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간경변증 환자의 신 기능 이상은 신 혈관 수축에 의한 신 혈

류의 감소에 의해 초래되는 기능적 신부전으로 이와 같은 신

혈역동학적 변화는 기능적 신부전의 초기에 발생하기 시작하

지만, 혈청 크레아티닌과 같은 일반적인 신장 기능검사는 신부

전 초기에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간경변증에 의한 신부전 말기

가 되어야 이상소견을 보인다 [1-3]. 따라서 초기의 기능적 신

기능 이상은 신 혈관 수축을 알아냄으로써만 발견할 수 있다. 

도플러 초음파검사는 혈관저항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

어 이러한 신 혈관 수축에 의한 기능적 신 기능 이상을 초기에

발견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이외에도 간경변증의 병태생리 등

의 임상연구에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1, 4, 5]. 이와 같이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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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신 관류 장애를 비관혈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박동지수는
저항지수에 비해 파형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며, 심한 신 혈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저자들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 관류 장애 평가에 박동지수의 유용
성을 보고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Child-Pugh 분류상 A와 B군에 해당되는 간경변증 환자 89명과 C군 39 명 그리고
대조군 39명을 대상으로 각 군 간에 박동지수, 저항지수,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장 레닌 활
성도와 혈장 알도스테론치를 비교하였고, 박동지수와 크레아티닌 청소율과의 상관관계 및 박
동지수와 혈장 레닌 활성도, 혈장 알도스테론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박동지수는 대조군에서 평균 1.00±0.15, Child A와 B의 간경변증 군에서는 평균 1.17±
0.22, 그리고 Child C의 간경변증 군에서 평균 1.30±0.28으로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박동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0.05). 또한 저항지수,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장
레닌 활성도, 혈장 알도스테론치 역시 각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p< 0.05). 박동
지수와 크레아티닌 청소율과의 상관관계는 박동지수가 증가할수록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감
소하는 역상관관계 (p= 0.009)가 있었다. 박동지수와 혈장 레닌 활성도 (p=0.006), 박동지
수와 혈장 알도스테론치 (p= 0.001) 간에도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장 동맥혈관의 박동지수의 측정은 신 관류 장애를 비관혈적으로 평가
하는데 유용한 검사법으로 판단된다.

색인단어 : Ultrasound (US), Doppler studies
Liver, cirrhosis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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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저항을 측정하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방법으로는 도플러 신

호의 시간 속도 파형(time velocity wave)형태를 분석하는 신

혈류 저항지수(resistive index: peak systolic velocity -

minimum diastolic velocity / peak systolic velocity, 이하 RI)

와 박동지수(pulsatility index: peak systolic velocity -

minimum diastolic velocity / mean velocity, 이하 PI)의 측정

이 있다. RI는 수축기 최고속도와 확장기 최저속도를 구하면 그

값의 산출이 가능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침습

적 혈관 저항 측정 방법이다. 그러나 확장기 최저속도가 0에 가

까운 경우에서는 RI가 1에 가깝게 되므로 실제 이용이 어렵다.

그러나 PI는 분모값으로 평균속도를 사용함으로써 확장기 최저

속도가 0에 가깝게 되어도 PI 산출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비

정상적인 파형을 감별하는데 좀 더 정확하다. 따라서 PI가 RI

에 비해 혈관저항을 반영하는 더욱 정확한 지표로 받아 들여지

고 있다 [1, 6, 7]. 그러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불편함

으로 정상 및 여러 질병 군에서 PI값 측정에 대한 보고가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저자 등은 정상 및 간경변증 환자에서 PI를

조사하여 신 기능의 생화학적 검사인 혈청 크레아티닌 청소율

및 신 혈류 조절호르몬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신 기

능 이상 발견의 비침습적 검사법으로서 PI의 유용성을 알아보

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및방법

1998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28명의 간경변증 환자

(평균연령 51.3세)와 간장 및 신장질환이 없는 대조군 39명(평

균연령 49.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경변증의 진단은 조직검

사 혹은 임상적, 생화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였으며, 간성 혼수

나 신 독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간 기능 검사와 혈장 레닌 활성도와 혈장 알도

스테론치, 신 기능검사를 시행하였고, 128예에서 사구체 여과

율을 반영하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구하였다. 초음파검사는

Aloka사 SSD-1700의 3.5MHz convex probe을 이용하여 좌

측과 우측신장의 엽간동맥(interlobar artery)에서 각 각 3회 이

상 PI 와 RI를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하였고, PI는 (수축기 최

고속도 - 확장기 최저속도 / 평균속도), RI는 (수축기 최고속

도 - 확장기 최저속도 / 수축기 최고속도)로 정의 하였다(Fig.

1-4). 대상환자를 대조군과 간경변증의 Child 분류에 따라 A,

B 및 C로 나누었고, 각 군 간에서 PI와 RI,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장 레닌 활성도 및 혈장 알도스테론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PI

와 RI 각각에서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장 레닌 활성도 및 혈장

알도스테론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7.5 version을 이용하여 ANOVA와 상관분석으로 결과

를 분석하였다. P value는 0.05이하일 때 통계학적인 의미를 두

었으며 결과는 mean±SD(standard deviation)으로 표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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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 the control subject, Doppler ultrasonography showed
that PI was 0.778 and RI was 0.533.

Fig. 2. In the cirrhotic patient with Child A and B, Doppler ultra-
sonography showed that PI was 1.302 and RI was 0.714.

Fig. 3. In the cirrhotic patient with Child C, Doppler ultrasonogra-
phy showed that PI was 1.763 and RI was 0.798.



결 과

대조군에서 PI는 평균 1.00±0.15으로 평균 1.17±0.22의

Child A와 B군, 그리고 평균 1.30±0.28의 Child C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신 혈관의

저항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RI,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장 레

닌 활성도, 혈장 알도스테론치 역시 각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였다 (Table 1). PI와 크레아티닌 청소율과의 관계는 PI

가 증가할수록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감소하는 역 상관관계가

있어 신 혈관저항이 증가할수록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함을 관

찰할 수 있었다 (Fig. 5). PI와 혈장 레닌 활성도 (p= 0.006),

PI와 혈장 알도스테론치 (p= 0.001)사이에도 역시 통계학적으

백순구 외 : 간경변증 환자에서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신장동맥의 박동지수(Pulsatility Index)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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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arameters between Each Groups

Control Child A and B Child C
(n=39) (n=89) (n=39)

PI* 1.00±0.15 1.17±0.22 1.30±0.28
RI* 0.61±0.05 0.66±0.06 0.70±0.07

Ccr(ml/min)* 110.05±29.82 106.76±41.91 89.50±27.96
Renin(ng/ml/hr)* 1.61±2.65 4.68±8.04 6.92±8.49

Aldosterone(ng/dl)* 8.59±8.89 10.21±12.82 24.64±21.83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PI : Pulsatility Index. RI : Resistive Index
Ccr : Creatinine Clearance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ach groups (p< 0.05, by ANOVA)

Fig. 4. In the cirrhotic patient with hepatorenal syndrome,
Doppler ultrasonography showed that PI was 2.324 and RI was
0.937.

Fig. 5. PI showe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reati-
nine clearance.
PI : Pulsatility Index 
Ccr : Creatinine Clearance 

Fig. 6. RI showe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reati-
nine clearance.
RI : Resistive Index
Ccr : Creatinine Clearance 

Fig. 7. When the minimum diastolic velocity was close to 0 in pa-
tient with renal failure, RI was not valuable and PI was useful in
this case. 



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관찰되어 신 혈관 저항의 심한 정도는

전신동맥 혈관 내 효과적 혈류량의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

하였다. RI 또한 크레아티닌 청소율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Fig. 6), 혈장 레닌 활성도 (p = 0.016) 및 혈장 알도

스테론치 (p = 0.008)와도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

라서 PI 와 RI 모두에서 사구체 여과율, 혈장 레닌 활성도 및

알도스테론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보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생화학적 신

기능검사는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혈관조형술과

같은 관헐적 방법을 통하여 신 혈류를 직접 측정해 보면 신 혈

류가 감소 되어있다고 한다 [1]. 이러한 기능적 신부전증은 신

혈관 수축에 의한 것으로 간신증후군이 합병된 환자에서는 신

동맥조영술상 신 동맥이 더욱 심하게 수축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 2].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러한 신장 기능 이상

은 신장조직 자체의 병리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동맥혈관의 확장에 따른 혈관용적에 비한 혈류량의 부족

(underfil)과 레닌 알도스테론계 및 교감 신경계의 활성화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4, 8]. Child

A 또는 B군과 같은 보상성 간경변증에서는 전신동맥 혈관 내

혈류량의 부족으로 인해 신 혈류량이 감소되는 것을 신장에서

prostaglandin의 합성증가로 보상하여 신 혈류량이나 사구체 여

과율을 정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심한 복수를 동반

하거나 Child C군과 같은 진행성 간경변증에서는 prostaglandin

에 의한 신 혈류량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thromboxan

과 같은 물질의 생성에 의해 더욱 심한 혈관 수축이 발생하여

신 기능 부전을 초래하게 된다 [4, 9]. 따라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때 Child-Pugh score보다 사구체 여과율, 자유 수분 제

거율(free water clearance), 레닌 활성도 등과 같은 신장기능

을 반영하는 검사 소견이 더욱 좋은 생존 예측 인자로 주장되

기도 한다 [4, 5].

이와 같이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 기능 이상 여부는 환자의

예후 판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흔히 사용되는 혈청 및 소

변을 통한 신 기능 검사로는 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임상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 기능검사인 혈청 크레아티닌치

는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간기능 장애와 영양상태 불량으로 근

육 위축이 있어 실제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상수치를 나타낼 수 있고, 크레아티닌 청소율 역시 과

대 평가될 수 있다 [10]. 또한 신 혈류를 직접 측정하는 관혈

적 혈관조영술은 침습적인 방법이므로 임상에서 실질적인 유

용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침습적으로 혈관의 저항

을 측정함으로써 신 혈관의 수축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플러

초음파검사가 간경변증 환자 및 신장 이식 후 급성 거부반응,

급성 세뇨관괴사, 폐쇄성 요로질환 등에서 신장 기능 부전의 정

도를 측정하는 데 시도되어 왔다 [11].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이

용한 신 혈관 저항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RI 와 PI가 있다.

RI는 시간 속도 파형에서 수축기 최고속도와 확장기 최저속도

만 측정하면 이의 산출이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신 혈류 감소가 심하여 신 혈관 저항이 매우 높은 경우

에는 RI가 1에 가깝게 산출되어 이 값의 측정이 신 기능 장애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Fig. 7). 그러나 PI는 산출에 분모

값으로 평균속도를 사용하므로 신 혈관 저항이 매우 높은 경우

에도 신 혈류 저항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간신증후군

이나 급성 신 이식 거부반응일 경우에는 신 혈관 저항이 커져

이완기 최저속도가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RI보다는 PI를 측정하는 것이 신 기능을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RI 산출은 수축기와 이완기의 주파

수 변위만을 비교하는 단순 공식을 사용하는 반면, PI는 파형

의 면적 즉 평균 주파수 변위를 이용하므로 파형의 해석이 가

능하고 비정상적인 파형을 감별하는 데 RI보다 정확하다 [1,

6].

도플러 초음파검사의 RI를 이용한 신 기능 측정에 대한 많은

연구보고가 있었는데 이 값의 정상 치는 0.50 - 0.67로 알려져

있으며 0.7이상인 경우는 신 기능 장애가 있다고 한다 [12-

14]. PI에 대한 연구보고는 RI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며 정상

값에 대한 보고도 0.78부터 1.26까지 다양하다 [15-17]. 주신

동맥(main renal artery)에서는 PI가 평균 1.33이며 분지동맥으

로 갈수록 감소하여 궁상동맥(arcuate artery)에서는 평균 0.82

라는 보고가 있었으나 [18], 또 다른 보고에서는 궁상동맥에서

PI값의 감소가 없었으며 [19], 감소가 있더라도 통계적인 차이

는 없었다고 한다 [20]. Rigsby 등[21]은 PI의 cutoff value가

1.8인 경우에 급성 신 이식 거부반응의 특이도는 100%이었다

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조군의 평균 PI가 1.00±

0.15인데 반해 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진행성 간경변증인 Child

C군에서는 평균 1.30±0.28을 보여,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PI

가 증가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사구체 여과율을 반영하는

신 기능검사인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PI 및 RI와 역상관관계를

보여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할수록 PI, RI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hild C 군의 평균 RI는 0.70±0.07으로

일반적으로 신 기능 장애의 cutoff value로 알려진 0.7과 비슷

하나, 이 군의 평균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평균 89.50±

27.96ml/min으로 예상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근육 위축에 의해 혈장 크레아티닌치가 낮게 측정

되어 실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해 있어도 크레아티닌 청소율

은 높게 측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

율만으로 간병변증에서 신 기능을 판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

각되며, 도플러 검사를 이용한 PI의 측정과 같은 신 혈관 저항

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신 기능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혈중 레닌 활성도, 알도스테론치는 간경변증의 심한 정

도 및 PI, RI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레닌, 알

도스테론의 활성화 정도가 신 혈관 수축과 연관이 있음을 뒷받

침해주는 소견이다. 최근 초음파 기종은 시간 속도 정수(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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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integral)를 이용한 평균속도를 자동, 혹은 수동으로 측

정할 수 있어 PI의 측정이 용이하다.

결론적으로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장애의 평가에는 생

화학적 검사와 더불어 신 혈관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도플

러 초음파 검사법이 도움이 되며, PI는 RI보다 혈관의 저항측

정에 보다 정확하고 이완기 유속이 0에 가까운 경우에도 유용

하므로 앞으로의 임상적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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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atility Index of Renal Artery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Soon Koo Baik, M.D., Kwan Hyun Kim, M.D., Yon Soo Jeong, M.D.,
Hyun Soo Kim, M.D., Dong Ki Lee, M.D., Sang Ok Kwon,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PURPOSE : As one of non-invasive methods evaluating disorders of renal perfusion using Doppler ultrasonography,
PI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Doppler waveform more accurately than RI, and even when renal perfusion
is severely impaired, objective estimation is possible because of using the mean velocity in its calc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linical usefulness of PI for evaluating disorder of renal function in pa-
tients with liver cirrhosis.

MATERIALS and METHODS : The subjects were 167 patients including 89 of Child A and B groups, 39 of Child C
group, and 39 of control group. We compared PI, RI, creatinine clearance, serum renin activity and aldosterone
level between each groups,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PI with creatinine clearance, serum renin activi-
ty, and aldosterone level.

RESULTS : Mean PI was 1.00±0.15 in control group, 1.17±0.22 in Child A and B groups, and 1.30±0.28 in Child
C group,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s(p< 0.05). Also RI, creatinine clearance,
serum renin activity and aldosterone level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s(p< 0.05). PI
showe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reatinine clearance(p= 0.009), serum renin activity(p= 0.006),
and aldosterone level(p= 0.001).

CONCLUSION : Measurement of PI by Doppler ultrasonography is a useful non-invasive method for evaluating renal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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