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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투석로 재협착의 기전 및 비침습적 치료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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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Restenosis in Vascular Access and Intravascular Procedures
Sungsi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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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riovenous (AV) access is an important life support device for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Unfortunately,
however, AV access fails due to various underlying diseases and hemodynamic reasons. Endovascular intervention
is a useful method to restore the function of AV access [1]. However, this intravascular procedure has a problem
with a high restenosis rate and requires repetitive procedures. Even this restenosis has been reported to occur more
frequently and more severely than in arterial lesions, but the cause of the restenosis is not known. This article reviews
mechanism on the restenosis after percutaneous angioplasty and its treatment in AV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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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하는 restenosis의 기전 및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다양한 경피적 치
료방법의 임상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arteriovenous filsula, AVF)는 투석을 요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동정맥루로 인한 합

본

병증으로는 크게 협착, 폐색, 그리고 감염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협착
과 폐색은 주로 내막증식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론

1. 재협착의 발생

환자는 큰 불편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
한 경우 경피적 혈관성형술이(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투석로에 대한 PTA 시행 이후 일어나는 세포의 일련의 반응들은

PTA) 첫 번째로 시도될 수 있다. PTA로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의 재

일반적으로 동맥의 PTA 후 발생하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PTA

개통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대개의 병변은 재협착(restenosis)이 매

의 주 기전은 풍선카테터가 협착이 있는 혈관벽에 물리적인 힘을 가

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6개월 동안 restenosis가 36-62%까지 보고되는

하여 내막층을 찢는 것으로, 내막층이 손상되면서 강한 국소적 염증

등, 반복적인 시술 혹은 수술을 요하는 골치아픈 합병증이 되곤 한다

반응, 혈소판 항진, 혈전 생성 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혈관벽 손

[2,3].

상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일련의 biological reaction을 통하여 손상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정맥루에서 PTA 이후 발생하는 높은 재협

받은 혈관 구조물들의 회복 반응이 촉발되며, 결과적으로 neointima

착률에 있어서 명확한 치료법이 정립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종설

혹은 neointimal hyperplasia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는 내

은 AVF의 stenosis의 치료를 위한 PTA를 시행한 이후 반복적으로 발

강 손실 및 재협착의 주된 원인이다[4]. 이 과정에서 혈관벽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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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절하는 endothelium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5]. 손상

월, 12개월 primary patency가 각각 24%, 14%였으나 PTA 이후 stent

을 받은 혈관 벽에서 endothelial cell과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insertion을 시행한 경우 63%, 49%로 높게 확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VSMCs)이 growth factor들을 분비하여 중막층의 VSMCs의 증식을

(p<0.001)[14]. 다만, 최근의 RCT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patency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VSCMs는 functional, contractile phenotype에

를 유지하기 위한 intervnetion의 수는 감소시킬 수 있으나, overall

서 proliferative, secretory phenotype으로 재분화하게 된다. 이 외에도

access survival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박리된 혈관벽의 파열부위에 응집된 platelet으로부터 platelet-derived

[15],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하겠다.

growth factor (PDGF)가 분비되어 VSMCs의 media에서 intima로의
이동을 촉진시킨다[6]. VSMCs는 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를

4) Drug-eluting stents (DES)

neointima로 분비하게 되고, 결국 neointima는 VSMCs, macrophages,

DES의 경우 다양한 혈관들의 재협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

lymphocytes, collagen, elastin, proteoglycan로 구성되게 된다. 손상

이 시도되고 있다. 투석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것을 살펴보자면,

받은 세포벽이 이러한 intimal layer로 회복되면서부터 neoinimal

Porcine model에서 AVG의 문합부에 sirolimus-eluting nitinol stent를

formation이 cascade로 발생하게 되며 restenosis를 일으키게 된다[7].

넣고 section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 있으며, sirolimus-

2. Restenosis의 비침습적 치료

eluting stent 삽입군이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내막증식이
77% 적었으나(p=0.01), bare-metal nitinol stent군에 비해서는 현저

1) Cutting balloon

히 많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p=0.05). 안타깝게도 투석혈관에 있어서

앞서 설명하였듯이 neointimal proliferation은 풍선을 inflation하

DES에 대한 임상결과가 없어, 역할에 대한 결론을 짓거나 임상적 적

는 동안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증가하게 된다. 특히나 internal elastic

용을 하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lamina의 파열이 VSMCs의 증식과 이동의 시발점이 된다. Cutting
balloon을 이용한 PTA의 경우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기 전에 정해진

5) Stent-graft

절개를 혈관벽에 만들어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혈관벽의 파열을 방

다양한 연구진들이 투석혈관의 restenosis에서 stent-graft의 좋은

지한다. Wu 등[8]은 plain old balloon angioplasty (POBA)에 저항성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stent-graft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이 있는 AVF 환자들 retrospective study에서 cutting balloon을 사용하

있는 것은, AV graft가 chronic한 thrombus로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여 PTA를 했을 경우 high-pressure balloon과 비교하여 6개월 primary

없는 경우에도 눈에 띌만한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Viabahn

patency가 71.4 vs. 42.9%로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p=0.009). 그러

stent-graft의 사용을 보고한 논문을 보면 12개월 patency가 94.7%, 18

나, prospective, randomized, multicenter trial에서는 47.9 vs. 40.5%로

개월 82.1%, 24개월 82.1%, 36개월 82.1%로 높게 보고되었으며 재시

cutting balloon의 6개월 primary patency의 우월성을 확인하지 못하였

술로부터의 자유도 역시 24개월에 69%, 36개월에 50%로 높게 보고

음을 보고한 바도 있다(p=0.373) [9].

되었다[16]. 이를 바탕으로 failing AVG에서 salvage의 역할을 탁월하
게 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Drug-coated balloon (DCB)
심혈관의 협착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DCB는 매우 좋은 성적

결

을 나타낸 바 있다[10]. 이를 계기로 다양한 혈관의 치료에 있에서

론

DCB가 시도되었는데, 2019년 발표된 Systematic review and meta-

혈액투석로의 restenosis는 초기 PTA 이후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

analysis에 의하면 AVF에 있어서 DCB가 POBA보다 3, 6, 12, 24개월

으로, 그 발생률이 매우 높아 이러한 restenosis를 확실히 치료하는 것

patency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투석혈관

이 투석로를 관리하는 의사들에게 큰 도전 과제일 것이다. 불행히도,

의 restenosis에 대해서도 다양한 DCB들의 단기간 결과에 대해서 긍

restenosis가 발생한 경우 반복적인 추가 시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

정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현재 여러 개의 prospective randomized

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

study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 결과를 기다려 볼 만 하다.

것이 필수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restenosis의 기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장단점과 효과를

3) Bare-metal stent

명확히 이해하여 각 케이스에 가장 알맞은 무기로 restenosis를 치료

Bare-metal stent의 경우 central vein에서 반복적인 restenosis가 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을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다. Stainless steel stent의 투석로의 협착 또
는 폐색에 대한 세 개의 prospective randomized trial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스티디에서 모두 PTA만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primary,
secondary patency의 우월성을 확인하지 못한바 있다[11-13]. 그러
나 self-expandable nitinol stent (SES)의 prospective, non-randomized
study의 경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PTA만 시도한 경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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