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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9 New KDOQI Guidelines. What’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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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Kidney Foundation's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KDOQI) 2019 guideline presents
a new approach to treating vascular access. The new statements are based on data and detailed evaluation work
accumulat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the working group is helping the multidisciplinary staff to meet
the needs of each patient through a careful and practical application process. These guidelines emphasize a more
patient-centered approach and recommend the development of an end-stage kidney disease life plan. In addition,
when selecting a vascular access or converting to a permanent vascular access in the future,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e possible complications and solutions according to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each patient. Regarding
these points, the authors will comment on modality education, timeline for dialysis access creation, pre-operative
evaluation, AV access type & location, and post operative therapy as representative contents that have changed
recently compared to pas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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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KDOQI guideline의 변화

The National Kidney Foundation’s Kidney Disease Outcomes

KDOQI에서는 마지막 업데이트 였던 2006년 이후로 새로운 증거

Quality Initiative (KDOQI)는 vascular access에 대하여 근거 중심의

들을 많이 쌓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업데이트 되었다. 여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뿐만 아

서 제시된 새로운 주제는 ESRD의 life plan과 관련된 주제들, vascular

니라 다양한 나라의 혈액 투석 센터에서 임상 치료를 시행할 때 이론

access 선택, Arteriovenous (AV) access와 Central venous catheter

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과거의 가이드라인

(CVC)의 대상, 합병증의 management, elderly topic에 대한 새로운 접

보다 말기신부전에 이른 환자의 포괄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법에 집

근법이 있다.

중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투석 혈관 관리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

이 종설에서 다룰 내용은 2019 가이드라인들 중 과거와 차이점

환자 개개인의 맞춤 치료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 중심

이 있는 modality education, timeline for dialysis access creation, pre-

의 접근 방식은 말기신부전 Life-plan의 새로운 목표로 소개되고 있

operative evaluation, AV access type&location, post operative therapy

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투석 센터와 환자에게 어떻

에 대한 내용이다.

게 적용할 지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 번째는 modality education이다. 기존에는 Glomerular 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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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GFR)이 30 mL/min/1.73 m2 이하가 되는 시점에 환자에게

contraindication을 권고하지 않았다[4-6].

kidney replacement therapy option에 대해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AV access type과 loca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2006년 가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kidney function의 지속적인

드라인에서는 환자에 따른 차이 없이 AVF을 우선적으로 권고했고,

감소를 보이고 있는 환자도 kidney replacement therapy에 대해 알려

다음 옵션으로 arteriovenous graft (AVG)를 권고했다. 또한 위치도 잘

주도록 되어있다.

쓰지 않는 쪽 팔의 원위부를 우선 시 하였지만, 2019년 가이드라인에

투석의 시작 시점을 예측하는 지표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서는 환자의 life plan에 따라 AVF, AVG 중에 하나를 고르고, 또한 투

estimated GFR (eGFR) 수치 자체도 투석 시작 시점을 예측하는 지표

석의 예상되는 duration에 따라 vascular access의 type이나 위치를 다

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GFR이 1년에 5 이상으로 감소하는 그룹

르게 권고했다.

에서 2년 이내에 투석을 시작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distal first, 최대한 vessel를 보존

따라서 GFR의 감소 속도도 투석의 시작 시점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할 것, 자주 안쓰는 팔다리로 할 것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강조되고

수 있다[1].

있는 것은 환자의 life plan과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방식이 달라질 수

두 번째는 Arteriovenous fistula (AVF)를 만드는 시점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다. 2006년에는 AVF 투석 시작 최소 6달 전에 만들도록 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
만성신부전 환자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7].

어 있었지만, 2019년에는 투석 시작 6-9달 전으로 upper limit이 추가

또한 2006년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되던 fistula first approach로 인

되었다. 이러한 근거는 AVF를 만든 시점부터 투석을 시작하기까지

해 united states에서는 upper arm approach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는

의 시간과 AVF 성공률에 대한 odds ratio를 비교한 연구에서 9달까

환자의 vascular access option을 줄이는 효과를 내서 수명이 기존보다

지는 성공률이 어느정도 증가되다가 그 이후로는 안정화되어 비슷한

연장된 ESRD 환자들의 생존율을 나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8].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Forearm AVF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서 upper arm 접근방법으로

또한 AVF 만든 시점부터 투석 받기 전까지 부작용으로 시술을 받

brachiocephalic과 brachiobasilic AVF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를 보면,

아야 했던 횟수를 보면, 투석을 시작하기까지의 term이 길어질수록

primary patency에는 둘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AVF의 위치를

해당 부위의 시술을 받아야 하는 횟수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려할 때 환자의 현재 상태나 미래를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9달 이후로는 AVF의 성공률에 대한 이득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을 보여준다[9].

추가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므로 9달로 upper limit을
설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2].
세 번째는 pre-operative evalu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2006

Central venous catheter와 AVF를 같은 쪽에 했을 때와 반대 쪽에
했을 때의 효과는, 같은 쪽에 했을 때 fistula survival이 낮았기 때문에
CVC는 AV access가 예정된 쪽의 반대편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10].

년에는 혈관의 구조를 보는 vascular mapping이 AVF 시술 전 모든

다음은 post operative therapy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혈액투

환자에게 권고되었지만 2019년에는 high risk인 환자에게만 초음파

석을 받는 환자들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AVF maturation

를 하도록 하며 또한 혈관 크기 자체로 AVF 시술의 contraindication

failure와 thrombosis이다. 2006년 가이드라인 이후로 수술 직후에

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high risk란 fistula failure,

AVF maturation와 thrombosis를 막기 위한 여러 치료들에 대한 연구

peripheral vessel damage, central venous stenosis, limitations to

가 진행되었다.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는 AVF failure를 막기 위한

physical examination에 해당되는 risk factor를 가진 환자들을 말한다.

치료로 far-infrared therapy가 추천되었지만 fish oil, aspirin, heparin,

AVF 시술을 받기 전 초음파를 이용해 routine vessel mapping을 한

clopidogrel, 비타민 D, allogenic endothelial implants 등은 추천되지

환자와 selective한 vessel mapping을 한 환자 사이의 예후를 비교한

않는다. CVC에 대해서는 anticoagulation보다는 low dose aspirin을 권

결과를 보면, 두 그룹간에 AVF primary failure rate는 유의미한 차이

고한다.

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selective한 vessel mapping을 권고할 수 있다.
AVF maturation을 예측하는 지표에 관한 논문을 보면, vessel 크기
와 AVF maturation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식

FIR therapy는 vascular access의 flow와 AVF의 patency를 개선시
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AVF patency는 FIR therapy를 시행한 그룹
에서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11].

으로 vessel size와 AVF maturation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논문들

Fish oil과 aspirin의 효과에 관한 보고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이 많았지만 vessel size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에 가

placebo에 대해 상대 위험도가 1을 포함하는 구간에 있어 fish oil이나

이드라인에 포함되기에는 제한적이었다[3].

aspirin은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한다[12].

Vessel size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AVF maturation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실제로 이에 대한 논문에서 internal arterial

Heparin 역시도 vascular access의 patency는 heparin을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13].

diameter 뿐만 아니라 artery의 baseline blood flow나 hyperemia 상

Clopidogrel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AVF creation 6주 후에

태에서의 resistance index 등이 AVF maturation에 영향을 주는 것

thrombosis 발생한 비율은 placebo 그룹이 clopidogrel 그룹보다 많았

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AVF maturation과 관련된 여러가지 인자들

지만 suitability failure, 즉 AVF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비율은 두 그룹

이 작용하기 때문에 vessel의 size가 작은 것만으로는 AVF creation의

간에 동일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clopidogrel을 사용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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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권고한다[14].

고 cost efficient하므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20].

비타민 D는 뼈의 대사 외에도 vascular smooth muscle cell의

임상적인 monitoring 즉, Physical examination 단독과 이

proliferation이나 migration을 억제하고 또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

monitoring에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group에서 graft stenosis의

과가 있어 AVF maturation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차이가 있는지 본 결과 graft survival과 thrombosis free survival 모두

그러나 실제 연구된 바에 따르면 AVF 시술 이후에 비타민 D를 복용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 결국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해도 AV access

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 간의 AVF를 사용 가능한 비율 차이가

의 survival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임상적인 판단만으로도 AV access

나타나지 않아 비타민 D 또한 사용이 권고되지 않았다[15].

dysfunction을 감별할 수 있다. 이는 13.5에 기술된 대로 추가적인

전임상단계의 AVF나 AVG의 혈관 주변에 allogenic aortic

surveillance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21].

endothelial cell을 포함하는 implant를 넣는 것이 thrombosis나 염증,

다음 살펴볼 가이드라인은 preemptive percutenous transluminal

stenosis를 줄인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AVF나

angioplasty (PTA) indication에 대한 것이다. PTA란 막힌 graft나

AVG 모두, AEC를 사용하는 것이 placebo에 비해 patency 측면에서

fistula에 ballooning을 통해 협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16].

것을 언제 진행 해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현재는 abnormal

다음은 CVC 시술을 받은 뒤에 antiplatelet 사용에 대한 결과를 보

physical finding이 있을 때 진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

면 Low dose aspirin과 placebo를 비교했는데, CVC survival time이

인에서는 clinical indic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있을 때

aspirin을 사용한 그룹이 더 길고, 의미있게 나타났다[17].

PTA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CVC 시술 후 systemic anticoagulation의 효과를 비교

13.6에서 clinical indicator가 없는 한 PTA를 권하지 않고, 13.8에

한 논문을 보면 CVC failure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서는 일관적으로 persistent한 clinical indicator가 있을 때 진행할 것을

anticoagulation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권한다. 13.9는 PTA가 아닌 surgic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이도 동

AV-access란 투석을 하기 위한 통로로서 여기에 stenosis,

일하게 clinical indicator가 있을 때 시행해야 한다.

thrombosis, related pathology로 인해 flow dysfunction이 생길 수 있

과거 2006년 PTA indication으로서 abnormal physical finding이 있

다. Guideline 13에서는 이 dysfunction을 어떻게 monitoring하고

을 때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new guideline에서는 clinical indicator라

Surveillance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이어서 Guideline 15에서는

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PE 뿐 아니라 dialysis상황에서 clot이 나오거

flow dysfunction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

나 blood flow target을 achieve되지 않는 등 임상적 상황도 고려해야

다.

한다.
첫 번째로 AV access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

Clinical indicator의 중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코호트 분석으로

인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guideline에서는 AVG, AVF에 대해 초음파

40000명의 환자를 observation한 결과 PTA를 clinical indicator가 없

를 이용하여 flow를 측정하거나 pressure를 측정하며 혈관이 막혔는

이 즉 무증상 환자에서 elective한 PTA를 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

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되어있지만 new guideline에서는

의 access survival에 대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구간에는 차이가 없었

이러한 surveillance를 routine하게 suggest하지 않는다. 대신 physical

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서

examination (P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AV access 문제를 보

clinical indicator가 없는 preemptive Angioplasty를 권하지 않는다. 즉,

는 것에 flow/pressure 측정 대신 숙련된 PE이 중요한 것이다. flow나

PTA를 진행할 때 Clinical indicator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22].

pressure를 측정하는 검사를 PE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증거가 불충
분하므로 추천하지 않는다[19].
Guideline 13.1에서 regular PE를 추천하고 있다. 또한 13.3에서는

결국 AVF surveillance로서 flow, pressure, imaging하는 것보다 PE
의 정확성,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얻는 clinical indicator가
있을 때 pre-emptive angioplasty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PE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3.4,

가이드라인 15에 대한 것을 보면 stenosis가 생겼을 때 어떤 시술

13.5에서는 AVF surveillance를 추천하지 않고, PE에 추가적으로 진

이 선호되고 어떤 치료가 선호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2006

행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년에도 지금과 같이 PTA가 first choice였고 balloon angioplasty가 주

이러한 PE에는 look, listen, feel이 있으며 이를 통해 poor

로 사용되었다. 현재도 동일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drug coating

maturation, steal syndrome, aneurysm을 진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추가

balloon, cutting balloon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아직은 증거가 불

적인 surveillance는 추천하지 않는다.

충분하다. 또한 balloon inflating time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에 대

이렇게 PE의 중요성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AVF

해서도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

stenosis가 생겼을 때 PE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비교한 결과 PE에

Balloon angioplasty가 primary treatment로 사용되는데, 이는 임

서 발견한 stenosis와 angiography상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stenosis

상적으로 그리고 angiographically significant하게 진행해야 한다. 즉,

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한 kappa값이 0.55로 moderate수준의

clinical sign이 없으면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 13

일치도를 보였다. 결국 PE만으로도 정확하게 stenosis를 detect하고

에서 말한 clinical indicator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또한

localize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PE는 초음파나 다른 검사보다 쉽

angiography상 직경의 50% 이상의 협착이 관찰될 때 혈류량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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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감소하고 이를 significant stenosis라고 한다. Clinical indicator

restenosis가 적고 primary patency는 뛰어나므로 bare metal의 사용을

가 있고 significant stenosis가 있을 때 balloon angioplasty를 시행한

피할 것을 권고한다[29].

다. 그리고 아직 specialized balloon으로서 drug-coated 혹은 cutting

가이드라인 15을 요약해보면 stenosis 생길 경우 balloon

은 아직 evidence가 불충분하므로 operator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angioplasty가 추천되며 specialized balloon을 사용하기엔 아직 증거

individualized된 approach가 필요하다.

가 불충분하다. 또한 bare metal stent의 사용을 피해야한다. 하지만

그리고 15.7에서도 balloon inflation time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
므로 이에 대해서도 operator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맞춘 접근이 필

balloon이 아닌 stent graft의 indication일 경우 stent graft를 시행하는
데 대표적으로 graft-vein anastomosis, in-stent restenosis가 있다.

요하다.
Paclitaxel coated balloon과 plain balloon에 대한 비교한 결과를 보
면 1 year result trial이 였고 40명의 환자가 1:1로 배정되었다. 그 결

결

론

과 target lesion revascularization free survival의 차이가 유의하게 났으

2019년에 개정된 KDOQI가이드라인은 2006년에 비하여 엄격한

므로 drug-coating balloon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0명에 대

근거를 요구 했으며, 이로 인해 권장되는 수준의 근거가 변경되는 경

한 논문이므로 further investigation이 필요할 것이며, 아직은 증거가

우가 발생하였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23].

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권고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Cutting balloon이란 기본 ballooning뿐 아니라 neointimal

특징적인 면은 말기신부전 환자의 개개인별 맞춤 치료를 시행하고

hyperplasia의 continuity를 disrupt시키는 balloon이다. 하지만 cutting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다각제 논의의 중요성을

balloon과 high-pressure balloon에 대해 비교한 결과에서는 시술 후

강조하였다. 또한 카테터의 사용 연한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과거와

primary patency에 대해 이점이 더 없었다. cutting balloon과 high-

달리 AVF의 감시 중요성에 대한 권고 기준을 낮췄다. 이 뿐만 아니라

pressure balloon에서 patency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감소하는지 정리

인조혈관에서는 일반적인 감시도 권고하지 않았다. Clinical indicator

한 결과 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cutting balloon이 일반

가 동반되지 않는 pre-emptive angioplasty는 권고하지 않았다. 본 가

balloon보다 우세하지 않으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

이드라인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충분한 근거가 부족해서 가

다고 볼 수 있다[24].

이드라인의 수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향후 이러한 점은

또한 ballooning inflation time에 관한 결과로 시술을 할 때 얼마나
ballooning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연구는 1분과 3분을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우리나라 환자에게 새롭게 수정된 가이드라
인의 적용은 새롭게 의논해야 할 사항이다.

비교한 논문인데 48명의 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patency는 다르지

새롭고 연속성을 가진, 임상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에 대

않았다[25].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30초와 1분에 대해 연구한 것인

한 필요성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연구결

데 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첫 3개월까지는 차이가 없었지

과를 기준으로 더 좋은 투석혈관 및 환자 생존율을 위해 지속적인 가

만 3개월 후에는 1분 동안 inflation 시킨 것이 AV access failure의 확

이드라인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논이 필요하다.

률이 높았다. 이를 보면 더 짧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아직 증거
가 불충분하므로 operator의 판단이 중요하다[26].
다음은 Stent graft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Graft-vein
anastomotic stenosis가 있는 경우에 stent-graft의 사용이 PTA 단독
보다 더 권장된다. 또한 In stent restenosis인 경우에도 AVG와 AVF
에서 stent graft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Angioplasty만 하는 것보다
intervention 후 6개월까지 더 좋은 예후를 갖는다. 그리고 Bare metal
stents는 피할 것을 권고한다.
Graft vein anastomotic stenosis가 있는 경우 stent를 사용하는 것
과 balloon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한 논문에서는 6개월에서 stent graft
group이 primary patency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았다. 그 이후에
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6개월까지의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 개개인에 맞춰 선택을 해야한다[27].
또한 in-stent restenosis에서 앞서 논문과 동일하게 stent를 사용하
는 것과 balloon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교이다. 그 결과 시술 후 6
개월 결과에서 primary patency가 stent graft group에서 뛰어났으므로
이 역시 stent가 6개월까지 예후가 balloon 단독보다 뛰어나다[28].
Bare metal과 stent graft를 비교한 결과 stent graft grou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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