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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죽상경화

증의 주요한 위험 인자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

건 문제이다 문제가 되는 소아와 청소년기의 고혈압.

은 주로 이차성으로 일차성 고혈압의 빈도는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광범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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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증가와 함께 일차성 고혈압의 빈도가 증가하면

서 소아 청소년 고혈압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

다 죽상경화증이 청소년기에 이미 생성을 시작한다.

는 보고가 많으며 고혈압 자체도 말기 신부전 진행,

의 위험 인자이므로 소아 신장 역에서는 혈압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소아와 청소년 연령에서 고혈압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 신성 고혈압과 신 혈관성 고혈압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역 학

성인에서는 질병유병율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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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l and Renovascular Hypertension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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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on is a major risk factor of atherosclerosis which results in cardiovascular

disease, and remains a major health problem worldwide. While children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ary hypertension, recent studies support the theory that the prevalence of

essential hyperten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s increasing with the global epidemic

of childhood obesity, and close attention is needed. Evaluation of hypertension in the pe-

diatric age group should be guided by the age at presentation, and renal diseases must

be considered in every child with hypertension, because of the prevalence of renovascular

and renal parenchymal disorders as the etiology in any age group. The majority of children

with chronic kidney disease are hypertensive, and many have associated end organ damage.

Thus, once hypertension has been confirmed, end organ care as well as pharmacologic

therapy must be continued. In renovascular hypertension, as cure could be gained with

surgical/endovascular intervention, accurate diagnosis is important and it is recommended

that every suspected child should undergo angiography. (J Korean Soc Pediatr Nephrol

201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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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혈압을 정의하나 소아에서는,

혈압과 유관한 질병유병율의 자료가 거의 없어 이러

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정상 분포 상의 통계,

학적 범위로 고혈압을 정의한다 즉 소아와 청소년. ,

에서고혈압은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그리고 혹은 이완기 혈압/ (diastolic blood

이 삼회 연속하여 연령별 성별 신pressure, DBP) / /

장군별 백분위수 이상일 경우로 정의한다 측정한95 .

혈압이 에서 백분위수에 위치할 경우 전고혈압90 95

으로 정의하며 성인에서와 마(prehypertension) ,

찬가지로 가 이상 가SBP 120 mmHg , DBP 80

이상인 청소년에서 전고혈압을 고려하여야mmHg

한다 고혈압 발견 후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필[1].

요로 하는 중증 환자를 제한적인 처치만 필요로 하는

경증 환자와 구별하기 위해 고혈압 단계를 단계1

과 단계 로 나누어 접근한다(stage 1) 2 (stage 2) .

즉 백분위수에, 99 5 더한 수를 기준으로 초mmHg

과할 경우 단계 이하일 경우 단계 으로 구분한다2 , 1

(Table 1).

역사적으로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드물고 주로 이차성 고혈압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

나 미국에서 년부터 년까지 세에서[2], 1963 2002 8

세의 소아를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한17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의 연구 결과는 소아에서 고혈압환자가(NHANES)

명백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년대 중반 고[3]. 1970

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아는 전체 소아와 청소년의

으나 년대 초반에는 에 달했으1-2% 2000 3-5%

며 고혈압 환자의 수와 함께 측정된 혈압 자체도 계,

속 상승하여 년 구간보다1988-1994 1999-2000

년에서 는 는 상SBP 1.4 mmHg, DBP 3.3 mmHg

승하 다 혈압 측정 방법과 대상 환아 선별 등의[4].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별 빈도의 비교는 어

려우나 소아청소년기 고혈압 환자의 수는 전 세계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등은 이러한 고혈[5]. Chiolero

압 환자의 증가세를 비만의 증가에만 전가하기는 아

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하 으나 소아와 청[6],

소년에서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데 비만이 주요한

인자로 작용함은 여러 보고에서 뒷받침되고 있다[4,

최근 증가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일차성으로 이7].

들은 대개 단계 혈압으로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1

의 가족력을 가지(cardiovascular disease, CVD)

고 있으며 흔히 과체중이다 이러한 환자에서는[1].

약물 치료보다 체중 조절과 식이 요법이 우선 처방되

나 최근 청소년기 고혈압 환자의 에서 미세알, 58%

부민뇨 를 보이고 사구체 여(microalbuminuria) [8]

과율 이 감소한(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다는 보고가 있어 소아 신장 전문의의 주의를 요[9]

한다.

대부분의 소아 고혈압 환자는 일차성으로 혈압도,

경도로 증가되어있으나 일부분의 환자에서 이차성,

의 중증도 고혈압을 보인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차성.

의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 고혈압 환자군과 비교해서

이차성 고혈압의 빈도가 높아 소아 고혈압 환자의,

가 이차성이다 이는 성인 고혈압 환자군에서28% . 5

전체 대상 인구 중 를 차지하는% [10], 0.1% [11]

이차성 고혈압 환자의 비율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연령에 따라 고혈압의 원인이 상이하므로 소아,

고혈압 환자를 평가할 때는 고혈압이 발견된 시기와

Table 1. Classification of Hypertension in Chil-
dren and Adolescents

SBP or DBP percentile
( )‰

*

Normal

Prehypertension

Stage 1 hypertension

Stage 2 hypertension

<90
th

90
th

to <95
th

or if BP

exceeds 120/80 mmHg

even if 90
th

upto‰

<95
th
‰

†

95
th
-99

th
plus 5 mmHg‰

>99
th

plus 5 mmHg‰

*
For gender, age, and height measured on at
least 3 separate occasions; if systolic and dia-
stolic categories are different, categorize by
the higher value.
†
This occurs typically at 12 years old for SBP

and at 16 years old for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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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신성 고(Table 2).

혈압과 신 혈관성 고혈압은 전 소아 연령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모든 소아 고혈압 환자에서 신장 질환은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신장 질환에서 기인한 이

차성고혈압은진단 당시 중증도가 높은경우가 많다.

신 혈관성 고혈압

원 인1.

신 혈관성 고혈압은 일측 혹은 양측 신장의 혈류

를 저해하는 동맥 병변에 의해 유발되며 소아 고혈,

압의 를 차지한다 다양한 종류의 신 혈5-10% [12].

관 이상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나 섬(Table 3),

유성근이형성증(fibromuscular dysplasia, FMD)

이 가장 흔하여 소아 신 혈관성 고혈압의 를 차70%

지하여 죽상경화증이 원인의 를 차지[13], 85-90%

하는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동맥의 중막[14].

을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신경섬유(media) ,

종증 형 이나1 (neurofibromatosis type 1, NF 1)

윌리엄스 증후군 에서 드물게(Williams syndrome)

내막 이 침범된다(intima) [12, 15, 의 원16]. FMD

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는 원인, FMD

불명의 분절적 비염증성 비죽상경화적 동맥 벽의, ,

병변으로 정의되며 중소 동맥을 주로 침범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에서는 병변이 신 동맥 기[15]. NF

시부에 주로 위치하며 의 병변은 더 원위부에FMD

위치한다[17].

이외에 많은 혈관염들이 신 혈관성 고혈압FMD

을 유발하며 그 중에서 다카야수 병(Table 3),

이 가장 흔하다(Takayasu s disease) [12]. FMD’

는 여러 협착 부위가 협착 후 동맥류와 이어져 있을

경우 혈관 조 술에서 구슬이 연결된 모양, (string-

으로 보이며 다카야수 병of-beads appearance) ,

과 는 혈관 조 상만으로는 정확한 구별이FMD

어려우나 치료를 위해서는 양자간의 명확한 진단이

Table 2. Most Common Causes of Hypertension
by Age at Presentation

Age group Cause

Newborn

Infancy to

6 years

6-10 years

Adolescence

Renal artery thrombosis or

embolus (umbilical artery

catheter)

Renal vein thrombosis

Congenital renal malformations

Coarctation of aorta

Renal artery stenosis

Bronchopulmonary dysplasia

Renal parenchymal disease

Renal artery stenosis

Coarctation of aorta

Medications (corticosteroids,

albuterol, pseudoephedrine)

Endocrine causes

Renal parenchymal disease

Renal artery stenosis

Primary hypertension

Endocrine causes

Primary hypertension

White coat hypertension

Renal parenchymal disease

Substance abuse

Endocrine causes

Table 3. Renovascular Causes of Hypertension

Intrinsic renal artery disease

Fibromuscular dysplasia

Intimal fibromuscular dysplasia

(Neurofibromatosis type 1, Williams

syndrome)

Arteritis (Kawasaki, Takayasu, or Moyamoya

disease)

Renal transplant artery stenosis

Chronic renal allograft nephropathy

Newborn with umbilical vessel catheters

Renal transplant artery or venous thrombosis

Renal trauma

Extrinsic compression

Neoplasia (Wilms tumor, Neuroblastoma,’

Pheochromocytoma,

Lymphoma, Neurofibroma, Paraganglioma)

Perirenal hematoma, trauma

Retroperitoneal fibrosis

Congenital fibrous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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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18, 19].

드물게 종양이나 혈종과 같은 종괴가 외부에서 신

동맥을 압박하여 고혈압을 유발한는 경우가 있으며

종양 치료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유발된 신 혈[20],

관의 협착이나 제대동맥 삽관으로 발생한 혈전증에

서도 신 혈관성 고혈압이 초래될 수 있다 소아[21].

신 이식 환자의 에서도 신 동맥 협착이 발생1-2%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의 소아 신혈관 질환 환자에서 신 동맥53-78%

협착은 양측성이다 일측성일 경우 고혈압이[17]. ,

늦게 발현할 수 있다 분지 동맥이나 신장 내 말초.

동맥이 함께 이환될 수 있으며 등의 보고에 의, Deal

하면 의 환자에서는 신장 내 병변만 발견되고44%

신장 내 병변과 주 동맥의 협착이 병발하는 경우가

이다 신 동맥 이외 다른 동맥에 병발하는31% [17].

경우도 흔하며 특히 나 증후군에서 복, NF Williams

부 대동맥의 협착이 동반될 수 있다[16, 두개23].

내외의 뇌혈관 질환도 다수의 환자에서 관찰된다

[17].

병리 기전2.

일측성 신 혈관 협착은 레닌 에 의해 고혈(renin)

압을 유발한다 레닌 안지오텐신 축. - (rennin-angio-

에 의한 고혈압 유발 기전은tensin system, RAS)

신성 고혈압에서 자세히 기술하 다 신장 관류 압력.

은 신 동맥 협착이 이상 진행하면 향을 받지50%

만 실제로 신 혈류가 감소하고 혈압이 증가하려면,

신 동맥 내경의 협착이 적어도 이상 진행하여70%

야 한다 의 활성화는 산화 스트레스와 죽[24]. RAS

상경화증의 가속화를 초래하므로 병변이 지속하면,

차후에 협착된 신장을 제거하여도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반대쪽 신장의 손상과 전신,

혈관의 변형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25].

진 단3.

신 혈관성 고혈압은 외과적 중재적 병변의 제거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환아의.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소아에서는 정기적으로 혈압

을 측정하는 일이 드물어 대부분의 환자에서 진단이

늦어지기 쉽다 기본이 되는 검사는 디지털 감산 혈.

관조 술(digital substraction angiography, DSA)

이나 침습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동반한다, . Diethy-

혹은lenetriamine pentaacetic acid (DTPA)

스캔 중mercaptoacetyltriglycine (MAG3) cap-

등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저해제topril (angioten-

에 대한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반응으로 신 동맥 협착을 진단할 수 있으나 민감도,

가 낮고 침습적인 방법으로 으로(50-70%) , DSA

대체되었다 복부 동맥의 초음파 검사[12]. (duplex

ultrasonography with color and pulsed-wave

는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될Doppler, USG)

수 있으므로 소아에서 스크리닝 검사로 흔히 이용된

다 성인에서의 연구 결과 의 민감도와 특이도. USG

는 각각 로 자기공명혈관조73-85%, 71-92%

의(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와 비교하여 유효성이 떨어진92-98%, 70-96%

다 등은 신 혈관성 고혈압 소아에서[26]. Brun USG

가 원위부 협착을 발견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하

다 따라서 신 혈관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모[27].

든 소아에서 가 음성인 경우에도 는 반드USG DSA

시 시행되어야 하며 의 역할은 신 혈관성 고혈, USG

압의 가능성이 낮은 환아에서 비 혈관성 원인을 찾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는 진단 목적으로. USG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외과적 중재적 혈관/

성형술 이후 재협착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는 방사선조사를 피해서 비[28]. MRA

침습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성인에서 사용이 증

가하고 있으나 소아에서는 장시간의 진정을 필요로,

하는 단점과 낮은 해상도 가 원인일 때 진단이, 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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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단점이 있어 현재까지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나 신 혈류와 관류의 정량을 포함하는 새[29].

로운 기술의 개발로 향후 소아에서도 이용이 증가될

전망이다 는 와 비교하여 더 해상도가 높. CTA MRA

으나 방사선 조사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차원. 3

상 재조합으로 여러 단면에서 병변을 투시할 수 있으

나 소동맥의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동맥내경[26].

이 작고 동맥 병변의 분포가 상이하므로 현재까지는

신 혈관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를DSA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12, 26, 30].

치 료4.

항고혈압제1)

신 혈관성 고혈압이 진단되면 모든 환아는 항 고

혈압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진.

단 당시 혈압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서

히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과 마찬가.

지로 칼슘 통로 길항제(calcium channel blocker,

베타 차단제 를 먼저 시도하나CCB), ( blocker) ,β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중증도인 것이 신 혈관성 고혈

압의 특징이다 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제. ACEI

와 같이(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에 향을 줄 수 있는 약제는 금기이다 이들 약RAS .

제는 작용 기전은 다르나 수출사구체세동맥 확장에

의한 사구체 여과 압력의 감소로 떨어뜨려 급성 신부

전을 유발할 수 있다 탈수가 동반된 소아에서[31].

신 손상이 더 커지므로 이뇨제를 혈압 강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12].

아주 작은 소동맥의 광범위한 병변을 가진 소아에서,

혈관성형확장술이나 수술의 적용이 어려우며 약제

다중요법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하여

나 의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ACEI ARB .

스캔으로 신dimercaptosuccinic acid (DMSA)

기능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12].

경피적 중재술2)

경피적신혈관성형술(1)

혈압이 항고혈압제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될 경우 경피적신혈관성형술(percu-

taneous transluminal renal angioplasty, PTRA)

을 고려할 수 있다 성인의 관상동맥성형을 위[32].

한 도구들이 소아 신 혈관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다.

시술 중의 부작용은 드물지 않다 동맥 연축 혈관 박. ,

리 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혈역학적인 문제를 야기하

는 경우는 드물다 비가역적인 신 동맥 폐쇄나 파열.

이 드물지만 동반될 수 있으므로 혈관외과의와의 연

계가 필요하다 의 성적은 다양하여 보고자에. PTRA

따라 에 이른다28-94% [12, 이는 진단의33-35].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수의 환자들에서 이외 다FMD

카야수 병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병변의 침범 범위 신장 내. ,

혈관 침범 여부 신장 혈관 이외 혈관의 침범 여부가,

의 성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TRA .

로 혈관 내경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PTRA

텐트 삽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혈관 스텐트 삽입(2)

신 혈관 스텐트 삽입 은(renal artery stenting)

장기 예후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아에서 적용

이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직후 재발하는. PTRA

협착에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성장 후에 풍선으로.

재 확장이 가능한 스텐트가 소아에서는 더 선호된다

대다수의 환자가 혈관내막증식이나 혈전증에[36].

의해 스텐트 내 재협착이 발생하며 이는 스텐[37],

트 삽입술 적용의 최대 약점이다 또한 향후의 수술.

적 치료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적용시 고려되

어야 하는 문제이다[38].

수술3)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약물 치료나

중재시술에 실패한 환자이다 수술적 방법은 혈관재.

형성 또는 신절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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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혈관성 고혈압 환자는 대동맥 상부 및 하부 장,

간막동맥 복강 동맥에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

므로 수술 전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심한 대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에도 소아에서는 우회혈관이 잘 발

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 파행이나 하지 발

달 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이외에는 대동맥 재건은 제

한된다[12].

이상적인 우회 혈관은 자가로 소아의 성장과 함께

자랄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혈관은 찾

기 어렵다 성인에서 쓰이는 복재 정맥. (saphenous

은 시술 후 동맥류성 퇴화의 위험이 이상vein) 20%

으로 소아에서는 금기이다 우측에는 간 동맥[39].

혹은 위십이지장 동맥 좌측에는 비장 동맥이 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나 대개의 환아에서는 인공 혈관 이,

외 방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경피적 중재적 시술,

로 환아가 사춘기에 혈관성형수술을 받을 때까지 혈

류를 유지하여 주는 방법이 선호된다[12].

신절제는 과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의 치료로 처음 시행된 외과적 치료이나 최근에는 고

혈압을 유발한는 퇴축되고 신기능이 떨어진 신장의

제거로 그 적응증이 축소되었다.

외과적 혈관 성형술의 성적은 우수하여 고혈압의

치료가 호전이 에 달한다 시술36-70%, 26-56% .

의 치사율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며 부작용은 크지

않아 소아에서 적용에 문제는 없다[12, 40, 41].

등은 단일 기관에서 년간 추적 결Stadermann 30

과 신 혈관성 고혈압의 가 수술적 방법으로 치, 90%

료되었음을 보고하여 수술이 유효한 치료법임을 보

다[13].

신성 고혈압

원 인1.

다양한 종류의 사구체 질환 간질세뇨관 질환이,

소아와 청소년에서 고혈압을 유발하며(Table 4),

가장 흔한 원인은 사구체질환과 방광요관역류이다

[42, 43].

신장에 이환하는 유전 질환의 일부에서도 고혈압

이동반된다 상염색체우성 다낭종신. (autosomal do-

상염색체minant polycystic kidney, ADPKD),

열성 다낭종신(autosomal recessive polycystic

신수질낭종kidney, ARPKD), (medullary cystic

연소성신로kidney), (juvenile nephronophthsis),

증후군 겸상 적혈구증에서 고혈압Denys-Drash ,

이 동반되며 이전에는 내분비계 이상으로 알려졌던,

증후군도 원위세관에 위치한 내피소디움채Liddle

널 유전자의(epithelial sodium channel, ENaC)

변형이 원인으로 그 결과 초래된 소디움 재흡수가,

고혈압을 초래함이 밝혀졌다[44].

Table 4. Renal Parenchymal Disease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Glomerulonephritis

Acute post infectious glomerulonephritis

IgA nephropathy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Rapidly progressive glomerulonephritis

Focal segmental glomerulonephritis

Systemic vasculitis with renal involvement

Henoch-Schönlein purpura

ANCA vasculitis

Polyarteritis nodosum

Systemic lupus erythematosis

Hemolytic uremic syndrome

Interstitial nephritis

Hereditary diseases

Autosomal recessive or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

Medullary cystic kidney disease

Juvenile nephronophthsis

Denys-Drash syndrome

Sickle cell disease

Liddle syndrome

Congenital renal anomalies

Vesicoureteral reflux

Obstructive uropathy

Muticystic dysplastic kidney

Horseshoe kidney

Segmental hypo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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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신장 기형에 동반된 고혈압은 방광요관역

류에 동반된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전형적으로,

소아기 후기나 청소년기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

다 선별검사로 가 유용하며 반복되는 요로감염. USG

의 병력이 있을 경우 배뇨성방관요도조 검사(voi-

가 필요하다ding cystourethrography, VCUG) .

역류는 자연 소실이 되어도 신 반흔이나 역류성 신증

은 남아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나 고혈압의 발병,

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는 부재하여 정기적인 혈압

측정만이 필요하며 스캔으로 신반흔의 정도, DMSA

는 측정할 수 있다[45, 46].

사구체 신염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신염이 만성

신질환 으로 진행(chronic kidney disease, CKD)

하면서 고혈압을 유발한다 신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

해서는 신 생검이 필요하나 어떠한 종류의 신손상도,

종국에는 동일한 병리소견을 보이는 로 진행하CKD

므로 치료는 동일하다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CKD

의 다른 합병증과는 달리 고혈압은 진행 중 일CKD

찍 나타나 기에 의 환아에서, CKD 1 63% , CKD 4

기와 기에는 에 이르는 환아에서 고혈압이 동5 80%

반되며 말기 신부전, (end stage renal disease,

환아의 가 광범위한 항고혈압제 투여에ESRD) 50%

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고혈압을 보인다 일찍부터.

많은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혈압 자체가 를 악화시키CKD

는 주요한 인자이므로 환자에서는 철저한 혈압CKD

관리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혈압이. CKD

높을 뿐 아니라 좌심실 부전, (left ventricular hy-

과 같은 고혈압의 합병증이 동반pertension, LVH)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는 소아기에 시[47]. CVD

작된 환자가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사망률의CKD

주요한 원인으로 에 이른다 따라서40-50% [48].

환자에서 고혈압이 확인되면 약물 치료 이외CKD ,

에 표적 장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심장 초음파와 안과 검사는 가장 중요한 검사로 정기

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병리 기전2.

는 혈압에 향을 주는 주된 내분비계이고RAS ,

신성 고혈압에서는 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역RAS

할을 한다 레닌은 수입사구체세동맥. (glomerular

의 사구체옆장치afferent arteriole) (juxtaglome-

에서 사구체 관류 저하 소디움 감rular apparatus) ,

소 교감신경계의 항진에 반응하여 분비된다, [49].

레닌 이외 의 구성원들은 혈중에 존재하다가 활RAS

성화된다 신장에서 분비된 레닌은 간에서 분비된 안.

지오텐시노겐 을(angiotensinogen) 안지오텐신I

으로 전환시키고 이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ANG I) ,

소 에 의(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하여 강력한 혈관 수축제인 안지오텐신 II (ANG II)

로 전환된다 는 또한 혈중의 강력한 혈관확장. ACE

제인 을 불활성화 시킨다 낭종이나bradykinin [50].

신반흔 미세혈관손상이나 세뇨관간질의 염증 부위,

의 관류가 감소하면 이에 반응하여 레닌이 증가하고,

이는 에 의해 중개된 혈관 축소를 유발하여ANG II

혈압을 높힌다 의 증가는 염증과 심[51]. ANG II 근

비대 혈관내피세포의손상과메산지움, (mesangium)

세포의 증식과 섬유화를 유발하여 차적으로 고혈압2

을 악화시킨다 또한 는 부신의[52]. ANG II zona

에서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킨다glomerulosa .

알도스테론은 소디움 저류와 포타슘 분비를 중개하

여 염분 축적과 혈류량증가를 초래하여 혈압을 높힌

다 최근 연구에서 알도스테론 수용체 길항제인[53].

과 이 혈관내피세포 기spironolactone eplerenone

능 부전을 호전시키고 혈관 경직도를 완화시키며

에서 신섬유화와 를 저해하는 것이 보고되CKD CVD

면서 고혈압과 에서 알도스테론의 역할이 주목CVD

을 받고 있다[54, 55].

소디움 저류와 이에 따른 혈장량 증가도 의CKD

고혈압에 원인으로 지적된다 와 환자에. ESRD CKD

서 모두 총 체액량과 세포외액량이 증가하 다[56].

그러나 투석 중인 환자에서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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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 관계가 약하여 체액량 증가 이외 독립적인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투석 중인 환자.

에서 신 절제술을 시행하 을 때 무뇨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강하된다는 보고에서도 뒷받침 된

다 체액량 증가는 말초 혈관의 저항이 동시에[51].

강하되지 않는 일부 환자에서만 고혈압을 유발한다

는 주장도 제시되었다[57].

최근 자율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의 항진이 체액량 증가와 무관하게 고혈압을SNS)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 신장 혈관과 세.

뇨관 사구체옆장치는 의 조절을 받는다 신장, SNS .

의 항진은 혈관을 수축시키며 을 감소시키SNS GFR

고 신 혈류를 감소시킨다 동물 고혈압 모델과[58].

사람의 고혈압 환자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의 증가로

증명된 신장 의 항진이 확인되었으며 신장신경SNS ,

절제가 고혈압과 항진된 를 동시에 호전시키는SNS

것이 보고되었다 는 비정상적인 의[59]. CKD SNS

항진을 초래하며 신혈관 협착이나 신 낭종과 같은 신

허혈에서도 의 항진이 보고되어 혈압 상승에 기SNS

여할 것으로 추정된다[60, 61].

의 치료에서 흔히 쓰이는 많은 약들도 고혈CKD

압을 유발한다 은 수주에. Erythropoietin (EPO)

걸쳐 혈압을 상승시킨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혈관 축.

소효과와 반응의감소 혈장Nitric oxide , endothelin

의 증가 혈관벽의 재형성등의 여러가지 인자가 관여,

한다[62, 는63]. Glucocorticoid mineralocorticoid

효과에 의해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를 자극한다RAS

[64, 는 를 자극하고65]. Cyclosporin A SNS en-

분비를 증가시키며 를 자극한다dothelin 1 RAS [66,

성장 호르몬도 원위 세뇨관에서 수분과 염분67].

저류를 유발할 수 있다[68].

치 료3.

일 반1)

비만이 환아의 혈압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체중

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환자에서는 가족력이. CKD

있는 경우나 치료와 연관된 경우가glucocorticoid

아니면 비만은 드물다 또한 정상 신기능을 가진 비.

만 환아와 달리 체중 이외에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다양하므로 체중 조절만으로 혈압을 조절하

기는 어렵다[51].

투석 중인 환아에서는 약물 치료에 앞서 투석 처

방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포외체액의 제거는.

투석으로 가능하며 정상 혈압까지 돌아오는 데 시간,

이 걸리기는 하나 많은 수의 환자에서 약물 투여없

이 투석만으로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69].

약물 치료2)

약물 치료는 모든 시기의 에서 고혈압의 주CKD

된 치료이다 환자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CKD

일반적인 생활 방식의 조절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

신성 고혈압이 사춘기 전 고혈압 환아의 60-70%

를 차지하므로 소아 역에서는 와 가 성, ACEI ARB

인에서 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70, 북미에서71].

소아신장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 가 가 를47% ACEI, 37% CCB, 7.6% blockerβ

일차성 고혈압의 차 약제로 선택하 으며 신성 고1 ,

혈압에서는 에서 를 차 약제로 선택하84% ACEI 1

다 약제를 선택할 때는 적응증 이외에 다른 의[71].

학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는 통풍. , thiazide ,

당뇨 혹은 고지혈증 환자에서는 처방하지 않아야 하

며 는 일반적으로 기관지협착 천식 말초, blocker , ,β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금기이다 는 가 있. CCB CVD

는 경우 주의를 요하며 는 임신 중에는 금기이, ACEI

다.

와(1) ACEI ARB

와 는 혈압 강하 효과 이외에 신기능ACEI ARB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널리 쓰인다 억제. RAS

에 의한 신기능 보호 효과는 단백뇨 감소 수출사구,

체세동맥 의 선택(efferent glomerular arteriole)

적 확장에 의한 사구체 내부 압력의 저하 그리고 항,

염증효과 항섬유화효과에 기인한다 이외에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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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는 의 항진을 감소시킨다RAS CKD SNS [72].

성인에서는 단일약제투여에도 단백뇨가 지속할 경

우 와 의 병합치료로 단백뇨를 감소시키, ACEI ARB

고 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CKD

소아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고칼륨[73, 74] [75],

혈증과 신부전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CCB

는 강력한 혈관확장제로 차 약제에 잘 반응CCB 1

하지 않는 고혈압환자에서 차 약제에 부가하여 많1

이 쓰인다 계의 약물은 심. Dihydroproline (DHP)

장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대신 사구체내부 혈압

을 증가시키고 단백뇨를 유발하는 반면, non-DHP

계의 약물은 단백뇨 감소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성인.

에서 간격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어 사용에PR

주의를 요한다[76].

(3) blockerβ

는 차 약제로 쓰일 수 있다 심부전이blocker 2 .β

동반된 환아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서방형. propra-

은 하루 한번 복용하므로 큰 아이들에서 사용nolol

할 수 있으나 선택형 이 임상에서 선호, 1 atenololβ

된다[51].

이뇨제(4)

소아 환자에서는 염분소실성 신증의 비율이CKD

높아 성인 환자와 비교하여 이뇨제의 처방이 흔하지

않다 혈장량 증가가 증명된 환아에서 와. thiazide

이뇨제가 수분 저류를 조절하는 데 유용한 것loop

으로 알려져 있다 는 차 약제로 널리 쓰. Thiazide 1

이나 이 감소하면 유효성이 떨어져 중증도 이GFR ,

상의 에서는 가 더 유효하다CKD furosemide [51].

새로운 저해제(5) RAS

수용체 길항체인Aldosterone spironolactone

은 이전부터 임상에 적용되어 왔다 혈압을 강하시키.

는 이외에 심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 치사율을 감소

시키는 것이 보고되어 왔으나, mineralocorticoid

수용체의선택성이떨어져 혹은progesterone testo-

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sterone .

최근 선택적 수용체 길항제인mineralocorticoid

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eplerenone aldosterone

고혈압치료의새로운목표로주목받고있다[77, 78].

은 의 시발점이므로 이론적으로Renin RAS RAS

억제의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나 의 성공으ACEI

로 간과되어왔다 와 투여 중에 이. ACEI ARB renin

증가해 있다는 사실은 억제가 고혈압 조절의renin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택적. renin

억제제인 이 최근 소개되어 다른 약제와 비aliskiren

교하여 혈압강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음이 증명되었

으나 생체활성도가 로 낮은 단점을 극복하여, 2-7%

야 한다[79, 80].

소아 환자에서는 나이 체격 생체활성도의 다양, ,

성으로 성인에서 처방이 되고 있는 다양한 약제들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또한 환자 수의. ,

부족으로 임상 시험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고 미국 연방 식약청(Food and

에서 소아에게 처방을 허용Drug Administration)

한 약제는 http://www.fda.gov/oc/fdama/default.

에서 확인할 수 있다htm .

신 신경절제3)

앞서 기술한 바대로 신장 의 항진이 고혈압을SNS

유발하는 한가지 기전이므로 이를 외과적으로 절제

하여 고혈압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다 신 신경의.

제거(percutaneous, catheter based radio fre-

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quency ablation)

환자에게 시행되어 유효한 성적을 내었다는 보고가

있다 도관 삽관에 따른 죽상경화증 등의 위험[81].

에 대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나 약물치료에 반응하,

지 않는 고혈압에서 치료의 대안으로 고려의 대상이

다[82].

결 론

소아의 신성 고혈압이나 신 혈관성 고혈압은 질병

자체로도 높은 유병율과 치사율을 보이며 상승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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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신기능 저하와 의 위험을 증가 시키므로CVD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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