

50mM KCl, 0.5mM dNTPs, 1U Taq polymerase를 혼합하여 총 부

피를 50 μL로 하여 94℃에서 5분간 denaturation 시킨 후, 각각 

94℃ 30초, 67℃ 45초, 72℃ 2분의 과정을 30회 반복한 후 72℃에

서 7분간 최종 extension을 하였다. 

 

 (3) 전기영동 및 유전자 결정 

 

중합연쇄반응이 끝난 검체는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시

행하였다. 중합연쇄반응 결과 490 bp 위치에 DNA band가 관찰된 

경우는 I alle, 190 bp위치에 관찰된 경우는 D alle로 판정하여, 이에 

따라 유전자형을 결정하였다. D alle만 보이는 경우는 DD 유전자형, 

I alle만 보이는 경우는 II 유전자형, D와 I alle이 동시에 나타난 경

우는 ID 유전자형으로 결정하였다 (Figure 1). DD 유전자형으로 분

류된 경우는 다시 insertion specific sequence에 특이한 primer를 

사용하여 2차 중합연쇄반응을 시행하였으며, 335 bp의 DNA band (I 

alle)가 보이는 경우 ID 유전자형으로, band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에는 DD 유전자형으로 재분류하였다 (Figure 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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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및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PSS 

package version 10.0 을 이용하였으며, losartan 투여 후 24시간 

뇨단백 배설량,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압 등의 지표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paired Stu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반응군과 비반

응군간의 비교는 Student t-test, Chi-square test로 검증하였다. 

ACE 유전자형에 따른 임상적인 특징의 차이는 analysis of 

variance (ANOVA)와 Kruskall-Wallis test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

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였고, 모든 결과의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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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bp→ 

 

 

190bp→ 

 

 

 

MM      II        ID     DD 

 

Figure 1.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 

with ACE1 primers  

MM : molecular weight marker, II : insertion homozygote,  

ID : heterozygote, DD: deletion homozyg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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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bp→ 

 

 

 

 

 

MM       ID        DD  

 

Figure 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 

with ACE2 primers  

MM : molecular weight marker, ID : heterozygote,  

DD: deletion homozygote, no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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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징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 환자는 총 70명으로, 평균 연령은 47.8±12.4세이었

으며, 남자 24명 (34.3%), 여자 46명 (65.7%)이었다. 원인질환으로는 IgA 신

병증(IgA nephropathy)이 24명 (34.3%)으로 가장 많았고, 막성 사구체신염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이 7명 (10.0%),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

화증(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이 3명,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rphritis)이 1명, 그리고 만성 사구체신

염(chronic glomerulonephritis)의 소견을 보이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가 35명이었다 (Table 1). 

 

 

 

2. Losartan 투여에 따른 단백뇨 감소 효과 

 

대상 환자 70명에게 losartan을 투여하면서 추적관찰한 결과, 수축기 혈압

은 기저치 135.9±16.4mmHg에서 12주후 119.5±15.0mmHg, 그리고 24주 

후에는 119.0±15.7mmHg로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며 (p<0.05), 이완기 혈압

은 기저치 88.8±10.0mmHg에서 12주후 77.4±8.8mmHg, 그리고 24주 후에

는 75.8±8.2mmHg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5). 평균 동맥압도 기저치 

104.5±10.3mmHg에서 12주후 91.5±9.4mmHg, 그리고 24주 후에는 90.2±

9.2mmHg로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p<0.05). 혈청 나트륨, 칼륨, 요소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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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크레아티닌은 losartan 투여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혈청 총단백 

역시 투여 기간에 따른 변화가 없었으나 혈청 알부민은 기저치에 비해 

losartan 투여 12주 후에 의의있는 증가 소견을 보이었다 (p<0.05). 혈

청 콜레스테롤과 혈청 중성지방은 기저치에 비해 losartan 투여 12주 

및 24주 후에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며 (p<0.05), 혈중 요산도 24주 후

에는 유의하게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p<0.05). 크레아티닌 청소율 

(creatinine clearance)의 기저치는 62.9±26.7 ml/min/1.73m2이었으며, 

12주 후에는 63.0±27.8 ml/min/1.73m2로 변화가 없었으나, 24주 후에

는 57.9±22.3 ml/min/1.73m2로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p<0.05).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은 기저치 2243.0±1554.2mg에서 12주 및 24주 후에 

각각 1473.3±1336.5mg 및 1187.2±1582.1mg으로 유의한 감소 소견

을 나타내었다 (p<0.05) (Table 2). 

연구 시작 당시의 24시간 요단백 배설량과 12주후 및 24주후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의 감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저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 많을수록 losartan 투여에 의한 

요단백 배설량의 감소가 많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5) (Figure 3). 

 

3.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비교 

 

대상 환자를 losartan 투여 12주 후의 뇨단백 배설 감소 정도에 따라 반응군 

(기저치에 비해 30% 이상 감소)와 비반응군 (기저치에 비해 30% 미만 감소)으로 

분류하여 임상적 특징과 검사실 소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3). 반응군은 

50명 (남자 15명, 여자 35명), 비반응군은 20명 (남자 9명, 여자 11명)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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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요산을 제외하고는 양 군간에 losartan 투여 시작시의 임상적 및 검사실 

소견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응군의 수축기 혈압은 연구시작시 

134.2±16.5mmHg에서 12주후 116.5±12.2mmHg, 그리고 24주후 

115.8±12.2mmHg로 12주와 24주 모두 비반응군에 비해 의의있게 낮았던 

반면 (p<0.05), 이완기 혈압은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응군의 

평균 동맥압은 기저 시점에 103.6±11.1mmHg에서 12주후 

89.7±8.7mmHg로, 비반응군 (96.5±9.8mmHg)에 비해 의의있게 낮게 

유지되었으나 (p<0.05), 24주 후에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청 

크레아티닌은 반응군 보다 비반응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24주후 

비반응군에서 의의있게 높았으며 (1.4±0.6mg/dL vs. 1.8±0.5mg/dL, p<0.05), 

혈청 요산은 기저치와 24주후 반응군에서 의의있게 낮았다 

(기저치;6.3±1.9mg/dL vs. 7.4±1.6mg/dL, p<0.05, 24주;6.1±1.9mg/dL vs. 

7.1±1.3mg/dL, p<0.05). 그러나 혈청 총단백, 알부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치료 반응군과 비반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은 양군에서 기저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12주후 

반응군에서 1147.4±1055.2mg로 비반응군의 2288.2±1623.8mg에 비해 

의의있게 낮았다 (p<0.05).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감소 정도는 12주 및 

24주후 반응군에서 각각 -1076.3±933.6(-50.8±24.2%)mg, 

-1169.5±985.5mg(58.2±31.7%)로 비반응군의 

-3.1±586.2mg(-1.3±23.0%), -600.9±601.3mg(-29.1±25.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Table 3). 

 



 

17 

4. ACE 유전자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 

 

ACE 유전자형은 II형 26명(남자 8명, 여자 18명), ID형 38명(남자 15명, 

여자 23명), 그리고 DD형이 6명(남자 1명, 여자 5명)이었다.  

기저 시점 당시 수축기 혈압은 II형 136.9±17.3mmHg, ID형 

134.8±16.3mmHg, 그리고 DD형에서 138.3±17.2mmHg로 세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이완기 혈압도 II형 88.3±10.0mmHg, ID형 

88.4±9.4mmHg, 그리고 DD형에서 93.3±13.7mmHg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동맥압은 II형 106.5±10.3mmHg, 

ID형103.8±9.2mmHg, 그리고 DD형에서 110.0±15.1mmHg로 세 군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검사실 검사상 혈청 나트륨, 칼륨,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총단백, 알부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요산은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저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II형 60.5±26.5 ml/min/1.73m2, ID형 

61.8±25.7 ml/min/1.73m2, 그리고 DD형에서 80.9±28.9 ml/min/1.73m2로 

세 군간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24시간 요단백 배설량도 II형 

2132.5±1374.9 mg, ID형 2369.6±1729 mg, 그리고 DD형 1920.7±1203.3 

mg으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ACE 유전자형에 따른 losartan의 투여 효과 

 

Losartan 투여 후 각 ACE 유전자형에 따른 혈압, 일반 혈액검사, 일반 

화학검사,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그리고 신기능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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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시작 시점, 12주 및 24주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그리고 평균 

동맥압은 세군 사이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Losartan 투여 후 세 군 모두에서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은 감소하였는데, 기저 

시점에 비해 12주 후에는 II군 –621.7mg(-34.0%), ID군 –857.5mg(-36.3%), 

그리고 DD군에서는 –854.5mg(-50.4%)감소하였으며, 24주 후에는 II군 

–870.0mg(-46.0%), ID형 –1188.1mg(-53.9%), 그리고 DD군에서는 

–778.6mg(-40.5%) 감소하였다.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감소 정도는 세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Figure 4). Losartan 투여 후 크레아티닌 

청소율 변화 정도는 기저 시점에 비해 12주 후에 II군 –1.0ml/min/1.73m2, ID군 

–0.6ml/min/1.73m2, 그리고 DD군 –2.9ml/min/1.73m2이었으며, 24주 후에는 

II군 11ml/min/1.73m2, ID군 1.7ml/min/1.73m2, 그리고 DD군 

5.8ml/min/1.73m2으로 세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ACE 유전자형에 따른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세 유전자형에 

따른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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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o. of patients(M:F) 70(24:46) 
Age(years) 47.8±12.4 
Etiology of CRD No. of patients(%) 
 IgA nephropathy 24(34.3%)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 7(10%) 
 FSGS 3(4.3%) 
MPGN 1(1.4%) 

 Unknown 35(50%)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M:male, F:female, CRD: chronic renal disease, 
MPGN: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FSGS: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Table 2. Clinical and biochemical changes during losartan treatment 

 Baseline 12 weeks 24 weeks 
SBP(mmHg) 135.9±16.4 119.5±15.0* 119.0± 15.7* 
DBP(mmHg) 88.8±10 77.4±8.8* 75.8±8.2* 
MAP(mmHg) 104.5±10.3 91.5±9.4* 90.2±9.2* 
Sodium (mEq/L) 140.4±1.9 140.3±2.6 139.4±2.5 
Potassium(mEq/L) 4.3±0.5 4.4±0.6 4.3±0.6 
BUN(mg/dL) 20.1±8.9 21.4± 10.3 20.8 ± 8.6 
Creatinine(mg/dL) 1.5±0.6 1.5± 0.6 1.5± 0.6 
Protein(g/dL) 6.7±0.6 7.0± 1.4 6.8 ±0.6 
Albumin(g/dL) 3.9±0.4 4.0± 0.4* 3.9± 0.5 
Cholesterol(mg/dL) 215.3±42.9 191.2± 31.1* 183.9± 30.3* 
Triglyceride(mg/dL) 231.8±189.9 174.1± 101.6* 182.9 ± 134.2* 
Uric acid(mg/dL) 6.6±1.9 6.5 ±1.9 6.3 ± 1.8* 
Urine sodium(mEq/day) 176.7±70.1 184.3±59.7 176.0±68.4 
Urine potassium(mEq/day) 59.3±22.7 56.5±22.4 56.3±20.2 
Urine protein(mg/day)  2243.0±1554.2  1473.3±1336.5*  1187.2±1582.1* 
Ccr(ml/min/1.73m2) 62.9±26.7   62.3± 28.1 57.9± 22.3*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Ccr: creatinine clearance 
*: p <0.05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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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hanges in clinical, biochemical and urinary parameters during treatment between 
responders and nonresponders 

 Responder Nonresponder 
 Baseline 12 weeks 24 weeks Baseline 12 weeks 24 weeks 

SBP(mmHg) 134.2±16.5 116.5 ±12.2* 115.8 ±12.2* 140.0±15.7 127.3± 19.0 129.9± 21.1 
DBP(mmHg) 88.3±10.8 76.3±9.0 75.7±8.4 90.2±7.6 80.5±7.6 76.3±7.7 
MAP(mmHg) 103.6±11.1 89.7±8.7* 89.0±8.6 106.5±8.5 96.5±9.8 94.2±10.4 

Sodium(mEq/L) 140.2±1.8 140.0±2.4 139.5±2.3 141.0±1.9 140.8±3.1 139.1±3.0 
Potassium(mEq/L) 4.3±0.4 4.4±0.6 4.2±0.5* 4.4±0.5 4.6±0.6 4.6±0.8 

BUN(mg/dL) 19.1± 8.9 20.2±9.9 19.8±8.3 22.5±8.8 24.6±10.8 24.0±9.1 
Creatinine (mg/dL) 1.4± 0.6 1.5±0.6 1.4±0.6* 1.7±0.7 1.7±0.6 1.8±0.5 
Total protein (g/dL) 6.8± 0.6 6.9±0.6 6.9±0.5 6.6 ±0.6 7.2±2.5 6.5±0.7 

Albumin (g/dL) 3.9± 0.4 4.0±0.4 3.9±0.4 3.9±0.4 3.9±0.4 3.8±0.6 
Cholesterol(mg/dL) 214.0±46.5 190.7±32.1 184.0±31.8 218.7±33.2 192.5±28.9 183.8±26.1 
Triglyceride(mg/dL) 199.5± 150.9 174.2±104.4 175.4±112.6 308.3±248.5 193.6±103.9 210.4±180.1 
Uric acid (mg/dL) 6.3 ±1.9* 6.3±2.0 6.1±1.9* 7.4±1.6 7.2±1.4 7.1±1.3 

Urine sodium(mEq/day) 181.6±47.7 176.4±59.9 176.1±69.2 164.7±57.8 206.2±54.8 182.3±70.7 
Urine potassium(mEq/day) 59.3±21.5 57.7±21.5 58.2±23.5 59.2±26.1 53.7±18.0 56.7±23.0 

Urine protein(mg/day) 2223.7±1613.1 1147.4±1055.2* 1044.3±1583.8 2291.3±1434.4 2288.2±1623.8 1634.9±1543.2 
Δ Urine protein(mg/day)  -1076.3±933.6* -1169.5±985.5*  -3.1±586.2 -600.9±601.3 
Δ Urine protein(%)  -50.8±24.2* -58.2±31.7*  -1.3±23.0 -29.1±25.1 
Ccr(ml/min/1.73m2) 64.7±26.7 63.9±30.2 60.9±22.5 56.9±26.8 56.9±19.2 48.3±20.1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Ccr: creatinine clearance 
 *: p <0.05 vs. nonresponder at same time period 

 

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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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responders and nonresponders according to ACE genotypes 

 

 II ID DD 

Responder (%) 20(76.9) 26 (68.4) 4 (66.7) 

Nonresponder(%) 6(23.1) 12 (31.6) 2 (33.3) 

Total 26 3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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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rrelation between baseline proteinuria and changes in 24hr urine protein 

excretion after 12weeks(A) and 24weeks(B) of losarta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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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an reduction in 24hr urine protein excretion according to ACE gen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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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레닌-안지오텐신 계는 체내 수분의 양과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레닌이 안지오텐시노겐(angiotensinogen)에 작용하여 decapeptide인 

안지오텐신 I을 생성하고, 안지오텐신 I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 

octapeptide인 안지오텐신 II로 전환된다1,5. 안지오텐신 Ⅱ는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가진 레닌-안지오텐신 계의 주요 매개체로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만성 신질환에서 신 손상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장에서의 염분 재흡수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며, 

부신에서 알도스테론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신장에서의 염분과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켜 지속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한다. 또한, 사구체 혈관간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세포외 기질의 합성을 증가시켜, 사구체 경화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이러한 안지오텐신 II의 생리적 작용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AT1과 AT2, 두 

종류의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2,17. 두 수용체는 약리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데, 안지오텐신 II의 신장이나 혈관에 미치는 작용은 

AT1 수용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losartan은 AT1 

수용체에 강력한 결합을 함으로써 안지오텐신 II의 생리적 작용을 차단하게 

된다. 이에 반해 AT2 수용체는 losartan과 결합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AT2 

수용체를 통한 생리적 작용이나 신호전달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2,17.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는 달리 

안지오텐신과 안지오텐신 수용체의 결합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kinin 대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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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작용기전의 차이가 있다2. 또한 ACE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을 완전히 억제시키지 못하는 반면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는 

안지오텐신 II의 혈중 농도에 관계없이 약물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외에도 kinin 생성 촉진이나 

ACE 억제제로 인한 기침 발생의 빈도는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2. 

최근에는 고혈압이 동반된 신질환 환자에서 ACE 억제제와 유사한 정도의 

단백뇨 감소 효과와 신기능 보존 효과가 있었다는 외국의 보고들도 

있다13,14. 

본 연구에서는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안지오텐신 

II의 작용을 직접 억제하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인 losartan을 투여하여 

혈압, 단백뇨 감소 효과,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 등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약물 

투여 12주 및 24주 후에 사구체 여과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혈압 및 

24시간 뇨단백 배설량은 의의있게 감소되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나 

ACE 억제제에 의한 요단백 배설량 감소 효과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약제의 

종류 또는 용량, 치료기간, 염분섭취 정도, 기저 요단백 배설량, 그리고 ACE 

유전자형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9,21,26, 본 연구에서도 연구 시작 시점의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 많을수록 losartan에 의한 요단백 배설량의 

감소량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12주 후에 비해 24주 후에는 

약화되어 Nosrati 등31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응군과 비반응군 사이의 임상 및 검사실 소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연구 

시작 시점에는 혈청 요산치 외에는 양군 사이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26 

그러나 반응군에서는 losartan 투여 12주 후에 수축기 혈압과평균 동맥압이 

비반응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반응군에서의 단백뇨 감소 효과가 

혈압, 즉 수축기 혈압 및 평균 동맥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고혈압 약제에 의한 혈압 감압 

효과가 일일 염분 섭취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4시간 요나트륨 배설량을 측정하였으나 양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는 혈압 감소 효과와 더불어 

안지오텐신 II 자체의 신장세포에 대한 영향, 즉 세포 비후 및 세포외 기질 

생성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질환 환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존 효과가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ACE 유전자가 상기 약제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6. 

ACE 유전자는 chromosome 17에 위치하며, 다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요 다형성으로는 intron 16에 존재하는 287 bp fragment의 

I/D(Insertion/Deletion) polymorphism으로 II, ID, 그리고 DD의 세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6,7,8. 이중에서 D allele의 빈도는 0.50-0.63으로 서양인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동양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15. 

DD homozygote 환자에서는 II나 ID 환자에 비해 혈장뿐만 아니라 심장, 

신장, 그리고 T-임파구 내 ACE 농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16,18. 따라서 DD 

환자에서는 안지오텐신 II 농도 내지는 안지오텐신 II/I 농도비가 높기 때문에 

각종 신질환이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하는 데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11,18. 이에 반해, 비록 ACE 농도가 DD 환자에서 

높을지라도 ACE 활성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질환의 진행과는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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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서로 상반된 보고도 있는 실정이다16,18. 이러한 보고자들에 따른 

차이는 대상 환자의 수, 동반 질환, 치료 기간, 유전적 및 환경적 배경의 차이, 

그리고 연구모델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ACE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35, Marre 등의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II형에서 ID형과 DD형에 비해 

당뇨병성 신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였으며18, Ha 등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DD형에서 II형과 ID형에 비해 ACE 억제제에 

의한 단백뇨 감소 효과가 의의있게 높았다고 하였다26.  

Ruggenenti 등8의 GISEN group이 비당뇨병성 환자 3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CE 억제제인 ramipril을 투여하여 단백뇨 감소 효과 및 사구체 

여과율의 변화,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ramipril에 의한 단백뇨 감소 효과가 남자 환자에 비해 여자 환자에서 의의 

있게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자 환자에서는 ACE 유전자 다형성, 즉 DD형과 

ID형, 에 따른 ramipril의 효과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남자 환자에서는 

ID형에 비해 DD형에서 ramipril에 의한 단백뇨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높아서 

성별에 따른 ACE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단백뇨 감소 효과 및 신기능 보존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남녀 환자를 분리하여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losartan의 효과를 분석한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모든 유전자 다형성에서 반응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DD군에 속하는 환자의 수가 너무 적었던 사실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DD형의 진단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insertion specific한 primer를 사용하여 2차 중합연쇄반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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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기 때문에 DD 환자의 분류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 DD형 환자에서는 체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농도가 증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량의 ACE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를 충분히 억제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22. 이외에도 다른 

항 고혈압 약제의 복용이나, 식이 내 염분 섭취량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염분 식이를 하는 DD형 환자에서는 ACE 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낮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22,23, 염분 섭취가 각 군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군에서 24시간 

요나트륨 배설량이 일정하였기 때문에 염분 섭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는 

혈압 및 요단백 배설을 의의있게 감소시킴을 관찰하였으며,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losartan의 단백뇨 감소 효과나 신기능 보존 효과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losartan 투여 기간 동안에 이뇨제를 

비롯한 다른 항고혈압 약제의 복용을 감안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DD 유전자형 환자의 수가 너무 적었던 것이 본 

연구의 큰 취약점일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좀더 많은 비당뇨병성 신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losartan의 효과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9 

V. 결론 

 

단백뇨를 동반한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인 losartan을 투여한 후, losartan에 의한 단백뇨 

감소 정도에 따라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누어 임상 및 검사실 소견을 

비교하였으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단백뇨 감소 효과와 신기능 보존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Losartan 투여 전에 비해 투여 24주후 혈압,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혈청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은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2. 연구 시작 당시의 24시간 요단백 배설량과 12주후 및 24주후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감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저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 많을수록 losartan 투여에 의한 요단백 

배설량의 감소가 많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기저 혈압 및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12주 및 24주후 혈압은 반응군에서 의의있게 낮았으며, 24시간 

요단백 배설량 감소 정도도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4. ACE 유전자형에 따른 기저 혈압 및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losartan 투여 12주 및 24주후 혈압의 변화,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의 변화, 반응군 분포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는 혈압 및 요단백 배설을 의의있게 감소시킴을 관찰하였으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의 



 

30 

혈압 및 단백뇨 감소효과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좀더 많은 

환자수를 포함한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서 비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투여에 의한 단백뇨 감소 효과와 신질환 

진행의 예측인자로서 ACE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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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CE gene polymophism on the antiproteinuric effect 

of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in patients 

 with non-diabetic chronic renal disease 

 

Hoon-Young Choi 

 

Ｄｅｐａｒｔｍｅｎｔ ｏｆ Ｍｅｄｉｃｉｎｅ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ae Suk Han) 

 

Background. Renin-angiotensin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nal injury 

and in the progression of renal disease. Angiotensin II, a potent vasoconstrictor, 

has a key role in renal injury and in the progression of chronic renal disease of 

diverse causes. In every organ system, the biologic effects of angiotensin II 

are mediated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specific receptors on cell membranes.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specifically inhibits angiotensin 

II-mediated physiologic responses such as systemic and renal 

vasoconstriction, sodium reabsorption by renal proximal tubule, and stimulation 

of aldosterone and adrenergic hormone release by the adrenal 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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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losartan has been reported to 

have a significant antiproteinuric effect in patients with diabetic and 

non-diabetic renal disea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certain whethe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gene polymorphism might affect the renal 

response to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in non-diabetic 

proteinuric chronic renal patients.  

Methods. Seventy patients with non-diabetic chronic renal disease with 

urine protein excretion greater than 500 mg/day were enrolled in this 

prospective study. 

Subjects were given losartan 50mg o.d. for first 12 weeks, and then 

100mg o.d. and were followed up to 24 weeks. 

Results. Twelve weeks and twenty-four weeks later, blood pressure, 

urinary protein excretion,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baseline value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baseline urinary protein 

excretion and the magnitudes of the reduction of urinary proteinuria 

excretion after treatement with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Baseline blood pressure, BUN, serum creatinine, and urinary protein 

excretion were not different in the responder group (patients with 30% 

or more reduction of urinary protein excretion after losartan treatment) 

compared with the nonresponder group. Systolic blood press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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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rterial pressure in the responder group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nonresponder group after twelve and twenty-four weeks of 

losartan treatment. Urinary protein excretion in the responder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nresponder group after twelve 

week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ood pressure, urinary 

protein excretion, creatinine clearance, distributions of responders 

among three groups in accordance with ACE genotypes after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treatment.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angiotensin receptor antagonist, 

losartan significantly reduced blood pressure and proteinuria in patients 

with non-diabetic chronic renal disease. The magnitude of 

antiproteinuric effect of losartan was not influenced by ACE gene 

polymorphism. However, further large scale studies are required to 

confirm the issues regarding the ACE gene polymorphism and the 

antiproteinuric effects of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 in 

non-diabetic chornic renal disease.  

 

Key words: angiotensin II receptor anagonist, antiproteinuric effect,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gene polymorphism, non- diabetic 

chronic renal dis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