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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환자에서의 혈관변화

김수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1. 만성신장질환자의 심장혈관질환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율이 매우 높은 것은 기

존의 당뇨나,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Framinghan 위험인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일반 인구에서 심혈관 질환의 중증도와 유병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예방적인 방법을 시행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만성신장 질환 환자에는 오히려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들이 있을 때 사망의 상대적인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역학적 조사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만성 신장질환자들에서 기존의 위험 요소들만을 조절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최근 대규모 무작위 임상연구에 따르면 투석을 시행하

는 당뇨환자에서 statin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받지 않은 환자들과 심혈관질환 발생이나 이

사망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다. 

기존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비교적 젊은 투석 환자들에서도 혈관석회화(vascular 

calcification)와 동맥경직(arterial stiffness)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만성신장

질환 환자에서 이소성 석회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혈관석회화을 일으키

는 비전통적 위험인자를 밝혀내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러한 요인들 중

에 고인산혈증과 고칼슘혈증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두 요인 다 독립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소아의 투석 환자에 대한 초기의 후향적 연구

에 따르면 환자들은 연조직의 석회화의 빈도가 의의 있게 높았고 혈관석회화과 무기물대사 

(mineral metabolism)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만성신장질환에서 무기물대사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칼슘과 인의 항상성 조절에 혼란이 일어나고 인의 배출이 감소하

고 25-hydroxyvitamin D가 calcitriol(1,25-hydroxyvitamine D)로의 수산화가 감소한다. 

처음에는 이에 반응하여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뼈에서 칼슘과 인의 방출

이 증가하게 된다.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서 인의 정체가 악화되고 이로인하여 이차성 부갑

상선 기능항진증이 발생하게 된다. 혈중의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romeone, PTH) 

이 증가하게 되면 신성 골형성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뼈의 재흡수가 증가하고 다른 

요독성 합병증에서 영향을 미친다.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무기물과 골대사 장애는 흔한 합병증이다. 이는 이환율의 중요한 

원인이며 삶의질을 감소시키는 원인이고 또한 신성 뼈질환의 발생에 원인이며 혈관석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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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 유연성(arterial compliance) 감소의 주된 위험요소가 된다. 많은 연구들은 혈관석회화

와 혈중 칼슘, 인, 칼슘-인 사이에 양성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5기 만성신장

질환(CKD stage 5) 환자에서 혈중 인과 칼슘-인이 증가하는 것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률(all-cause mortality)과 심혈관 사망율의 독립적인 위험요소임을 밝혀냈다. 사실 투석환

자에서 사망율과 연관된 요인들을 관찰한 한 연구에서는 무기물대사가 고인산혈증, 고칼슘

혈증, 부갑상선 호르몬 증가와 함께 기여를 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고 또한 이는 빈혈이나 

낮은 요소 감소율(low urea reduction ratio)의 위험보다 17.5%가 더 큰 것이었다. 

3. 골대사와 혈관 석회화의 연관성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심혈관계 질

환 이환율 및 사망률과 골다공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고 골밀도와 혈관석회화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5기 만성신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혈관석회화와 골밀도 

사이의 역의 관계가 입증되었다. 혈관 내에 침착하고 혈관석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칼슘 결

정은 뼈에서 발견되는 calcium apatite이다. 석회화가 일어날 때 혈관에서 bone-related 

factor가 발견이 되는 것은 골대사장애와 혈관석회화 사이에 연관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

거이다. 

만성신장질환에서는 골조성의 질적감소가 나타나고 일반인에 비해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에서 고관절 골절의 빈도가 증가한다. 신성 뼈 질환은 high turnover를 갖는 osteitis 

fibrosa에서부터 low turnover 를 갖는 adynamic bone diseaes까지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

지고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혈중 순환하는 무기질이 과다하게 된다. 부갑상선호르몬이 

높은 high turnover를 갖는 질환에서는 인이 뼈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반면 부갑상선 호르

몬이 낮은 low bone turnover를 갖는 질환의 경우에는 뼈에 인이 덜 방출되게 된다. 그리

고 뼈에서는 급성 칼슘 부하에 대해 뼈가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혈관석

회화을 증가시키게 된다. 

혈관 석회화의 측정

다양한 비침습적 방법이 혈관석회화의 정도를 발견하고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intimal과 medial calcification를 구분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것은 computed tomography (CT)이다. 심전도 통제 하에 시행한 electron beam 

CT (EBCT)를 사용하여 관상동맥의 total calcification scores를 측정하여 관상동맥 석회

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일반인에서 관상동맥의 atherosclerosis를 예측하고 향

후 발생할 주 심혈관질환 발생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5기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calcification score는 현저히 증가되어 있고 특히 젊은 환자

에서도 발생하며 빠르게 진행한다. 그러나 EBCT의 시행이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예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줄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고 관상동맥 석회화가 관상동맥 촬영상 협

착의 정도와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Goodman 등에 의하면 젊은 투석 시행 환자

들에서 EBCT를 이용하여 측정한 관상동맥 석회화는 18~24개월 후 거의 두 배로 진행하였



- 3 -

고 Braun 등에 의하면 관상동맥 질환이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일반 투석을 시행하지 않

는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5기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의 경우 관상동맥 석회화가 2.5~5배가량 

증가하였고 12개월 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투석을 아직 시행 받지 않는 만성신장질환 환

자들의 연구 또한 관상동맥 석회화가 증가됨이 증명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당뇨 환자에서 

특히 저명하였다. 

EBCT는 방사선에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혈관석회화를 검사하는 가장 민감한 방법이다. 

그러나 비용과 유효성르로 인하여 아직 그 사용은 제한적인 상태이다. 최근 8-, 16- slice 

spiral CT scanner가 투석환자에서 혈관석회화과 대동맥 석회화는 검사하는데 유용함을 보

였고 표층 대퇴동맥을 포함한 말초 동맥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초음파나 단순 X-ray를 사

용한 검사들도 혈관석회화를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좋은 연구논문들이 있지만 혈관석

회화을 정량화하는 데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추적하는데 효과가 떨어지고 민감도가 부족하

였다. Blacher 등은 초음파를 사용하여 경동맥 석회화를,  단순 X-ray를 사용하여 대동맥 

석회화를 측정하여 동맥 석회화가 증가될수록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율이 증가됨을 보고하

였다. 

4. 동맥 경직(arterial stiffness)

혈관석회화은 동맥경직를 유발하고 큰 탄성동맥의 pulse wave velocity (PWV)를 증가

시킨다. 이것은 동맥 혈관벽의 내재적인 특성들을 변화시켜 동맥개형을 통해 일어난다. 만

성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요독증에 의해 촉진된 구조적인 이상은 fibro-elastic intimal 

thickening과 extracellular matrix와 calcification의 증가를 포함한다. 석회화는 intima 및 

media 두 층 모두에 걸쳐 일어나지만 medial calcification은 혈관의 확장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어 동맥경직을 일으키게 된다. 혈관내피 석회화(intimal calcification)은 

atherosclerosis의 진행된 병변으로 생각되고 더 염증성 병변이며 cholesterol 침착과 연관

되어 있고 혈관의 협착과 폐쇄를 일으킨다. 흥미롭게도 한 연구에서 medial calcification은 

intimal calcification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생존율을 보였다. EBCT를 사용하여 

calcification score에 의해 측정된 혈관 석회화는 PWV로 측정된 동맥경직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medial calcification이 많고 동맥이 경직되어 있다. 

PWV 이상은 만성신장질환 초반부터 분명해지고 신장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진행한다. 일반 

인구에서와 마찬가지로5기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에서 대동맥 PWV가 증가하는 것은 심혈관

계 사망율의 강력한 독립적인 예측인자 임이 증명되었다. 만성신장질환에서 대동맥 PWV가 

증가하는 것은 혈중 인 농도의 증가과 Ca x P 생성물의 증가, Ca based phosphate 

binder의 전체 사용량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에서 동맥경직에 임상적인 

결정요인은 나이, 신혈관질환, 당뇨병성 신증, 만성신장질환 유병기간, 칼슘 농도, 중간 동맥

압, 좌심질량, CRP등이 포함되어 있다. 요독증에서 동맥경직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가설

에는 만성 체액량증가, 염증소견, 레닌앚ㄴ지오텐진계 활성, lipid  oxidation 증가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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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의 탄성감소는 혈압을 증가 시키고, 좌심실 부하를 증가시키고 좌심실비대를 일으키

며, 심혈관질환 사망율을 증가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압의 변화와 혈관석회화 사

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데, 수축기 혈압, 맥박압의 증가, 이완기 혈압의 감소가 여러 연

구에서 혈관 석회화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혈압의 상승은 단지 원인이라기보다

는 동맥경직에 기여하는 medial calcification의 결과물일 수 있다. 맥박압의 증가는 좌심실

비대와 연관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투석 환자에서 사망율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

다. 동맥경직이 증가하는 것은 좌심실 후부하를 증가시키고 심내막 관류를 감소시키며 동맥

에 물리적 피로를 일으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근의 산소 소모가 증가하고 이완기 관상동맥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만성 신장 허혈을 일으키게 된다. 

동맥경직의 측정

일반적으로 상완동맥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상행대동맥이나 관상동맥에서 중심혈압을 측

정하는 것이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따

라서 중심혈압과 동맥경직을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몇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PWV와 augmentation index (AI)를 측정하는 데 applanation 

tonometry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전향적인 연구에서 특히 5기 만성신장질환 환자

들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PWV는 관상동맥과 대퇴동맥 사이

의 pulse wave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혈관이 더 경직됨

을 의미한다. 비침습적인 applanation tonometry의 사용은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동맥경

직을 간단하게 측정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5. 혈관석회화와 동맥경직의 영향

혈관석회화와 동맥경직은 일반인이나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심혈관계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둘의 정도를 평가하는 선별 방법들은 높은 

유병률과 기능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영상학적인 방법

을 사용한 진단은 정확한 위험요인의 전략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합병증의 정도에 역점

을 두어 치료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혈관 석회화와 동맥경직의 문제를 치료하는 적

절한 방법에 대한 증거들은 아직 부족하지만 심혈관 질환 유병율 및 사망률의 높은 위험 요

인을 가진 환자에서 진단은 외부에서 칼슘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물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엄격한 혈압의 조절이나 무기물대사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투석의 처방

(투석시간, 빈도, 투석액등)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6. 치료 

아직까지는 혈중 인과 칼슘을 낮추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킨다는 무작위 임상연구

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혈중 인과 칼슘의 증가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혈관 석회화와 

심혈관 사망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치료는 이런 수치들을 정상화 하는데 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혈중 인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만 Ca x P 생성물을 감

소시키고 부갑상선 항진증을 줄이며 활성 무기물 침착에 중요한 단백발현을 감소시켜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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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석회화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혈중 인 농도를 정상화 하는 것은 신장에 석회

화를 감소시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의 저하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혈중 인 농도의 증가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기 만성신장질환 환

자에서 고인산혈증은 40~70%까지 그 유병율이 높은 상태이다. 고인산혈증의 치료는 효과

가 적기는 하지만 식이 섭취의 제한과 인결합제의 사용, 투석이 있다. 혈액투석을 통한 인

의 제거는 시간 의존적인 과정으로 증가하지만 투석은 인의 조절에 그 효과가 제한이 있다. 

이전까지 인의 조절은 주로 칼슘기초 인결합제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한 부갑상선 기능항진

증의 치료와 연관하여 활성 비타민 D 제제를 사용함으로 전체적으로 positive calcium 

balance가 되어 혈관 석회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비칼슘기초 인결합제er의 

도입은 전체적인 칼슘 부하를 줄이고 만성신장질환에서 혈관 석회화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Sevelamer hydrochloride는 칼슘이나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phosphate 

binder이며 비타민 D 치료를 함께 받는 환자에서 고칼슘혈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Calcium carbonate와 비교했을 때 sevelamer를 사용할 경우 신장 

석회화의 감소와 신장기능 저하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증명되었다. Sevelamer는 또한 

임상연구에서 관상동맥 석회화를 감소시킨다고 증명되고 있고 이는 칼슘기초 인결합제의 사

용을 감소시켜 칼슘부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Calcium carbonate를 사용하는 

것보다 sevelamer를 사용하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혈중 칼슘 농도의 감소와 함께 6-12개월 

후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감소가 관찰되었다. 또한 calcium carbonate를 사용한 군과 비교

하였을 때 sevelamer를 사용한 환자에서 cholesterol과 LDL 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sevelamer가 고콜레스테롤혈증의 호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 114명의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임상연구에서는 sevelamer를 사용한 환자들에서 calcium 

carbonate를 사용한 환자에 비해 18 개월 추적관찰에서 생존율 호전이이 증명되었다. 

Lanthanum carbonate 또한 비칼슘기초 인결합제로 유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심혈관 질환 

예후나 혈관 석회화에 관련한 전향적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이다. 

만성신장질환에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calcimimetics, 

cinacalcet는 인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여러 study에서 cinacalcet를 사용하는 

것이 혈중 PTH 농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혈중 인 농도나 Ca x P 생성물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혈관 석회화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실험적으

로 calcitriol과 동시에 calcimimetic R568을 투여한 연구에서 대동맥 석회화가 감소됨이 

증명되었다. 심혈관질환 합병증과 혈관 석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inacalcet의  대규모

의 clinical trials 이 현재 진행 중이다.

신장이식은 무기물 대사를 호전시켜 혈관 석회화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 한 연구에서 23

명의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cohort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석회화가 소실되지는 않았지만 17

명의 추석을 시행하는 대조군 환자에서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혈관석회화가 악화되

지는 않았다. 연구들은 신장 이식 후 혈관재형성을 의미하는 AI가 호전됨을 보여주었다. 

1000 명가량의 투석 환자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보여주듯 부갑상선 절제술 또한 이미 발생

한 혈관 석회화를 소실시키지는 않았고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다.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고혈압 약제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일반 환

자에서 동맥재형성에 좋은 효과를 갖는다. 한 연구에서 captopril과 propranolol 사용이 도

움이 되었으며 ACEi를 사용하면서 ARB를 함께 사용하여 renin-angio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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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osterone axis에 이중차단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도 제시되었다. 아직 연구가 부족하

기는 하지만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항고혈압 약제는 혈관 석회화를 줄이는 보완적인 치료

일 뿐만 아니라 동맥벽 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투석 환

자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으로써 PWV에 호전을 보일 수 있고 동맥 순응도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혈관석회화를 억제하는 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isphosphonate 

는 특히 심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골밀도를 호전시키고 혈관석

회화를 감소시키는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혈관석회화의 병인기전에 특별한 대사경로를 알아내는 것은 혈관석회화를 개선하고 조절

하는 데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BMP-7과 PTH 1-34같은 

내인성 억제제들은 만성신장질환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만성신장ㅇ질환 환자에서 심

혈관질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MP-7은 고인산혈증을 개선시키고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혈관평활근세포의 표현형발현을 자극하여 혈관석회화에 억제제로 작

용한다. BMP-2는 혈관석회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몇몇 연구들에서 혈관석회화

를 막는 치료 표적이되는 몇몇 경로들이 제시되었다. AMG 162나 OPG-like substance의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OPG와 유사한 RANK-ligand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데 개발이 되었지만 혈관석회화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야간혈액투석과 같은 좀 더 길고 자주 시행하는 투석 방법이 뼈나 무기물대

사를 호전시킬 수 있다. 야간 혈액투석은 투석 시간을 길게 하여 인을 좀 더 제거하고 혈관

석회화의 진행을 안정화 시킨다(20명의 통상의 혈액투석환자를 야간혈액투석 방법으로 변

화시켰을 때 12개월후 관상동맥 석회화증이 진행하지 않았음). 또 다른 최근의 소규모 연구

들도 야간혈액투석을 시행함으로서 PWV의 개선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결론

만성신장질환에서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마 광범위한 혈관석회화와 동

맥경직의 증가로 인한 것 때문일 것이다. 혈관석회화와 뼈의 demineralization은 역의 연관

관계를 갖는데, 일반인에 비해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의 경우 이주가지 모두 더 심한 정도를 

갖는다. 혈중 칼슘과 인,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면 혈관석회화가 악화되고 사망율

이 증가한다. 동맥경직 또한 일반인 및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유병율 및 사

망률을 증가시킨다. 동맥경직은 혈관석회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혈관의 media층에 

칼슘침착이 되면서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좌심실비대가 발생하고 관상동맥 관류가 감소한

다. 

혈관석회화와 동맥경직을 CT 스캔과 PWV를 통해 특정하는 것은 만성신장질환 환자에

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유용한 방법이다. 미래에 치료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기물 및 골대사를 조절하고 염증표지자나 혈압을 조

절하며, 투석을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다. 고인산혈증의 치료 또한 매우 중요하며 비칼슘기

초 인결합제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칼슘의 부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