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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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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health burden”          prevention  



대사증후군

1.NCEP ATP Ⅲ=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3배 높음

2배 높음

• 포도당대사장애

• 중심성 비만

• 이상 지혈증

• 고혈압

위험인자들의 군집

• 70 – 80% 대사증후군 동반제2형 당뇨병

• IDF, WHO, NCEP ATP Ⅲ¹ 진단기준의 다양성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심혈관 사망 위험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March 4, 2010

Glycated Hemoglobin, Diabetes, and Cardiovascular Risk in Non-

diabetic Adults
Elizabeth Selvin, Michael Steffes, Hong Zhu, Kunihiro Matusushita, et al.

There is a clear epidemiologic association between glycemic

control and CVD

Data from 11,092 black 

and white subjects in 

the ARIC trial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Median follow 

approximately 14 

years.



당뇨병성 대혈관 합병증의 중요성

� 제2형 당뇨병환자 사망원인 70-80%

� 당뇨병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률 2-3배 높다.

�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것과 같은 위험도가 있다.



Kannel WB. Am Heart J. 1985;110:1100-1107.

Abbott RD et al. JAMA. 1988;260:3456-3460.

Women, Diabetes, and CHD

• Diabetic women are at high risk for CHD

• Diabetes eliminates relative cardioprotective 
effect of being premenopausal

– risk of recurrent MI in diabetic women is three 
times that of nondiabetic women

• Age-adjusted mean time to recurrent MI or fatal 
CHD event is 5.1 yr for diabetic women vs 8.1 yr 
for nondiabetic women



심뇌혈관 질환 선별 검사

� 뇌졸증 선별 검사

- 혈액검사
: glucose, lipid, coagulation

- 심장기능검사
: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장3D CT

- 동맥경화협착검사
: 조기 스크리닝

- 뇌졸중 유무확인 : CT, MRI

- 뇌혈관 검사

- 경동맥 초음파

- 경두개 혈류 초음파

� 심혈관 질환 선별 검사

- 운동부하검사
: 무증상, 위험요소가 적은환자, 관상동맥
다혈관 질환 (정확)

- 스트레스 심장스캔, 스트레스 심장초음파
: 전형적 협심증 증상, 심전도 Q파

- 동맥경다중채널 심장 CT검사
: 정교한 영상, 혈관협착 정도, Plaque정보

심혈관 위험요소- 매년 평가되어야



1.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서 선별검사는 권장되지 않는다.[A] 
다음은 선별검사를 고려한다.[E] 

1-1.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심장 증상이 있는 경우
1-2. 심전도에서 허혈이나 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1-3. 말초혈관 혹은 경동맥의 폐색성
1-4. 35세 이상, 앉아서 일하는 생활습관을 가진 당뇨병환자가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 려는 경우

2. 관상동맥질환의 선별검사로는 운동부하검사를 권고하며, 운동이 불
가능한 경우, 심근 SPECT 내지 심장 CT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 

심뇌혈관 질환 선별 검사 권고안



1.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을 해야 한다. [A]

1-1. 다음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A]

A. 성별, 나이, 혈압, 흡연여부,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 복부비만. [B]

B. 당뇨병환자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UKPDS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engine [B], 프래밍험 위험지수

(Framningham risk score),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Program) 및 IDF가
제안한 대사증후군 기준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E]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평가 권고안



Treatment of  acute ischemia

• 생명 유지
• 뇌졸중의 진행 방지
• 내과적 합병증 방지
• 약물 치료 (허혈성 뇌졸중) 

- 혈전 용해제: 3 시간 내에 써야 효과
(부작용: 뇌출혈)  

- 항응고제: 뇌졸중 진행 억제 (와파린)
-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 수술적 치료: 큰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Treatment of  late-stage CHD
Secondary Prevention of  CHD

• Testing
– Stress test
– Angiogram

• Angioplasty
– Balloon angioplasty
– Stents

• Coronary Bypass Surgery
– Grafting of healthy veins around diseased coronary 

arteries



• Diabetes increases the risk for 
coronary artery disease, a heart 
attack or stroke.

• Take preventive steps now.

• Keep your ABCs of diabetes on 
target.

Heart Disease and Diabetes



심뇌혈관 질환 위험요인 관리



Glycemic Control to Reduce CAD

DCCT trial:
– 1441 patients, type 1 

diabetes

– Randomized to intensive 
glycemic control vs. 
conventional therapy

– Monitored prospectively for 
6.5 years

– Results:
• Less retinopathy by 50%

• Macrovascular complications: 
41% reduction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small number of events in 
young patient cohort

UKPDS:
– 3867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type 2 
DM

– Intensive vs. 
Conventional therapy

– 10 year follow-up

– Microvascular 
endpoints improved

– Trend only towards 
reduced incidence of 
MI ( p=0.052)



After median 8.8 years post-trial follow-up

Aggregate Endpoint 1997 2007

Any diabetes related endpoint RRR: 12% 9%
P: 0.029 0.040

Microvascular disease RRR: 25% 24%
P: 0.009 0.001

Myocardial infarction RRR: 16% 15%
P: 0.052 0.014

All-cause mortality RRR: 6% 13%
P: 0.44 0.007

UKPDS: “Legacy Effect”

of  Glucose Therapy

RRR = Relative Risk Reduction       P = Log Rank

Holman et a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8; 359:1577-1589 



The Legacy Effect: conclusions

“The UKPDS showed the benefits of an intensive strategy to 
control blood glucose level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sustained up to 10 yrs after cessation of the randomized 
intervention. Benefits persisted despite the early loss of within-
trial differences in A1C levels between the intensive-therapy 
group and conventional-therapy group – a so-called legacy effect.”

Holman, et al. NEJM 2008. 359: 1577-1589   



심뇌혈관 환자의 혈당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집중혈당조절 심혈관사건 예방 효과 연구

ACCORD
NEJM 2008; 358:2545-2559

ADVANCE
NEJM 2008; 358:2560-2572

VADT
NEJM 2009; 360:129-139

환자수 1만251명 1만1140명 1791명

환자분석

- 평균연령 62세
- 평균 이환기간 10년
-2가지 이상 위험인자 또는
심혈관사건 병력자

- 평균연령 66세
- 평균 이환기간 8년
- 고혈압 유무에 상관없이

심혈관계 위험요인 동반한 환자

- 평균연령 60세
- 전체 환자의 40%가
CVD 병력자,  이상지혈증50%,         
고혈압 80%

1차 종료점 주요 심혈관 합병증
(비치명적MI,비치명적 뇌졸중, CVD사망)

주요 대혈관 합병증
(비치명적MI,비치명적 뇌졸중, CVD사망)
주요 미세혈관 합병증(신증, 망막병증)

주요 대혈관 합병증
(MI, 뇌졸중, CVD사망, 
중증 울혈성 심부전,
외과적 혈관 재형성술)

기간 3.5년(평균) 5년(중앙값) 6.25년(평균)

그룹 집중 대 표준 집중 대 표준 집중 대 표준

결과
A1c(중앙값) : 6.4% Vs 7.5%
심혈관 합병증 352명 Vs 371명(p=0.16)
모든 원인사망 257명 Vs 203명(p=0.04)

A1c(평균값) : 6.5% Vs 7.3%
대혈관 합병증 10.0% Vs 10.6%(p=0.32)
미세혈관합병증 9.4% Vs 10.9%(p=0.01)

A1c평균값) : 6.9% Vs 8.4%
심혈관 합병증
231명 Vs 263명(p=0.12)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 혈당강하를

무턱대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조기에 환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극 혈당조절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심뇌혈관 환자의 혈당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집중혈당조절 심혈관사건 예방 효과 연구



심혈관환자의 당뇨병 약물치료



목표혈압 SBP <14OmmHg
DBP  < 80mmHg

당뇨병환자의 고혈압 치료



1.당뇨병환자의 혈중 지질이상은 적극적으로 교정 [A] 공복시 매년시행 [E]

[LDL-C<100 mg/dL,TG 150 mg/dl, HDL-C> 40 mg/dL (남자),> 50 mg/dL (여자)]

2. 심혈관질환 고위험 당뇨병환자: LDL-C 70 mg/dL 미만[B] 

3. 혈중 지질이상의 치료 시 Non-HDL-C, Apo B 등도 치료 목표로 사용 [E]

4.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생활습관교정을 교육해야 한다. [A]

5. 스타틴을 일차 약제로 사용하며 [A] 

LDL-C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약제를 초기부터 또는 추가로 사용[C] 

6. 최대 스타틴 용량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초기 측정치30-40% 감소도 또

다른 목표치가 될 수 있다. [C]

7. LDL-C 목표치에 도달하였으나 TG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지질강하제

(피브린산, 서방형니코틴산, 농축오메가3 지방산)를 함께 투 여할 수 있다. [C] 

8. 중성지방 ＞ 1,000 mg/dL의 경우 피브린산

당뇨병환자의 이상지혈증 치료



당뇨병환자의 아스피린 치료



항목 조절목표

중성지방 150 mg/dl 미만

나쁜(LDL) 콜레스테롤
100 mg/dl 미만

위험군 70mg/dl 미만

좋은(HDL) 콜레스테롤
남자 40 mg/dl 이상

여자 50 mg/dl 이상

Healthy ABCs …….D E

140/80 mmHg

A1c  유지

Diet

Excercise

7% 미만
환자의 특성에 따라 6.5%



• Do your part

• Protect their heart

Multifaceted approach 
+ 

Individualize therapy

Don`t Forget To…………..



뇌졸중 급성기 치료 이후…

퇴원

인지장애,언어장애,운동장애, 편마비, 
어깨탈골, 실어증, 실행증, 편측무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반복

뇌혈관 질환 동반 교육 TIP



우울증• 발생율: 뇌졸중 환자의 약 30%
• 좌측 편마비 환자에 흔함
• 뇌졸중 후 6개월에서 2년사이
• 환자에 미치는 영향

: 재활치료에 환자의 참여를 감소시키고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치료
1. 신체적 인지장애에 대한 치료
2. 인간적 교류
3. 관심과 격려
4. 항우울제
5.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

뇌혈관 질환 동반 교육 TIP



심혈관 질환 동반 교육 TIP

� 과욕은 화를 부른다!
� 공복혈당부터 잡아라!
� 저녁 생활습관 개선 (야식 주의)
� 마음을 잘 다스리자(A TYPE)



심혈관 질환 동반 교육 TIP



≫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회복한 모든 환자는 운동부하 검사를 통하여 운
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가능하면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3-4회, 최소 30분 동안
운동(걷기, 조깅, 자전거,혹은 기타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권장되고

보조적으로 일상 활동(예를 들어 작업 도중 산책, 정원일, 집안일)을 늘리
도록 한다. (분류 I, 증거 B)

심혈관 질환의 운동 지침 - KDA

�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상의 이상소견, 안정상태 심전도 검사상의
비 특이적인 이상소견 시 정밀검사

� 금지운동 : 역도, 윗몸 일으키기 등 상체운동
� 갑자기 혈압이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마무리 운동 필요

심혈관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관리



Simple 7 & Healthy LifeStyle
1. Moderate Daily Physical Activity to burn 150 Calories
2. Create negative calorie balance
3. High fiber comple carbohydrates (vegetables, whole grains, 

legumes, nuts, & fruits)
4. Replace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with mono- & poly-

unsaturated fats 
5. Healthy proteins (soy, beans, nuts, fish & chicken)
6. Avoid: Cholesterol, saturated & trans fats, sweets, simple 

sugar, salt, excessive calories, & tobacco.
7. Stop smoking



심뇌혈관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 www.cdc.go.kr



심뇌혈관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6 R’s to improve MOTIVATION to quit

1. Relevance— quitting is personally relevant (wellbeing)
2. Risks— negative consequences of tobacco use 
3. Rewards— benefits of stopping tobacco use 
4. Roadblocks— barriers to quitting and offer problem-solving 

and pharmacotherapy 
5. Repetition— Repeat these motivational interventions every time 
6. Reality— Tell “most people make repeated quit attempts before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Program:
Unwilling to Quit

� 금연성공을 위한 5가지 방법

첫 째, 니코틴 의존증 치료 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을 세워라
둘 째, 금연친구를 만들어라
셋 째,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여라
넷 째, 바쁘게 움직여라
다섯째,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말아라



When you stop smoking, your body begins a 
series of changes that continue for years:
Sour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20 minutes after quitting
– Your heart rate drops.

• 12 hours after quitting
– The carbon monoxide level in your blood drops to normal.

• 2 weeks to 3 months after quitting
– Your heart attack risk begins to drop. Your lung function 

begins to improve.

• 1 to 9 months after quitting
– Your coughing and shortness of breath decrease.



When you stop smoking, your body begins a 
series of changes that continue for years:
Sour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1 year after quitting
– Your added risk of heart disease is half that of a smoker's.

• 5 years after quitting
– Your stroke risk is reduced to that of a non-smoker's five to 15 

years after quitting.

• 10 years after quitting
– Your lung cancer death rate is about half that of a smoker's. 

Your risk of cancers of the mouth, throat, esophagus, bladder, 
kidney and pancreas decreases.

• 15 years after quitting
– Your risk of heart disease is back to that of a non-smoker's



•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보건복지 가족부 : 금연 콜 센터 1544-9030

▸건강샘 금연채널
(http://nosmoking.healthkorea.net) 
▸한국금연운동협의회 (http://kash.or.kr) 
▸금연길라잡이 (http://nosmkeguide.or.kr) 
▸금연나라 (http://nosmokingnara.org) 
▸청소년금연짱 (http://nosmoke.or.kr



심뇌혈관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심뇌혈관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The DASH Diet

•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 1997 DASH trial -NHLBI
• Diet rich in 
– fruit
– vegetable
– grain products

• Low/non fat dairy, fish and meats



영양교육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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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Walk, Walk –
10,000 Steps Daily

• Average person's stride length = 2.5 feet 
• 2000 steps to walk 1 mile

10,000 steps =  5 miles
1 mile = 100 Cal.
5 miles = 500 Cal.

Get a Pedometer �

1 Mile = 5280 feet 



건강을 위한 제안

� 하루 30분 빨리걷기
(1주에 30분 : 150분/주)

�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 계단을 이용해라!
� 주차할 때 목적지보다 멀리 세워라!
� 평상시 걸음 걸이를 속보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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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Disease and 
Diabetes



Scientific Basis for Weight Loss

Calories Eaten Calories Burned

Calorie balance is the key to 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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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조절

•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카테콜라민 분비증가

⇒  심장박동 증가

♥ 혈관수축

• 고혈압을 악화

•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방량을 증가

– 점진적 근육 이완법, 호흡법 --- yoga, 명상

–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상황을 변화

–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다른 대처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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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고혈압 C : 고지혈증

고혈압,  고지혈증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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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warning signs of a stroke? 



� Chest pain or discomfort (angina)

� Pain or discomfort in your arms, back, jaw, neck, or stomach

� Shortness of breathing

� Sweating

� Nausea

� Light-headedness

곧바로 119

What are the warning signs of  a stroke? 



자가관리 교육 TIP

- 당뇨병 받아들이기

- 최근 상태 및 환자사정에 따른 목표설정

- 일상생활패턴 관리 (식습관, 운동습관)

- 전 당뇨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속)

- 대사증후군

: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지속적 관리
-구체적 목표 제시



지속적 관리
-구체적 방법과 계획세우기



CONCLUSION
- 효과적인 자가관리교육

Care of diabetes has shifted to an approach that is
more patient centered . It is more respectful, responsive to 
individual patient preferences, needs, and values…

Diabetes Care 2009 Jan. (suppl.1)

서로 다른 환자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뇨병 조절의 목적 및 기대치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당뇨병 교육의 첫걸음




