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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은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다. 지속적인 고혈당은 혈관 벽의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미세혈관합병증(microvascular complication) 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

의 사망률과 질병의 이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실

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원인 중에서 65%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의 합병증이 원인이며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및 말초동맥질환의 발생 빈도는 당뇨가 없

는 정상인에 비하여 2-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강좌에서는 당뇨병에서 고혈당에 

의한 혈관의 변화에 알아보고자 한다.

당뇨병과 동맥경화증

  제2형 당뇨병은 고혈당과 인슐린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때 나타나는 동맥경화 병변은 

고지혈증, 고혈압 , 복부 비만 및 과응고상태와 관련된 대사이상에 의하여 유발되며 성장인

자나 사이토카인 등과 같은 물질들이 이러한 과정을 중재하게 된다. 

  고혈당은 최종당화산물을 형성하여 혈관벽 단백질과 교차 결합하여 혈관 벽의 두께를 증

가시키고 내피세포 투과성을 증가시켜 NO가 중재하는 하는 혈관확장에 이상을 가져온다. 

동시에 최종당화산물은 내피세포에 있는 수용체(RAGE)와 작용하여 응고인자나 부착분자

(adhesion molecule)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단핵구나 대식세포의 최종당화산물 수용체와 결

합하여 TNF-α나 IL-1과 같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한다. 고혈당에 의하여 유발된 산

화스트레스는 혈관 벽에 해로운 효과을 나타나는데 포도당이 자가 산화(auto-oxidation) 됨

으로써 반응산소족(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촉진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 

시키고 조직에 손상을 가져온다. 인슐린 저항성에서 인슐린 자체가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

는 가설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슐린은 혈관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고 간에서 PAI-1의 합성을 촉진하며 교감신경계이활성을 증가시키고 

대식세포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자극하고 신장 세뇨관에 작용하여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저항성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과응고상태(hypercoagulability)와 같

은 위험인자들이 군집을 이루어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당뇨병성 혈관질환의 병태생리 

  당뇨병에 특징적인 포도당 대사 이상 및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의 구조 및 기능에 변화를 

가져와 동맥벽의 협착을 일으킴으로써 죽상경화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조기에 나타나며 진행

이 빠르고 내피세포, 평활근세포 및 혈소판과 같은 다양한 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병변이 광범위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 내피세포기능 이상(Endothelial Dysfunction)

  당뇨병에서 죽상경화증은 관상동맥이나 말초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이나 동맥벽의 손상에 

기인한다. 당뇨병에 의한 고혈당은 산화스트레스를 일으켜 내피세포의 형태나 구조에 변화



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이상을 유발한다. 내피세포는 산화질소

(nitric oxide, NO), 반응산소족(ROS), endothelin과 같이 혈관의 기능과 구조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는데 이중 NO는 혈소판의 활성을 막고 백혈구가 내피세포에 부착

하여 내막 내로 이동하거나 평활근의 증식 및 이동을 억제한다. 

  내피세포에 손상과 염증이 나타나면 산화 LDL 입자가 혈관 내피에 침윤하며 동시에 단핵

세포(monocyte)는 내피세포를 통과한 후 대식세포가 되어 수용체(scavenger receptor)를 

통하여 산화 지단백을 섭취하여 포말세포(foam cell)로 변하여 대식세포의 증식과 T 임파

구의 이동을 자극하며 또한 조기 죽상경화증의 특징인 지방선조(fatty streak)를 형성한다.

 

2. 평활근 세포와 죽상경화증

  포말세포가 축적되어 지방선조 병변이 형성되면 동맥벽의 중막(medial layer)에 분포하는 

혈관 평활근세포들은 내막 쪽으로 이동하여 증식하고 세포외 기질을 생성함으로써 죽상경화

반(atherosclerotic plaque)을 형성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교원질(collagen)을 구성하는 평

활근세포는 죽종(atheroma)이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당뇨병에서는 죽상경

화병변에서 세포사멸이 증가하여 평활근의 숫자가 감소하고 동시에 사이토카인이 평활근세

포의 콜라겐 합성을 저해하여 경화반이 불안정해지고 쉽게 파열이 일어난다. 시험관 내에서 

당화 LDL(glycated LDL)은 평활근 세포의 이동을 촉진하고 당화 LDL에 산화가 일어나면 

세포사멸을 초래한다.

3. 혈소판 기능 및 혈액 응고장애 

  혈소판은 혈관기능을 조절하고 혈전형성에 관여하는데 당뇨병에서 혈소판 기능 이상과 혈

액 응고 장애는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촉진하고 경화반의 파열을 일으킨다. 내피세포와 마찬

가지로 혈소판도 고혈당 하에서 PKC가 활성화됨으로써 NO 생성은 감소하는 반면에 반응

산소화물이 증가하고 혈소판 표면의 당단백(glycoprotein) 발현이 증가하여 섬유소원, 트롬

빈과 vWF 인자 등이 증가하여 혈소판 유착과 혈전 형성을 촉진한다. 죽상경화 병변 부위에

서는 PAI-1이 증가하여 섬유소 용해(fibrinolysis) 과정에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과응고 상태

로 되어 혈전의 생성을 용이하게 한다.

혈당강하제에 의한 혈관의 변화 

1) 인슐린

인슐린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중 인슐

린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군에서 비만,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인자가 흔한 점으로 미루어 인슐린 자체 보다는 인슐린저항성이 혈

관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DCCT 후속 

관찰 연구인 EDIC(Epidemiology of Diabetes intervention and Complication)에서도 인슐

린으로 철저한 혈당조절을 한 군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내피세포에서 NO 생성을 촉진하여 동맥을 확장시키는데 이

러한 인슐린의 혈관 확장효과는 당뇨 환자에서는 감소되어 있다. 인슐린은 부착분자

(adhesion molecule)의 발현을 억제하여 단핵구가 내피세포에 부착하거나 MCP-1이 분비

되는 것을 차단하여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은 심근경색 환자에

서 염증 표지자인 hsCRP와 PAI-1이 상승하는 것을 차단하는 점으로 미루어 항염증작용과 



함께 섬유소용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설폰요소제 

2세대 설폰요소제인 gliclazide는 혈전 생성 및 혈소판 유착을 억제하고 섬유소 용해를 촉

진하여 혈소판응집을 차단한다. 동시에 유리라디칼을 제거하여 반응산소화물을 감소 시켜 

내피세포기능을 회복시키고 혈소판이 활성화되는 억제한다. Gliclazide는 혈관 염증의 조기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성구의 이동을 차단하여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예방하고 내피세포에

서 염증반응 및 죽상경화증과 관련이 있는 PECAM-1의 발현을 억제한다.

3) 메트포르민 (metformin)

메트포르민이 NO 생성을 촉진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연구결과에서 혈당

조절과 무관하게 내피세포를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인슐린감수성개선제인 TZD와 

마찬가지로 혈관 벽에서 부착분자(adhesion molecule)의 발현을 감소시켜 단핵구와 내피세

포의 접촉을 줄이고 단핵구가 대식세포나 포말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방해한다. 혈액에서는 

PAI-1이나 응고인자의 농도를 감소시켜 항혈전 효과도 가지고 있다. 

4) 티아졸리딘디온 (thiazolidinedione, TZD)

TZD는 혈당 조절과 무관하게 혈관확장을 개선시키고 TNFα에 의한 혈관 수축을 억제함으

로써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며 부착분자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단핵구와 내피세포의 

접촉을 줄이고 NF-kB를 조절하는 활성산소족의 생성을 차단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 

동시에 혈관 벽의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LDL을 제거함으로써 지방 선조를 구성하는 포말세

포의 생성을 줄이고 혈관 평활근의 증식을 차단하며 혈소판에 작용하여 혈소판의 응집과 혈

전 생성을 차단하고 섬유소용해를 촉진한다.

5) 알파글루코시다아제억제제(α-glucosidase inhibitor) 

당뇨 환자에서 식후 고혈당이 내피세포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상완동맥의 혈류량을 감소시

키는데 알파글루코시다아제억제제를 투여한 후 혈류가 개선되고 STOP-NIDDM에서는 아카

보스 투여군에서 내중막 두께의 진행 속도가 위약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결론 

당뇨병의 특징인 고혈당은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ed end product)의 생성을 자극

하고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혈관에 변화를 일으킨다. 초기 변화로 내막의 두께가 증가하

며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지만 종국에는 죽종(atheroma)을 형성하여 동맥계 전반에 광범위

한 병변을 유발하게 된다. 당뇨 환자에서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 심혈관질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죽상경화증의 다른 위험인자들을 철저히 관리와 조기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