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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투석 유형에 따른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발생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비교연구  

 

 

목적: 부갑상선호르몬은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요독물질로 작용하

여 근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및 혈구세포와 면역체계의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최근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의 다양한 임상적 의미가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생존의 예측인자로서의 가

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석 방법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유병률을 비교하고, 각 투석 치료군에 

있어서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의 상승에 기여하는 인자들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1년 6

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신부전증

으로 진단받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 328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후향적인 연구로 진행하였으

며,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정상의 3배 이상

으로 증가하였을 때로 정의하였다. 결과 : 말기신부전증의 원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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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당뇨병이 101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에 포함된 환

자 중 170명(49.8%)에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으

며, 이 가운데 혈액투석 환자는 76명(53.9%), 복막투석 환자는 94

명(50.2%)이었다.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의 평균값은 각 투석군 모두 

투석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투석 

개시 후 40개월 이후부터는 혈액투석군이 복막투석군에 비하여 의

미있게 높았다.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한 경우 양 투석군에서 

alkaline phosphatase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반면에 

투석 시작전 기초검사로 시행한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양군 모두에

서 의미있게 감소되었다.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

자로는 연령과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혈청 

alkaline phosphatase와 인의 농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복막투석군과 혈액투석군 모두에서 원인질환이 당뇨병인 

경우 다른 원인질환을 가진 환자군에 비하여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같은 투석 기간에 있어서 이차성 부갑

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률은 혈액투석 환자군이 복막투석 환자군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RR=1.976, 95% CI:1.443-2.170 ; p<0.001). 

결론: 혈액투석군과 복막투석군 모두 연령, 혈중 인 그리고 투석 치

료를 시작할 당시 잔여 신기능의 정도가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석기간이 늘어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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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 투석군 모두에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와 이차성 부갑상선기

능항진증의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복막투석 환자보다 혈액투

석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조기 투석시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고인산혈증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말기신부전

증 환자에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장기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혈중 칼슘 

및 인의 농도와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

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말기신부전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부갑상선호르몬,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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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유형에 따른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발생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비교연구  

 

 

<지도교수 이 호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인 현 

 

 

I. 서  론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은 

장기간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시행받는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자주 관찰된다1,2. 그러나 실제로는 만성신부전증 초기에 이미 이차

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대개의 경우 증상이 

없으므로 간과하게 된다3,4. 특히 이러한 부갑상선 기능의 이상으로 

증가된 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은 요독물질(uremic 

toxin)로 작용하여 근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및 혈구세포와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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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온화 칼슘(ionized Ca2+)이 부갑상

선호르몬 분비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칼슘 외

에도 몇 가지 다른 인자들이 함께 작용하여 부갑상선호르몬 분비 

조절의 변화를 유발한다. 즉 인(phosphorus)의 저류, 1,25-(OH)2D3 

(calcitriol)의 감소, 저칼슘혈증, 부갑상선 기능의 이상 및 부갑상선

호르몬의 calcemic action에 대한 골격계의 저항성 등이 만성신부전

증 환자에 있어서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병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에서는 부갑상선 세포들의 

칼시트리올(calcitriol)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기전으

로 부갑상선호르몬의 분비가 더욱 증가하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서 발생하는 칼시트리올의 저항성은 부갑상선세포 내에 존재하는 

칼시트리올 수용체 밀도(density)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10.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는 이러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혈청내 무기질의 비정상적인 농도 변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신성 

골이영양증(renal osteodystrophy)이 나타날 수 있다. 신성 골이영

양증은 골 교체상태(bone turnover state)에 따라 하나의 스펙트럼

으로 보여지며 고교체 질환군(high turnover disease), 저교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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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low turnover disease) 그리고 이들의 중간 형태인 혼합형

(mixed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고교체 질환군은 

혈청 부갑상선호르몬의 점진적인 상승에 의해 전형적인 섬유성 골

염(osteitis fibrosa)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부갑상선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신성 골이영양증의 유형을 비침

습적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11,12.  

1982년에 Brown 등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

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 의한 신성 골이영

양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117명 중 

72명(61%)과,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 142명 중 48명(34%)에서 신

성 골이영양증이 관찰되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유병률

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13. 

Salem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612명을 대상으로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는데 대상 환자의 50%에서 부갑상선호

르몬의 농도가 정상의 3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비당뇨병 환자에서보다 다른 생화학

적 지표에 비해 혈청 부갑상선호르몬이 의미있게 낮게 측정되었다

고 하였다14. 또한 생화학적 지표들 중에는 인 수치가 부갑상선호르

몬 측정치와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갖는다고 하였

으나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인의 농도 이외에도 혈중요소질소,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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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티닌, 알부민, alkaline phosphatase 등 다양한 생화학적 지표

들이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와 상관관계 또는 역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부갑상선호르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데, 특히 Avram 등16은 투석을 받는 환자에 있어서 부갑상선호르몬

의 농도가 생존의 예측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므로써 

그 임상적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연구14나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투석 전 신성 골이영양증의 유병률

17에 대한 보고는 많았으나 우리나라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 유

형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유병률과 그와 관련된 지

표들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5,17-21. 이에 본 연구는 투석 

방법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유병률을 비교하고, 각 

투석 치료군에 있어서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의 상승에 기여하

는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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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연구 대상  

 

가. 대상 환자  

1996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

브란스병원에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환자 328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제외기준  

(1) 부갑상선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2) 간경변증을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3)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4) 연구 기간 내에 동종 신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5) 투석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투석 방법을 전환한 경우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대상 환자들의 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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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검토하여, 말기신부전증의 원인 질환, 동반 질환 및 혈중 부갑

상선호르몬 농도와 생화학적 검사를 조사하였다.  

 

가. 연구의 시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을 시행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참고로 하여 투석을 시작한 때를 연구의 시작으

로 하였고 이 후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를 3~6개월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나. 연구의 종료  

(1)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진단 받은 시점을 연구의 종료 시점으로 하였다.  

(2) 연구 기간 동안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마지막으로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

도를 측정한 시점으로 하였다.  

 

다.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정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Salem13와 Billa 등5 많은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혈중 부갑상

선호르몬 농도가 정상범위(10~65 pg/ml)의 3배이상(≥195 pg/ml)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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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라. 신대체술을 받은 기간(duration of renal replacement therapy)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고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을 시작

한 시점으로부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록하였다.  

 

마. 생화학적 검사  

투석을 시작한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혈중 부갑상선호르

몬 농도와 이 때 시행한 혈청 칼슘(calcium), 인(inorganic 

phosphorus), alkaline phosphatase, 알부민(albumin), 중탄산염

(bicarbonate),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

(creatinine),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을 기록하였

다. 이 후 외래에서 추적관찰 하면서 3~6개월 간격으로 부갑상선호

르몬의 농도를 측정하여 최초로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가 정상의 3

배 이상으로 증가한 시기의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와 생화학 검

사 결과를 기록하였으며, 경과 관찰 기간 중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

가 정상의 3배 이하로 유지된 경우는 가장 최근에 시행한 혈중 부

갑상선호르몬 농도와 이 때 시행한 다른 생화학 검사 결과를 채택

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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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계학적 처리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0.0을 이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기술적 자료(descriptive data)는 평균 

± 표준편차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각 투석환자들 간의 임상

적 특징 및 생화학적 지표의 비교에는 Students’ t-test, chi-

square test(or Fishc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혈중 부갑상

선호르몬농도에 대한 생화학적 지표들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투석유형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 Cox-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고 이를 Kaplan-Meier curve로 도

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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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총 328명의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의 평균 연령

은 50.7 ± 13.9세이었고, 남자는 185명, 여자는 143명이었으며, 평

균 추적관찰 기간은 25.4 ± 15.0개월이었다. 이들 중 혈액투석을 받

는 환자는 141명,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187명이었다. 

 

Table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D or percent. DM, diabetes mellitus; 

HD, hemodialysis; 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GN, 

glomerulonephritis; 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 Othersa : unknown(38), lupus nephritis(4), neurogenic 

bladder(2), obstructive nephropathy(4), chronic pyelonephritis(2), Tbc 

nephritis(2)  

 Patients (n=328) 

Age(years) 50.7 ± 13.9 

Sex(M/F) 185/143 

Duration(months) 25.4 ± 15.0 

Mode of dialysis (HD/CAPD) 141/187 

Cause of ESRD (%)  

        DM 101(30.8) 

        Hypertension 83(25.3) 

        Chronic GN 78(23.8) 

        ADPKD 14(4.3) 

Others 
a
 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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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당뇨병이 101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83명(25.3%), 만성 사구체신염 78명(23.8%), 

다낭신 14명(4.3%) 순이었으며, 그 밖에도 루푸스 신염, 폐쇄성 신

병증, 신우신염, 신경인성 방광, 결핵성 신염 등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Table 1).  

 

2. 투석 시작 당시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생화학 검사 비교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의 평균연령은 각각 50.2세와 

51.2세, 평균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는 167.7 ± 169.6 와 151.4 

± 147.5 pg/ml, 혈중 칼슘 농도는 8.8 ± 0.9와 8.9 ± 0.7 mg/dl, 혈

중 인 농도는 4.7 ± 1.9와 4.5 ± 1.2 mg/dl로 각 투석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또한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검사로서 시행한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있어서도 혈액투석 환

자와 복막투석 환자 각각 8.6 ± 5.6와 7.1 ± 4.5 ml/min/1.73m2로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당뇨 환자의 분포도 50명

(35.5%)와 51명(27.3%)로 차이가 없었다(p>0.05). 투석 시작 당시

부터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환자

는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39명(29.3%), 복막투석 환자의 경우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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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으로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2). 

 

Table 2. Clinical and laboratory data at the initiation of dialysis 

 HD(n=141) CAPD(n=187) 

Age(years) 50.2±15.1 51.2±13.0 

Sex(M/F) 87/54 98/89 

Diabetes (%) 50(35.5) 51(27.3) 

Hyperparathyroidism(%) 39(29.3) 51(27.3) 

iPTH(pg/ml) 167.7 ± 169.6 151.4 ± 147.5 

Calcium(mg/dl) 8.8 ± 0.9 8.9 ± 0.7 

Phosphorus(mg/dl) 4.7 ± 1.9 4.5 ± 1.2 

Alkaline 

phosphatase(IU/L) 
85.4 ± 44.4 84.9 ± 58.7 

BUN(mg/dl) 61.0 ± 22.7 58.7 ± 18.3 

Creatinine(mg/dl) 8.4 ± 3.2 8.4 ± 2.7 

t-CO2(mEq/L) 21.7 ± 4.0 23.1 ± 3.7 

Albumin(g/dl) 3.6 ± 0.5 3.6 ± 0.5 

Ccr(ml/min/1.73m2 )  8.6 ± 5.6 7.1 ± 4.5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D or percent.  

There was no significance of difference between HD and CAPD; p>0.05 

 

3.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따른 환자군의 분포 

 

연구 종료 시점에서 측정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따라 65 

pg/ml 이하, 65~195 pg/ml, 195 pg/ml 이상의 세 군으로 나누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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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환자 분포에 있어서 혈액투석군과 복막투석군의 양군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195 pg/ml 이상인 환

자군 중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에 있어서 복막투석 환자에서보다 부

갑상선호르몬 농도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p<0.05)(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dialysis modality according to the final 

iPTH level 

iPTH (pg/ml) HD (%) 
mean ± SD 

CAPD (%) 
mean ± SD All (%) 

< 65 42 (29.8) 
33.2 ± 19.8 

59 (31.6) 
28.8 ± 18.6 101 (31.8) 

65 – 195 23 (16.3) 
125.8 ± 33.4 

34 (18.2) 
131.3 ± 8.4 57 (18.4) 

≥ 195 76 (53.9) 
378.2 ± 201.5†

94 (50.2) 
325.8 ± 117.0 170 (49.8) 

†p < 0.05 between HD and CAPD 

 

4. 투석 기간에 따른 부갑상선호르몬 측정치의 비교 

투석 기간을 20개월 단위로 나누어 각 군간의 평균값을 비교하

였다. 각 투석군 모두 투석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갑상선호르몬 

측정값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개시 후 처음 20개월은 203.4 ± 184.5 pg/ml, 21개월부터 40개월은 

249.4 ± 182.2 pg/ml, 41개월부터 60개월은 363.6 ± 376.6 p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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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월 이 후는 421.9 ± 380 pg/ml 였고, 복막투석 환자에서는 각

각 185.3 ± 159.2 pg/ml, 204.0 ± 160.5 pg/ml, 215.8 ± 163.7 

pg/ml, 246.4 ± 196.3 pg/ml 이었다. 특히 41개월 이 후부터는 혈액

투석군이 복막 투석군에 비하여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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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Comparison of average values of iPTH level between 

HD and CAPD according to dialysis duration (* p <0.05). 

iP
TH

(p
g/

ml
)

Duration of dialysis(months) 

  * 
*



 17

5.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따른 복막투석 환자군과 혈액투석 환자군

간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정상의 3배 이상으로 증

가된 경우(≥195 pg/ml)를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195 pg/ml 이상으로 증가된 환자군

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의 투석 유형에 대하여 비

교분석 하였다(Table 4) . 

가.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95 pg/ml) 

복막투석 환자군에서 혈중 칼슘 농도(9.6 ± 0.7 mg/dl)와 

t-CO2(25.4 ± 8.1 mEq/L)가 혈액투석 환자군 (각각 8.8 ± 

0.9 mg/dl와 22.0 ± 2.9 mEq/L)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한 경우(≥ 195 pg/ml)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막투석 환자군에서 혈중 칼슘 농도(8.7 ± 0.8 mg/dl)와 t-

CO2(24.6 ± 3.0 mEq/L)가 유의하게 높았고, 부갑상선기능항진

증이 발생되기까지의 이환기간(27.5 ± 15.0개월)도 길었으며, 

혈액투석 환자군에서는 부갑상선호르몬 농도(378.4 ± 201.5 

pg/ml)와 혈중요소질소(6.2 ± 1.9 mg/dl), 혈중 인(6.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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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이 의미있게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p<0.05).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혈중 alkaline phosphatase농도가 혈액투석 

환자(103.4 ± 43.6 vs. 75.4 ± 37.6 IU/L; p<0.05)와 복막투석 환자

(101.9 ± 80.1 vs. 76.0 ± 34.2 IU/L; p<0.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반면에 투석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측정

한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혈액투석 환자(6.5 ± 3.4 vs. 11.5 ± 6.3 

ml/min/1.73m2; p<0.05)와 복막투석 환자(4.5 ± 3.0 vs. 7.7 ± 5.1 

ml/min/1.73m2; p<0.05) 각 군 모두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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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 투석군에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따른 원인 질환의 분포 비교 

 

Table 5. The incidence of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according to the cause of ESRD

HD(n=141) CAPD(n=187)  

<195pg/ml ≥195pg/ml <195pg/ml ≥195pg/ml 
†DM ‡37(26.2%) 13(9.2%) 33(17.6%) 18(9.6%) 

Hypertension 12(11.8%) 21(15.0%) 21(11.2%) 29(15.5%) 

Chronic GN 7(5.0%) 13(9.2%) 28(15.0%) 30(16.0%) 

ADPKD 4(2.8%) 4(2.8%) 4(2.1%) 2(1.1%) 

†χ2 = 24.130 ; p <0.001 in HD,  χ2 = 3.620 ; p <0.05 in CAPD 
‡Number of patients(%) 

 

연구 종료시점에서 측정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따라 이차성 부갑

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었을 때, 투석 

유형에 관계없이 원인 질환이 당뇨병인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

으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

었다(Table 5).  

 

 

7. 말기신부전증의 원인질환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평균 

이환기간 비교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은(iPTH ≥195 pg/ml) 환자들

을 원인질환에 따라 각각의 평균 이환기간을 비교하였다. 원인질환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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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까지의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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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duration until the onset of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according to the cause of ESRD. 

 

 

8.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분석 

 

투석 유형에 따라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살펴

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부갑상선호르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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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 측정치는 각군 모두에서 연령과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반면, 혈청 alkaline 

phosphatase와 인의 농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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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석 기간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률 

Duration of dialysis(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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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Kaplan-Meier cumulative survival of patients without 

hyperparathyroidism by modality of treatment  

(event, onset of de novo hyperparathyroidism). 

 

투석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군 모두에서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유

병률이 증가함을 보였으며, 같은 투석기간에 있어서 혈액투석 환자군이 

복막투석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률이 높았다

(RR=1.976, 95% CI: 1.443-2.170; p<0.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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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최근 의학의 발달로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이와 함께 동반되는 다양한 합병증들의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합병증들 가운데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은 만성신부전증 환

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으로, 장기간 신기능의 저하로 인해 칼슘, 

인, 비타민 D 대사의 이상으로 부갑상선 세포들의 증식과 함께 부갑상

선호르몬이 이차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이다18. 특히 이러한 부

갑상선의 기능이상은 투석환자들의 의미있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5. 근래에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여러가지 병인

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아직 그 치료는 여전히 만족

스럽지 못하다4. 

부갑상선호르몬은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골재형성(bone 

remodeling)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는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를 측정하므로써 신성 골이영양증의 아형을 예

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12, 

13,18,19,20-23. Serge 등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투석 중인 환자의 

골조직의 조직학적 소견과 상관관계가 좋다고 보고하였고24, Torres 등

은 119명의 말기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 및 골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부갑상선호르몬이 120 pg/ml 이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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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교체 골질환과, 450 pg/ml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는 고교체 골질환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이러한 신성골이영양증을 피

하기 위해서는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를 120에서 250 pg/ml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20. Sherrad 등은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 259명에서 골생

검을 시행하여 투석유형에 따라 이들의 신성골이양증의 병리 조직유형

을 분석하였는데, 복막투석 환자에서는 저교체 골질환이 66%,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고교체 골질환이 62%로 서로 다른 병리소견을 보였으며, 이

러한 소견을 보이는 이유로 혈액투석 환자군이 복막투석 환자군에 비해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2배에서 2.5배 가량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하였다23. 본 연구에서도 혈액투석 환자군이 복막투석 환자군에 비해 부

갑상선호르몬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투석 시작 후 40개월이 

지나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투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률도 양 투석 치료군 모두에서 증가

하였으며, 이는 혈액투석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복막투석 환자군

에 비해 혈액투석 환자군에서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

한 가능성으로는 혈액투석의 경우 간헐적인 칼슘 부하(intermittent 

calcium loading)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복막투석은 지속적으로 보다 높

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시켜 혈액투석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부갑상

선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23. 한편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복막투석액 내로 비타민 D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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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단백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복막투석 환자에서 혈액투석 환자에서보

다 비타민 D 대사 물질들(25 hydroxy-, 1,25 dihydroxy-, 24,25 

dihydroxy-vitamin D)의 혈중 농도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복합적 작용이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및 부갑상선 세포 

증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25.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의 임상적 의의에 대하

여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부갑상선호르몬 농도 자체만

으로도 투석 환자의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16. 지난 

수 십 년간 부갑상선호르몬은 신부전증 환자에서 요독증의 다양한 증상

을 유발하며 단백질의 대사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왔다26. 

흔히 신부전증 환자에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함에 따라 혈중 인의 농

도가 감소하고 활성형 비타민 D가 저하되어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도 

함께 150~200 pg/ml정도로 증가하게 된다20. 그러나 부갑상선 호르몬의 

점진적인 증가는 뼈의 항상성 유지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질소혈증(azotemia)이 있는 환자들의 뼈는 부갑상선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이미 생겨 있으므로 정상적인 농도(<65 pg/ml)로는 항상

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27. Avram 등은 9년 동안 175명의 혈액투

석 환자와 113명의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Cohort 연구에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낮은 환자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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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였는데,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 모두에서 부갑상선호

르몬 농도가 200 pg/ml 이상인 군보다 65 pg/ml 이하인 환자군에서 사

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하였다16. 

일반적으로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한 경우보다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이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28.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신부전증 

환자에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적 관찰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투석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당뇨병이 원인 질

환일 경우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고 

복막염이나 동정맥루의 폐쇄 및 기능부전의 발생이 다른 원인 질환에 

비해 높다. 그러므로 투석 기간이 다른 원인 질환들에 비해 짧아서 부갑

상선호르몬 농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최근 다른 연구들에서 당뇨병 환자에서 이차성 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이 적은 원인으로 제시되는 가설로는 저마그네

슘혈증에 의한 부갑상선호르몬의 분비 저하29와, 소의 부갑상선 세포 배

양(bovine parathyroid cell culture)을 이용한 연구에서 관찰되는 고혈

당과 인슐린의 부족에 의한 부갑상선호르몬의 분비 감소30, 그리고 부갑

상선호르몬 수용체의 하향 조절(receptor down-regulation)2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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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갑상선호르몬은 칼시트리올의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당뇨병 환자에서는 칼시트리올

의 농도도 함께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31. Isabel 등은 당뇨병성 신부

전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신부전증보다 칼시트리올의 농도

가 더 낮아져 있으므로 비교적 신부전증 발생 초기에 엄격한 혈당조절

과 함께 활성형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이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골

무력증(adynamic bone disease)이나 골연화증(osteomalacia)과 같은 저

교체 골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28. 

부갑상선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서 칼슘 및 비타민 D 대사 

이상28, 혈청 인의 증가14, 산혈증, 환자의 영양상태33 및 비타민 D 수용

체의 유전자형34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투석 유형에 관계

없이 혈중 인의 농도와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는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

귀분석 모두에서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중 칼슘 농도는 

단순회귀분석에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와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혈액투석의 경우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를 195 pg/ml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부갑상선호르몬이 195 pg/ml 이하인 경

우는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치료군에서 모두 혈중 칼슘 농도와 부갑상

선호르몬의 농도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522, p<0.001 vs. r=-

0.587, p<0.001)를 나타내었으나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195 pg/m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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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증가된 경우에서는 양군 모두에서 의미가 없었다(결과는 명시하

지 않음). 따라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195 pg/ml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는 혈

중 칼슘 농도보다 다른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른 연구에서도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에 

있어서 혈중 칼슘 농도보다는 인의 농도가 부갑상선호르몬 분비 조절에 

더 관여할 것이라는 설이 제시되고 있다14. 또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195 pg/ml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칼슘-부갑상선호르몬 되먹임 기전

(Ca-PTH feedback mechanism)에 결손이 생겨서 칼슘 농도와 상관없

이 자율적으로 부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상태가 지속되며, 이것이 이

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다14,18,35. 

본 연구에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는 투석의 유형에 관계없이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정상인에서도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골교체가 감소하며, 성장호르몬이 소아의 부갑상선호르몬 

및 골 성장을 증가시켰다는 보고들을 종합해 볼 때 젊은 환자의 부갑상

선이 생물학적 활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18. 또한 

투석 시작 직전에 기초검사로 시행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양 군 모두

에서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로써 

비교적 잔존 신기능(residual renal function)이 보존되어 있는 환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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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즉, 비교적 이른 시기에 투석을 시작한 환자에서 이차성 부갑상선기

능항진증의 발생이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발생한 이차성 부갑

상선기능항진증과 관계가 있는 인자들로는 연령, 혈중 인, 원인질환으로

서의 당뇨병, 그리고 투석치료를 시작할 당시의 잔여 신기능이었다. 반

면에, 40개월 이상 투석을 시행받았던 환자의 평균 부갑상선호르몬 농도

와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률은 혈액투석 환자군에서 의미있

게 높았다. 따라서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투석 시작과 함께 적극적인 고인산혈증

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장기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부

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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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투석치료

를 받고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석유형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유병률의 비교 및 부갑상선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비교하였다. 혈액투석 환자군과 복막투석 환자군 모두에서 연령, 혈중 

인, 원인질환이 당뇨병인 경우, 그리고 투석 치료를 시작할 당시의 잔여 

신기능의 정도가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 나타

나,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투석 

시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고인산혈증의 치료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

다. 또한 투석 시작후 40개월이 지나면서 복막투석 환자보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차성 부갑상

선기능항진증의 발생률도 의미있게 높았다. 따라서 장기 혈액투석 환자

의 경우 혈중 칼슘 및 인의 농도와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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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Secondary Hyperparthyroidism 

 According to the Mode of Dialysis in Patients  

with End-Stage Renal Disease 

 

In Hyun Ju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 Yung Lee) 

 

Objectives : It has been well known that parathyroid hormone(PTH)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uremic toxin in patients with end-stage 

renal disease, and develops many abnormalities in musculo-skeletal, 

nervous, cardiovascular and immune systems, which contributes 

mortalities and morbidities of the patients. Recently, many 

researches have reported various clinical significances of PTH. 

Especially, there is some suggestion that parathyroid hormone level 

could be used as a new marker of survival in uremic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revalence of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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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parathyroidism according to the modality and duration of 

dialysis in patients with ESRD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ttribute to increasing iPTH levels. Methods : From January 1996 to 

June 2001, 328 dialysis patients who have received maintenance 

hemodialysis or peritoneal dialysis more than 6 months in Severance 

Hospital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e studied retrospectively by 

reviewing their medical records and defined hyperparathyroidism, if 

iPTH level w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of upper normal 

limit. Result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iPTH level greater than 

195 pg/ml was 170(49.8%): HD 76(53.9%), CAPD 94(50.2%). The 

average level of iPTH was increased with dialysis duration in both 

groups, and also, significantly more increased in hemodialysis group 

than CAPD more than 40months after the beginning of dialysis. The 

iPTH leve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e and creatinine 

clearance by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both dialysis 

groups. Alkaline phosphatase and serum phosphorus level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iPTH in both CAPD and HD 

patients. Cox regression analysis showed an increment of 

development of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with duration of 

dialysis. In patients on HD, the prevalence of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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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parathyroidism was much higher than those on CAP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tients on dialysis more than 40 months. 

Conclusion : In this study, iPTH level was correlated with age, serum 

phosphorus level and residual renal function at the initiation of 

dialysis in both groups. And also, in patients on HD, the average 

level of iPTH and the prevalence of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were much higher than those on CAP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So, we suggest that early dialysis and intensive attention to serum 

phosphorus level would be required in patients with ESRD for 

preventing the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and more careful 

monitoring for serum calcium, phosphorus and parathyroid hormone 

with adequate treatments would be needed especially in hemodialysis 

patients. 

 

Key word : ESRD(end-stage renal diseae), hemodialysis, CAPD 

parathyroid hormone,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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