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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혈관 동정맥루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선인오
예수병원 신장내과

Arteriovenous Fistula Maturation; How to Be Achieved After Its Creation
In O Sun
Divsion of Neph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Korea

Arteriovenous fistula (AVF) are the prefered mode of dialysis vascular access because of low long-term rate of
infection and stenosis. According to the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guideline, AVF maturation is
considered clinically successful if 6 weeks after surgery the fistula supports a flow of 600 mL/min, is located at a
maxium of 6 mm from the surface and has a diameter of >6 mm. The exact mechanisms underlying maturation failure
are unknown. However, impared outward remodelling and intimal hyperplasia are both considered to contribute. This
review aims to summarize new data obtained in this field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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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병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인을 찾기 위하여 누공 조영상(Fistulogram)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하지만, 자가 혈관 동정맥루 수술후에 이러한 성숙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 접근로(Vascular access)가 필요하다.
투석접근로는 혈액투석 환자의 생명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료 과

본

정에 필수적이며, 투석 적절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러한 투석 접근로에는 자가 혈관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또

1. 정의

는 인조혈관 투석 접근로(Arteriovenous graft), 중심 정맥 도관등이 있
는데, 이 중에 자가 혈관 동정맥루가 다른 투석 접근로에 비해 월등

론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의 보편적인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으나,

히 높은 개통률을 보이며, 감염 위험이 적어서 선호되고 있다[1]. 자

천자(Cannulation)하기에 적절하게 혈관 통로가 성숙하는 것을 의미

가 혈관 동정맥루중에서도 적절한 노동맥과 아래팔 노쪽 피부정맥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있다면 노동맥-노쪽피부정맥(Radiocephalic arteriovenous fistula)를

(K/DOQI)에서는 깊이 6 mm 이내, 혈관 내경 6 mm 이상, 혈류량

먼저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이러한 자가 혈관 동정맥루 수술

600 mL/min 이상이며[2], 유럽 지침에서는 혈류량 600 mL/min 이

이후, 첫번째 천자 시기는 수술 4-6주 후에 경험 많은 간호사가 신체

상과 내경 5 mm 이상을 제시한다[3]. 하지만 수술 후에 성숙 실패

진찰 후에 성숙(Maturation)도를 확인하고 천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

(Maturation 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도 28-53% 정도 보고 되고 있다

다[3]. 그리고 동정맥루 성숙이 6주 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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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도 혈관외 유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맥의 동맥혈

2.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 기전

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고주파 초음파

아직까지 명확히 성숙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단 응력

(High frequency ultrasonography)에서 인티마 중막 두께(Intima media

(Shear stress)와 후프 응력(Hoop stress)이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hickness)나 측정한 후푸 응력이 이러한 혈관외 유출을 예측하는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단 응력이란, 혈관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13]. 따라서 최근에는 K/DOQI 가이드라

의 크기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기에, 혈류량 및 혈액 점도에

인에서 제시하는 성숙 기준외에도 천자 준비(Cannulation readiness)

비례하며, 혈관 직경에 반비례 한다[5]. 자가 혈관을 이용한 동정맥

를 만족해야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루 문합 수술이 이루어 지면, 동맥쪽의 고흐름(High flow)의 혈류가
정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맥의 수동적 확장(Passive

3.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 실패 기전

vascular distension)이 일어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정맥쪽의 전단 응

동정맥루 성숙 실패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정

력이 증가하게 된다. 혈관의 전단 응력은 언제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

맥루 수술 후에 혈관의 확장이 바깥쪽으로 일어나는 재모형화 과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증가한 문합부위 쪽의 전단 응력을 이

정(Outward remodelling process)의 결핍과 내막과다증식(Intimal

전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혈관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6,7].

hyperplasia)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 (Fig. 1). 비층류(Non-

따라서, 수술 후에 문합 부위에 혈류량의 증가는 자가 혈관 동정맥

laminar flow) 및 진동 전단응력(Oscillatory shear stress)에 의한 혈역

루 성숙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학적 손상, 수술 부위의 염증 및 동정맥루 문합부의 정맥 부분의 조

에 문합 부위 정맥쪽의 혈류량은 20-50배 가량 증가한다[8]. 이 때 혈

작등에 의한 수술시 손상, 수술 시에 이루어지는 문합부의 정맥부위

관 내피 세포(Endothelial cell)가 고 전단 응력에(High shear stress)에

의 비틀림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혈관 손상이 두가지 기전을 유발

반응하여, 산화 질소(Nitric oxide)나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특히, 당뇨 및 만성 콩팥병을 가진

등을 분비하여 혈관 확장(Acute vasodilation)을 유발하며, 이러한 물

고령의 환자는 석회화된 혈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피 세포가 동

질들은 또한 혈전증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9,10].

정맥루 성숙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분비하지 못해 혈류 중개 혈관

Matrix metalloproteinase도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성분을

확장(Flow-mediated vasodilation)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제거함으로, 전단 응력에 의한 혈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은 하는 것으

있다. 동정맥루 수술 전에 내막과다증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독

로 알려져 있다[11]. 또한 혈관내 압력의 증가는 평활근 세포(Smooth

증(Uremia), 염증(Inflammation) 및 산화스트레스(Oxiative stress) 가

muscle cell)의 증식을 자극하여 혈관 내측 비후(Medial thickening)

내피세포 기능 부전을 유발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정맥

를 유발한다[12]. 그리고 후프 응력은 혈관 벽에 수직으로 작용하

루 성숙 실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정맥 문합부에

는 응력을 말하는데, 이는 정맥의 동맥혈화(Venous arterialization)

비층류(Non-laminar flow) 및 진동 전단응력(Oscillatory shear stress)

변화를 유발하여 향후에 동정맥루 천자시에 혈액의 혈관외 유출

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막과다증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

(Extravasation)을 막는 역할을 한다[13]. K/DOQI 가이드라인에서 제

로 알려져 있다. 문합부 근처의 이러한 곡류(Disturbed flow) 은 내피

시하는 성숙 기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자가 동정맥루를 천자 하

세포에서 혈전 유발 물질 분비를 자극하고, 평활근 세포의 분화 및

Final lumen size

Successful
Outward remodelling (+)
Intimal hyperplasia ( )

Original lumen size
Outward remodelling (+)
Intimal hyperplasia (+)

Outward remodelling ( )
Intimal hyperplasia (+)
Unsuccessful

Fig. 1. The diagram shows the
manner in which remodeling can
modify the cross-sections of blood
vessels. The balance between out
ward remodeling and intimal hyper
plasia will determine whether a
favorable outward hypertrophic
remodelling or unfavourable inward
hypertrophic remodelling response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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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술 전

병증 확인을 위해, 초음파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초음파가 자가 동

내막 증식증보다는 수술 후 발생하는 내막 증식증이 동정맥루 성숙

정맥루 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는 않

실패와 더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으나, 한 메타 분석에서는 수술 전 초음파가 자가 동정맥루 성숙을

4.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지 못했
고, 비용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하여서, 향후에

여러 인자들이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22]. 또한 수술법을 통해 자가 동정

려져 있다(Table 1). 고령, 여성, 흑인종, 당뇨, 심혈관 및 말초혈관 질

맥루 성숙을 향상 시키려는 연구도 있었다. 기존의 자가 동정맥루 수

환과 같은 동반 질환등이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 실패를 예측하는

술시에 많이 사용되는 단측 연결술(End-to-side anastomosis)시에는

인자들로 알려져 있다. 고령일수록 당뇨나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정맥이 굽혀지면서 동맥과 문합이 되므로 비틀리는 구역이 발생하

있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연령이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에 영향을

여, 곡류가 많이 발생하여 문합부위 협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13개의 코호트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틀림을 줄이기 위해 Piggyback Straight Line

서 고령이 노동맥-노쪽피부정맥 성숙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Onlay Technique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수술법이 문합 부위 협착을

제시되었다[18]. 하지만 이 연구는 고령에 대한 기준이 50-70세 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15].

로 다양하며, 손목의 동정맥루 수술만 포함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과 연령의 연관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결

연구 결과도 있기에, 아직 까지는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

론

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혈관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자가

자가 혈관 동정맥루 수술 후에 전단 응력와 후프 응력이 성숙에

혈관 동정맥루 성숙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여성이 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전으로 수술 문합

성에 비해 자가 혈관 동정맥루 성숙 실패의 위험인자로 여겨지는 문

부위의 재모형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재모형과 과정의

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문헌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

결핍 혹은 부전,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하는 내막과다증식이 자가 혈

가 있는 것 같다[19]. 당뇨는 혈전증 전상태(Prothrombotic state), 성장

관 동정맥루 성숙 실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K/

인자(Growth factor)들의 불균형 및 세포외 기질 증가등을 유발하여

DOQI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성숙 기준 외에도, 천자시에 혈액의

자가 동정맥루 성숙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혈관 유출 위험성등을 판단하는 지표를 찾는 연구도 향후에 필요해

는 자가 동정맥루 수술 후 발생하는 재모형화 과정과 내피세포 기능

보인다.

부전등을 통하여 자가 동정맥루 성숙 실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0]. 한편으로는 수술 후 문합 부위 정맥 쪽의 혈류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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