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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전체 세계 성인의 1/4이상의 유병률을 나타나면, 2000년 당시 10억 명의 인구

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29%가 증가되어 15억6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1
. 실제로 나라의 경제발전의 정도와 무관하게 고혈압은 세계적으로 사망률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2
, 죄졸증에 54%, 허혈성 심장병에 47%가 고혈압에 기인된다

2
고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전세계는 고혈압 조절에 엄청난 양의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아직 원발성 고혈압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혈압은 심혈관의 구조 및 

기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이다. 수축기 혈압은 심박출량과 탄

력성이 많은 큰 동맥 혈관의 경직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이완기 혈압과 평균 혈압은 

은 심박출양과 더불어 보다 적은 크기의 근육동맥의 수축에 의한 말초 혈관 저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항혈관은 직경이 300μm 미만이며, 모세혈관은 100μm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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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 진행되면, 큰 동맥은 내경이 늘어나고, 길이도 늘어나 구부러지며, 내막과 중막

이 두꺼워지고 탄성이 감소된다. 그 이유는 elastin이 부러지고, elastase 활성이 증가되며, 

콜라겐 생성증가 및 성장 인자의 조절이상에 의한다. 또한 내피세포 기능이상이 초래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기능적으로도 혈관의 탄성이 감소하여 맥파속도(pulse wave 

velocity:PWV)가 빨라짐과 더불어 대동맥의 반사파도 빨리 되돌아와서 수축기 혈압이 보다 

높아지고, Augmentation index(AI)등이 증가한다(그림 1). 그러나 미세혈관의 변화는 이와

는 다른 양상이다. 고혈압에서 소혈관의 변화는 크게 세동맥의 재형성(remodeling)과 모세

혈관의 희박성(rarefaction)의 변화가 발생된다. 이러한 변화가 고혈압의 원인인지 고혈압에 

의한 이차적 결과인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말초혈관의 저항성 증가는 고혈압의 특

징적 소견이다. 저항동맥의 직경은 100-300μm 이며, 이들 동맥에 재형성이 동반된다. 대둔

부 피하조직을 생검하여 얻은 말초혈관을 조사한 Mulvany등의 연구에서 원발성 고혈압의 

작은 동맥의 특징적 변화는 hypertrophy가 없는 eutrophic remodeling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혈관의 내경과 외경은 줄어들었으나, 중막 대 내경(media-to-lumen ratio: 

M/L)의 비율이 증가하나 중막의 단면적은 변하지 않는다.(그림 2). 이 중 M/L 의 증가가 

가장 일관성이 높다. 그러나 신성 고혈압이나 이차성 고혈압의 경우는 hypertrophy가 동반

되기도 한다. 중막근육 세포들은 특성이 변하고 재배열하며, 이는 혈관 수축 증가에 의한 

이차성 변화 또는 세포자살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이 약 60%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이러한 혈관의 구조적 변화는 혈관 근육세포의 성장(hyperplasia와 hypertrophy), 

세포자살, 세포가 길어짐, 구조변형, matrix 구성분의 변화등에 의한 것으로 angiotensin II

가 관여한다. Angiotensin II는 MAP kinase 등을 이용하여 세포증식을 위한 DNA합성 증가 

및 단백질 합성을 증가 시킨다. Eutrophic remodeling에서는 세포자살과 혈관 섬유화가 중

요하고, 세포자살이 세포증식의 이차적 보상작용인지, 일차성 변화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양

자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전환효소 억제제와 AT 수용체 차단제의 사용은 세포자살 쪽

으로 작동하는 보고가 적지 않다. 미세혈관 희박성에는 세포자살이 관여하기도 한다. 혈관

섬유화는 세포간질의 축적이 중요하며, angiotensin II가 깊이 관여한다. 또한 angiotensin II

에 의해 형성된 활성 산소 등은 혈관내의 염증을 일으키며, 교감신경활성화, 칼시움이온농

도의 증가 및 RhoA/Rho kinse-의존적 통로를 통해 혈관 근육의 수축을 증가시킨다. 즉 미

세혈관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에 angiotensin이 모두 관여하고 있다(그림 3,4). 모세혈관

의 희박화는 고혈압 발생이전에 이미 일차적으로 나타나거나, 고혈압의 결과로 비관류 모세

혈관이 혈관으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거나 모세혈관의 파괴 등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인

슐린 저항성 등과 같은 혈압과 무관한 경우에도 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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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 고혈압에 의한 혈관변화가 angiotensin II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항

고혈압 약제군중에 전환효소 억제재 또는 AT 수용체 차단제가 임상적으로 매우 우수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대혈관 변화의 경우에 구조적으로 혈관 내막 및 중막의 두께를 감소시키며, 

기능적으로 말초 동맥의 압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PWV와 AI를 감소시키며, 더불어 대동

맥의 압력을 보다 더 많이 떨어뜨린다(표 1-8). DHP계열의 CCB와 nitate의 경우에도 유사

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에 비하여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의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세동맥의 

재형성, 모세혈관의 희박성의 변화 및 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역전시키는 약물의 작용도 대혈

관 변화와 유사하다. 가장 유리한 약제군이 전환효소 차단제로 알려져 있으나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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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pulse wave between normal and hypertensive patient. 

 Adapted from O’Rourke MF. Journal of Hypertension 2002, 20:1901–1915 

 

 

 

Figure 2. Subtypes of vascular remodelling.  

Adapted from Feihl F et al. Cardiovasc Res 2008 78:274-285 

 



 

 

Figure 3. Molecular and cellular mechanisms whereby ANG II influences vascular 

structure in hypertension. Adapted from Schiffrin EL et al. Am J Physiol Heart Circ 

Physiol 2004;287: H435-H446  

 

  

 

Figure 4. Molecular and cellular mechanisms whereby ANG II influences vascular 

structure in hypertension. Adapted from Schiffrin EL et al. Am J Physiol Heart Circ 

Physiol 2004;287: H435-H446 



Table 1.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nitrates on CBP beyond PBP 

 Table 2.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diuretics on CBP beyond PBP 

Table 3.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beta-blockers on CBP beyond PBP 

Table 4.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CCBs(DHP) on CBP beyond PBP 

Table 5.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ACE-Is on CBP beyond PBP(1) 

Table 6.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ACE-Is on CBP beyond PBP(2) 

Table 7.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ARB on CBP beyond PBP 

Table 8. Summery of available evidence on the effect of antihypertensives on CBP 

lowering Capacity beyond PBP lowering - Increase of BP amplific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