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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2017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을 이

루지 못 하였더라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하반기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혈관질환에서 당뇨병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은 점차 발전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당뇨병 치료 목표의 초점이 오로지 적

절한 혈당 조절에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심혈관계 위험 감소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당

뇨병 약제를 이용한 심혈관 예후 연구 결과, 심혈관 예후 연구의 파급효과를 정리하여 심혈관질환에서 당뇨병 치료

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공존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은 함께 치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 증가와 관련된 역학, 당뇨병에서 고혈압 발생의 병태생

리, 당뇨병성 고혈압의 특성, 고혈압 및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당뇨병성 고혈압의 조절, 고혈압 약제의 선택에 대해 정

리하였습니다.

관상동맥질환과 당뇨병 또한 최근 주요한 위험 인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환

자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및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실제 치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뇨병 환자에서의 관상

동맥질환 선별검사, 당뇨병 환자에서의 관상동맥질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당뇨병성 심근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병태생리와 심근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소견 등이 알려져 있지만 아

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부전과 당뇨병에서는 심부전과 당뇨병의 역

학, 당뇨병에서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병태생리, 진단, 예후, 당뇨병 약과 심부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하

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초혈관질환은 대동맥이나 분지 혈관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인 이상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나 주

로 복부 대동맥이나 하지 동맥의 협착이나 폐색으로 인해 하지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초혈관

질환과 당뇨병에서는 임상에서의 말초혈관질환의 진단, 말초동맥질환의 치료에 대해 상세히 풀이하여 임상에서 적용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심장과 혈관에서 다룬 내용이 선생님의 실제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장  정   남   식

심혈관질환에서 당뇨병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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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이 상 학    연세의대 심장내과

서론

당뇨병은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2-3배 올린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상동맥질환 환자 중 40-50%가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 전공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당뇨병 약제에 대한 최신지견을 아

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당뇨병 치료 목표가 혈당의 적

절한 조절에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 심혈관계 위험도(사망

률 및 이환율) 경감이 점차 더 주목받고 있다. 

혈당 강하 치료가 미세혈관 합병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확

실히 알려져 있으나, 대혈관 합병증 경감에 대해서는 증거

가 훨씬 부족하다. 한편 당뇨병에 의한 심혈관 위험도 상

승에는 당뇨병 약제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환자에

서 개별화된 치료를 할 때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표 1). 심

혈관 위험도 측면에서 당뇨병 약제 선택에 중요한 점은 1) 

심혈관 유효성의 증거가 있는 약제를 추천해야 하고, 2) 심

혈관 안전성, 즉 심혈관계 사망, 합병증을 높이지 않는 약

제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뇨병 약제는 1997년까지만 해도 4가지 계열(인슐린, 

설포닐유레아, 메트포민,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만 있

었으나 그 후 20년간 폭발적으로 다양화 되었다. 그 중 최

근 가장 주목받는 약제는 세 가지 계열로 심혈관 안전성 연

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DPP4 inhibitor, GLP1 작용

제, SGLT2 inhibitor). 

당뇨병 약제를 이용한 심혈관 예후 연구 결과

2008년 미국과 유럽에서는 모든 당뇨병 신약에 대해 심

혈관계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강제하였으며, 이후 심

표 1. 여러 가지 당뇨병 약제가 심혈관계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인슐린 메트포민 설포닐
유레아

메글리티
나이드

티아졸리
디네디온

알파글루
코시다제 
억제제

DPP4 
inhibitor

GLP1
작용제

SGLT2
inhibitor

포도당 - - - - - - - - -

체중 +++ - +++ ++ +++ - - - -

혈압 - - - - - - - - -

LDL-C - - - - +/++ - - - +

HDL-C ++ - - - +/++ - - - +

Triglycerides - - - - - - - - -
DPP4, dipeptidyl peptidase-4; GLP1, glucagon-like peptide-1;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

terol; 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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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발표되

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표 2). 

PPARα/γ 작용제인 aleglitazar는 심혈관 위험도는 감소

시키지 못한 반면 위장관 출혈과 신기능 장애를 증가시켰

다. 또한 PPARγ 작용제인 pioglitazone을 뇌졸중 과거력

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할 경우 위약에 비해 뇌졸중 재발이

나 심근경색증 발생을 줄였지만 체중 증가와 같은 부작용

의 빈도가 높았다. 

DPP4 inhibitor는 심부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환

기시킨 대표적인 약제로서 약제마다 결과는 다소 다르다. 이 

약제의 메타분석 결과 심부전 위험도는 불분명하지만, 심혈

관질환이 이미 있거나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

서는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GLP1 작용제에 대해 진행된 대형 임상 시험 2건에

서 lixisenatide는 심혈관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liraglutide는 심혈관 위험도가 감소되었다. GLP1 작용제

에 대해 현재 대형 임상 시험 몇 건이 추가로 진행 중이므

로 수 년 내 심혈관 위험도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

되리라 생각된다. 

SGLT2는 네프론의 근위세뇨관에 있는 포도당 운반체인

데, 이에 대한 억제약제가 최근 EMPA-REG OUTCOME 

연구에서 심혈관계 유익성을 보고하였다. Empagliflozin

에 배정된 환자군에서 일차평가변수인 복합 심혈관사건 

위험도가 14% 감소하였으며, 흥미롭게도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이 35% 감소하였다. 이외의 SGLT2 inhibitor 연구 

에서는 심혈관계 유익성이 뚜렷치 않은 상황이다.

표 2. 새로운 당뇨병 약제를 이용한 심혈관계 예후 관련 임상 시험

계열 PPAR 작용제 DPP4 inhibitor GLP1 작용제 SGLT2 inhibitor

약제명 Aleglitazar Saxagliptin Lixisenatide Empagliflozin

시험명 (연도) AleCardio (2013) SAVOR (2013) ELIXA (2016) EMPA-REG OUTCOME 
(2015, 2016)

대상환자 급성 관동맥증후군 심혈관질환 혹은 고위험군 급성 관동맥 증후군 고위험군

일차변수 위험비 0.96 1.00 1.02 0.86* (신질환 진행 0.61*)

안전성 위장관 출혈, 신기능 장애 증가 심부전 관련 입원 증가 심부전 관련 입원 미증가 -

심혈관 효과의 추정 경로 혈관작용성 펩타이드 분해 혈압 감소

약제명 Pioglitazone Alogliptin Liraglutide

시험명 (연도) IRIS (2016) EXAMINE (2013) LEADER (2016)

대상환자 뇌졸중 급성 관동맥 증후군 고위험군

일차변수 위험비 0.76* 0.96 0.87*

안전성 체중, 부종, 골절 증가 심혈관계 사건 미증가

심혈관 효과의 추정 경로 혈압 감소

약제명 Sitagliptin Semaglutide

시험명 (연도) TECOS (2015) SUSTAIN-6 (2016)

대상환자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혹은 만성신질환

일차변수 위험비 0.98 0.74

안전성 심부전 관련 입원 미증가 망막합병증 증가

심혈관 효과의 추정 경로
*우월성 검증 p<0.05 

DPP4, dipeptidyl peptidase-4; GLP1, glucagon-like peptide-1; PPAR,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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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예후 연구의 파급효과

상기 연구의 결과로 인해 일부 당뇨병 치료지침에 

empagliflozin (grade 1, level 1A)과 liraglutide (50세 

이상, grade 1, level 1A)가 심혈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우선적인 약제로 권고되었다. 또한 유럽 심부전 치료지침

에도 empagliflozin이 IIa-B 수준으로 추가되었다. 그러

나 미국에서는 일차평가변수에 대한 우월성 분석의 통계

적 유의성이 경계치이고, 안전성 관련 임상 시험 1건에 기

초하여 유효성 관련 적응증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이 있다. 

기타 쟁점들

당뇨병 약제의 심혈관질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고위험 

심혈관질환 환자와 당뇨병 유병기간이 긴 환자를 대상으

로 하므로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에게 확대 적

용하는데 대한 반론도 있다. 한편 이 약제들에 대해 심혈

관질환 관련 안전성 시험을 하는데 워낙 대규모 예산이 들

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향적 연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

구심도 있다. 또한 심혈관계 안전성이 대조군과 유사하다

는 결과가 유효성 부족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이 지적되고 있다.

결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심혈관계 위험도 관리

에 중요한데, 특히 개별 당뇨병 약제가 심혈관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지하는 것이 환자 치료에 중요하다. 일

부 GLP1 작용제, SGLT2 inhibitor에 의해 심혈관계 위험

도가 경감된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특정 치료지침에 반영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면 이 약제들

의 심혈관계 효과가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Jee SH, Jang Y, Oh DJ, et al. A coronary heart disease prediction 
model: the Korean Heart Study. BMJ Open 2014;4:e005025. 

2. Alvarez CA, Lingvay I, Vuylsteke V, et al. Cardiovascular risk in dia-
betes mellitus: complication of  the disease or of  antihyperglycemic 
medications. Clin Pharmacol Ther 2015;98:145-161.

3. Heerspink HJ, Perkins BA, Fitchett DH, et al. Sodium glucose co-
transporter 2 inhibitors in the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cardio-
vascular and kidney effects, potential mechanisms, and clinical ap-
plications. Circulation 2016;134:752-772. 

4. Naing S, Poliyedath A, Khandelwal S, et al. Impact of  EMPA-REG 
OUTCOME on the management of  type 2 diabetes mellitus: a re-
view for primary care physicians. Postgrad Med 2016;128:822-827.

5. Kernan WN, Viscoli CM, Furie KL, et al. Pioglitazone after ischemic 
stroke or transient ischemic attack. N Engl J Med 2016;374:1321- 
1331.

6. Li L, Li S, Deng K, et al. 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s and risk of   
heart failure in type 2 diabete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sed and observational studies. BMJ 2016;352:i610.

7. Ferrannini E, DeFronzo RA. Impact of  glucose-lowering drugs on 
cardiovascular disease in type 2 diabetes. Eur Heart J 2015;36:2288-
2296. 

8. Zinman B, Wanner C, Lachin JM, et al. Empagliflozin, cardiovas-
cular outcomes, and mortality in type 2 diabetes. N Engl J Med  
2015;373:2117-2128. 

9. Tang HT, Fang Z, Wang T, et al. Meta-analysis of  effects of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 on cardiovascular outcomes and 
all-cause mortality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m 
J Cardiol 2016;118:1774-1780.

10. Canadian Diabetes Associati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Expert 
Committee. Pharmacologic management of  type 2 diabetes: 2016 
Interim Update. Can J Diabetes 2016;40:484-486. 

11. Ponikowski P, Voors AA, Anker SD, et al. 2016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the 
task forc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developed with 
the special contribution of  the Heart Failure Association (HFA) of  
the ESC. Eur Heart J 2016;37:2129-2200. 

12. Everett BM, Hiatt WR. Finding efficacy in a safety trial: empagliflozin 
and cardiovascular death. Circulation 2016;134:773-776. 

13. Steg PG, Roussel R. Randomized trials to evaluate cardiovascular 
safety of  antihyperglycemic medications: a worthwhile effort? Circu-
lation 2016;134:571-573. 



10

C
A

R
D

I
O

V
A

S
C

U
L

A
R

 
U
P
D
A
T
E

TOPIC 2. 고혈압과 당뇨병
최 성 훈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서론

만 30세 이상의 한국인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2015년 기준 

27.9%이며 당뇨병 유병률은 9.5%로 조사되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고혈압 유병률이 54.8%로 증가하고, 

당뇨병 유병률 역시 30.4%로 급격히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

은 남녀 구분이 없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공존하는 환자

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유병

률은 54.7%로 높게 나타난다. 주요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

(알부민뇨와 GFR 감소)의 유병률은 약 30.3%로 확인된다. 

장기적으로 한국인의 인구 구성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

인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고혈압, 당뇨병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중요한 보건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역학

고혈압과 당뇨병은 중요한 심혈관 위험인자로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질병이다.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발생률이 높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 역시 높다고 알려져 있어 밀접한 연관

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당뇨

병이 있는 경우 고혈압은 약 70%에서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생 위험도는 약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한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고혈압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은 약 2.4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에서의 당뇨병 발생과 관련

하여 최근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인유전체역학

연구(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

GES)에서 2001-2010년 동안 전국 40-69세 연령의 성인 

인구를 무작위 선정 후 혈압 수치에 따른 10년 추적 연구

상, 당뇨병은 14.3%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정

상혈압 환자에 비하여 고혈압 1단계 환자는 1.26배(1.04-

1.54) 고혈압 2단계 환자에서는 1.6배(1.30-1.96) 더 발생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1).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병은 

상호 발생 위험도를 높이면서 중첩되어 심혈관 질환 발생

을 가중시키는데, 특히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서 

매우 뚜렷하다. 제2형 당뇨병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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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혈압 단계에 따른 당뇨병 발생률의 차이(diabetes-free 
survival over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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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질환 사망률이 약 3배 높으며,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뇌경색, 신증 및 망막증 발

생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병에서 고혈압의 발생의 병태생리

고혈압과 당뇨병 사이에 발병의 위험요인이 중복되며 당

뇨병 환자에서 혈압 상승의 기전으로 비만, 염증반응, 산

화스트레스 및 인슐린 저항성이 제시되고 있다. 즉 체중 증

가와 함께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교감신경계 항진, 신장

에서 나트륨 저류에 의한 체액 증가 및 고혈당으로 인한 혈

관경직도의 증가와 동맥경화 진행으로 인해 고혈압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2). 

당뇨병성 고혈압(diabetic hypertension)의 특성 

당뇨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고혈압은 몇 가지 특징을 보

인다. 먼저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 많고, 자율신경장애

로 인하여 야간 혈압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non-

dipper), 안정 시 기본 심박수가 높고, 혈압 변동성이 증가

되어 있어 기립성 저혈압 빈도가 높다. 또한, 약물 저항성 

고혈압의 많은 특징이 관찰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발생은 차이를 보이는데,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당뇨병성 신증은 고혈압 발생의 흔한 

요인이며 통상 당뇨병 진단 후 수 년 이내에 혈압이 상승

하고, 미세알부민뇨의 발생 3년 후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

려져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당뇨병 진단 당시 고

혈압이 이미 동반되어 있거나 또는 혈당 상승 전에 이미 

혈압이 상승되어 있을 수 있다. 제2형 당뇨병이 진행하며 

신장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당뇨병성 신증이 없

는 경우에도 고혈압은 흔히 발생하며 중심비만과의 연관

성이 흔히 관찰된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은 고혈압 발생을 촉진시키며 주

로 교감신경계와 레닌-안지오텐신계의 자극과 나트륨 저

류 촉진을 통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당뇨병은 혈관 평활

근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고혈당 상태 및 상승된 혈압

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와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증가시키며 혈관 반응성(vascular reactivity)이 

Inflammation/oxidative stress Insulin resistance

Vascular dysfunction
↑VSMC proliferation
↑Arterial stiffness
↑Vascular tone
↓Vasodilation

Hypertension

Acquired factors central
adipose ectopic lipid

Environmental factors
Diet

Exercise 

Genetic factors

↑RAAS ↑SNS

Hyperglycemia Dyslipidemia Hyperinsulinemia

Sodium retention

그림 2. 당뇨병에서 고혈압 발생의 병태생리 기전

(Mugo MN, Stump CS, Rao PG, Sowers JR. Chapter 34: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 Companion to Braunwald’s Heart Dis-

ease. Copyright Elsevi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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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항진되는 현상과도 연관되어 있다.

고혈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이 공존하는 경우 대혈관 합병증(심근

경색증, 뇌경색)과 미세혈관 합병증(신증, 망막증)의 발생

이 증가한다. 관상동맥질환 발생이 3배 증가하며 좌심실 

비후 발생이 2배 높으며 심부전 발생위험도가 3배 높으며 

뇌경색 발생을 2배 증가시킨다. 또한 당뇨병 환자 합병증

인 말초동맥질환, 말기 신부전 및 망막증 역시 고혈압 동반 

시 발생률이 매우 높게 증가한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극

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통하여 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의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뇨병성 고혈압의 조절

치료적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의 개시

치료적 생활습관 교정은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 DASH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

sion)같은 식이요법과 염분 섭취 제한, 칼륨 섭취 증가, 알

콜 섭취량 조절과 운동 등의 신체활동 증가를 포함한다. 

당뇨병의 고위험군인 2기 고혈압 전단계(130-139/85-89 

mmHg)에서 이러한 치료적 생활습관 교정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1기 고혈압인 140/90 mmHg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 

과거 고혈압 진료지침은 당뇨병 환자에서의 고혈압 치

료의 기준으로 “Lower is better”라는 개념하에 130/80 

mmHg를 제시하였으나(ADA 2012, JNC7) 전향적인 무

작위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았다. UKPDS (UK Pro-

spective Diabetes Study) 연구에서 혈압 조절을 통하여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합병증 감소가 확인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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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대 사망원인 순위 및 사망률(2015년) 및 5대 사망원인 사망률 추이(200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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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기 혈압을 약 10 mmHg 감소시키면 합병증 발생은 

12% 감소되며, 사망 15%, 심근경색증 11% 감소 효과를 보

여주었다. 특히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은 13% 감소 효과가 

증명되었다. HOT (Hypertension Optimal Treatment) 

연구는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서 이완기 혈압을 

80-85 mmHg로 조절하는 경우 심혈관 합병증 감소 효

과가 확인되어 현재 유럽 지침(2014) 및 대한고혈압학회 

지침(2013)에서는 140/85 mmHg를 목표혈압으로 제시하

고 있다. 최근 미국 지침(JNC 8)은 18세 이상에서 140/90 

mmHg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수축기 혈압을 120 mmHg까지 낮추는 고강도 치

료 전략을 통한 심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2010년 ACCORD (Action to Control Cardiovascular 

Risk in Diabetes)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수축기 혈압을 120 mmHg까지 낮추었을 때 일차 종말점

으로 총 사망률, 심혈관 사망률과 심근경색증 및 뇌경색 발

생에서 있어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1.87 versus 

2.09%; HR, 0.88; 95% CI, 0.73-1.06; p=0.20). 후속 연

구로서 ACCORDION 연구(NEJM, 2015)은 ACCORD 환자

를 대상으로 60개월까지 연장한 관찰연구로, 집중치료군과 

표준치료군과의 수축기 혈압 차는 4 mmHg로 감소하였다. 

8.8년 관찰연구상 일차 종말점의 차이가 없었으며 뇌졸중 발

생률 감소 효과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서 수축기 혈압의 적극적인 조절이 장기적인 심혈관사고 및 

사망률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최근 고혈압 권

고안은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의 치

료 목표로 140 mmHg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인에서 전통적으로 뇌경색

증 발생이 높았던 점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혈압 강하로 뇌

경색증 사고를 감소시켜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

었다. 일본고혈압학회는 Hisayama-chou, JDCS, Suita 

연구를 기반으로 2014년 일본 고혈압 권고안으로 130/80 

mmHg로 제시하였다. 한국인에서도 유사한 임상적 이득

에 대한 일부 기대감이 있으나 최근 사망원인 분석통계상 

2014년 이후 뇌혈관질환의 사망이 감소하고 심장질환 사

망률이 증가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등(그림 3), 심장

질환의 발생이 높은 서양과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점

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140/90 mmHg이라는 기준이 통

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미국당뇨병학회 지침에

서는 치료적 생활습관 교정에도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이면, 약물 치료를 통하여 140/90 mmHg 이하로 조

절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치료적인 면에서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면 130/80 

mmHg 이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표 1 . 가이드라인별 당뇨병성 고혈압 치료 시 목표혈압과 일차 선택제 

Guideline Goal BP (mmHg) Initial drug option

JNC 8 <140/90 Thiazide-type diuretic, CCB, ACEI or ARB

ESH/ESC 2013 <140/85 ACEI or ARB

CHEP 2013 <130/80 ACEI or ARB with additional CVD risk 
ACEI, ARB, thiazide, or DHPCCB without additional CVD risk

ADA 2017 <140/90 ACEI, ARB, thiazide-like diuretics or DHPCCB

KSH 2013 <140/85 ACEI or ARB

JSH 2014 <130/80 ACEI or ARB

ACEI,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DHPCCB, dihydropyridine calcium channel blockers; BP,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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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제의 선택

여러 임상 연구에 근거해서 ACE 억제제, ARB, 지속성 

칼슘차단제, 이뇨제 및 베타차단제를 처방할 수 있으나 

ACE 억제제와 ARB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JNC8에서

는 베타차단제를 일차 약제에서 제외하였으나 한국과 유

럽 권고안에서는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아테놀올 등의 구

세대 계열의 베타차단제와 티아지드 이뇨제 병용 시 인슐

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 조절을 악화시킬수 있어 주의

를 요한다. 또한 ACE 억제제와 ARB의 병용요법은 단백

뇨 감소에 약간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말기콩팥질환, 뇌

졸증 등의 심뇌혈관질환 위해성이 증명되어 병용요법으로 

권고되지 않는다(표 1). 일반적으로 당뇨병성 고혈압의 경

우 단일약제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병용요법이 필

요한 환자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ACE 억제제와 ARB 병

용요법을 제외한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당뇨병

학회 치료지침은 미세알부민뇨가 확인되는 경우 ACE 억

제제 또는 ARB를 가능한 최대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제시하고 있다.

결론

고혈압과 당뇨병은 중대한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인자

이며 자주 동반되며 고혈압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이 높으

며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발생이 높다. 특히 노인에서는 

이러한 발생률이 현저히 상승한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인

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병리생태적 특성이 고혈압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반

되는 경우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예

후는 좋지 않다. 따라서 철저한 혈압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보

건 문제이다. 당뇨병성 고혈압 환자에서 현재까지의 근거

상 140/90 mmHg 이상 혈압이 상승하면 적절한 항고혈

압 약제의 선택과 병용요법을 통하여 목표혈압으로 제시

된 140/90 mmHg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차

적으로는 ACE 억제제 또는 ARB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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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15년 자료에 따르면 9.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식이 습관의 변화와 운동부족 등의 

당뇨병 위험인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당뇨병의 유병률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당뇨병 환자들의 주된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뇌혈관, 말초혈관 등의 심혈관계 질환

이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 유병률은 최대 

50%에 달해 가장 주요한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다. 당뇨

병 자체가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여

겨지고 있으며,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환자

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2-4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이 3-7배 증가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 당

뇨를 잘 관리하고 관상동맥질환을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

생하는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당뇨병 환자에서의 관상동맥질환 선별검사

당뇨병 환자들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

으며, 20-35%에서는 증상은 없으나 이미 심근허혈이 진

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비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들은 호

흡곤란, 구역, 구토, 발한, 혈당조절 부전, 피로감 등 다양

하고 비특이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

을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경

우 관상동맥질환 가능성을 꼭 의심해야 한다. 따라서 2015

년 미국당뇨학회 진료지침은 전형적인 흉통이나 비전형적

이라도 흉부 불편감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 심전도상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거나, 다른 동맥경화성 질환

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도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과 같은 관

상동맥질환에 대한 검사가 추천된다. 다만, 현재까지 증상

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관상동맥질환의 선별검사

를 일제히 시행하는 것은 권고되고 있지 않다. 다른 위험

인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다면 선별검사를 시행해서 

관상동맥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예후를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택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로는 부하 

심장스캔 검사나 부하 심초음파 검사가 있다. 전형적인 협

심증 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의 선별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으며, 증상이 없고 관상동맥질환 위

험도가 낮은 환자에서는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

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검사 중 하나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CT) 혈관 조영술이다.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을 통해 관상동맥 칼슘 점수와 관상동맥 협착을 확인할 수 

있다.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관상동맥 질환 여부를 확인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관

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의 총량과 비례하고, 심혈관 사건 발

TOPIC 3. 관상동맥질환과 당뇨병
홍 순 준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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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과의 관련성이 잘 밝혀져 있다. 관상동맥의 협착을 확

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화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음성 예측력이 99%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전형적인 심장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

문에 유용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상승과 방

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증가 등의 문제로 아

직 무증상 환자에서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사

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서의 관상동맥질환 치료

1. 혈당 조절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면 미세혈관 합

병증인 당뇨병성 신증, 신경병증, 망막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혈당 조절만으로 대혈관 합병증인 관상동

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낮추지는 못

하지만, 혈당 조절에 더해 혈압 조절, 이상지질혈증 관리

가 잘 이루어진다면 대혈관 합병증 위험성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일반적 기준인 당화 혈색소 7.0%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후 혈당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아직 식후 혈당을 더 조절

하는 것이 심혈관계 사건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는 근거가 부족하다. 급성 심혈관질환 발생 시 또는 관

상동맥 중재술 시 적극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하다는 보고

들과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선별검사 해야한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이 역시 증거 수준

은 아직 약한 상태이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과거에는 혈당을 조절하여 

위험도를 높이지 않게 하는데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면, 최근 연구 결과들에서는 당뇨병 치료제 자체가 추

가적으로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부

터 당뇨병 환자에게 첫 번째 약으로 투여가 권고되고 있

는 metformin은 심근경색 환자에서 허혈의 범위를 줄여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지만 증거 수준이 약한 상태

이다. 일부 연구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고혈당 환자에서 

인슐린 투여가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개발된 약제들의 성과가 두드

러지고 있다.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주사형 치료제 

GLP1 작용제는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감소시

키고 염증반응을 줄여 동맥경화의 개선과 인슐린 저항성

을 개선시킨다. 또한 GLP1 작용제는 체중 감소 효과도 있

다. 이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를 입

증하였다. SGLT2 inhibitor는 신장에 존재하는 수송체

인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과다하게 흡수된 포도당

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당뇨병 환자의 심혈

관계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이는 염증 반응을 낮추고 인슐

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상

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최근 개발된 

GLP1 작용제나 SGLT2 inhibitor 등의 적절한 사용이 향

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위험인자 관리

대표적인 심혈관계 위험인자로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고혈당, 비만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흡연은 당뇨병

이 동반될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두 배로 상승시키

기 때문에 금연을 철저하게 권고해야 한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체중 감소를 위해서 먼저 더 이상의 체중 증가를 우선 막

아야 하며, 체중 감소는 1년간 체중의 10% 정도 감소를 목

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등도 강도의 운동

을 매일 30분 정도씩 시행하며 점차 운동 강도를 높일 것

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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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중성지방이 상승하고 HDL-C

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맥경화를 더 잘 일으

킨다고 알려져 있는 작고 치밀한 LDL-C의 생성이 증가한

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메타분석에서 

LDL-C가 1 mmol/L 낮아지면 전체 사망률이 9%, 혈관 

사망사건이 13%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이상지질혈증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

렇기에 2013년 발표된 ACC/AHA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진료지침에

서는 40-75세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일차 

예방을 위해 LDL-C를 3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중등

도 이상의 스타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맥경화

성 심혈관질환(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ASCVD) 10년 위험도가 7.5% 이상인 환자들은 LDL-C를 

5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ASCVD 위험도 계산은 아시아계 환

자는 배제되어 있어 국내 환자에게 ASCVD를 통한 강도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한국인은 스타

틴의 반응이 더 좋아 권고안의 강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

게 투여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많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발현한 환자의 경우 역시 

고강도의 스타틴 투여가 권고된다. 만약 부작용 등의 이유

로 고강도의 스타틴 투여가 어렵다면, 최근 연구 결과에 따

라 중등도 스타틴과 ezetimibe 제제를 병용투여해 볼 수 

있다. 40세 미만이거나 75세가 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에 있어서는 스타틴 치료가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기술하

고 있다. 2015년 미국당뇨병학회 또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표 1). 스타틴이 제제와 용량에 따라 제2형 당

뇨병의 발생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지만 스타틴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스타틴 사용

을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당뇨병 환

자는 LDL-C를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중등도 이상의 용

량이 권고되고 있으며, 중등도 스타틴에는 atorvastatin 

10-20 mg, rosuvastatin 5-10 mg, simvastatin 20-

40 mg, pravastatin 40 mg, lovastatin 40 mg, fluv-

astatin 80 mg, pitavastatin 2-4 mg에 해당한다. 당뇨

병 환자가 현성 심혈관질환이 있다면 LDL-C를 50% 이

상 낮출 수 있는 고강도 스타틴 용법이 권고되며, 이는 

atorvastatin 40-80 mg, rosuvastatin 20 mg에 해당한

다. 당뇨병 환자에서 fenofibrate는 주로 중성지방 수치를 

줄이는 데 작용하나 아직 심혈관질환 보호 효과는 명확하

게 입증되지 않았다. Niacin 역시 HDL-C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심혈관질환 보호 효과 없이 뇌졸중과 같은 

부작용만 늘어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최근 PCSK9 억

제제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기존 스타틴 투여만으

로 LDL-C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PCSK9 주사제

를 2주나 4주 간격으로 투여할 시 추가적으로 사망률을 낮

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항혈소판제

심혈관질환의 일차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권고

해 왔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불충분하다. 2010

년에 발표된 메타분석에 따르면 아스피린은 당뇨병 환자

에서 심혈관질환의 일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관

상동맥질환과 뇌경색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 따

표 1 . 미국당뇨병학회 권고안: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나이
심혈관계 위험인자
(LDL-C 100 mg/dL 이상, 
고혈압, 흡연, 비만)

권장되는 
스타틴 용량

40세 
미만

없음
위험인자 있음
현성 심혈관계 질환

없음
중등도 이상
고강도

40-
75세

없음
위험인자 있음
현성 심혈관계 질환

중등도
고강도
고강도

75세 
초과

없음
위험인자 있음
현성 심혈관계 질환

중등도
중등도 이상
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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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위험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 예

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비롯한 항혈소판 치료를 권고 하

고 있지 않다(표 2).

급성 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에 대

한 약물 치료는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하며 

최적의 약물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당뇨병 환자

에서 심부전이 있거나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되어 있

으면 금기증이 없는 한 베타차단제와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억제제 혹은 ARB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급성 심근경

색 환자에서는 심부전이 없고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정상이

어도 모든 환자에서 베타차단제의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이차 예방에서는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아스피린의 이

득이 증명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금기증이 없는 한 지속

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아스피린의 효과가 없을 경우 

clopidogrel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발병 후에는 아스피린과 P2Y12 수용체 억제제를 사용하

는 이중 항혈소판 치료를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이 권고되

고 있다. 현재까지는 약물 용출 스텐트를 삽입한 후 6-12

개월 이상의 이중 항혈소판 치료가 권고되고 있다.

5. 혈관 재개통술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를 최적화하고 혈관 재개통술은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로 추천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서 혈

관 재개통술이 필요할 때, 관상동맥 병변이 여러 곳이거나 

복잡한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이 권장된다. 증상 조절을 위

해 관상동맥 병변이 덜 복잡하다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술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고안은 현재 거

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1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가 90% 이

상 사용되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나온 자료이므로 최근 

시판되는 약물 용출성 스텐트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관상

동맥 우회수술과 비슷한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당뇨

를 동반한 관상동맥질환의 치료에서 분획 혈류 예비량 측

정이나 혈관 내 초음파 등 영상 장치 사용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향후 현재 치료 현황을 반영한 대규모 무작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는 당뇨병의 유무에 상관

없이 혈관 재개통술의 이득이 보고되고 있으며, 당뇨병이 

없는 환자와 비교했을 때 그 이득이 더 크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

이 발생한 심근경색 환자는 혈전용해술보다 일차적 관상

동맥 중재술이 권고된다. 재협착률, 사망률은 당뇨병 환자

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

표 2 . 유럽심장학회 치료지침: 당뇨병 환자에서 항혈소판제 치료

권고사항 권고등급 근거수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은 당뇨병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통한 항혈소판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 III A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당뇨병 환자는 개별로 일차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IIb C

당뇨병 환자에서 이차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은 75-160 mg 매일 투여가 권장된다. I A

당뇨병 환자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거나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면 P2Y12 수용체 차단
제 투여가 권장되며,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경우 prasugrel이나 ticagrelor 투여가 우선시된다. I A

Clopidogrel은 아스피린을 쓸 수 없는 경우 대체 약제로 권고된다. 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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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전 스텐트들에 비해 유의하게 재협착률을 낮추었으

며 복합적인 치료 접근이 당뇨병 환자의 관상동맥질환 치

료 성적을 향상시키리라 기대된다.

결론 

점차 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관상동맥질환을 예

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혈당 조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최근 심장보호 효과가 입증된 혈당강

하제들의 적절한 사용이 향후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전

통적인 위험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절이 동시에 필요하

며, 이상지질혈증 조절을 위해 중등도 이상의 스타틴을 투

여받아야 한다. 관상동맥질환이 발현된 당뇨병 환자는 항

혈소판 치료제가 병행되어야 하며, 혈관 재개통술은 선별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는 혈관 재개통술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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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4. 심부전과 당뇨병
양 동 헌    경북의대 순환기내과

서론

당뇨병은 관상동맥질환이나 고혈압의 발생 위험과 별도

로 심부전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뇨병은 자율신경 이상,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질환 유

발과 당뇨병성 심근증에 의해 심혈관질환과 연관이 있다. 

이 중 당뇨병성 심근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병태생리와 

심근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소견 등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당뇨

병성 심근증은 심부전의 위험인자이거나 기저질환인 관상

동맥질환이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이 없으면서 심장기능의 

이상을 가리킨다.

역학

Framingham 연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여성에서는 심부

전 발생의 위험이 5배 높았고, 당뇨병이 있는 남성에서는 

2.4배 높았다. 이전의 관상동맥질환이나 rheumatic 심장

병을 제외하였을 때는 당뇨병이 있는 여성에서 5.5배, 남

성에서 3.8배나 높았다. 이 후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도 심

부전이 없었던 당뇨병 환자들이 향후 심부전이 발생할 위

험이 높음을 보였다. 당뇨병에서 심부전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는 나이, 당뇨병 유병 기간, insulin 사용, 

허혈성 심장병, 말초혈관질환, 신부전, 혈당 조절 부족, 미

세단백뇨 등이 있다. 

심부전이 없던 당뇨병 환자들을 추적하였을 때 HbA1c가 

1% 증가하면 심부전 발생의 위험도가 8% 증가한다는 연

구 결과를 포함하여 당뇨병과 심부전 발생의 위험에는 혈

당 조절의 정도가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엄

격한 혈당 조절이 심부전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에 SGLT2 inhibitor

가 심부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 관심

을 유발하고 있다.

당뇨병에서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Strong Heart Study에서 당뇨병 환자들의 좌심실 질량

(LV mass), 심실 두께와 동맥의 경직도가 더 높은 것을 

보였다. 심실의 수축 기능 평가에서도 preejection period

는 길고, ejection time은 짧아져 있어 좌심실구혈률이 낮

아져 있었고, 운동에 대한 좌심실구혈률의 증가 반응은 낮

아져 있었다. 이완기 기능도 저하되어 있어 E/e’ ratio가 

>15인 경우가 당뇨병 환자의 23%에서 보였다는 연구 결

과 이러한 이완기 심실 기능의 저하 정도는 혈당 조절의 정

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병태생리

당뇨병에서 심근증 혹은 심부전 발생에 대한 병태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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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

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재까지 주로 알려지고 있는 병태생리에는 인슐린 저항, 미

세혈관기능 이상, 세포내 기관들의 이상, 지질 등 대사과

정의 이상, 자율신경 이상, RAAS (renin-angiotensin-

aldosterone system) 이상 및 면역반응의 이상 등이 있

다(그림 1). 

진단

당뇨병성 심근증의 초기에는 심부전의 증상이나 징후

가 없는 상태로 심초음파의 조직 도플러를 이용한 strain, 

strain rate, tissue velocity의 변화를 볼 수 있고, LV 

mass의 증가나 심근 내 섬유화의 증가가 진행하게 되

면 이완기 기능 이상을 심초음파로 검사할 수 있다. 최근 

Cardiac MRI와 PET를 이용하면 심근 내의 대사 변화와 

지방조직의 축적을 관찰할 수 있다.

Biomarker 중에 BNP를 이용한 연구에서 BNP >90 

pg/mL 로 당뇨병성 심근병증 진단에 96% 양성예측률을 

보였다고 하였다. 

예후

심부전 환자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심

부전 환자에 비해 심혈관 사건 사망률과 심부전 악화에 의

한 사망률이 모두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허혈성 심근증에 의한 심부전의 경우 더 뚜

렷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역으로 당뇨병 환자에서 심부전이 발생하면 역시 사망률

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e’ >15 인 preclinical 

diastolic dysfunction을 보인 당뇨병 환자에서 5년 내 심

부전 발생의 위험이 1.6배 높았고, 사망률도 2배 높았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에서 당뇨병은 사망에 중요한 위험인

자이면서 당뇨병 환자에서 심부전 발생은 역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인자이다. 

Hyperglycemia
Hyperinsulinemia
Insulin resistance

Structural and functional derangements

Diabetic cardiomyopathy

Diastolic dysfunction

Systolic dysfunction

Clinical heart failure

•Cardiomyocyte
    damage & apoptosis
•Myocardial fibrosis
    & hypertrophy
•Increased
    inflammatory cytokines

•Mitochondrial 
    dysfunction
•Impaired Ca2+

    metabolism
•Reactive oxygen
    species formation
•AGE production
•FA oxidation
•TGF-ß overexpression

Microcirculation
impairment

Altered lipid
metabolism

RAAS activation
Maladaptive

immune responses

Subcellular
component
abnormalities

Cardiac
autonomic
neuropathy

그림 1. 당뇨병에서 심근증 발생의 병태생리 기전(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017 Apr 18. [Epub ahead of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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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혈관 사건 관련 일/이차평가변수 결과: EMPA-REG OUTCOME 연구

Outcome

Placebo
(N = 2333)

Empagliflozin
(N = 4687) Hazard ratio

(95% CI) P Value
no. (%) rate/1000

patient-yr no. (%) rate/1000
patient-yr

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s, nonfatal myocardial in-
farction, or nonfatal stroke: primary outcome

282 (12.1) 43.9 490 (10.5) 37.4 0.86 (0.74–0.99)

Noninferiority <0.001
Superiority 0.04

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s, nonfatal myocardial in-
farction, nonfatal stroke, or hospitalization for unstable an-
gina: key secondary outcome

333 (14.3) 52.5 599 (12.8) 46.4 0.89 (0.78–1.01)

Noninferiority <0.001
Superiority 0.08

Death
From any cause 194 (8.3) 28.6 269 (5.7) 19.4 0.68 (0.57–0.82) <0.001
From cardiovascular causes 137 (5.9) 20.2 172 (3.7) 12.4 0.62 (0.49–0.77) <0.001

Fatal or nonfatal myocardial infarction excluding silent myo-
cardial infarction

126 (5.4) 19.3 223 (4.8) 16.8 0.87 (0.70–1.09) 0.23

Nonfatal myocardial infarction excluding silent myocardial 
infarction 

121 (5.2) 18.5 213 (4.5) 16.0 0.87 (0.70–1.09) 0.22

Silent myocardial infarction 15 (1.2) 5.4 38 (1.6) 7.0 1.28 (0.70–2.33) 0.42
Hospitalization for unstable angina 66 (2.8) 10.0 133 (2.8) 10.0 0.99 (0.74–1.34) 0.97
Coronary revascularization procedure 186 (8.0) 29.1 329 (7.0) 25.1 0.86 (0.72–1.04) 0.11
Fatal or nonfatal stroke 69 (3.0) 10.5 164 (3.5) 12.3 1.18 (0.89–1.56) 0.26
Nonfatal stroke 60 (2.6) 9.1 150 (3.2) 11.2 1.24 (0.92–1.67) 0.16
Transient ischemic attack 23 (1.0) 3.5 39 (0.8) 2.9 0.85 (0.51–1.42) 0.54
Hospitalization for heart failure 95 (4.1) 14.5 126 (2.7) 9.4 0.65 (0.50–0.85) 0.002
Hospitalization for heart failure or 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s excluding fatal stroke

198 (8.5) 30.1 265 (5.7) 19.7 0.66 (0.55–0.79) <0.001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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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6 18 24 30 36 42 48

Month
No. at Risk
Empagliflozin
Placebo

4,687
2,333

4,651
2,303

4,608
2,280

4,556
2,243

4,128
2,012

3,079
1,503

2,617
1,281

1,722
825

414
177

Hazard ratio, 0.62 (95% CI, 0.4 9–0.77)
P<0.001

Placebo

Empagliflozin

그림 2. 심혈관 사건 관련 사망 위험도 결과: EMPA-REG OUTCOME 연구

CI, confidence interval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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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약과 심부전

엄격한 혈당조절이 미세혈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만 대

혈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결

론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당뇨병성 심근증은 대혈관질환

의 악화뿐만 아니라 미세혈관의 구조 및 기능의 장애로 초

래하므로 좋은 혈당 조절이 심근증이나 심부전에 좋은 영

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러 당뇨병 약의 

계열에 따라 심혈관 사건이나 심부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Thiazolidinediones (TZD): TZD는 체액을 증가시키는 

기전 때문에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증상이 있는 심부전 환자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NYHA class I 혹은 II에서는 체중변화 혹은 체액 증가 유

무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Metformin: hypoperfusion이나 hypoxemia의 위험이 

있는 급성심부전 혹은 불안정 상태의 심부전에서는 met-

formin이 lactic acidosis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보상작용이 유지되

고 있는 심부전에서는 lactic acidosis의 위험이 낮아서 일

반적인 당뇨병 약 지침에 따라 투약할 수 있다. 

Dipeptidyl peptidase-4 (DPP4) inhibitors: DPP4 

inhibitors는 동물 실험에서 심근의 섬유화와 비후를 억

제하여 심실 기능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하

지만 사람에서 DPP4 inhibitors 투약에 따른 심부전 발생

에 대한 영향은 약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아직 이론

이 있는 상태이다. Saxagliptin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안

전성 연구인 SAVOR-TIMI 53에서 심혈관 사망, 심근경

색 및 뇌졸중의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은 1.27배 높았다. 하지만 

alogliptin과 sitagliptin의 연구(EXAMINE과 TECOS)에

서는 심부전 발생 위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

지 saxagliptin에서 보였던 심부전에 의한 입원 증가가 

DPP4 inhibitors의 class effect라는 증거는 부족한 상

태이다.

Sodium-glucose co-transporter2 (SGLT2) inhibi-

tors: SGLT2는 신장에서 당과 sodium을 재흡수하는 과

정에 관여하므로 SGLT2 inhibitor는 신장에서 당과 so-

dium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소변으로 당과 sodium의 배

출을 증가시켜 혈당 저하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Empagliflozin의 안전성을 연구한 EMPA-REG OUT-

COME 연구에서 empagliflozin 군에서 심혈관 사건의 위

험이 감소하였고(그림 2), 특히 심혈관 사건에 의한 사망률

과 심부전에 의한 입원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효과를 보였

다(심부전에 의한 입원 위험이 35% 감소를 보였다)(표 1). 

SGLT2 inhibitor는 하부요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ketosis의 위험과 골밀도 저하와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당뇨병은 여러 가지 병태생리를 통해 심근의 구조적 이상

과 기능적 저하를 초래하여 심부전 발생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심부전에서 당뇨병은 사망률 증가의 중요한 인자

로 작용하고 있다. HbA1c가 증가할수록 심부전 발생의 위

험은 증가하지만 엄격한 혈당 관리가 심부전 발생을 예방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

지만 최근 SGLT2 inhibitor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안전성 

연구에서 심부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안전성에 대한 논란들

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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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넓은 의미의 말초혈관질환은 대동맥이나 분지 혈관의 구

조적 또는 기능적인 이상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나, 주로 

복부 대동맥이나 하지 동맥의 협착이나 폐색으로 인해 하

지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는 상태를 말하며 협착의 정도에 

따라 간헐적 파행에서부터 안정시 통증이나 심한 경우 하

지의 피부 궤양이나 조직의 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말초혈관질환은 심혈관계 위험인

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설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의 병력이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도

가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계질환을 가진 환자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초혈관질환의 주된 기전으로 생각되는 죽상동맥경화

증은 한국인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에서도 

가장 주요한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죽상동맥경화는 전

신성 혈관질환으로 관상동맥, 뇌혈관, 말초동맥 등과 같이 

중요 기관의 혈관을 침습하여 다양한 임상 증상들을 나타

내게 된다. 이러한 혈관질환들은 각각 분리되어 발생하기

보다는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협심증

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말

초혈관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는 약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는 30-5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계 특히 당뇨병 환자

에서 흔하게 발생하여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

고 있다. 이것은 말초혈관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외

국의 연구에 의하면 증상이 있는 말초혈관 질환자의 20%

가 당뇨병 환자라고 보고하였으나 말초혈관질 환자 중에

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말초 신

경병증에 의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실제 유

병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

면, 당뇨병 환자에서의 말초동맥질환의 유병률은 40세 이

상에서는 20%, 50세 이상에서는 29%까지 보고되어 당뇨

가 없는 환자에서의 유병률보다 많게는 3배까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말초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당뇨, 흡

연, 고령,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

뇨병은 흡연과 함께 말초혈관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

자의 하나이며, 특히 연령이 높거나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는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당뇨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당뇨발 혹은 당뇨병

성 족부 질환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말초혈관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운동신경이나 자율신경

병증에 의해 발에 구조적 변형이나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

기 쉬우며, 감각신경병증으로 인해 변형이나 작은 손상으

로 인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어 궤양 등의 상처로 

진행되거나 상처의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다. 또한, 말초혈관질환으로 인해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TOPIC 5. 말초혈관질환과 당뇨병
민 필 기    연세의대 심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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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면 상처나 감염의 치유가 늦어지게 되고, 허혈 상

태로 인해 상처와 감염이 악화되면서 조직의 괴사가 진행

되어 결국에는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감염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뇨병 환자의 약 15% 정도가 당뇨발에 이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하지 절단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당

뇨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발에 궤양

이 발생한 당뇨발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에 못 미

칠 정도로 그 예후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당뇨발이 발

생하지 않도록 발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이미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되

지 않고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말초혈관질환은 유병률이 높고 심혈관계 사망

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질환

을 가진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인자에 대한 적절

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보고

에 의하면 말초혈관질환을 가진 환자의 약 10-30%에서만 

간헐적 파행 등의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율

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말초혈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한

다. 고령의 환자, 특히 당뇨를 동반한 경우에 유병률이 매

우 높기 때문에 말초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말초혈관질환의 진단 

1. 임상적 평가 

말초혈관질환의 초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의 증상을 파악하고 하지 동맥의 맥박을 만져보는 것이다.  

말초혈관질환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인데, 대개 안정 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부터 뻐근하게 조여오는 통증이 시

작되며 지속적인 운동으로는 호전되지 않고 멈추어 서서 

휴식을 취해야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장

거리를 걸을 경우 일정 거리마다 하지의 통증으로 잠깐 쉬

었다가 다시 통증이 사라진 후 걷게 되는 행태를 반복적으

로 보이게 된다. 하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약간

의 운동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 안정 시에도 통

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며 하지의 허혈상태로 인해 발

가락이나 발뒤꿈치에 궤양이 생기거나 조직의 괴사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심한 경우 하지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까지

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거나 고령의 당뇨병 환

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 전

형적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에서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세심한 문진과 검진을 통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면 우선 하지 동맥의 

맥박을 만져보게 되는데 보통 대퇴 동맥에서부터 발등 동

맥까지의 촉진은 관찰자 간에 차이가 있고 높은 위양성률

과 위음성률을 나타내므로 촉진에도 숙련된 경험이 필요

하다. 또한 정상인의 8.1%에서 발등 맥박이 촉진되지 않고 

후경골동맥의 경우 정상인의 2.0%에서 촉진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등동맥과 후 경골동맥 맥박의 동시 소실은 말초

동맥질환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며, 족부 맥박 촉진은 

말초혈관질환 진단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맥

박의 소실 이외에도 한쪽 하지가 상대적으로 더 차갑거나 

창백한 경우, 부종이나 청색증이 나타난 경우, 피부 궤양

이나 괴사 소견이 있는 경우 말초혈관질환을 시사하는 소

견으로 볼 수 있다.

2. 발목상완지수(Ankle Brachial Index)

말초혈관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외래에서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발목상완지수(ankle brachi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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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는 발목의 수축기 혈압을 팔에서의 수축기 혈압으

로 나눈 수치이다. 대개 발목의 혈압이 팔에서 잰 혈압과 

같거나 조금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발목상완지수

는 정상적으로 1.0-1.4정도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9 미만일 때, 즉 발목의 혈압이 팔에서 잰 혈압에 

비해 의미있게 낮게 측정될 경우 하지 동맥 일부가 좁아지

거나 막혀있음을 간접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0.7-0.9

를 경도, 0.4-0.7을 중등도, 0.4 미만을 중증 말초혈관질

환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발목의 혈압 

뿐만 아니라 허벅지, 무릎 위쪽, 장딴지 등 하지의 위치에 

따른 각각의 혈압을 측정하여 상완의 혈압과 비교하여 혈

관의 협착 부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구

간별 혈압 측정이 이용되기도 한다(그림 1). 하지만 당뇨

병을 가진 환자에서는 혈관의 석회화나 혈관 중막의 경화

가 동반되어 하지의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발목상완

지수가 1.4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말초

혈관질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대개 발가락 혈관의 경우 

혈관의 경화가 드물기 때문에 보조적인 진단 도구로써 발

가락상완지수(toe brachial index)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 

수치가 0.75 이상일 경우 정상 범위로 판단하며 0.7 이하

일 경우 말초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뇨병 환자에서의 말초혈관질환

의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통 50세 이상의 당

뇨병 환자나 50세 미만이라도 다른 위험인자(흡연, 고혈

압, 고지혈증, 당뇨 이환기간 10년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

우 검진 목적으로 발목상완지수를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라도 5년마다 재검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3. 영상학적 진단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말초혈관질환이 의심되면 영상학

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진단 방법으로는 초음파 혈류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 혹은 자기공명영상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은 최근 영상학

의 발전에 힘입어 혈관 조영술과 비교할 만큼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초음파의 경우 조영제나 방사선의 사용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혈관의 석회화가 심한 경우 

평가에 제약이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무

릎 이하 혈관질환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많은 제약이 따

른다. 컴퓨터 단층촬영은 해상도가 뛰어나고 검사의 정확

도도 매우 높으나 역시 석회화가 심한 병변이나 무릎 이하 

혈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조영

제의 사용으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시행하기 어그림 1. 하지에 4개의 cuff를 감아서(위) 측정한 하지의 구간별 혈
압(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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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컴퓨터 단층 촬

영과 거의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나 검사 비용이 고

가이고 병변이 다소 과장되는 측면이 있으며 중증의 신부

전 환자에서는 조영제로 인한 신성 전신 섬유화증의 위험

이 있어 사용될 수 없다.

혈관 영상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되는 방법은 통상적인 

X-ray 혈관 조영술로서 비교적 침습적이며 조영제에 의

한 콩팥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만을 위

한 목적보다는 혈관 재개통술이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진

단과 동시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대개 입원을 해서 시

행하게 된다. 

4. 하지 관류의 평가

당뇨발이나 중증의 하지허혈에서는 하지의 관류를 평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질환의 중증도 평가는 물론 

중재적 시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피부 상처의 회복 가능

성과 중재적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피적 산소분압(transcutaneous oxygen pres-

sure)이나 피부관류압(skin perfusion pressure) 등의 방

법이 사용된다.

말초동맥질환의 치료 

1. 위험인자의 관리

앞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관상동맥질환과 마찬가지로 말

초혈관질환에서도 죽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치료

의 목적은 전신 죽상동맥경화와 관련된 위험인자를 적극

적으로 조절하여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고 말초혈관에서의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관상동맥질환과 마찬가지로 말초혈관질

환에서도 금연, 혈당 조절, 혈압 관리, 고지혈증(콜레스테

롤)의 관리와 같은 위험인자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2. 운동요법

간헐적 파행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초기의 일차적인 치료

로서 권장되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혹

은 최대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운동할 것이 권장되

고 있으며, 보행 거리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 호전 이외에도 운동 자체가 갖는 효과로 인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3. 약물 치료

주된 약물 치료로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등의 항

혈소판제가 권장되며 특히 중재적 시술을 시행받은 경우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환자의 증상이나 혈관 병변의 호전과 직접적인 연

관은 보고된 바 없으나,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계 합병증의 

감소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Phosphodiesterase 길항제

인 실로스타졸의 경우 항혈소판 기능 외에도 혈관 확장 작

용, 평활근 증식 억제 작용 등 말초혈관질환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2. 혈관 재개통술 

보행 시 통증이 심하거나 하지의 허혈성 궤양, 괴저 병

변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혈관시

술이나 혈관 우회로 수술 등을 시행하여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하지의 혈관을 재개통시켜 말초로 가는 혈류를 확보

하여야 한다. 

우회로 수술은 주로 큰 하지의 정맥을 이용하여 폐색 근

위부와 원위부를 우회 연결함으로써 재개통시키는 것으

로 혈관 개방성 유지에는 효과적이나 수술 사망률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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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까지 보고 되고 있어 동반된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이 어렵고, 적당한 우회 혈관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인

조 혈관을 쓰기도 하지만 재폐색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혈관 중재 시술은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등을 

통해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넓혀 주는 시술로, 시술 사

망률이 0.2% 정도로 우회로 수술에 비해 안전하고 비침습

적이며 반복 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병변으로의 접

근이 어렵거나 가늘고 긴 병변의 경우 시술 성공율이 낮고 

일부 시술에 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시술 시 

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요법, 스텐트 삽입 등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어려운 병변의 경우에도 최근 시술 테크닉 및 기

구 등의 발달로 성공율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2).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나타나는 말초혈관질환의 경우 

대부분 병변이 길고, 혈관의 석회화를 동반한 경우가 많으

며 무릎 이하 혈관의 병변이 많이 혈관 재개통술의 효과나 

예후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

근 중재 시술 분야에서 새로운 죽종절제술(atherectomy) 

기구나 약물 코팅 풍선, 약물 방출 스텐트 등이 개발되고 

활발이 이용되고 있어 향후 중재시술의 효과나 예후가 점

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론

말초혈관질환은 주로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질환으로 

병변 부위에 대한 치료 외에도 동맥경화와 관련된 위험인

자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특히 당뇨환자는 유병 기

간이 오래될 수록 말초혈관질환 발생의 고 위험군으로 증

상이 없더라도 50세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주기적인 검

사와 함께 당뇨발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병의 진행을 조

기에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여러 검사를 통해 질환 유무와 정

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숙지함으로

써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궁

극적으로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Mann DL, Zipes DP, Libby P, and Bonow RO.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
vier 2015.

2.  Gerhard-Herman MD, Gornik HL, et al. 2016 AHA/ACC Guide-
line o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Lower Extremity Periph-
eral Artery Disease. J Am Coll Cardiol 2017;69:e71-126.

3.  Tendera M, Aboyans V, Bartelink ML, et al. ESC Guidelines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ipheral artery diseases: Document 
covering atherosclerotic disease of  extracranial carotid and vertebral, 
mesenteric, renal, upper and lower extremity arteries: the Task Force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ipheral Artery Diseases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Eur Heart J 2011;32:2851-
2906.

4.  Marso SP and Hiatt WR. Peripheral arterial disease in patients with 
diabetes. J Am Coll Cardiol 2006;47:921-929.

5.  Rhee SY and Kim YS. Peripheral arterial diseas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Diabetes Metab J 2015;39:283-290.

6.  Brownrigg JRW, Schaper NC, and Hinchliffe RJ. Diagnosis and as-
sessment of  peripheral arterial disease in the diabetic foot. Diabet 
Med 2015;32:738-747.

그림 2. 양측 대퇴동맥의 폐색 및 협착 소견(A)과 말초혈관중재시
술 및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한 후의 소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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