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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이식과 투석은 말기신부전증 환자의 주된 치료

과

환자군의 임상적 특징과 혈액학적 변화

이다. 장기 투석환자에서의 주된 합병증은 심혈관계 질

환자들은 평균 44개월동안 혈액투석을 시행한 말기

환이며, 심근비대와 수축기능저하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

신부전증 환자였다. 대상환자 18명의 평균 나이는 46

1)2)

한 사망율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말기 신

±9세(31～65세)였으며 남자가 10명 여자가 8명이었

부전증 환자에서는 심근 조직의 산소 소모량 증가, 만

다. 수술 전 BUN/Cr은 평균 62.8±21.9/10.0±3.2

성적인 체액량 증가, 빈혈, 인공 동정맥루 등에 의해 심

mg/dl 였으며 수술후에는 19.3±5.6/1.2±0.4 mg/dl로

박출량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좌심실 비대와 심장 기능

정상화되었고, hemoglobin(이하 Hb)은 수술전 9.4±

3)4)

따라서 신장 이식 후에 좌

1.5 g/dl 에서 수술 후 12.4±1.9 g/dl로 증가했다. 환

심실 비대의 감소와 심장 기능의 호전은 말기신부전증

자들의 수술전 평균 혈압은 수축기혈압 149.2±24.7

환자에서의 심혈관계 합병증과 사망율을 줄이는데 효

mmHg, 이완기혈압 83.9±11.9 mmHg였고, 수술후에

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5)6)

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저자 등은 1) 혈액투석

기간중에 진행된 심근의 질량변화와 기능변화가 신장

는 수축기혈압 128.3±11.4 mmHg, 이완기혈압 81.2
±8.7 mmHg으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식후 정상화 되는지와 2) 신장이식후 심초음파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심초음파 변화
환자들은 수술전과 수술후 평균 19.8±10.9개월 후
에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3～32개월).

대상 및 방법
좌심실질량계수(Left ventricular mass index)
본원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좌심실질량계수는 수술전 146.1±61.2 g/m2에서 수

환자 중 신장 이식을 시행한 31세에서 65세 사이의 성

술후 91.1±11.7 g/m2로 38%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p

인 남녀 18명(남자 10명, 여자 8명)을 대상으로 했으

value<0.001). 수술전에는 12명의 환자들이(67%) 이

며 관상동맥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2명은 제외하였다.

좌심실질량계수 100 g/m2 이상으로 좌심실 비대 소견

환자군은 신장이식 전과 이식 수술후에(평균 23개월)

을 보였으며, 수술후에는 4명의 환자에서(22%) 좌심

Hewlett Packard사의 SONO 1000으로 심초음파를

실 비대가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는 148.1±72.2 g/m2

시행했으며 좌심실구혈율(ejection fraction), 좌심실 질

에서 91.0±13.1 g/m2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143.6±

량계수(left ventricular mass index), 후벽두께(poste-

48.8 g/m2에서 91.4±10.4 g/m2로 감소하였으며 남녀

rior wall thickness), 중격두께(septal thickness), 좌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심실 이완기말 직경(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dimension)등을 측정하였다. 신장이식전후에 안정된 상태

좌심실구혈율과 좌심실 두께

에서 표준 수은혈압계로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측

좌심실구혈율은 수술전 55.2±7.9%에서 수술후 59.7

정하였다. 혈액검사로 hemoglobin, blood urea nitrogen,

±4.4%로 8.1%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p value<0.05).

creatinine(이하 BUN, Cr)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좌심실 후벽의 평균 이완기 두께는 수술전후에 10.4±

SPSS WIN 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모든

8.3 mm에서 8.0±0.5 mm로 23% 감소했고 중격 두

측정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신장 이식 수

께는 9.7±1.7 mm에서 8.6±0.6 mm로 11% 감소하

술전후의 심초음파 변수의 변화는 paired samples t-

였다(Table 1).

test를 시행하였고, 심초음파 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를 해석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이완기 기능
수술전후의 IVRT(intraventricular relaxation time),
E wave, A wave, E/A ratio 등을 측정했으나 의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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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완기 기능에는 유의한 차이

다. 과거 30년간 신장이식은 말기신부전 환자의 안전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하고 효과적인 치료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55
세 이하의 환자에서 1차 선택적 치료로 간주되고 있
다.1) 과거 연구들에서 신장이식 환자군은 장기간 투석

심초음파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혈액투석 기간, 수술후에서 심초음파를 실시할 때까

환자군에 비해 심혈관계 사망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

지의 경과시간, 수술전 BUN/Cr, Hb 수치와 수축기, 이

었다.5)6) 좌심실 비대가 심근경색, 심실 부정맥, 심장

완기 혈압이 좌심실질량계수와 좌심실구혈율 변화에

돌연사등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장이식 이

관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좌심실질량계수에는 유의

후의 좌심실 비대의 감소가 심혈관계 사망율을 줄이는

하게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없었으나 투석기간이 길수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7)8)

록(p value<0.05), 수술전의 BUN, Cr 수치가 높을수

또한 투석치료를 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비정

록(BUN：p value<0.05 Cr；p value<0.001) 좌심실

상적인 좌심실기능을 보이며 요독성 심근병증이 유발

구혈율이 의의있게 증가하였다(Table 2).

된다. 투석으로 제거되지 않는 요독소와 부갑상선 호르
몬의 심장 억제기능 그리고 그외 다른 대사장애는 기능

고

찰

적, 질량적인 심근장애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본교실에
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

신장 이식과 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된 치료이
Table 1. Echocardiographic change after transplantation
Mean
difference

Pre-OP

Post-OP

55.2

59.7

146.1

91.1

10.4

8.0

-2.3± 2.5‡

9.7

8.6

-1.0± 1.70*

EF(%)
LVMI(g/m2)
PWT(mm)
ST(mm)
LVEDD(mm)

54.0

51.2

-2.7± 6.6

IVRT(msec)

127.7

119.7

-7.9±41.2

‡

Table 2.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dialysis duration, post-op duration, BUN, Cr, hemoglobin,
systolic/diastolic BP with LVMI, EF change
LVMI

심실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여러 연구에서 신장이식후의 좌심실 벽 두께
의 감소와 좌심실 질량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
계수와 좌심실 후벽과 중격 두께가 신장 이식 수술후에
의의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심박출량 감소와 좌심
실 후부하의 감소에 의한다. 좌심실 비대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인자는 고혈압이며 신장이식술후의 고혈압
의 호전은 좌심실 비대의 감소를 가져오고 좌심실 질량
계수를 감소시킨다.10)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고혈압
은 대부분의 경우에 신장에서 기인한 것이며 신장이식
후에 호전되지만 일부에서는 수술후에도 고혈압이 지

(standardized coefficient)
Dialysis
duration(month)
Post-op duration

식으로 인한 요독소 제거로 요독증의 심근 억제 기능이

에서도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좌심실 질량

SV(mL)
60.8
63.8
2.9±11.9
EF：ejection fraction, LVMI：left ventricular mass index,
PWT：posterior wall thickness, ST：septal thickness, LVEDD ：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dimension, IVRT ：
intraventricular relaxation time, SV：stroke volume
*p<0.05, ‡p<0.001

EF

대와 좌심실구혈율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18) 신장이
제거되고 혈역학적인 인자가 개선됨으로써, 그 결과 좌

4.4± 8.26*
-55.0±57.6

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좌심실비

속되는 경우가 있다. 신장이식술 후에 고혈압이 지속되

0.677*

0.116

는 원인으로는 수술후의 스테로이드 치료, 만성 이식

0.320

0.002

거부 반응 등에 기인한다. 술후 고혈압이 지속되고 동

0.253

정맥루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좌심실 비대도 지속되며

Pre-op BUN(mg/dl)

0.602*

Pre-op Cr(mg/dl)

0.902

0.373

좌심실 질량도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Hemoglobin(g/dl)

0.210

0.085

나 좌심실 비대를 가진 환자중에서 정상 혈압을 보이는

Systolic BP(mmHg)

0.635

0.638

‡

Diastolic BP(mmHg)
0.053
0.024
LVMI：left ventricular mass index, EF：ejection fraction
*p<0.05, ‡p<0.01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좌심실 비대 발달에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 유전적 인자중 주된 역할
을 하는것이 ACE alleles이다.11)12) Domingo등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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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억제제로 cyclosporin을 사용한 신장 이식환자에서
좌심실 비대가 발현되는지의 여부는 유전학적인 소인
13)

전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
본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후에 좌심실질량계수의 감

신장이식전의 좌심실 질량

소와 좌심실구혈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분

은 유전적 인자 여부에 관계없이 체액량 증가, 만성 빈

석해 보았다. 말기신부전증 진단 이후 투석을 시행한

혈, 동정맥루, 심근세포내 섬유화등의 원인으로 증가되

기간과 신장이식 수술후에 심초음파를 시행할 때까지

어 있다. 그러나 신장이식으로 이런 요소들이 제거된

의 기간, 수술전 BUN/Cr, Hb,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후에는 유전적인 소인이 좌심실 비대에 중요한 인자로

변화가 각각 심초음파 변화에 연관성을 갖는지를 분석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장이식후에 좌심실 질량

하였다. 좌심실질량계수의 감소에는 각 변수가 의의있

감소와 심실 수축력의 호전은 적합한 유전학적 인자를

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실 구축력 증가에는

가진 환자의 경우에 더욱 현저할 것이다. ACE 다형성

투석기간과 수술전의 BUN/Cr 수치가 밀접한 관련성을

(polymorphism)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석기간 중에 투석으로 제거

으며 연구중인 결과가 완성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

되지 않고 침착되 있던 요독소가 신장이식술 후에 제거

적인 위험인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됨으로써 심실 수축력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데 수술전

에 의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수술후에 좌심실구혈율의

에 요독수치가 높고 수술후에 요독수치의 변화가 클수

의의있는 증가를 보였다. 신장이식후에는 수축기와 이

록 심실 수축 기능이 현저하게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완기의 좌심실직경이 감소하며, 좌심실 전부하의 감소

수 있었다.

로 인하여 심박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빈혈이 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로 대상환자수가 적다는 점과

정됨으로써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혈액의 산소 운반

둘째로 신장이식 수술후의 6개월, 12개월 후의 연속적인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심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연구가 아닌 단면적 연구였다는 점등을 들수 있겠다.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전부하가 감소되고 그로인한

본 연구에서 저자등은 말기신부전증 환자에서 신장

Starling 효과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좌심실의 수축기

이식수술을 시행한 후에 좌심실 질량 계수가 감소하며,

능은 호전 되는데 이는 후부하 감소와 심근 수축력의

좌심실구혈율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심실 구축력 증가에는 신장 이식 전의 BUN/Cr 수치와,

3)

상반된 결론을 보여 Markku 등의 연구와

Ronald등

혈액투석기간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 연구에서는9) 좌심실 수축기능이 감소된 결과를 제

요

시하였다.

약

본 연구결과에서 좌심실 이완기 기능은 수술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좌심실구혈

연구배경：

율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심부전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저자등은 1) 혈액투석기간중 진행된 심근의 질량변

가 있는데 이는 좌심실의 이완기 기능 부전에 의한

화와 기능변화가 신장이식후 정상화되는지와 2) 신장

다.14-16) Ruffmann 등은 이완기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이식후의 심초음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

혈액 투석동안에 저혈압을 일으키는 사실을 보고하였

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다.14) 좌심실 이완기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심실충만과

방 법：

심박출량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하 증가가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있던 18명의 말기신부전증 환자

필요하며 혈액 투석중의 전부하 감소가 심실의 이완기

중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환자들은

충만을 악화시켜 저혈압을 일으키게 된다. Sanjay등의

신장이식 전후에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BUN/Cr,

17)

연구는

혈액투석을 지속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에

Hb 수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서 심실 이완기 기능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

결 과：

는 요독제거와 대사성 항상성의 유지 그리고 다른 여러

1) 환자들은 신장이식 수술전에 비해 수술후에 BUN

요소들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많

/Cr 수치가 감소하고 Hb 수치가 증가했으며 수축기 혈

은 연구에서 신장이식후의 심실의 이완기 기능은 수술

압과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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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심실 질량계수는 신장이식 수술후에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며 좌심실 비대가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Intern Med 1970;72:813.

8) Casale PN, Devereux RB, Milner M, et al. Value of ec-

3) 좌심실구혈율은 신장이식 수술후에 의의있게 증
가하였으며, 좌심실 후벽 두께와 중격 두께는 의의있게

9)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4) 수술전후에 심장 이완기 기능은 큰 변화를 보이
10)

지 않았다.
5) 좌심실질량계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관계는 명확
하지 않으나, 수술전 혈액 투석 기간, BUN/Cr 수치가
좌심실구혈율 증가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관찰되었다.

11)

중심 단어 ：신장이식·심초음파·좌심실질량계수·좌
12)

심실구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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