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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신장이식 수술 후 7일 차에 발생한 이식신 동맥협착을
저압력 풍선 혈관성형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1예
1

1

1

1

1

1

1

1

1

2

2

3

김두엽 ㆍ정현도 ㆍ이진호 ㆍ김한새 ㆍ이동열 ㆍ오준석 ㆍ김성민 ㆍ신용훈 ㆍ김중경 ㆍ허길 ㆍ박종현 ㆍ정규식
1

2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 신장내과 , 외과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영상의학과

3

Successful Balloon Angioplasty with Low-pressure Balloon on
Early Transplant Renal Artery Stenosis at Postoperative Da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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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lant renal artery stenosis (TRAS) is an important cause of hypertension, allograft dysfunction, and graft loss. Patient and
allograft survival rates are lower in patients with TRAS. Causes of TRAS include acute rejection, cytomegalovirus infection, calcineurin inhibitor toxicity, atherosclerosis of recipient, and/or donor. Technical problems due to surgery are a common cause of
early TRAS. A 62-year-old male in end stage renal disease received kidney transplant surgery. There was 5/6 mismatch of human
leukocyte antigen and the panel reactive antibody of patient was class I 0% and class II 0%. End to side anastomosis was done
between the graft’s renal artery and the patient’s common iliac artery. His serum creatinine was measured at 6.4 mg/dL before
transplantation but his serum creatinine level did not fall below 2.6 mg/dL at 5 days postoperative. His blood pressures was 160/90∼
180/100 mmHg. There was a significant TRAS (about 80% luminal narrowing) at the arterial anastomosis site on the renal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We performed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for the stenotic lesion. The balloon angioplasty was done with a 5 mm balloon and low pressure (8 mmHg, nominal pressure was 10 mmHg) at the stenotic lesion. The
arterial pressure gradient was 8 mmHg (recipient’s common iliac arterial pressure, 147/73 mmHg; poststenotic segmental renal
arterial pressure, 139/70 mmHg) just before the balloon angioplasty. After PTA, the arterial pressure gradient became 3 mmHg
(recipient’s common iliac arterial pressure, 157/66 mmHg; poststenotic segmental renal arterial pressure, 154/65 mmHg). The
arterial size and blood flow recovered to within normal range and serum creatinine level was normal after PTA. PTA using low
pressure and a small balloon was safe and effective modality in treating early T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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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신장이식 후 발생하는 이식신 동맥협착은 약제 반응성
이 낮은 고혈압과 이식신 기능 저하의 치료 가능한 원인으
로 이식 후 발생한 고혈압의 1%∼5%를 차지하며 이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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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합병증 중에서 최소한 75%를 차지한다(1,2). 이식신

었으며 유도 면역억제제는 basiliximab, methyprednisolone

동맥협착의 발병률은 정의와 진단기술에 따라 다양하여

을 사용하였으며 유지 면역억제제로 tacrolimus, mycophe-

1%∼23%로 알려져 있다(3). 보통 이식 후 3개월에서 2년

nolate mofetil, prednisolone을 사용하였다.

사이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나 언제라도 발병은 가능하

본 증례에서는 공여자의 좌측 신장이 적출되었다. 신장

다(4). 신이식 후 7일째 발생한 이식신 동맥협착의 진단

크기는 10.8×6.0×4.0 cm이었으며 신장 무게는 220 g이었

및 치료 증례를 보고한다.

다. 공여자의 좌측 신장에서 하나의 신동맥 및 신정맥 및
요관이 확인되었다. 전체 허혈 시간은 1시간 19분이었다.
신장동맥과 우측 총장골동맥이 측단문합되었고, 신장정맥

증 례

은 우측 외장골정맥과 단측문합되었다. 동맥 겸자 풀고 난
환자: 한○○, 남자, 62세

후 동맥의 thrill은 촉지되었으며 요관-방광 접합 후 도뇨

주소: 신장이식 5일 뒤에도 크레아티닌의 상승

관 배뇨 확인되었다. 복막 봉합 직전 확인 시 신장 동맥

현병력: 환자는 본원에서 2015년 4월 말기 신부전 진단

및 정맥의 꼬임이나 단축은 발생하지 않았다. 술 후 1일차

받고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환자는 당뇨 약제로 lina-

DTPA 신장스캔검사에서 이식신 혈류는 325 단위시간당

gliptin, gliclazide 하루 1회 복용하였으며 고혈압 약물로

계수치였으며 술 후 2일차 이식신 초음파검사 결과 RI

amlodipine 하루 2회, carvedilol 하루 1회 복용하였다. 환자

0.68∼0.84로 확인되어 신장적출 시 및 혈관문합 시의 기

의 패널반응항체는 class I 0%, class II 0%였으며 2014년

술적인 원인으로 이식신 동맥협착(transplant renal artery

7월 조직적합성항원 5/6 불일치인 58세 아내로부터 신장을

stenosis, TRAS)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공여받아 이식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5일차 크레아티

이식 수술 일주일 전 혈압 140/90 mmHg, 술 후 1일차

닌 2.6 mg/dL, 1일 요량 2,500 mL로 불충분한 크레아티닌

혈압 180/90 mmHg, 3일차 혈압 190/100 mmHg, 5일째 혈

감소를 보였다.

압 170/110 mmHg로 혈압조절이 술 전보다 악화되었다.

과거력: 30년 전 직장신체검진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았
으며 2012년 타원에서 고혈압 진단받았다.
가족력: 아버지가 고혈압, 어머니가 당뇨, 형, 첫째 동생,
둘째 동생이 고혈압 및 당뇨를 진단받았다.
진찰소견: 이학적 검사상 특이 병색은 보이지 않았으며

크레아티닌은 술 전 6.0 mg/dL에서 술 후 7일째 2.6 mg/dL
로 감소하였다. 이식 후 크레아티닌의 불충분한 감소를 유
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장기간의 허혈로 인한 급성 세뇨관
괴사, 유효순환 혈장량의 감소, 요관의 폐쇄, 도뇨관의 폐
쇄, 방광 요관 접합부에서 소변의 누출, 급성거부반응, 칼

의식은 명료하였다. 활력징후는 혈압 180/90 mmHg, 맥박

시뉴린 억제제 신독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식신 동맥

o
80회, 호흡수 20회, 체온 36.5 C였다. 이식신의 압통, 열감 및

협착이 있다. 이식신장의 허혈 시간은 1시간 19분, 중심

혈뇨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맥압은 3∼10 cm H2O, 맥박수는 분당 60∼80회, 피부

검사소견: 이식 후 5일차 시행한 diethylenetriaminepenta-

긴장도의 하락 없었고, DTPA 신장스캔 배설상 결과 이식

acetic acid (DTPA) 신장 스캔상 신섭취저하가 관찰되었으며

신장-요관-방광의 폐쇄는 없었고, 혈괴로 인한 도뇨관의

이식신 초음파검사상 resistive index (RI) 1.0으로 높은 저

폐쇄 혹은 교체도 없었다. 복부팽만 및 압통 없었으며, 배

항성 혈류 확인되었다. 요검사 결과 요단백(+++), 요당(+−),

액관을 통해 채취한 검체의 크레아티닌 농도 3.8 mg/dL

3

일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1,900/mm , 혈색소 10.8 g/dL,
3

(D/P creatinine=1.46), 혈류 개통 후 신장의 색조변화 없었

헤마토크릿 29.6%, 혈소판 191,000/mm 이었고 혈청 나트륨

으며, FK506 최저 약물농도 6.3 ng/mL, lactate de-

132 mEq/L, 칼륨 3.6 mEq/L, 칼슘 7.3 mg/dL, 인 3.8 mg/dL,

hydrogenase (LDH) 315 IU/L,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 없었

혈청요소질소 80.4 mg/dL, 크레아티닌 2.6 mg/dL, 아스파

고, 교차반응 음성, 이식신 조직검사 Banff score 0였다. 위

르테이트 아미노 전환효소/알라닌 아미노 전환효소 14/14

의 결과를 참고하여 다른 원인들은 배제되었으며 이식신

IU/L, FK506 최저 약물농도 6.3 ng/mL였다. 면역혈청학적

초음파 시행하여 신혈류의 저하가 관찰되었다. 술 후 1일

검사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음성, B형 간염

차 신장스캔검사에서 이식신 혈류는 325 단위시간당 계수

바이러스 표면 항체 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음성,

치였으나 술 후 5일차 이식신 혈류는 200 단위시간당 계수

거대세포 바이러스 M형 면역글로불린 음성, 엡스타인-바

치로 혈류감소가 명확하여 magnetic resonance (MR) renal

바이러스 M형 면역글로불린 음성이었다.

angiography를 시행하였다.

치료 및 임상경과: 수여자와 공여자의 교차반응은 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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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renal angiography 결과, 신동맥 협착을 보여(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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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7일차 PTA 시행하였다. 신동맥 협착 근위부의 장

RI 0.80∼0.85로 시술 전보다 혈류 호전을 보였으며 DTPA

골동맥혈압 147/73 mmHg 신동맥 협착 원위부의 분절 신

신장스캔 결과 550 단위시간당 계수치로 시술 전보다 섭

동맥 혈압 139/70 mmHg으로 혈압 차이는 8 mmHg였다

취증가를 보였다.

(Fig. 2). 5 mm balloon으로 8 mmHg (nominal pressure 10
mmHg)의 저압 풍선술을 시행하였다(Fig. 3). 풍선술 후

고

찰

신동맥 협착 근위부의 장골동맥혈압 157/66 mmHg, 신동
맥 협착 원위부의 분절 신동맥혈압 154/65 mmHg으로 혈

이식신 동맥협착은 이식수술 후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압차이는 3 mmHg로 감소하였다(Fig. 4). 시술 15일 후 요

고혈압 혹은 새로이 발생한 고혈압, 이식신 기능장애, 복

단백(+), 크레아티닌 1.8 mg/dL (Fig. 5), 약제 개수의 감소

부 청진상의 잡음를 보일 수 있으며 거부반응, 요관의 폐

없이 혈압 120/70 mmHg (Fig. 6), 이식신 동맥초음파 결과

쇄나 감염의 증거 없이 발생할 수 있다(3). 저관류에 의한
renin-angiotensin system (RAS)의 활성화로 수분저류가 발
생하고 고혈압, 부종, 심부전, 재발성 폐부종으로 임상증상
이 발현된다(5). 혈압 조절을 위한 과다한 이뇨제 사용, angiotensin-converting-enzyme inhibitor 또는 angiotensin II

Fig. 1. Magnetic resonance renal angiography of the transplanted
kidney. Note that focal stenosis at anastomotic site between transplanted renal artery and right common iliac artery.

Fig. 3. Angioplasty with low pressure balloon.

Fig. 2. Renal angiogram of the transplanted renal artery. Pressure
gradient between right common iliac artery and transplanted renal
artery was checked.

Fig. 4. Pressure gradient after angi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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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inical course, creatinine level, an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Abbreviations: 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CG, cockcroft-gault equation;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Fig. 6. Clinical course, blood pressure alteration after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Abbreviation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경우가 많아 위음성이 많다(14). 또한 레닌값이 높게 체크
receptor blocker의 사용 후 신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

되더라도 부종조절을 위한 이뇨제 사용이 흔하여 높은 레

다(6). 이식신 동맥 협착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증상이

닌 농도 결과의 양성 예측률도 낮다. 도플러 초음파검사는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술자의존적이지만 87%∼94%의 높은 민감도, 86%∼100%

의 유병률이 2.4%이나 이식 후 선별검사로 모든 환자들을

의 높은 특이도,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 일차검사로 활용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의 유병률은 12.4%

된다. Computed tomography (CT) 신동맥 촬영술은 정확

의 보고를 보면 무증상 이식신 동맥협착의 유병률이 높음

한 영상획득이 가능하지만 조영제의 사용으로 급성 신손

을 알 수 있다(7).

상 위험성이 있어 이식환자들에게 사용시 주의할 필요가

이식신 동맥협착의 원인은 공여자 신적출 시의 손상, 수

있다(5). MR 신동맥 촬영술은 조영제의 신독성이 없으며

혜자 혈관문합 시의 손상, 작은 내피세포의 혈관 피판 형

67%∼100%의 민감도, 75%∼100%의 특이도의 장점이 있

성, 내막하박리로 인한 내막손상 및 비후가 있다(8,9). 이

으나 높은 비용과 낮은 접근성의 단점이 있다(15).

식 후 수년 뒤에도 발생 가능한데 이식신 동맥 또는 수혜

이식신 동맥협착의 치료는 도플러 초음파 결과 peak

자의 장골동맥의 죽상경화 진행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systolic velocity ＜180 cm/sec, RI ＜0.7인 경우는 혈역동학

(10). 협착된 신동맥 내막이 비후되는 점이 혈관 거부반응

적인 의미 없는 협착으로 약물치료가 추천된다. 약물로 혈

과 유사하며 면역학적 원인이 고려되었으나 초기 급성 거

압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PTA가 필요하며 70%

부반응과 이식신 동맥협착 사이의 명확한 시간적 관련성

∼90%의 신혈류 회복을 보인다(16). 혈관성형술은 대게

이 적어 아직 면역학적 원인과의 관련성은 불확실하다

안전하지만 동맥천자와 관련되어 동맥박리, 동맥파열, 혈

(10).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 받은 경우가 생체 공여자로

전 같은 합병증들이 4% 이내로 보고되고 있다(17). 4건의

부터 신장이식 받은 경우보다 신동맥 협착이 자주 발생하

TRAS 관련 보고에서 총 90건의 시술 사례 중 2건의 가성

는데 이는 장기간의 허혈 시간이 혈관 손상과 섬유화를 일

동맥류, 1건의 분절동맥의 폐쇄, 4건의 동맥천자부위의 혈

으키기 때문이다(11). 우측신장을 적출한 경우 종종 신동

종이 발생하였다(18-21). 시술 6∼8개월 후 재발률은 10%∼

맥이 신정맥보다 긴 경우는 꼬임도 발생하여 기능적 혈류

33%이며 최근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시술의 도입으로 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12).

발률은 감소하였다(17). 이식신 동맥협착의 수술적 치료

이식신 동맥협착의 진단은 주로 레닌 혈액검사보다는

는 구제치료로 생각되며 PTA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

도플러 초음파검사가 일차 선별검사이다(13). 신동맥 혈

우가 적응증이다. 성공률은 63%∼92%로 높으나 이식신

류가 줄었을 경우 RAS 활성화 되어 체내 수분증가가 일어

소실(15%∼20%), 요관손상(14%), 재수술(13%), 사망(5%)

나며 결국 수분증가로 인해 레닌의 농도가 낮게 체크되는

의 합병증의 발생과 재발(12%)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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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의 경우 신장이식 후 혈관협착이 이식신 동맥과

approach. Kidney Int Suppl 1998;68:S99-106.

장골동맥의 측-단 문합 부위에 발생하여 신기능이 기대만

10) Wong W, Fynn SP, Higgins RM, Walters H, Evans S, Deane

큼 회복되지 않았다. PTA는 문합부위의 내피성장이 이루

C, et al. Transplant renal artery stenosis in 77 patients:

어진 술 후 30일 이후 가능한 시술로 알려져 있으며 신장
이식 직후 TRAS가 발생한 경우 PTA가 가능한지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본 경우는 술 후 5일차 TRAS가 발

does it have an immunological cause? Transplantation
1996;61:215-9.
11) Gray DW. Graft renal artery stenosis in the transplanted
kidney. Transplant Rev (Orlando) 1994;8:15-21.

생한 경우로 아직 혈관 문합부위에 풍선 혈관성형술을 시

12) Loubeyre P, Abidi H, Cahen R, Tran Minh VA. Transplanted

행할 때 문합부위파열이 염려되는 경우지만 저압력 혈관

renal artery: detection of stenosis with color Doppler US.

성형술로 성공한 경우로 그 임상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되어 보고한다.

Radiology 1997;203:661-5.
13) Bruno S, Ferrari S, Remuzzi G, Ruggenenti P. Doppler ultrasonography in posttransplant renal artery stenosis: a reliable
tool for assessing effectiveness of revasc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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