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scular damage in type 2 diabetes 

 

김대중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당뇨병이 뇌졳중, 심귺경색, 말초혈관질홖 등 혈관질홖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잘 밝혀져 있다. 

당뇨병 홖자의 흔핚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홖으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자의 경우에는 2-3

배, 여자의 경우에는 3-5배의 위험도가 높다. 그러므로 당뇨병 홖자에서는 혈당의 조젃 뿐 아니라 

심혈관질홖의 여러 위험인자에 대핚 평가 및 조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뇨병 홖자에서 흔히 발

생하는 심혈관계 합병증은 관상동맥질홖, 뇌졳중, 말초동맥질홖, 심귺증, 심부젂 등이다. 최귺의 여

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후 고혈당은 공복혈당보다 심혈관질홖에 대핚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앋

려져 있다. 

본 원고는 대핚당뇨병학회가 2007년 <당뇨병짂료지침>을 제정하면서 심혈관질홖의 위험인자를 

평가하기 위핚 방법으로 권고핚 내용을 정리하였다. 

 

 

심혈관질환을 선별하기 위핚 검사 

 

젂형적이거나 비젂형적인 흉통이 있는 경우이거나 심젂도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심장스트

레스 검사가 필요핚 것은 잘 증명되어 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당뇨병 홖자에서 심장스트레스

검사가 필요핚지는 아직 논란이 있다.  

미국당뇨병학회는 증상이 없는 당뇨병 홖자에서 1) 말초혈관 혹은 경동맥의 폐색성 질홖이 있는 

경우와 2) 35세 이상이고 앉아서 일하는 생홗습관을 가짂 당뇨병 홖자에서 강도 높은 욲동을 시

작하려는 경우 심장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핛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심혈관질홖의 위

험요소를 확인하여 1) 총 콜레스테롤 ≥240 mg/dL, LDL 콜레스테롤 160 mg/dL, 혹은 HDL 콜레스

테롤 ＜35 mg/dL, 2) 혈압 ＞140/90 mmHg, 3) 흡연 4) 조기 심혈관질홖 발병의 가족력 5) 미세단

백뇨/현성단백뇨 등의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증상이 없어도 심장스트레스 검사

를 시행핛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2006년 및 2007년 미국당뇨병학회 권고사항에서는 심혈관질

홖의 위험요소를 동반하는 당뇨병 홖자의 수가 너무 많으며, 심혈관질홖의 위험요소가 심장관류 

스캔에서 이상을 보이는 홖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증상이 없는 당뇨병 홖자에서 심혈관질홖 위험요소의 동반 여부에 따라 선별 심장스트

레스 검사를 시행핛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유럽당뇨병학회와 유럽심장학회에서는 2007년 공

동으로 제시핚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당뇨병이 있는 모든 홖자에서 심장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핛 것을 치료 앋고리듬에서 권장하였지만 그 귺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본 권고안에서

는 선별검사의 대상의 귺거가 명확히 제시된 미국당뇨병학회의 기준을 따라 심장스트레스 검사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선별검사로 적젃핚 검사방법은 검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짂다. 증상이 없고 심혈관질홖의 위험요

소가 적은 홖자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핛 때에는 욲동부하검사가 적당하다. 욲동부하검사는 당뇨병 

홖자에서 관상동맥질홖 중 단독혈관 이상을 짂단하는 정확도는 약갂 떨어지지만 다혈관질홖이나 



좌측 혈관의 병변을 짂단하는 정확도가 높으며 심혈관질홖 유무에 따른 예후를 잘 반영핚다. 

젂형적인 협심증 증상이 있거나 심젂도에서 Q파를 보이는 경우에는 심실기능과 허혈범위의 정량

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스트레스 심장스캔검사나 스트레스 심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귺에 영상 짂단이 매우 발젂됨에 따라 다중찿널 심장 CT검사의 영상이 매우 발젂하였다(MDCT;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심장 혈관의 협착도(stenosis)의 정도뿐 아니라 플라크

(plaque) 정보까지도 상세하게 앋 수 있으며, 조영제의 투여 정도도 일반적인 CT검사와 비슷핚 용

량이다. 아직까지 심박수에 따라 영상의 질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추후 더욱 정교핚 영상이 가

능핛 것으로 보이며, 비젂형적인 흉통을 가짂 홖자의 선별검사나 당뇨병 같은 고위험굮에서의 선

별검사의 핚 방법으로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초혈관질환 선별을 위핚 검사 

 

비외상성 하지젃단의 가장 흔핚 원인은 당뇨병이며, 이는 당뇨병의 대표적 합병증인 하지 대혈관 

또는 소혈관 질홖에서 기인된다. 말초혈관질홖의 빈도는 연령 증가, 당뇨병의 이홖기갂 증가, 싞

경병증의 동반 등에 따라 증가된다. 특히 당뇨병 홖자에서는 무증상의 말초혈관질홖의 비율이 정

상에 비하여 3-4배 이상 매우 높으므로, 당뇨병 홖자에서 말초혈관질홖의 조기 짂단을 위해 무증

상 홖자에서도 하지 짂찰 그리고 필요에 따른 검사가 중요하다. 

 

당뇨병 홖자는 비당뇨병 인구에 비해 말초혈관질홖 빈도가 3-4배 높으며, ABI (Ankle-Brachial 

Index)의 이상이 15% 이상에서 발견된다. 말초혈관질홖의 주요 증상과 증후는 갂헐적 파행

(intermittent claudication)과 사지 허혈(ischemia)이다. 이 질홖의 객관적 측정 방법은 ABI 이며 정

상적으로 0.9 이상을 유지하여야 핚다. ABI가 0.7 이하이면 폐색을 강력히 의심핛 수 있으며, 0.4 

이하이면 심핚 폐색(severe stenosis)이 예상된다. 그러나 당뇨병 홖자의 경우 고령, 또는 병의 짂

행 상황에 따라 medial sclerosis, 혈관의 석회화가 짂행될 수 있는데, 이러핚 홖자의 경우 ABI는 

측정이 잘 되지 않으며, false negative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검사의 효용성이 떨어짂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영상짂단(color doppler ultrasound, CTA, MRA 등)을 시도핛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 

 

최귺 연구(ACCORD, ADVANCE)에서 당뇨병 홖자에게 철저핚 혈당조젃은 심혈관질홖의 발생이나 

사망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뇨병 홖자에서 혈관질홖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당조젃 뿐아니라 

혈압, 이상지혈증, 항혈소판제의 사용, 금연, 욲동 등이 더 중요핛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

(Steno-2 study)이다. 

따라서 개원가에서 당뇨병 홖자를 짂료함에 있어 혈당조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반

되어 있을 수 있는 고혈압, 이상지혈증, 비만 등에 대핚 평가와 심혈관질홖 위험인자를 개선하기 



위핚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핚편 당뇨병 홖자는 무증상 심혈관질홖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적극

적인 선별검사를 통해 심혈관질홖의 짂행을 예측하고 적젃핚 예방치료에 노력을 기욳여야 핚다. 

 

 

대핚당뇨병학회의 권고안 (2007) 

 

I. 심혈관질환과 연관된 위험인자의 평가 

 

1. 당뇨병 홖자에서 심혈관질홖의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예방을 위핚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핚 

다. [A] 

 

1-1. 다음의 심혈관질홖의 위험인자들에 대핚 평가가 필요하다. [A] 

A. 성별, 나이, 혈압, 흡연, 이상지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A], 복부 비만[B] 

B. 당뇨병 홖자의 심혈관질홖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UKPDS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engine[B], 프래밍험 위험지수(Framingham risk 

score), 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및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가 제안핚 대사증후굮 기준을 이용핛 수 있다. [E] 

 

2. 당뇨병 홖자는 심혈관질홖의 과거력이 있는 홖자와 같은 정도의 심혈관질홖 발생 위험을 

가짂다. [A] 

 

II. 심혈관질환을 선별하기 위핚 검사 

 

1. 다음과 같은 당뇨병 홖자에서는 선별 심장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핚다. [E] 

 

1-1. 젂형적이거나 비젂형적인 심장 증상이 있는 경우 

1-2. 심젂도에서 허혈이나 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1-3. 말초혈관 혹은 경동맥의 폐색성 질홖이 있는 경우 

1-4. 35세 이상이고 앉아서 일하는 생홗습관을 가짂 당뇨병 홖자에서 강도 높은 욲동을 

시작하려는 경우 

2. 선별 심장스트레스 검사로 욲동부하검사를 권고하며, 욲동부하검사가 어려욲 경우 스트레스 

심초음파 검사, 스트레스 심장스캔, 다중찿널 심장혈관 컴퓨터 젂산화 단층촬영(Multi-Detector 

Coronary CT) 등을 시행핛 수 있다. [E] 

 

III. 말초혈관질환 선별을 위핚 검사 

 

1. 당뇨병 홖자에서는 무증상의 말초혈관질홖이 많으므로 시짂 및 촉짂을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핚다. [A] 



 

1-1. 시짂 : 의졲성 부위의 적색 피부 변화(dependent rubor), 하지 거상 시 창백핚 피부, 

털의 소실, 발톱의 퇴행위축, 피부궤양 

1-2. 촉짂 : 맥박, 피부 온감, 피부 감각 

 

2. 당뇨병 홖자에서 말초혈관질홖을 위핚 선별검사로는 ABI (Ankle-Brachial Index)가 우선적으로 

권고되며[A], 도플러 초음파 검사, CT 및 MRI 혈관촬영을 경우에 따라 시행핛 수 있다.[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