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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Dual-type calcium channel blockers (CCBs), such as efonidipine and cilnidipine, are renoprotective drugs that
reportedly reduce proteinuria by dilating afferent and efferent arterioles of the glomerulus. However, studies comparing the effect of
dual-type CCB on proteinuria have not been conducted. Therefore, we aimed to compare the effect of dual-type CCB (efonidipine
and cilnidipine) usage patterns in hypertensive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CKD). Methods: This single-center,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53 patients with CKD who 1) initiated efonidipine or cilnidipine treatment while on a renin-angiotensin
system inhibitor and 2) had received efonidipine or cilnidipine for at least one year. We compared usage patterns between the
efonidipine and cilnidipine groups during the one-year period and analyzed the following outcomes: urinary protein-to-creatinine
ratio, blood pressure, and serum creatinine. Results: The study included 25 patients in the efonidipine group and 28 patients in the
cilnidipine group. In both groups, blood pressure and urinary protein-to-creatinine ratios tended to decrease; however, the change
during each interval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CKD who were on renin-angiotensin system inhibitor therapy,
the addition of a dual-type CCB (i.e., efonidipine or cilnidipine) tended to reduce proteinuria; however, the change during each
interval was not significant.
KEYWORDS: Chronic kidney disease, proteinuria, efonidipine, cilnidipine, calcium channel blocker

단백뇨는 말기신장질환(end-stage renal disease, ESRD) 뿐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이 약제만으로 혈압조절이 불충

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1-3) 고

분한 경우에는 다른 약물을 대체 혹은 추가해야 하는데, 그 중

혈압도 신장 손상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ESRD를 초래하기

에서 칼슘채널억제제 (calcium channel blockers, CCBs)는 고

도 한다. 따라서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

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차 약물로 사

환자에서 단백뇨 개선과 혈압 조절은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된

용되고 있다.4,6,7)

다.

4)

Renin-angiotensin system (RAS) 억제제인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CE-Is) 또는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s)는 일차 항고혈압제로 사용되어 단

인체의 칼슘 채널은 L형, N형, T형, P/Q형, R형 등 다양한 형
대한 선택적이어서 신장 보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

백뇨 감소 및 심부전 악화 예방 등 장기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들이 있다. L형 칼슘 채널은 신장의 수입세동맥에 존재하고, N

태가 존재하며,8) dihydropyridine 계열 CCBs는 칼슘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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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T형 칼슘 채널은 신장의 수입 및 수출세동맥에 모두 존재

레아티닌 비율(protein to creatinine ratio, P/C ratio), 혈압(수

한다. 그러므로 L형 CCBs는 신장의 수입 세동맥을 우세하게

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기저질환, 투약력을 조사하였다.

이완시켜 사구체의 고혈압을 유발하면서 신장질환의 악화로
9-13)

이어질 수 있는 반면

L형뿐만 아니라 N형이나 T형을 함께

차단하는 dual type CCB는 수입세동맥 및 수출세동맥을 모두
이완시킴으로써 사구체 혈압상승을 억제하고, 보다 우수한 신
장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14-15) Dual type

CCBs에 속하면서 L형 및 T형 칼슘 채널을 함께 억제하는
efonidipine과 L형 및 N형을 함께 억제하는 cilnidipine도 사구
체의 수입세동맥 및 수출세동맥을 모두 이완시켜 단백뇨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국내에서는 L/N type CCB로 cilinidipine이 있으며, L/T type
CCB로 manidipine과 이후에 발매된 efonidipine이 있고, L/T/
N type CCB로 benidipine이 있다. 본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cilinidipine과 efonidipine을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두 약물의 사용 양상이나 단백뇨 감소 효과
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실제 약사의 처방 중
재 활동에 있어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CKD 환자에서
efonidipine과 cilnidipine의 사용 양상과 단백뇨 감소 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약사의 처방 중재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
였다.

단백뇨 중증도에 따른 약물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초기 P/

C ratio에 따라 하위 분석 그룹을 P1 (<1 mg/mg), P2 (1-3 mg/
mg), P3 (>3 mg/mg)로 분류하여 P/C ratio의 변화를 비교하였
고, 또한 초기 상태의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에 따라 G1 (30-59 mL/min/1.73 m2, CKD 3 stage), G2
(15-29 mL/min/1.73 m2, CKD 4 stage), G3 (<15 mL/min/
1.73 m2, CKD 5 stage)로 세분하여 P/C ratio의 변화 양상을 비
교하였다. 이 때 비교 자료는 초기 상태와 복용 3개월까지 구
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나이, 성별, 당뇨병 유무를 기
준으로 하위 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으로 연구대상 기본정보 분석은 independent ttest 또는 Wilcoxon rank sum test (Scr, P/C ratio)를 이용하였
고, 약물 복용 이전과 이후의 평가지표 변화 분석은 paired t
test를 사용하였다. p-value (non-parametric analysis)가 0.0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모든 통계학적
처리는 SAS enterprise guide 4.0 (SAS Institute Inc., Cary,
NC)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서 연구기관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심의번호:
KC15RISI0726).

방법
연구대상은 200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만성신장질환 외래환자 중에서 한국표준질
병사인 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에 따라 상병명이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2-5
(KCD ver. 6)인 환자를 일차로 선별하고, 일차 대상자 중에서
ACE-Is 또는 ARBs를 복용하다가 efonidipine 또는 cilnidipine
중 한 가지 약제를 추가하여 1년 이상 복용한 환자를 이차로
선별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와 초
기 상태 및 3개월 후의 연구자료로 사용되는 임상검사 결과 기
록이 미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초기 상태의 연구자료는 efonidipine이나 cilnidipine을 복용
하기 이전 약 1개월 이내에 정기적인 진료 과정을 통하여 수집
된 연구자료로 정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복용한 환
자의 기간을 4개의 구간(3개월 간격)으로 세분하여 연구자료
들을 수집하였다. 각 구간 내에서 임상 검사를 2회 이상 시행
한 경우에는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해당 구간 내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연구자료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수집하였
으며, 자료의 내용으로는 efonidipine 복용군과 cilnidipine 복
용군의 기본정보와 약물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여 연령, 성별,
체중, 혈청 크레아티닌(serum creatinine, SCr), 소변 단백질/크

결과
동일 기간 동안 efonidipine 복용군(E군)은 25명, cilnidipine
복용군(C군)은 28명이었다. 기저 질환은 당뇨병을 가진 환자
비율이 E군에서 더 높았고(p=0.017), 기타 질환을 가지고 있
는 환자는 C군에서 많았다(p=0.011). 환자의 초기 수축기 혈
압, 이완기 혈압, 혈청 크레아티닌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평균 P/C ratio는 E군에서 4.9 mg/mg, C군에서 1.9 mg/

mg으로써 E군에서 더 높았다(p<0.001). 복용하고 있는 항고
혈압 약물 중 β-blockers를 복용 환자는 C군에서 유의하게 많
았다(p=0.033) (Table 1).
혈압은 약물 사용 이전인 초기에 비해 약물사용 3, 6, 9, 12개
월 후에 모두 감소하였다. 수축기혈압은 C군에서, 이완기혈압
은 E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Fig. 1). 혈청 크레아티닌은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2).

P/C ratio에 대한 효과는 약물사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두
군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 3).
초기 상태의 P/C ratio와 GFR 상태에 따라 약물 복용 이후 3
개월에 P/C ratio 변화량을 하위 분석한 결과는 E군 중 P3 그룹
과 G3 그룹에서 감소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C군 중에 P3
그룹과 G2 그룹에서 크게 감소하였다(Fig.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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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using drugs
efonidipine (n=25)

cilnidipine (n=28)

P value

59.4 ± 13.2

59.5 ± 12.7

0.969

Sex (male) (n, (%))

18 (72.0)

20 (71.4)

0.963

Diabetes mellitus (n, (%))

18 (72.0)

11 (39.3)

0.017

Hypertension (n, (%))

5 (20.0)

11 (39.3)

0.127

IgA nephropathy (n, (%))

3 (12.0)

1 (3.6)

0.333

Others* (n, (%))

0 (0.0)

7 (25.0)

0.011

165.8 ± 10.1

164.7 ± 8.7

0.672

Items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66.6 ± 13.1

68.6 ± 16.8

0.624

Systolic blood pressure (SBP) (mmHg)

143.4 ± 16.9

146.9 ± 22.5

0.530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mmHg)

82.2 ± 13.8

83.3 ± 14.4

0.774

Serum creatinine (SCr) (mg/dl)
Blood urea nitrogen (BUN) (mg/dl)
Urine protein/creatinine (P/C) ratio (mg/mg)
2

GFR (mL/min/1.73 m )

2.7 ± 1.0

3.0 ± 1.6

0.929

42.6 ± 12.7

49.7 ± 27.2

0.247

4.9 ± 3.7

1.9 ± 2.9

0.003

26.7 ± 10.2

26.9 ± 12.9

0.962

Combined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RB or ACE inhibitors (n, (%))

25 (100.0)

28 (100)

0.613

Other CCB (n, (%))

8 (32.0)

5 (17.9)

0.232

Beta-blockers (n, (%))

7 (28.0)

16 (57.1)

0.033

Diuretics (n, (%))

16 (64.0)

16 (57.1)

0.610

*others: lupus nephritis, nephrotic syndrome, unspecified chronic kidney disease
ARB, angiotensin receptor antagonist;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CCB, calcium channel blocker;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Fig. 1. Changes of blood pressure in the cilnidipine group and
the efonidipine group during the study period. *p<0.05

Fig. 2. Changes of serum creatinine in the cilnidipine group and
the efonidipine group during the study period. *p<0.05

제로 혈압을 조절할 때 보다 efonidipine이나 cilnidipine을 추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두 군은 모두 만성 신장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병과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E군은 기저질
환으로 당뇨병을 가진 환자와 P/C ratio가 높은 환자가 더 많았

가하였을 때에 더 큰 혈압강하 효과를 보였다.
혈청 크레아티닌은 두 군에서 모두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으
로써 두 약물 모두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신장기능을 회복
시킬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단백뇨를 P/C ratio 변화를 1년 동안 살펴본 결과는 모두 통

고, C군은 lupus nephritis, nephrotic syndrome 등 기타 질환을

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E군에서 감소하

가진 환자와 병용 약물로 beta-blockers를 복용하는 환자가 더

는 경향을 보였으며, C군에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많았다.

보였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강하 효과는 1차 약물인 RAS 저해

초기 상태의 P/C ratio에 따라 약물 복용 이후 3개월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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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GFR 상태에 따른 분류
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G3 그룹(CKD 5

stage)보다 E군에서는 G2 그룹(CKD 4 stage)에서, C군에서는
G1 그룹(CKD 3 stag)에서 단백뇨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도 CKD 4기 환자보다 2-3기 환자에서 단백뇨
가 더 감소한 위정국 등의 efonidipine에 대한 연구17)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복용 약제 이 외의 요인들을 완
전히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전자의무기록을 토대
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만한
Fig. 3. Changes in the urine spot protein/creatinine ratio during
the study period and corresponding percent changes from
baseline in each study group.

대상자 수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상환자
의 기저 질환 및 단백뇨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보다
는 각 약물의 사용 양상과 결과만을 비교하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ACE-Is 또는 ARBs 를 복용중인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dual type CCBs인 efonidipine 또는 cilnidipine의 사
용 양상과 결과를 관찰한 결과, 두 그룹에서 모두 단백뇨 감소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efonidipine은

CKD 3-5기 및 단백뇨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서 혈압강하 효과
뿐만 아니라 단백뇨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 약물로 추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cilnidipine은 혈압강하 효과는 있었
으나 CKD 3-5기 및 단백뇨 중증도에 따른 단백뇨 개선 효과
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Fig. 4. Changes of the urine spot protein/creatinine ratio
according to the basal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for 3
months.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
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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